
 

요 약

최근 들어 ICT 분야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표준화 주도권 

다툼과 함께 표준특허 획득 경쟁 또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허청

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

막으로는 이러한 사업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접

근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I. 서 론

오늘날 ICT 산업이 급성장함과 동시에 타 산업과의 융·복합

화가 이루어지면서 표준은 산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특히 이러한 표준이 적용된 제품

을 생산할 때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인 표준특허는 보

유하게 되는 경우 매우 높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개발

된 기술을 보호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ICT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따라 선도 국가 및 기업들은 표

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

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학·연들에게 아직은 표준특허가 낯설고 어렵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및 지원사업, 그리고 지원 사업에서 활용

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

1.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은 2006년 10월 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 연계방안’ 이후 구체화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IT 839 전략 추진을 통해 WiBro, 지상파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것과 그 괘를 같이 하였다 할 

수 있다. 이후 특허청의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종합대책

(2008.12)’, 기술표준원의 ‘산업원천기술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전략(2009.2)’이 차례로 수립되었으며, 2009년 4월에는 ‘표준

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포함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

략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2009년 11월 한국

특허정보원 내에 표준특허 지원을 위한 ‘표준특허센터’가 설립

되었다. 현재에는 표준특허에 대한 업무는 특허청, 표준특허센

터(2015년 1월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업무 이관)로 단일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으로 표준특허 정책이 통합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식재

산권 정책에 있어 일대 변화를 겪게 된다. 국가 지식재산의 경

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

식재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특히 표준특허에 대한 정책이 지

식재산기본법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명문화됨으로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에 R&D-특허-표준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지원정책 반영)

지식재산기본법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① 정부

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국

가표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

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

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야 한다.

김기현,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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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에는 ①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시스템 구축, 

② 표준특허 강소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 ③ 표준특허 보호 및 

활용 생태계 조성, ④ 표준특허 전문인력 및 정보서비스 확충의 

4대 전략 및 이를 위한 13대 중점 과제를 포함하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국가 표준특허 정책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표준특허 정책은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

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14년 8월에는 ‘국가연

구개발관리규정’ 내에 표준특허 동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제도

화 되었다.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② ...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

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

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⑤ ...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

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 성과관리 방안(미래에서 국제표준과 관련된 

정부 R&D 특허성과는 표준특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성과관리

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2015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의 특허성과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특허 등을 포함한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사실상 표준특허

에 대한 FRAND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FRAND 적용에 사실상 

표준특허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등 표준특허와 관련된 

정책 이슈 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가장 최근의 주요 표준특허 정책은 2016년 7월 의결된 ‘미래

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에 담긴 표준특허 정책이며, 주요 

정책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표준특허 전략강화) 시장중심 과제발굴 추진을 위해 연

도별 국내외 표준의 활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중기 로드맵 수립

• 특히,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유망기술 표준특허전략맵 

추진 분야 확대

* (’14) 5G 이동통신 → (’15) IoT → (’16) 빅데이터 → 

(’17~) 실감형콘텐츠 등 지속 확대

▒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표준 구현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고, 향후 표준특허 확보한 강소기업으로 성

장토록 밀착 지원 사업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R&D 기술이 표준특허 창출로 연결되

도록 기획부터 후속관리까지 밀착지원

* 기업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표준전문

가, 표준특허전문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 전담

팀’을 구성하여 파견

▒ (표준특허 성과 창출) R&D-표준 연계과제, 표준개발과

제 결과가 표준특허 창출로 이어지도록 “표준특허 창출지

원사업”과 연계 추진

• 시장 파급력 및 활용성, 표준특허 가능성, 특허권리 안정

성 등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질적 

우수성과 도출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 청구범위 보정·재설

계 등 우수성과 후속 지원

 

이상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

았으며,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는 표준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표준특허 지원사업

1절에서의 정책에 따라 특허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표준특허 

지원사업은 (1) R&D 전과정에서 R&D-특허-표준 삼각연계 구

축을 통한 표준특허 창출 유도 및 (2)표준특허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R&D 전과정에서 R&D-특허-표준 삼각연계 구축’을 위

해서는 ①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표준

특허 전략맵 구축, ② 국제표준이 중요한 기술분야의 과제 기획

단계에서 표준특허 확보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특허 동향조

사, ③ 국제표준이 중요한 기술개발 과제(기술개발-표준화 연

계과제 등)와 국제표준 개발과제(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

업,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R&D-

특허-표준 연계전략 기반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에 성

공하여 표준특허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텝-업 프로그

램’ 신설 운영, ④ 표준특허 창출지원 결과로 확보된 특허성과

물에 대하여 국제표준화 및 특허권리 확보과정이 완료될 때까

지 지속적으로 표준특허가 가능토록 특허 권리범위 재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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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표준특허 후속관리가 지원될 예정이며, 미래부의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특허성과물에 대한 표준특허 

검증과 함께 후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질 계획이다.

다음으로 ‘표준특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①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과정 및 국

제표준을 제정하는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계 로열

티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허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

는 표준제정 과정에 특허대응 지원, ② 산학연의 연구자, 대학

원/대학의 학생, 변리사, 특허 심사관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특

허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특허 핫이슈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산학연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포럼 운영, 

③ 국제표준화 기구 및 특허풀에 등록된 표준특허 정보에 대한 

표준특허 통합 DB 구축 및 통계정보 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상

세정보 제공, ④ 최신 표준특허 정보를 수집·가공한 표준특허 

전문지(SEP INSIDE) 발간(분기별 1회)을 통하여 표준특허 저

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표준특허 정책지원 이외에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연간 2회 정도 표준특허 전략협의회가 개최되어 지속적으

로 표준특허 정책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표준특허에 

특화되어진 포털사이트(www.epcenter.or.kr)등을 통해 산학

연의 의견수렴에 충실하고 있다.

III. 연구개발 및 표준화 상황에 따른                

표준특허 전략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는 그간의 표준특

허 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단계

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 및 표준구현특허의 확보를 위

한 전략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위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으며, 각각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전략 1]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표준 및 표준특허 획득이 목표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의 진

행 상황이 초중기 단계이고 또한 동시에 연구개발 진행 상황도 

초중기라면, 표준화 진행 방향에 맞춰 연구개발을 유연하게 진

행하면서 표준기술과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특허를 통해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하여 구체화

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표준화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특허

를 설계하면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표준 및 R&D 초중기에서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하

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기고/출원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면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표준과 더불어 선행 특허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기

고문으로 작성하는 한편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기존 표준을 검토하였을 때 기존의 표준에 세부 기능구성에 대

해서는 정의되지 않은 컴포넌트 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컴

포넌트 A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 특허들을 검색하여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컴포넌트 A의 세부 기능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

이 좋을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도출한 세

부 기능부 중에서 컴포넌트 A의 성능 개선에 큰 효과를 갖는 기

능부를 선택하여 이를 컴포넌트 A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필요

성이 높은 기능부, 즉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기고 아이템으로 

판단하여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기고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개발 및 표준화 상황에 따른 표준특허 전략

1.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①정의: 표준에서논의하고있는기술항목에있어서, 기존표준과의상호호환성을확보하면서R&D 기술접근이
용이한기고/출원아이디어를선행문헌으로부터도출하여출원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및R&D 초중기에주로적용, 표준화기술항목중R&D 기술접근이용이한기고/출원아이디어
도출이필요할때

전략적용예시

§ 기존 표준과의 상호 호환성이 있고, R&D 기술 접근이 용이한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존 표준과 선행 특허로부터
도출하여 출원

Ex) (표준) 기존 표준에 컴포넌트 A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기능부에 대한 정의가 없음
è 컴포넌트 A의 세부 기능부에 대한 정의 필요

(특허) 선행 특허로부터 아이디어 도출
è 컴포넌트 A 관련 선행특허 심층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

(결과) 기고/출원 아이템 도출
è 선행특허 심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구체화
è 구체화된 아이템 출원 및 기고

③적용예시

컴포넌트 A
세부기능에
대한 정의

필요

컴포넌트
A 관련 특허
심층 분석

기존 표준 선행 특허

컴포넌트 A 세부 기능 중 멀티-레이어/멀티-도메인
관점의 기고 아이디어 도출

컴포넌트 A 세부 기능 중 멀티-레이어/멀티-도메인
관점의 기고 아이디어 도출

멀티-레이어/멀티-도메인 관점의 기고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기고/출원 아이템 도출

멀티-레이어/멀티-도메인 관점의 기고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기고/출원 아이템 도출

출원
아이템

기고
아이디어

그림 2.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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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2]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표 표준화가 향후 어떤 방향(흐름)으로 진행될지를 미리 예측

하여,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 설계 및 기고를 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논의 중

에 있거나, 이전 표준을 통해 완료되어 있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표준화 이후에 어떤 표준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

할지를 분석하여 미리 예측해볼 수 있다.

표준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 기구에 제출

된 표준 관련 문서와 기고문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  ISO,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구의 경우 현재 기술위원회별, 프로젝

트별로 개발 중인 표준안은 가입멤버에 한해 제공되고 있어 입

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 표준화 단체를 통해 국제표준화 기

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음으로써, 해당 

전문가로부터 입수하거나 미래부나 산업부에서 시행중인 표준

화 전문가 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고서를 검색(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하여 우회적으로 표준화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일부 사실 표준화 기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기고문에 접근

이 가능한데, 3GPP를 예로 들면 홈페이지(www.3gpp.org)의 

Advanced FTP Search 메뉴를 통해 개발 중인 표준안 및 표준

회의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어 수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표준 제정이 완료되어 발간된 표준의 경우 표준화 기구 

홈페이지１)에서 유료(ISO, IEC, IEEE 등) 또는 무료(ITU, ETSI, 

3GPP, IETF 등)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１			ISO의	경우	www.iso.org의	Store	▷	Standard	catalogue	메뉴																															
ITU의	경우	www.itu.org의	Standardization	▷	Standards	메뉴

위의 사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개별 충전소에서 관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수요 예측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중앙에

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 

하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충전기와 중앙관제시

스템 사이에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금 현황 

수집, 충전기 상태 관리, 전력데이터 수집, 보안 등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를 예측 및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에 착수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서비

스를 특허로 출원하고, 목표 표준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표준화 기구에 특허 명세서에 기초한 

기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3. [전략 3]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표준을 개발하는 여러 기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동통신 및 

MPEG(영상압축기술) 분야는 기술 및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다. 그만큼 표준화 회의도 격월 단위로 자주 열리고, 표

준화 항목별로 다양한 경쟁기술이 존재하기도 한다.

즉, 하나의 표준화 항목에 대해서도 많은 기고자들이 여러 가

지 기술들을 기고하여 경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 기술 진

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표준화 회의가 자주 열리면서 

다양한 기술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표준특

허 확보를 위한 명세서 설계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으며, 완

벽한 명세서 설계를 위한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

고한 기술 그대로 표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출원한 특허가 

표준특허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앞서 Ⅰ장의 3.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화 

기구에서 여러 기고자들이 기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행위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기술 공개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표 1. 표준화 기구별 표준문서 정보제공 범위

표준화 

기구
표준문서 정보제공 범위 비용

ISO
	제목,	요약,	제정(승인)일,	담당TC/SC,	

상태(유효/폐지여부),이전	문서작업	파일
유료

IEC
	제목,	요약,	제정(승인)일,	담당TC/SC,	

상태(유효/폐지여부),	샘플파일
유료

ITU-T

	제목,	요약,	목차,	원문파일,	제정(승인)일,	

담당	WG,	상태(유효/폐지여부),	

이전	문서작업	이력	및	파일

무료

ITU-R
	제목,	원문파일,	제정(승인)월,	담당WG,	

상태(유효/폐지여부)
무료

ETSI 	제목,	원문파일,	제정(승인)월,	담당Project 무료

3GPP 	제목,	제정(승인)월,	원문파일 무료

2.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①정의: 목표표준에서진행되고있는표준화의방향(흐름)을분석하고,기존기술중표준화방향에관련되는것을추출하여특허
설계하고표준안으로기고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및R&D 초중기에주로적용(R&D 중후기에도적용가능), 표준화의방향이예측가능하고표준화에
관련된R&D 아이템이존재할때

당면한상황 전략적용예시

§ (표준)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화 진행 中

§(표준화 방향 예측)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을 중앙 관제시스템에서 감시 및 제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와 관련된 통신 방식에 대한 표준화 필요
성이 예상됨

§(R&D 기술 검토)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중앙관제시스템 사이에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양방향 통신을 위해 어떤 통신방식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 표준화 방향과 관련된
기술 보유(or 개발 中)

§R&D에서 보유한 기술이 표준화 방향에 부합되므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을 검토한 후, 명세서를 설계

§설계된 명세서에 기반하여 표준화 기구에 제안서를 제출
→ 표준특허 창출을 도모

③적용예시

표준화 방향 분석표준화 방향 분석

출원

기고

그림 3.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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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위가 있는 시점, 즉 표준화 회의가 개최되는 시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고서 등의 표준관련 문서의 

내용을 선행기술로 하여 그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고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 명세서를 설계하되 그 

과정에서 완벽한 명세서가 설계되지 못하더라도 가출원 제도, 

청구범위 유예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고시점 이전에 긴급 출원

하여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불

어 특허를 출원하는 국가와 기고서가 제출되는 표준화 기구 사

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기고서를 제출(업로드)하

기 24시간 전에 특허 출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긴급 출원 전략을 이행한 후에는 표준화 회의 이후 논

의사항을 분석하여 이미 출원해놓은 특허 내에서 보정이 가능

하다면 이미 출원해 놓은 특허에 반영시키고, 그것이 어려운 경

우에는 새롭게 추가 출원할 수 있다.

4. [전략 4] 권리범위 확대 전략

권리범위 확대 전략은 특허의 권리범위가 특정 분야의 표준

기술 뿐만 아니라 해당 표준기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

른 분야까지 확대되도록 명세서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기고문

이나 표준문서에 사용된 용어를 최대한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

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표준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lectric Vehicle Battery는 전기자동차 배

터리를 말하는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서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분야의 표준

특허를 위해서는 Electric Vehicle Battery 용어가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해당 표준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표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Electric Vehicle Battery라는 용어가 제

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청구항에서는 Electric Vehicle 

Battery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명세서와 다른 부차적인 청

구항에서 Energy Storage Device와 같은 포괄적이고 넓은 권

리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허를 설계한다면 

추후 표준기술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까지 대비할 수 

있다.

5. [전략 5]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확보 전략

표준화를 진행하다보면 처음 내가 기고했던 기고문의 기술 내

용과 다소 다르게 표준이 제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

우 기고문을 바탕으로 명세서를 설계하여 출원했던 특허가 진

행중인 표준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을 사용

할 수 있다.

3.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①정의: 기술• 시장선점을위한경쟁이심화되는표준개발에있어서, 기술경합에따른빠른표준기술진화속도와예측불능의

표준화흐름에대응하여선출원지위확보를위해표준화일정에맞춰긴급출원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및R&D 초중기에주로적용, R&D 진행속도보다표준개발이빠른상황에서표준기술선점을위해

신속한출원이필요한경우, 또는잦은표준회의일정에대응하여다양한권리확보가필요한경우

당면한상황 전략적용예시

§ 기술 및 시장 경쟁 심화 표준
- 이동통신 표준
- MPEG 표준
- 차세대 Wi-Fi 표준

→ (특징) 표준화 대상 기술이 기술적으로 매우 넓고,
깊이 있게 논의됨

§ 표준회의 일정
- 격월 단위 개최
- 표준화 기술항목에 대해 다양한 경쟁기술이 존재함

→ (특징) 표준 기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름

§제안 기고기술에 대해 표준회의 개최 직전까지 전략적
으로 긴급 출원함

§표준화 흐름을 파악하여, 매회 표준회의 논의사항을
추가하여 출원함

③적용예시

월 1 2 3 4 5 6 7 8 --

표준화
회의

o o o o --

기고 A B C D --

출원1 A B C D --

출원2 A’ B’ C’ D’

그림 4.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4. 권리범위확대전략

①정의: 표준에서정의하고자하는항목을특허권리화시, 표준사양에한정하지않고표준사양을포함하면서

적용가능한기술분야로확대하고, 용어의사용도광의의용어를사용하는권리범위설계전략

②적용시점: 표준및R&D 초중기에주로적용(표준화중후기나R&D 중후기에도적용가능)

③적용예시

전략적용前 전략적용後

§ 표준에 부합되도록 명세서는 설계되었으나, 표준사양에 한정
하여 권리화

EX) UI 자식 요소들을 Container 내에 적응적으로 배치함에 있어, 
Flexible Box Layout 개념으로만 권리화 요소 추출
(표준 스펙을 포함하면서 확대적용 가능한 레이아웃 기술분야
로서, Adaptive Layout 기술로 확장할 필요)

EX)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Electric Vehicle Battery), 댁내 이차
전지(Secondary Battery in Hom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전기자동차 및 이차전지에 한정될 가능성 있음

§확대 적용 가능한 기술범위로 확장하여 권리화

EX) CSS가 적용된 웹문서에 포함된 화면 요소들에 대하여,    
특정의 배치 속성을 적용하여 Adaptive Layout 개념으로
권리화

EX) 확대된 권리 확보가 가능한 용어로 변경하여
권리범위 확대를 도모함

- Electric Vehicl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Secondary Battery in Home⇒ Home Power Storage

확대 적용가능한
기술범위

표준사양
범위

확대된 기술적용
분야의 권리화

그림 5. 권리범위 확대전략

5. 다양한실시예를반영한특허확보전략

①정의: 표준화쟁점및변동상황을예측하여,명세서의상세설명부에다양한실시예들을반영해둠으로써, 표준변동상황에
유연하게대응가능토록하는전략(향후표준화채택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모든표준화아이템을특허명세서의
상세한설명부에기재)

②적용시점: 표준및R&D 초중기에주로적용(R&D 중후기에도적용가능), 표준안에반영될여지가큰사항들이존재
하거나, 표준안에서변동될가능성이높은항목들을미리예측가능한경우

③적용예시

전략적용예시

§ 표준화 쟁점 사항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시예를 도출

§ 표준안에 정의된 사양을 구현함에 있어, 파생 가능한
다양한 구현적 쟁점 사항들을 발명의 실시예로서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반영

§ 명세서 상에 미리 기술해 둔 다양한 실시예들에 기초하여, 
보정/분할/우선권 주장 등을 통해, 표준 변동 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 가능

명세서

실시예1
실시예2

실시예n

명세서

실시예1
실시예2

실시예n

표준변동
상황발생
표준변동
상황발생

그림 6.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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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표준안에서는 실시예 1과 관련된 내용이 표준 규격으로 

다뤄졌으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규격이 실시예 2와 관련된 내용으로 변동되거나 실시예 3

과 관련된 규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명세서에 실시예 

1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표준변동 상황 발생 시 변동

된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특허 명세서를 보정하여 대응하는 것

이 불가능해진다. 반면에 현재 표준화 과정에서는 실시예 1에 

국한하여 논의가 되더라도 실시예 2, 3, … 등 파생 가능한 다

양한 실시예를 명세서에 포함시켜 놓을 경우 표준 변동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명세서 보정 시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카테고리(시스템, 물건, 방법 등)별로, 그

리고 서로 다른 발명의 주체(칩, 모바일 장치, 서버 등)별로 다

양한 경우의 수의 발명을 모두 도출하면서, 이렇게 도출된 발명 

각각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실시예들을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모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표준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뿐더러, 명세서 상에 

제시된 카테고리 및 주체별 발명의 경우의 수가 많아 여러 번에 

걸쳐 분할출원을 행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면의 경우에도 다양한 실시예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도면들(기본 개념도, 시스템 및 개별 장치별 구

성도, 블록도, 정보처리 흐름도, 프로세스 처리도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표준 변동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전략 6]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연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개발된 기술과 관련된 분

야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경우(표준화 초중기 및 연구

개발 중후기 단계)라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고 표준특허 

확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준화 초중기 및 R&D 중후기에서 사용될 수 있

는 전략으로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이 있다. 즉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규격을 구현함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모두 반영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청구항들(시

스템, 물건,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고문 등에서 특정한 카테고리나 특정한 실

행 주체만을 명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카테고리나 실행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내용

이 동일하더라도 표준특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준

에서 명시한 특정 카테고리나 실행주체와 관련된 청구항을 주

된 청구항으로 작성하면서, 그 외의 카테고리나 실행주체에 관

련되는 청구항은 부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비디

오 압축과 관련된 표준문서(H.264, SVC)의 경우 디코더의 프

로세서만을 규격화하고 있으므로 디코더와 관련된 청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표준에서 규격화하고 있지 않은 인

코더까지 포함된 청구항만을 갖고 표준화에 대응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 예로는 단말과 기지국 사이 메시지들을 

주고받음으로서 특정신호를 처리하는 3GPP 표준의 경우 표준

문서에서 프로토콜의 특정 실행주체, 예를 들어 단말만이 규격

화된 경우, 단말과 기지국을 모두 상호 주체로서 하나의 청구항

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보다, 단말만이 주

체인 청구항을 장치 및 방법으로 작성하고 기지국만이 주체인 

청구항을 부차적으로 하여 장치 및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1].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방법 청구항과 물건 청구항이 모두 

표준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통신 프로토콜을 시계열적

으로 규격화한 점에서 방법 청구항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고 

물건 청구항은 추가의 청구항으로 하여 부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표준특허로 매칭시키기에 용이하다. 이때 방법 발명을 구

성하는 단계들의 시계열적인 순서를 표준의 내용에 따른 순서

와 일치시켜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고문 등 표준관련 문서에서 규격 등을 다루고 있는 

규범문서(normative)로 기재된 부분이더라도 모든 내용을 반

영하여 특허를 설계하는 것보다, 의무적(mandatory)인 특징２)

을 필수적인 구현 특징으로 보고, 선택적(optional)인 특징３)은 

실제 제품에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의무적인 

특징 중심으로 특허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２		표준문서에서	주로	is,	are,	shall	등의	조동사와	함께	표현되는	기술	
특징

３		표준문서에서	주로	may,	can	등의	조동사와	함께	표현되는	기술	
특징

6. 표준필수구현특허설계전략

①정의:  R&D 결과를바탕으로예상표준규격구현시필수적인기술을특허로권리화하는전략

전략적용前 전략적용後

§특정 카테고리, 실행주체만을 규격화

EX) 오디오 압축 표준문서가 디코더 프로세서만을 규격화

§표준에서 명시하는 카테고리, 실행주체에만 관련되는 청구항을
주된 청구항으로 작성

EX) 디코더를 규격화하는 청구항을 주된 청구항으로 작성

디코더, 인코더를 모두 포함하는 청구항, 인코더만을
포함하는 청구항은 부차적인 청구항으로 별도로 작성

②적용시점: 표준활동이초중기이고R&D 중후기에주로적용(표준화중후기나R&D 초중기에도적용가능)

③적용예시

그림 7. 표준 필수구현특허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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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략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에서는 기술적인 연구가 어느 정

도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R&D 기술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

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정리하여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표준화가 A 기술에 대해

서 진행이 된다면, A 표준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A1, A2, 

A3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A1, A2, A3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특허들을 검색하여 살펴보고 분석한 후 그 결과를 A 

표준기술에 접목시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향후 표준

화가 완료되어 표준기술을 상용화 할 때 실시 가능한 특허를 선

점하는 효과가 있다.

일예로 QR코드 표준이 개발된 이후 상용화를 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것은 QR코드 리더기이다. 따라서 QR코드 관련 

표준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QR코드 리더기라는 제품이 제공되

어야 함을 미리 예상하여 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8. [전략 8]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전략

표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진행이 덜 되었더라도 표

준화 공백 영역을 발굴하여 새로운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를 창

출할 수 있다.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에서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된 사

항에 대해서 새로운 기고/출원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표준안 공

백분야 도출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안과 표준화가 완료되었거나 표준개발 후기에 있는 표준안 

중에서 관련성이 높은 기존 표준안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현재 

표준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공백분야를 도출하는 전략이다. 예

를 들어 현재 표준안 개발 중인 표준안 A와 표준이 완료된 표준 

B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볼 때, B는 B1, B2, B3, B4의 표준 항

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A는 A1, A2에 대해서만 표준화가 진

행되고 있다면, A3, A4에 해당하는 공백기술 분야에 대한 기고 

아이템을 도출하고, 이를 기고서로 작성하고, 특허설계 및 출원

한 다음에 표준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9. [전략 9]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에는 표준 관련하여 기출원된 특

허들에 대한 권리 범위를 검토하는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

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표준 기고 활동이 활발한 시기

에 기출원된 특허들의 출원시점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특허 등록 가능성을 선행특허 검토를 통해 파악하여 대처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표준 기고 전에 가출원 및 본출원된 특허들을 1년 

이내에 본출원 및 해외출원으로 진행할 때에는 선행특허 검토

를 통한 권리범위 안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출원 이전의 

선행특허와 본출원 시의 선행기술 간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그리하여 기출원 특허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

인하여 향후 국내외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권리 안

전성 분석 결과 기출원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국외 출원 이전에 기출원 특허의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기출원된 특허를 취하한 후에 국외에 신

규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 출원을 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국

당면한상황 전략적용예시

§ 표준화 진행에 따른 표준기술 구현시 발생 가능한 제품 및 서

비스 등에 대한 권리범위 확보 필요

§ 기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용화 방향을 예측하여 제품 및 서

비스 등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망 구축

7. 표준관련특허망구축전략

①정의: R&D 기술결과로부터얻어지는노하우를바탕으로표준기술구현시발생하는예측가능한시나리오들을
권리화할수있는다수의특허를출원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초중기및R&D 중후기에주로적용, 기술적인연구가어느정도진행되어상용화시에발생하는
시나리오에대한윤곽이잡히는경우

③적용예시

그림 8.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8. 표준안공백분야도출전략

①정의: 목표표준안에서필수표준화아이템임에도불구하고표준안에명시되어있지않은기술분야를파악하여
이를권리화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중후기및R&D초중기에주로적용(R&D 중후기에도적용가능), 표준문서에서다루는내용이
상당부분진행되거나전체적인윤곽이잡혔을때

당면한상황 전략적용예시

§ 표준안 개발 또는 개정 시 누락되거나 고려되지 않은

기술분야나 항목 발견

EX) 4G 이동통신(표준안 A,B,C 완료)

5G 이동통신(A,B 논의중인 상황)

§ 기고 아이템 도출

è공백기술분야에 대한 기고아이템 도출

è기고문 작성

EX) 4G 이동통신에서의 C에 착안, 5G 이동통신 표준에서 C가 누

락된 것을 파악하여 C를 기고 아이템으로 도출

§ 특허 출원

è기고 아이템에 대한 특허설계 및 출원

§ 표준화 활동

è기고 제출을 통한 표준안에 반영

③적용예시

그림 9.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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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출원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법은 청구항의 기재

내용이 많을수록 청구범위가 좁아져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점에 착안하여 청구항의 길이를 늘이는 것이다. 다만 청구

항의 길이를 늘임에 있어서 사용되는 부가사항들은 표준문서

의 기술내용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즉 표준문서 중에

서 핵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 특징과 관련된 기술내용들까

지 청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많아지더라도 표준문서와 매칭되는 내용

들만으로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10.  [전략 10] 표준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연구개발과 표준화가 모두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출원된 

특허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다양하게 변하는 표준화 과정에 

맞게 출원한 특허의 청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표준 

내용과 일치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

표준 및 R&D 중후기에 표준안의 변경에 따른 기출원 특허 청

구범위가 매칭되지 않거나 정합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표준정합

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을 적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표준기술에 대한 기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분석 결

과 표준의 기술진화방향이 기출원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관련

성이 높은 경우에 표준과의 정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허를 재

설계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표준화 진행 초기에 출원(혹은 미국특허 가출원)된 

특허가 있을 경우 표준화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표

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처럼 초기에 출원

된 특허의 청구범위는 표준화 중후기 단계의 표준문서의 내용

을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표준과의 정합

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는 보정, 분할출원, 연속

출원(미국)４), 재발행 출원(미국)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표준 

정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보강/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앞선 [전략 5]를 통해 명세서에 다양한 실시예들을 반영

해 놓음으로써, 표준안 변동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청구항 보정이나 분할 출원

을 통하여 명세서 상의 해당 내용을 특허 청구범위에 반영함으

로써 정합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미국특허의 경우에는 기출원된 특허가 표준과의 정합도가 낮

은 상태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허 재설계가 가능

한데, 이는 특허가 등록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특허 청

구범위를 고쳐서 다시 특허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재발행 출원 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명세서 상에서 

표준안 변동 사항을 전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선 출

원의 내용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계속출원５)을 하는 등 

연속출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허 재설계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11. [전략 11]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앞선 [전략 10]을 통해서 기출원된 특허들의 청구범위를 표준

과 잘 매칭이 되도록 하더라도, [전략 10]은 내용상의 정합성을 

보장할 뿐이고,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들이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４		미국의	연속출원(Continuing	Application)은	일반적으로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을	포함하여	일컫는다.

５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CIP	출원

9. 기출원특허권리범위안정화전략

①정의: 표준관련기출원특허들의청구항권리범위분석을실시하여, 최초출원이후1년이내본출원또는국외출원시에
기출원특허의권리범위안정성을검토함으로써향후의특허등록가능성을높이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중후기및R&D 초중기에주로적용, 기고활동이활발한시기(WD 단계)에출원된기출원특허들과
관련하여최초출원일로부터1년이내에본출원또는국외출원이가능한시점

전략적용前 전략적용後

§ 국내 출원 이후에는 권리 범위의 안정성 검토 없이 곧바로 국

외 출원으로 이어져, 향후 국외 출원특허들에 대한 등록 가능

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국외 출원 이전 국내 기출원 특허들에 대해 사전 권리분석을 실
시하여, 기출원 특허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의 국외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 권리 안정성 분석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 사유가 발생했
을 경우, 국외 출원 이전에 청구항 보정 또는 특허출원 취하 후
신규출원 또는 우선권주장출원 수행

à 특허등록 가능성 제고

③적용예시

그림 10.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10.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①정의: 표준화진행에따라표준안내용의변경에따른기출원된특허청구범위가매칭되지않거나정합도가
떨어지는경우이에따른특허관리전략으로서, 변경된표준안에대한정합도를높이기위하여
기출원특허의보정이나재발행, 분할/연속출원전략

②적용시점: 표준중후기및R&D 중후기에주로적용, 표준기술에대한기출원특허를보유하고있고분석결과
표준의기술진화방향이기출원특허의기술적사상과관련성이높은경우, 또는연구개발을통해
특허가출원(혹은긴급출원)되었고표준이완료단계거나이미공지된표준이있는경우

당면한상황 전략적용예시

§ 표준화 진행 전 출원 혹은 가출원된 특허 청구항

à 분석 결과 표준과의 정합도 낮음

à 반면 표준의 기술진화 방향과 기술적 관련성은 높음

§전략회의를 통한 특허 보정안 도출

§특허 보정, 분할출원, 또는 재발행(미국특허)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가출원 후 표준에 정합되도록

청구범위 재설계하여 본출원 진행

§편집권을 보유한 표준 담당자를 통해 표준화 방향의 정확히

예측할 때, 기출원 특허의 표준 정합성 제고 가능

③적용예시

그림 11. 표준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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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략 10]을 적용하고 난 후에도,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격들 중에서 일부하고만 매칭이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규격이 A, B, C, D, E, F

라고 하고, 기출원된 특허에 [전략 10]을 적용한 이후 특허 청구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A, B, C라고 한다면, A, B, C에 

대해서는 표준과의 정합성은 확보가 되었으나, 표준 상의 일부 

규격(D, E, F)은 기출원 특허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

생한다.

이처럼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출원 특허의 청구

범위에서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격을 전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최초 기고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출원 특허가 표준화가 진행됨

에 따라 규격이 추가되거나 확장되어 기출원 특허의 권리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략이다.

앞선 사례에서 표준안에 새로운 규격 D, E, F가 추가로 반영

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D, E, F의 규격 각각에 대해 선행특허

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한다. 검토 결과 D, E, F 중에 아직 

선행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규격이 있다면, 이

를 신규로 출원하거나, 아니면 기출원 특허를 선출원으로 하고 

새로운 규격을 추가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함으로써 누락되

었던 규격에 대한 권리범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12.  [전략 12]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

연성 확보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에 타겟 표준기구의 특허풀이 만들어졌

거나, 만들어질 계획에 있거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기준에 따른 특허 개수 확대를 통해 로열

티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할 때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표준의 CD단

계 이전에 기출원된 특허가 있고 표준 매칭이 가능할 때 로열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복수개의 패밀리 특허를 만들어 심사청구

를 달리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특허풀에서 로열티를 분배할 때 표준특허를 등록

받은 국가 수와 특허 개수가 많을수록 특허풀에서의 로열티 배

분이 많다. 예를 들면, 표준문서에 정합되는 60개의 청구항을 1

개 특허로 하여 하나의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는 것보다, 5개

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 12개를 4개국에서 3개씩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받는 것이 특허풀에서의 로열티 배분에 있어서 유

리하다.

따라서 표준특허들이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많은 개수로 특허

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국 특허출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출

원국가와 출원건수를 늘일 때 해외출원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특허풀 지분과 해외출원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정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 정책에 따라서는 미국, 유

럽, 일본 등 표준특허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들보다 표준

특허가 등록된 개수가 적은 국가들 중에서 새로 표준특허를 추

진하는 표준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

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로열티 분배에 사용되는 제품 판매실적(매출액 등)을 제품이 판

매된 국가별로 구분하고,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제품 판매실적

에 따른 로열티를 해당 국가 내에서의 표준특허 비중에 따라 분

배하는 정책을 갖는 특허풀의 경우, 표준특허 등록 수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하면 해당 국가 내에서의 표준

특허 비중이 높은 만큼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제품 판매실적

에 대해서는 많은 로열티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는 연속출

원, 재발행 출원 등을 활용하여 표준특허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상세설명 중 표준과 매칭이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나열하고, 연

속출원되는 특허들의 청구항에 표준과 매칭이 가능한 구성요소

들을 하나씩 부가하여 특허를 개수를 늘릴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 등록 가능성은 유지한 채 쉽게 특허

풀 지분을 확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시스

템, 방법, 물건 등), 주체(서버, 단말, 기지국 등), 기능(부호화, 

복호화 등)별로 별개의 독립항들을 구성하여 가능한 최대한 많

이 분할 출원함으로써 특허의 개수를 늘려 지분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가출원 등 우선일 확보를 위해 앞서 출원된 특허를 

바탕으로 국제특허 출원(PCT)제도를 이용하여 복수의 지정국으

로 다수의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여 지분 확대를 꾀할 수 있다.

11.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①정의: 기존출원된특허들의권리범위가표준에서정의하고있는규격의범위를전부커버하고있지못하는경우,
신규출원, 우선권주장출원, 보정등의방법으로특허의권리범위를보완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중후기및R&D 중후기에주로적용(R&D 초중기에도적용가능)

당면한상황 전략적용예시

§ 표준
Þ ETSI TC M2M TS 102 690
Þ Long Polling based notifications delivered to issuer

§ 특허
⇒M2M 기술에 특화된 Long Polling 기술 관련 선행문헌 없음

§ 표준규격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신규출원전략
ÞTS 102 690에 기재된 Long Polling 기술을 적용한 Double 

long-polling procedure for NAT environment 기술 관련 특허
출원

Þ KR 10-201*-00******
“ NAT 환경에서 멀티-홉 기반의 롱-폴링 메커니즘의 구현 방법

및 시스템”

③적용예시

그림 12.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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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대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략들은 표준화와 R&D의 진행에 따라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

로 적용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적용

해야 표준특허의 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

한 표준특허 지원사업의 내용, 그리고 실무적 전략에 대해 확인

하였다. 

먼저 표준특허에 대한 정책은 지식재산기본법 제30조(지식재

산의 국제표준화)로 명문화되어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

으며, 이후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및‘국가연구개발관리

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

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전략’을 통해 표준특허 전략강화, 표준

특허 강소기업 육성 및 표준특허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여 추진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허청의 표준특허 지원사업은 (1) 

R&D 전과정에서 R&D-특허-표준 삼각연계 구축을 통한 표준

특허 창출 유도와 (2)표준특허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

원 표준특허센터는 그간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 

및 표준구현특허의 확보를 위한 전략모델을 수립하였고, 이러

한 전략을 ‘표준특허 길라잡이’로 정리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서 배포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표준특허의 정책 방향에 대해 ICT 분야 이해관

계인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더해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

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표준특허 강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과 함께 표준특허

활동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의의 자발적 노

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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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풀대응을위한지분확대및권리유연성확보전략

①정의: 타겟표준기구의특허풀이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계획에있거나, 만들어질가능성이높은경우, 특허풀의
로열티분배기준에따른IPR개수확대를통해로열티수익을극대화하고특허등록가능성을높이기위해
복수개의패밀리특허를만들어심사청구를달리하는전략

②적용시점: 표준중후기및R&D 중후기에주로적용, 표준의CD 단계이전에기출원된특허가있어표준매칭이
가능한경우

전략적용前 전략적용後

EX1) 심사청구 후 거절사유를 해소
하여 등록à 표준 매칭 가능성 낮음

EX2) 표준 매칭만 하여 청구항 설계
à 등록 가능성 낮음

※ 표준 매칭이 되고, 등록이 된다 해도
하나의 특허만으로는 특허풀 지분이
낮아 적은 로열티 확보

§ 미국의 경우, 연속출원, 재발행 등을 활용
- 상세설명 중 표준과 매칭이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나열하고, 연속출원(재
발행 포함)되는 특허들의 청구항에 표준과 매칭이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하
나씩 부가하여 특허의 개수를 늘임

- 등록가능성은 유지한 채, 특허풀 지분확대

§ 국내의 경우, 분할 출원을 활용
- 청구항 차트(claim chart)를 이용하여 표준특허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세
설명까지 확대된 표준 매칭을 통해 표준과 매칭되는 구성요소들을 나열하
고, 등록가능성이 충분하고 범위가 가장 넓은 독립항을 시작으로, 상세설
명에서 발굴된 표준 매칭되는 구성요소들을 더 포함하는 종속항을 작성
à 권리 유연성 확보

- 방법 & 장치 & 시스템 , 서버 & 단말, 부호화 & 복호화 등 별개의 독립항
들을 가능한 분할하여 출원하고 어느 하나의 출원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
면, 다른 출원에도 동일한 원리로 거절이유 해소à 특허풀 지분 확대

§ PCT 출원을 통해 복수의 지정국으로 다수의 패밀리 특허출원
à 특허풀 지분확대

③적용예시

그림 13.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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