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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이 강화됨에 따

라,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되

는 추세이며, 2000년대부터는 정보통신 분야가 특허 소

송 등 특허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

기 간 표준을 통한 호환이 필수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특

성상, 특허로열티 대부분은 표준기술을 커버하는 표준특

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인 Gigabps급 

Wireless LAN 분야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향

후 글로벌하게 사용될 Gigabps급 Wireless LAN에 대한 

표준 관련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로열티 수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Gigabps급 Wireless LAN의 주요 분

야 중 현재 표준화 회의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Uplink & 

Downlink MU-MIMO 분야에 대한 표준 분석을 분석하

여 향후 로열티 등의 지재권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 소지

가 있는 표준 관련 특허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분석 범위

  Gigabps급 Wireless LAN 기술로는 Uplink & Down-

link MU-MIMO, Transmit Beamforming, Gigabit 채널 

코딩, 적응형 채널자원 활용 기술, Gigabit 무선접속제

어 향상 기술,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등이 

있으며, 상기 여러 기술 중 표준화 이슈가 큰 Uplink & 

Downlink MU-MIMO, Gigabit 무선접속제어 향상 기술,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 동

향 및 특허 동향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기로 한다.

  상기 3개의 주요 기술 중 본 장에서는 Uplink & Down-

link MU-MIMO 기술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Uplink & Downlink MU-MIMO 기술은 다음과 같은 

세부기술로 나뉜다.

  o Preambles with more spatial streams

  o Time and frequency synchronization

  o Power control

  o MMSE SDMA precoding

  o Explicit channel state information feedback with 

    more resolution than current 11n (more spatial 

    streams and potentially more bits resolution) 

  상기 5개의 세부기술 중 현재 논의가 활발한 Explicit 

CSI feedback, Power control,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을 중점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기 기술과 관련

하여서는 IEEE802.11 TGac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

서 승 모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위한 

Gigabit WLAN MU-MIMO 

표준관련 특허분석결과

기
 획



으며, 문서 넘버는 표[1-1]에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 기고문은 IEEE802.11 TGac 에 기고된 기고문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표[1-2]에 정리하였다.

Ⅲ. 기술 개요

1. 무선 LAN 시스템의 구성

  무선 LAN은 유선이 무선으로 대치된 것 외에는 기존의 

이더넷 기반의 유선 LAN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진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o 무선 링크 :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밴드

라고 하는 허가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저 전력 주파수 대

역(902~928MHz, 2.4~2.4835GHz, 5.725~5.825GHz) 

중 2.4GHz 또는 5.7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단말과 

단말 또는 단말과 액세스포인트(AP)간의  무선링크이다. 

특히, 2.4GHz 대역은 전자레인지나 코드리스 폰도 사용

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간섭현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에, 5.7GHz 대역을 사용하는 장비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

아 상대적으로 간섭현상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전송거리

가 상대적으로 짧은 단점이 있다.

  o 액세스 포인트(AP) : 무선단말로부터 전달된 프레임

을 다른 단말에게 중계하는 유무선 연동 브리지 기능을 수

행한다. 이 AP는 이더넷의 브리지/스위치로 간주하면 된

다. 일부 가정용 AP에는 이러한 브리징 기능 외에, 사설 

IP를 할당해 주는 DHCP서버 기능이나 IP 방화벽 기능도 

추가된 라우터로도 동작하는데, 이러한 AP를 무선 LAN

라우터 또는 유무선 공유기라고도 부른다.

 

 o 단말 (스테이션, STA) : 무선 LAN용 Network Inter-

face Card(NIC)를 장착하여, IEEE802.11표준에 기반을 

둔 물리계층 및 MAC계층의 동작을 수행한다. 다른 단말

과 직접 연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액세스 포인

트에 결합되어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한다. 

  o 분배 시스템(DS : Distribution system) : 여러 개의 

AP를 연결하는 백본 망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더넷이 사

용된다.

  o 기본 서비스 집합(BSS: Basic Service Set) : 하나의 

AP와 이것에 접속된 단말로 구성된 그룹이다. BSSID는 

해당 AP의 MAC주소이다. 

  o 확장 서비스 집합(ESS : Extended service set) : 여러 

개의 BSS들, 즉, 여러 개의 AP들이 이더넷을 사용한 분배

망에 연결되어, 각 단말들 간에 상호 접속이 가능한 확장

된 그룹이다. ESSID는 논리적으로 ESS를 구분하는 식별

자로서 문자열이다. 동일한 ESS에 속한 단말들은 서로 다

른 AP에 결합되어 있더라도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무선 LAN을 

구성할 수 있다

  o Home/SoHo용 무선 LAN : 무선 LAN 라우터를 사용

하여 ADSL과 같은 고속 공중망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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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석 대상 표준문서

표준화 기구

IEEE

발 행 일

2009.10.

문  서  명

- 802.11n:WLAN MAC 
and PHY Specifications 

[표 1-2] 분석 대상 기고문

표준화 기구

IEEE

건  수

330건

문  서  명

- 802.11 TGac: 2009.07. ~ 2010.05.

[그림 1-1] 무선LAN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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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업용 무선 LAN : 여러 개의 AP가 백본 LAN에 연

결된 망이다. 

  o 공중 무선 LAN : 여러 개의 AP가 연결된 공중망으로

서, 사용자들은 과금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AP에 

접속 가능하다.

  o Ad Hoc 무선 LAN : 단말간 직접 점대점으로 연결되

는 경우이다. 이때 단말은 Ad Hoc모드로 미리 설정해 놓

아야 한다. 

2. 무선 LAN 기술

  무선 LAN에 관련된 기본표준은 IEEE 802.11으로서, 이

것은 MAC과 PHY계층에 대한 표준으로 구성되어있다.

2.1 물리계층 기술 

  프레임을 구성하는 비트열을 안테나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변복조하는 기술로써, 전송방식, 사용주파수, 속

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o 초기 802.11 : 1997년 표준방식으로서, 2.4GHz대

역에서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FHSS)와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DSSS), 적외선 방

식 등의 변조기법을 사용하여 1 또는 2Mbps의 전송속도

를 제공하였다.

  o 802.11b : 초기의 802.11 DSSS방식의 속도를 11Mbps

로 향상시킨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무선 LAN시스템에

서 사용된다. 최대 100미터의 전송거리를 제공하는 장점

이 있다. 총 13개의 무선채널이 제공되지만, 이들은 <그

림 1.3>처럼 서로 겹치는 대역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는 실질적인 채널은 최대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들은 1, 6, 11번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기존의 802.11 무선 LAN과의 

호환을 위하여, 1,2,5.5,11Mbps의 4가지 전송속도를 선

택할 수 있다. 

  o 802.11a : 5GHz대역에서 54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최대 전송거리는 33미터이다.  이것

의 장점은 속도뿐만 아니라, 12개의 중복되지 않는 채널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면적에 많은 수의 AP들을 

서로 간섭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 5GHz대역을 사

용하는 제품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적

다는 점이다. 단, 802.11a는 OFDM이라는 상이한 변조방

식을 사용하고 주파수 대역도 다르기 때문에 11b는 상호

간 호환되지는 않는다. 

  o 802.11g : 2003년에 표준이 완성된 것으로서, 11b

와 같은 2.4GHz에서 54Mbps를 지원한다. 이것의 장점은 

802.11b와 호환된다는 점이다.  

  o 802.11n : 100~600Mbps를 지원하기 위하여 Sin-

glue-User MIMO , Aggregate MPDU사용, Block ACK

를 사용한다. 또한 최대 4개의 안테나 사용, OFDM고속모

뎀, Tx Beamforming기법을 사용한다.

  o 802.11ac : Gbps 를 지원하기 위하여 multiUser 

MIMO, Aggregate MPDU사용, Block ACK를 사용한

다. 또한 최대 8개의 안테나 사용, OFDM고속모뎀, Tx 

Beamforming기법을 사용한다.

  o 802.11ad : Gbps 를 지원하기 위하여 802.15.3c 기반

의 OFDM PHY를 사용한다.

[그림 1-2] 무선LAN 형태



2.2 MAC계층 기술

  IEEE 802.11 MAC은 지난 30년간 유선LAN방식에서 독

보적인 이더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CSMA/CD기술과 유사

한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

sion avoidance)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무선링크를 여러 

대의 단말이 경쟁하면서 공유하도록 한다. 

  이것은 여러 대의 단말과 AP간에 공유하는 하나의 무선 

전송매체의 사용권을 제어하면서, 이들이 균등하게 대역을 

공유하면서 상위계층 패킷들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상적

인 MAC의 경우, 유효 전송 대역이 5Mbps라면, 10대의 단

말들은 500Kbps의 전송률을 가질 수 있도록 제어된다.

 

    - 유선에 비하여 길다.

    - 주소영역도 많다.

    - 사용시간 예약용 NAV값을 사용한다.

    - 절차에 오버헤더가 크다.

3. 무선 보안 기술

  일반적인 기존 무선 LAN 단말은 실질적인 인증

절차가 없는 Open Authentication 방법에 의해 

AP에 접속한 후, 무선구간을 평문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방법은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하고, 사

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아무런 제약 없

이 AP를 거쳐 내부 망이나 외부망을 사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전송되는 프레임의 내용이 노출

되거나 변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EEE802.11 무선 LAN에서는 

Wired Equivalent Privacy (WEP)암호방식과 단말과 AP

간 인증절차인 Open Authentication 및 Shared Key(SK)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들도 보안에 취약

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최근, 이러한 기존의 암호 및 인증방식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Robust Secure Network (RSN)이라고 하

[그림 1-3] 채널 대역

[그림 1-4] 무선LAN　규격별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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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튼튼한 무선망을 위한 IEEE802.11i 무선 LAN보안규

격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 보안기술은 Transport Layer 

Security(TLS)기반에서 상호인증기능을 수행하며, 보다 

강력한 암호방식도 사용한다.

  그리고 IEEE802.11표준에 따른 제품들의 마케팅과 상

호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합체인 Wi-Fi Alliance에

서도 Wi-Fi Protected Access(WPA)라고 하는 무선 LAN 

보안규격을 제정하고, 이 규격이 802.11i보안표준에 포함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WPA는 인증서버를 사용하는 기업용 WPA-

Enterprise와 인증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SOHO용 WPA-

Personal 등 2가지의 인증절차를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스트림 사이퍼 암호방식인 

TKIP를 사용하는 WPA-1과 블록암호방식

인 CCMP를 사용하는 WPA-2도 규정하고 

있다.

3. 기본적인 무선 LAN 시스템의 

   동작절차

  탐색, 인증, 결합과정 후, AP를 경유한 데이터 전송과

정이 수행된다.

 

  o 탐색과정 

  - AP : 자신에 접속하려는 단말들을 위하여, 자신이 지

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속도, 암호화 등)과 이 AP

가 속한 서비스 그룹명인 Service Set ID (SSID) 등이 수

납된 비컨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방송한다.

  - 단말 : 각 단말은 먼저 자신의 주변에 어떤 AP가 있

는지 탐색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AP가 전송

하는 비컨메시지를 수동적으로 수신하여 해당 AP의 지원

능력이나 SSID를 알게 된다. 또는, 능동적으로 단말이 프

로브요청 메시지를 AP에 방송하여, AP의 SSID와 동작속

도 등이 수납된 프로브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AP

를 선택할 수도 있다. 

  o 인증과정 : 탐색과정에 의해 적절한 AP를 선택한 단

말은 해당 AP에 대하여 자신이 유효한 단말임을 증명하는 

인증절차를 수행한다. 보안이 무시되는 경우, 통상적인 

인증절차는 개방시스템(Open System)인증절차라고 하는 

요식적인 인증절차가 수행된다. 이 외에 공유키(Shared 

Key)인증과정도 사용되지만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 결합과정 : 인증이 성공하면, 무선 단말이    AP에 접

속하는 과정인 결합(association)과정을 수행한다. 이 절

차는 이더넷 단말이 브리지/스위치의 포트에 RJ-45커넥

터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o 데이터 전송과정 : 이후, 데이터 메시지는 AP를 경유

하여 다른 장치에 전달된다.

4. IEEE802.11 TGac

 IEEE802.11 TGac에서는 Single User MIMO방식인 

802.11n과 달리 최대 8개의 spatial stream이 가능하고 

user당 최대 4개의 stream을 지원하며 다중 user를 지원

하는 Multi-user MIMO 를 사용한다. 즉 <그림>과 같이 

여러개의 단말이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5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물리

계층 형식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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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무선LAN 통신 설정 과정

[그림 1-6] 무선LAN 시스템 구성도



  o Very High Throughput(VHT) 물리계층 사용

  o VHT-SIG영역을 추가

  o VHT-Mixed Format-PPDU는 SU 및 

     MU전송 공통형식을 사용한다

  o VHT-Mixed mode format을 기본적으로 지원

  o 단말은 자동으로  11a, HT MF, HT GF, 

     VHT preamble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4.1 Uplink & Downlink MU-MIMO 기술

  MU-MIMO는  implicit 또는 explicit feedback기반의 

Transmit beamforming 기술을 이용하여 다중 단말이 동

시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MU-MIMO에서 Downlink는  MIMO Broadcast chan-

nel이라고 부르며, Uplink는 MIMO MAC channel이라

고 부른다.

  수신측 beamformer는 N개의 source 중에서 N-1개의 

신호를 간섭으로 간주하여 nulling을 취하여 1개를 추출

할 수 있다.  

  SU-MIMO에 비하여 MU-MIMO가 해결해야 하는 기술

은 다음과 같다. 

  각 단말별로 상이한 채널상태를 고려해야 모든 단말에 

대한 공평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하향채널의 경우 각 단말에 대한 channel state infor-

mation (CSI)를 사전에 알아내어야 한다.

  각 안테나별 송수신 전력제어기능이 필요하다. 

4.2 Uplink MU-MIMO 채널의 특징

  <그림 1-9>와 같이 여러개의 단말로부터 N개의 안테나

가 있는 AP에 상향전송 할 경우, K<=N개의 단말이 uplink 

스케듈러에 의해 선정된 후 상향 전송된다. 기존 11n에 비

하여 40MHz대역에서 5.5배의 성능향상을 가져온다.

  많은 단말 중에서 N개 이하의 단말만이 동시 전송할 수 

있도록 Admission control기능에 의한 스케듈러 기능이 

필요하다.

[그림 1-8] MU-MIMO시스템의 구성

[그림 1-7] IEEE802.11TGac frame

[그림 1-9] UL MU-MIMO 채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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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안테나별 송수신 전력제어기능이 필요하다. 

4.3 Downlink MU-MIMO 채널의 특징

  K<=N개의 단말이 downlink 스케듈러에 의해 선정된 

후, AP는 K개의 단말에게 동시에 송신한다. 이 경우 AP

는 각 단말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beam forming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AP는 각 단말에 대한 channel state 

information(CSI)를 사전에 알아내어야 한다. 이것은 

SU-MIMO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4.4 UL/DL MU-MIMO의 핵심 요소 기술

a. Explicit channel state information(CSI) 

   feedback for MU-MIMO

 

- 

- 

- 

  sounding PPDU 또는 NDP 프레임내의 HT-LTF의 갯수

는 spatial dimension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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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UL MU-MIMO MAC의 기본 개념

[그림 1-11] DL MU-MIMO의 동작

최대 8개의 독립적인 채널상태(Channel State Infor-

mation), 즉 다중경로 페이딩, delay spread, chan-

nel correlation, 지원가능한 채널 수 등을 확인함으로

써 효율적인 Transmit Beam forming과 Modulation 

Coding Scheme(MCS)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이것은 802.11n, 802.11ac에서의 Link Adapta-

tion 및 Beam forming에 관련된다.

하향 및 상향 채널용 CSI feedback절차

DL MU-MIMO의 경우 : 최대 8개의 단말에 대한 채

널상태가 모두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채널에 대한 

Channel State Information(CSI)를 획득해야 한다.

UL MU-MIMO의 경우 : AP로부터 수신된 비컨프레

임내에 수납된 training seq에 의해 수신채널상태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채널상태가 대칭이라면 

CSI feedback절차가 필요없다.

Feedback방법의 종류 : 하향의 경우, 묵시적인 방법

과 명시적인 방법이 있다.

Implicit feedback : MU-MIMO환경에서 상대방 단

말에 긴 training symbol이 수납된 Sounding PPDU

의 송신을 요청하여 수신하는 절차이다. 요청메시

지는 HT Control Field[Link Adaptation Control 

subfiled[TRQ(training reqeust)비트=1]]가 포함된 

프레임이 사용된다. 이에 단말은 Sounding PPDU으

로 응답한다. 여기서 Sounding PPDU란 HT-LTF가 

포함된 PPDU로써 일반 MAC PDU를 수납한 프레임 

또는 MAC PDU가 없는 Null Data PDU (NDP)일 수 

있다. 이것을 수신한 AP는 수신된 training심볼로부

터 채널상태를 추정한다. 상향/하향채널이 대칭이라

면 이 정보로부터 각 단말에 대한 송신용 transmit 

steering matrix를 얻어 transmit beam forming용

으로 활용한다. 



  

Explicit feedback : AP가 단말에게 training sym-

bol이 수납된 프레임을 전송하고, 단말은 이 training 

symbol의 수신상태정보를 계산하여 Action 프레임내

에 Report형식으로 수납하여 응답한다. AP는 계산

된 이 정보로부터 자신의 transmit steering vector를 

결정한다.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명시적인 feedback 

Report정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형식 중 하나이다. 

·Channel State Information(CSI) Report : 수신된 

   채널의 MIMO channel coefficient를 계산하여 AP에 

   보고한다. 

·Non-compressed beam forming Report : 수신된 

   채널별 SNR과 beam forming matrices를 계산하여 

   AP에 보고한다.  

·Compressed beam forming Report : 수신된 채널별 

   SNR과 beam forming matrices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압축하여 AP에 보고한다.  

- 

널 상태 정보는 feedback

지연과 도플러효과에 의

해 정확한 결과는 얻지 못

한다.

- 또한 단말의 이동성에 

의해 이러한 feedback정

보에 의한 채널상태정보의 

유효기간은 20msec에 불과

하므로 Sounding PPDU형

식의 프레임의 전송이 반복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Link Adaptation 기능은 송신측이 해당 

수신측에 대한 최적 MCS를 선택하는 절

차이다. 이를 위하여 PER을 측정하여 비

교적 long-term의 MCS를 가변 설정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이러한 feedback 절차에 의해 획득된 자신의 송신채

[그림 1-14] Explicit Feedback Beamforming 절차

[그림 1-12] Implicit Feedback Beamforming 절차

[그림 1-13] NDP 형식

[그림 1-15] SU-MIMO에서의 Sounding 절차

[그림 1-16] MU-MIMO에서의 Sounding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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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11n에서는 보다 신속한 링크상태 적응을 위하여 HT 

Control[MCS feedback] 영역을 사용한 주기적인 feed-

back을 수행하는 Fast Link Adaptation방법을 사용한다. 

  수신측은 지속적으로 수신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현재의 

채널상태에 따른 최적 MCS를 송신측에 권고한다. 이에 

송신측은 제시된 MCS와 자신의 전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물론 802.11n규격에는 수신측이 최적 MCS를 

도출하는 방식은 규정하지 않았다. 

  MCS feedback을 개시할 때, 송신측(modulation and 

coding scheme (MCS) feedback (MFB) requester)은

+HTC프레임(HT Control[MRQ (MCS request)=1] 영역

이 있는 QoS Data Frame, ACK, BA 프레임)  sounding 

PPDU형태로 송신한다.

 이에 수신측(modulation and coding scheme (MCS) 

feedback (MFB) responder)은 MCS feedback 응답시 최

적 MCS 추정값을 계산하여 MFB (MCS feedback)=127이 

수납된 프레임으로 응답한다.

b. 상향 링크용 송신전력제어 기능 

   (Power Control for UL MU-MIMO)

-  

- 

-

-

-

-

-

-

-

-

-

-

-

[그림 1-17] Link Adaptation에 의한 MCS변경에 따른 수율의 변화 예

MU-MIMO 환경에서 상향 전송 단말간의 간섭을 회

피하기 위하여 가변적인 거리 및  채널상태에 따른 송

신전력을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말의 송신전력제어에 의해 AP입장에서는 최

대 SNR로 신호가 수신되도록 한다.

단말간의 송신전력차이는 최대 전송속도인 경우 6dB

까지 허용될 수 있다.

만약 거리가 멀어 이러한 SNR을 만족시킬 수 없는 단

말은 낮은 송신율의 MCS를 사용하도록 한다.

802.11ac의 경우, 상향 전송시 단말은 30dB의 영역에

서 +/-3dB의 단계로 조정하면 된다.

MU-MIMO환경에서, 채널의 갯수 채널 correlation, 원

하는 SNR 등을 반영한 power control 기능이 필요하다.

단말이 규정 이상 또는 미만의 송신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AP가 해당 단말을 제외시켜야 한다.

802.16m에서 정의된 단말별 송신전력제어 기능인 

Open/Closed Loop Power Control 절차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다.

OFDM subcarrier별 채널상태에 따라 MCS와 송신

전력을 가변시켜 PHY/MAC 효율을 높이는 Dynamic 

Multi-user OFDMA이 제안된다.

802.11n에서는 power saving mode용으로 된 

SM(Spatial Mulitoplex) power control 메시지만 정

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power saving(PS)에 관련되어 

PS기능의 지원여부를 표시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RTS-CTS절차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로 부터 적절한 

송신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02.15.3c에서는 TX power step size(구현시 결정사

항)만 정의되어 있으며, 이것을 조절하는 절차는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즉 관리자에 의해 수동 조절된다.

Power Saving : 802.11n에서의 전원절약 모드는 

Spatial Multiplexing Power Save(SMPS)와 Power 

Save Multi-Poll(PSMP)이다.

Spatial Multiplexing Power Save 모드: SMPS모드는  

하나의 transceiver를 제외한 나머지를 off시키는 방

법으로서 AP는 하나의 채널로만 프레임을 송신하도록  

SM(Spatial Mulitoplex) power control 메시지를 추

[그림 1-18] Power Saving 절차



-

c. 상향 링크용 시간 동기기능 

   (Timing synchronization for UL MU-MIMO)

- 

-

-

-

-

-

-

-

-

-

-

가 사용하는 모드이다.

Power Save Multi-Poll(PSMP) 모드: 이것은 802.11e

에 규정된 Automatic Power Save Delivery (APSD) 

방식을 확장한 모드이다. PSMP에서는 AP가 각 단말

에게 상향 및 하향링크를 사용할 시간정보(time slot

정보)를 수납한 PSMP 프레임을 송신한다. 각 단말은 

수신된 PSMP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된 slot time을 알

아낸 후 해당 시간까지 sleep한다. 따라서 contention

기반이 아니라 예약방식으로 동작하므로 전원절약 기

능이 우수하다. 

AP와의 시간동기를 맞추는 기능은 beacon메시지의 

수신에 의해 수행된다.

비트동기는 PPDU헤더의 long training 심볼에 의해 

수행된다.

OFDM에서의 guard interval은 각 OFDM symbol의 

상호간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간격이다. 

이러한 간섭은 다중 경로를 통하여 수신될 때 [그림 

1-20]과 같이 심볼간의 겹침이 발생하는 경우 SNR이 

감소된다. 802.11n에서의 GI 기본값은 800ns이다. 이

것은 800feet의 경로차를 고려한 것인데, 실제 이러한 

거리는 큰 거리이므로 실제 GI는 400nsec를 사용하고 

있어 symbol time을 3.6usec로 사용한다.

동일 주파수 대역 내의 여러 단말이 동시에 상향 전송

할 경우 MI-MIMO기술에서의 단말간의 전송시작시점

과 종료시점이 일치되어야 상호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단말이 상향 전송할 경우 단말간의 전송개

시시간과 종료시점의 일치를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

IEEE802.11ac에서는 MU-MIMO기술의 적용을 위해 

100nsec의 정확도면 가능하다고 제안되고 있다. 이 정

확도는 이미 802.11n 상용제품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802.16e에서는 각 단말별 지연시간을 ranging하여 이

를 단말에 통보하여 송신시점을 조정한다.

기존 IEEE802.11n의 SU-MIMO에서는 단말간 동기

과정이 불필요하다. 

PSMP는 동기를 맞추는 목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다수

의 STA들이 동일 채널에 접속하기 위한 스케줄링 방

안으로 사용가능하다.

MU-MIMO의 동작을 위하여 채널별 프레임 길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padding이 필요하다.

[그림 1-19] PSMP 절차

[그림 1-20] Symbol 간섭

[그림 1-21] 간섭회피 방법

[그림 1-22] P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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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준화 동향

1. Uplink & Downlink Multi-User MIMO 

   무선전송 기술

1.1 표준화 동향

   2007년 5월 IEEE 802.11 Plenary 회의에서 Nortel, 

Motorola, Intel 등의 발의로 post-802.11n 시대를 대

비하기 위한 VHT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802.11 산하에 VHT SG을 구성하고 VHT의 Gbps 이상의 

무선랜 서비스를 위한 각종 기술 및 제반 사항들을 논의

하기 시작하였다.

  상기 study group에서 지난 1년 반에 걸쳐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802.11n 대비 2배 이상의 전송 속도인 1 Gbps 

이상을 지원하여 압축되지 않은 HD 동영상의 전송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결정하였다.

  2008년 7월에 PAR가 EC를 통과하여 Task group인 

TGac가 되었으며, FR문서, 채널 모델, Selection pro-

cedur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Qualcomm, 

Broadcom 등을 중심으로 고속의 전송 속도를 만족시키

기 위한 multi-user MIMO에 대한 전송 기술이 논의되

고 있다.

  하향링크에 Multi-user MIMO를 적용하는 것에는 큰 이

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향링크 Multi-user MIMO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STA간 전력제어, 동기, 주파수 

옵셋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로 인하여 표준에 채택되

기 전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802.11ac

- 

-

-

-

-

-

-

  최근까지 논의된 Framework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

-

-

-

-

-

1.2 최근 회의에서의 논의 사항

(1) 2010년 5월까지 제안된 802.11ac 규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2008년 11월(Dallas 회의) Task Group(802.11ac)출범

WHDI Consortium은 2009년 12월 9일에 무선HD비디

오 WHDI(Wireless Home Digital Interface) 버전 1.0 

규격을 발표하였다. 

802.11n과 유사한 이 규격은 MIMO를 이용하는 OFDM

기술뿐만 아니라 5GHz 협대역 기술을 사용하였다.

현재 Task Group Document 작업 진행 중이다.

표준작업 예상일정

   · WG letter ballot initial    2010-11-10

   · Sponsor ballot initial      2011-12-01

   · RevCom & SB approval   2012-12-01

IEEE802.11ac TG에서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표준 채

널모델이 TGn이 확장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4x4이상의 Higher order MIMO 및 40MHz 대역의 사

용 및 DL-MU MIMO(Downlink Multi-User MIMO)

가 고려되고 있다. 

5.7GHz 대역에서 80MHz 대역폭을 지원한다. (160MHz

대역폭도 고려 중임)

VHT-Mixed mode format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단말은 자동으로  11a, HT MF, HT GF and VHT pre-

amble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1~8개의 spatial stream을 지원한다.

DL MU-MIMO를 지원한다.

VHT-SIG영역을 추가한다.

VHT-Mixed Format-PPDU는 SU 및 MU전송 공통형

식을 사용한다.

단말은 자동으로  11a, HT MF, HT GF, VHT preamble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VHT-물리계층 

80MHz를 지원한다.

VHT-Mixed mode format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단말은 자동으로  11a, HT MF, HT GF and VHT pre-

amble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1~8개의 spatial stream을 지원한다.

DL MU-MIMO를 지원한다.

VHT-SIG영역을 추가한다.

VHT-Mixed Format-PPDU는 SU 및 MU전송 공통형

식을 사용한다. 



(2) Legacy-SIG 및 VHT-SIG-A 영역

  다음 그림과 같이 변조한다. VHT-SIG A의 두번째 심볼

의 위상은 VHT수신부가 legacy 및 HT format PPDUs와 

다른 VHT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VHT-SIG-A 및 VHT-SIG-B 영역 

  이 영역은 VHT패킷의 형식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수

납한다. MU전송시 VHT-SIG-A에는 모든 단말에 적용되

는 공통정보가 수납되는 반면에, VHT-SIG-B는 특정 단

말용 정보가 수납된다.

(4) VHT Sounding PPDU 

  sounding PPDU는 최대 8개의 송신안테나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sounding PPDU는 단일 형식을 가진다.

[그림 1-23] VHT PPDU format

[그림 1-24] L-SIG and VHT-SIG-A modulation 
  in the VHT format P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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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VHT-SIG-A/B fields for VHT SU PPDU

Field Number 
of bits Description

Duration 12
The number of symbols carrying the

DATA portion of the PPDU

Bandwidth Indicates the transmission bandwidth

Short GI Indicates guard interval duration

SU/MU 1

Set to‘SU’and indicates SU packet.
The interpretation of some of the fields in

VHT-SIG-A and VHT-SIG-B is
dependent on the setting of this field.

[표 1-4] VHT-SIG-A/B fields for VHT MU PPDU

Field Number 
of bits Description

Duration 12
The number of symbols carrying the

DATA portion of the PPDU

Bandwidth Indicates the transmission bandwidth

STBC

Short GI Indicates guard interval duration

Coding Type 1 Indicates coding type as either BCC or LDPC

Group ID
A preassigned identifier by which a user 
determines which stream(s) to demodulate

MCS per user
Per-user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used for the DATA portion of the PPDU

CRC
CRC for prior bits in this SIG field.

Present in both VHT-SIG-A and VHT-SIG-B.

Number of 
space-time 
streams 
per user

SU/MU 1

Set to‘SU’and indicates SU packet.
The interpretation of some of the fields in

VHT-SIG-A and VHT-SIG-B is
dependent on the setting of this field.

Tail 6
Set to 0. Used to terminate the trellis

of the convolutional coder. Present in both
VHT-SIG-A and VHT-SIG-B.

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used for

the DATA portion of the PPDU

Smoothing 1

Coding Type 1
Indicates coding type as either BCC or   

LDPC

Sounding 1

Tail 6
Set to 0. Used to terminate the trellis

of the convolutional coder. Present in both
VHT-SIG-A and VHT-SIG-B.

CRC
CRC for prior bits in this SIG field.

Present in both VHT-SIG-A and VHT-SIG-B.

STBC Indicates use of space-time block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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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hanced MCS

- 

-

(6) Spatial Multiplexing

-

(7) CCA

-

-

(8) DL MU-MIMO

-

-

-

(9) Coexistence

-

(10) MAC

  Power saving절차와 Capability negotiation절차가 필

요하다.

Ⅴ. 특허분석

1. 개요

1.1 분석대상 기술 범위

  특허분석은 중점분석대상인 Explicit CSI feedback, 

Power control,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 표준 및 

기고문과 관련 있는 특허를 검색하기 위해 출원연도에 

제한없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의 특허를 살펴보

았다.

1.2 기술 검색식

256 QAM도 포함하지만 단말이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미정이다. 

DL MU-MIMO 전송시 단말별로 상이한 MCS를 사용

할 수 있다.

SU/MU전송시 spatial stream 수는 최대 8이다.

MU전송시 단말별 spatial stream 수는 최대 4이다. 

Non-Contiguous 가능 (20MHz 단위)

3종류를 지원

a) a single 20 MHz transmission on any 

   20 MHz sub-channel 

b) a single 40 MHz transmission on either 

   40 MHz  sub-channel

c) a single 80 MHz transmission

11n channel sounding PPDU와 transmit 

beamforming protocol를 사용

각 단말로 부터의 ack응답절차 필요 

DL MU-MIMO송신은 최대 4개의 단말 동시 가능 

legacy단말로부터의 자신의 전송이 방해받지 않도록 

protect되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총계

CSI 104 158 7 17 21 307

Timing sync 5 49 0 0 0 49

POWER 
CONTROL

30 64 1 3 4 102

[표 1-6] Uplink & Downlink MU-MIMO 기술에 관련된 특허 건수

대표키워드 영 문국 문기 술

(((multiuser*,multi 
user*,multi?user*)
and(MIMO*,multiple input*
,multiple?input*,multiinput*
,multi input*,multi?input*))
or(MUMIMO*,MU 
MIMO*,MU?MIMO*,multi 
user mimo*))and(channel 
state*,channel?state*,c
si*,channel estimat*,ch
annel?estimat*,channel 
monitor*,channel?monitor*)

(((멀티유저*,멀티 유저*,멀티?유저*,다
중사용자*,다중 사용자*,다중?사용자*)
and(미모*,마이모*,다중입출력*,다중 입
출력*,다중?입출력*))or(앰유미모*,엠유미
모*,앰유마이모*,엠유마이모*,앰유 미모*,
엠유 미모*,앰유 마이모*,엠유 마이모*,
앰유?미모*,엠유?미모*,앰유?마이모*,엠
유?마이모*)and(채널상태*,채널 상태*,채
널?상태*,채널스테이트*,채널 스테이트*,
채널?스테이트*,채널정보*,채널 정보*,채
널?정보*,채널추정*,채널 추정*,채널?추
정*,채널<near/2>추정*,채널측정*,채널 측
정*,채널?측정*,채널<near/2>측정*,채널
모니터*,채널 모니터*,채널?모니터*,채널
<near/2>모니터*)

Explicit CSI 
feedback

CSI

(((multiuser*,multi 
user*,multi?user*)
and(MIMO*,multiple input*
,multiple?input*,multiinput*
,multi input*,multi?input*))
or(MUMIMO*,MU 
MIMO*,MU?MIMO*,multi 
user mimo*))
and(synchro*,timing*)

(((멀티유저*,멀티 유저*,멀티?유저*,다중
사용자*,다중 사용자*,다중?사용자*)and(
미모*,마이모*,다중입출력*,다중 입출력*,
다중?입출력*))or(앰유미모*,엠유미모*,앰
유마이모*,엠유마이모*,앰유 미모*,엠유 
미모*,앰유 마이모*,엠유 마이모*,앰유?미
모*,엠유?미모*,앰유?마이모*,엠유?마이
모*))and(동기*,싱크*,타이밍*)

Timing syn-
chronization

동기

Power control PSMP

(((멀티유저*,멀티 유저*,멀티?유저*,다중
사용자*,다중 사용자*,다중?사용자*)and(
미모*,마이모*,다중입출력*,다중 입출력*,
다중?입출력*))or(앰유미모*,엠유미모*,앰
유마이모*,엠유마이모*,앰유 미모*,엠유 
미모*,앰유 마이모*,엠유 마이모*,앰유?미
모*,엠유?미모*,앰유?마이모*,엠유?마이
모*))and(절전*,파워세이*,파워?세이*,파워 
세이*,피에스?피*)

(((multiuser*,multi 
user*,multi?user*)
and(MIMO*,multiple input*
,multiple?input*,multiinput*
,multi input*,multi?input*))
or(MUMIMO*,MU 
MIMO*,MU?MIMO*,multi 
user mimo*))and(power 
sav*,power?sav*,power c
onsumpt*,power?consump
t*,PSMP*)

[표 1-5] Uplink & Downlink MU-MIMO 관련 검색식



2. 정량분석(특허동향)

2.1 Explicit CSI(Channel State Information) 

     feedback for MU-MIMO

2.1.1 국가별 출원 동향

  상기 그림은 Explicit CSI feedback for MU-MIMO 기

술의 각 국가별 특허 출원량과 연도별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특허 출원량이 다수이고(미국 158건; 

51%, 한국 104건; 34%), 전체적으로 2004년에서 2007년

까지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특허 출원량이 2004년 이후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인다.

2.1.2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1-26>은 각 국가별 

Explicit CSI feedback for 

MU-MIMO 기술에 대한 출

원인과 출원량을 나타낸 것

이다.

  상기 출원인 중 IEEE802.11 

TGac에 기고문을 제출하는 

업체를 네모박스로 표시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특허량

이 46건(44%)으로서 다른 기

업에 비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에 엘지전

자 11건(11%), Qualcomm 11건(11%), ETRI 10건(10%)의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Broadcom의 특허가 각각 15건

(9%)로서 비교적 다수이고, Qualcomm 13건(8%), Intel 

11건(7%)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NTT의 특허 출원이 3건(43%)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및 국제 특허에서는 특별히 많은 출원량

을 보인 출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삼성이 6건(35%)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2.1.3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27>은 Explicit CSI feedback for 

MU-MIMO 기술의 각 특허권자(업체)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삼성의 특허 출원(68

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Qual-

comm의 특허 출원(28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Broadcom 및 Interdigital의 특허 출원(각각 18

건, 16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외 우리나라 업체인 엘지전자(14건)와 ETRI(12건)

의 출원수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출원인인 삼성에 의한 

[그림 1-25] 국가별 출원 동향

[그림 1-26] 

국가별 출원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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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이 다른 국가의 출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은 출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4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1-28>은 Explicit CSI feedback for MU-MIMO 

기술과 관련한 각 출원인(특허권자)의 국적별 특허 출원

량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124건

(4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

의 출원량이 99건(32%)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출원인(특허권자) 중 삼성의 특허가 68건

(69%)으로서 다른 한국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고, 미국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

는 Qualcomm 28건(23%), 일본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는 NTT 10건(24%), 유럽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는 Ericsson 10(37%)의 출원수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2 Power control for UL MU-MIMO

2.2.1 국가별 출원 동향

  우선 국가별 점유율을 살

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

가 61건(62%)으로 가장 많았

으며, 한국에서 30건(30%), 

PCT와 유럽에 각각 4건(4%), 

3건(3%)의 특허가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빠

른 2001년부터 출원이 활발

해짐을 알 수 있으며, 한국에

서의 출원 특허수는 2006년

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27]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28]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1-29] PSMP 절차



2.1.2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1-30>은 각 국가별 Power control 기술에 대한 

출원인과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출원인 중 IEEE802.11 TGac에 기고문을 제출하는 

업체를 네모박스로 표시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특허량이 13건(43%)으로서 다른 기

업에 비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에  Qual-

comm 5건(17%), Fujitsu 3건(10%), ETRI 2건(7%),엘지

전자 2건(7%)의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Cisco 8건(21%), Qualcomm 6건(15%), 

Broadcom과 삼성이 각각 3건(8%)의 특허를 출원한 것

으로 나타났다.

2.1.3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31>은 Power control 기술의 각 특허권자(업

체)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삼성의 특허 출원(18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Qualcomm의 

특허 출원(12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Cisco, 미네소타 대학의 특허 출

원 각각 8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외 우리나라 업체로는 ETRI, SKT, 

엘지전자 등이 적은 수의 출원수를 보이

고 있으며,  한국 출원인인 삼성에 의한 

특허 출원이 다른 국가의 출원자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은 출원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1.4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1-32>은 Power control 기술과 관련한 각 출원인

(특허권자)의 국적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51건(52%)

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출

원량이 25건(25%)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1]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30] 국가별 출원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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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 출원인(특허권자) 중 삼성의 특허가 18건

(72%)으로서 다른 한국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고, 미국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

는 Qualcomm 12건(22%), 일본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는 Fujitsu 5건(38%), 유럽 국적의 출원인(특허권

자) 중에서는 Nokia 3건(38%)의 출원수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3 Timing synchronization for UL MU-MIMO

2.3.1 국가별 출원 동향

  우선 국가별 점유율을 살

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

허가 49건(9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에서 5건

(9%)의 특허가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연도별 출원동향

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

장 빠른 2004년부터 출원

이 활발해짐을 알 수 있으

며, 한국에서의 출원 특허

수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1.2 국가별 출원인 비율

    

  

앞의 그림은 각 국가별 Timing syn-

chronization 기술에 대한 출원인과 출

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출원인 중 IEEE802.11 TGac에 

기고문을 제출하는 업체를 네모박스로 

표시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ETRI가 4건(43%)

으로서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에 NTT가 1건(20%)

20 PATENT 21 PATENT 21 21

[그림 1-33] 국가별 출원 동향

[그림 1-34] 국가별 출원인 비율



의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Cisco 8건(28%), 미네소타 대학 7건(24%), 

Rearden과 NTT가 각각 3건(10%)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

로 나타났다.

2.1.3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35>는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의 

각 특허권자(업체)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계적으로 Cisco의 특허 출

원(8건)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뒤이어 미

네소타 대학의 특허 출원

(7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ETRI, 

삼성전자 등이 적은 수의 

출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4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1-36>은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과 관련

한 각 출원인(특허권자)의 국적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32건(59%)

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출

원량이 6건(11%)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출

원량은 5건(9%)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한국 출원인(특허권자) 중 

ETRI의 특허가 4건(80%)으로서 가

장 많고, 미국 국적의 출원인(특허

권자) 중에서는 Cisco 8건(25%), 일

본 국적의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

는 NTT 4건(67%), 유럽 국적의 출

원인(특허권자) 중에서는 Ericsson 

2건(40%)의 출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5]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36] 출원인 국적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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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고문 분석

1. Uplink & Downlink MU-MIMO 기술 기고 동향

1.1 Explicit CSI feedback 기술

  기존 802.11n의 SU-MIMO 환경에서 각 stream별 채

널상태정보 인식용으로 필요한 PHY헤더의 HT-LTF 심

볼 수는 spatial stream의 개수와 동일하면 된다는 점이 

802.11ac와 같은 MU-MIMO 환경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Power control 기술

  기존 PSMP 방식보다 진보한 Enhanced PSMP에 대

해 기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nhanced PSMP란 multi 

user 환경에 적합한 PSMP 프레임 구조 및 송신 절차 또

는 단말간 송신전력제어 기술 등을 의미한다.

1.3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

   Multi user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기존 IEEE802. 

11n에서는 규격화 한 사항이 없다.

 다만 IEEE802.11n에서 스트림의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 padding을 추가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며, 

IEEE802.11ac에서도 IEEE802.11n에서의 padding을 이

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고가 제출되고 있다.

1.4 기고문 정량 분석

1.4.1 Explicit CSI feedback 기술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IEEE802.11TGac에 제출된 기고

문을 분석하였으며, Intel, Marvell, Atheros, Qualcomm, 

Broadcom, Sony, NTT, Samsung, LG, Ralink, Orange 

Labs 등에서 기고한 8건의 기고문을 분석하였다.

- 

1.4.2 Power control 기술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IEEE802.11TGac에 제출된 기

고문을 분석하였으며, Samsung, LG 등에서 기고한 2건

의 기고문을 분석하였다.

-

1.4.3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IEEE802.11TGac에 제출된 기

고문을 분석하였으며, ETRI, Marvell, Intel, Broadcom, 

Qualcomm, Atheros, Samsung 등에서 기고한 2건의 기

고문을 분석하였다.

-

1.5 기고문 정성 분석

1.5.1 Explicit CSI feedback 기술

◆ 주요 기고문 1

Intel, Marvell, Atheros, Qualcomm, Broadcom, 

Sony, NTT, Samsung 2건(2010년), LG 3건(2010년), 

Ralink 1건(2010년), Orange Labs 2건(2010년)

Samsung 1건(2006년), LG 1건(2010년)

ETRI 1건(2009년), Marvell, Intel, Broadcom, Qual-

comm, Atheros, Samsung 1건(2009년)

[표 2-7] 기고문 분석 범위

분석 대상 주요 기고문

IEEE 802.11 Tgac

2009년 7월 ~ 2010년 5월에 기고된
약 330건의 기고문

기고문 1

Author
Intel, Marvell, Atheros, Qualcomm,
Broadcom, Sony, NTT, Samsung

주요내용 

-VHT 물리계층 

-80MHz 대역폭 지원 

-단말은 자동으로  11a, HT and VHT preamble을 인식 

-1~8개의 spatial   stream을 지원(최대 8X8 MIMO)

-DL MU-MIMO 지원 

-VHT-SIG영역 추가{SIG-A(공통), SIG-B(개별)}

-EnhancedMCS:DLMU-MIMO시 256-QAM 또는 단말별
  상이한 MCS 사용 가능 
  (11n: BPSK, QPSK, 16-QAM, 64-QAM) 

Number

Proposed Specification framework edits
for preamble structure and A-MPDU changes 

11-10-0113-00-00ac Date 2010.01.



◆ 주요 기고문 2

◆ 주요 기고문 3

◆ 주요 기고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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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2

Author
Intel, Marvell, Atheros, Qualcomm,
Broadcom, Sony, NTT, Samsung

주요내용 

- 여러 user가 동시에 사용하는 spatial stream 수의 
  합만큼의 VHT-LTF 심볼 수가 필요함 

- 자신에게 할당된 VHT-LTF를 구분하기 위해 
  Group ID 와 Association ID를 포함하는
  Group-definition field를 정의함

Number

GroupID Concept for Downlink MU-MIMO Transmission 

11-10-0073-01-00ac Date 2010.01.

VHT-SIG-A/B fields for VHT MU PPDU 

Field 
Number 
of bits

Description 

Duration 12
The number of symbols carrying the

DATA portion of the PPDU

Bandwidth Indicates the transmission bandwidth

STBC

Short GI Indicates guard interval duration

Coding Type 1 Indicates coding type as either BCC or LDPC

Group ID
A preassigned identifier by which a user 
determines which stream(s) to demodulate

MCS per 
user

Per-user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used for the DATA portion of the PPDU

CRC
CRC for prior bits in this SIG field.

Present in both VHT-SIG-A and VHT-SIG-B.

Number of 
space-time 
streams 
per user

SU/MU 1

Set to‘SU’and indicates SU packet.
The interpretation of some of the fields in

VHT-SIG-A and VHT-SIG-B is
dependent on the setting of this field.

Tail 6
Set to 0. Used to terminate the trellis

of the convolutional coder. Present in both
VHT-SIG-A and VHT-SIG-B.

기고문 3

Author LG 

주요내용 

- Broadcom에서 제안한 방법, 즉 다른 stream에 대한 
  LTF도 송신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NULL을 송신하자. (overhead 및 단말 계산 감소)

Number

Preamble Design aspects for 11ac

11-10-0363-00-00ac Date 2010.03. 

기고문 4

Author LG 

Number

MU-MIMO STA scheduling strategy and   Related PHY signaling

11-10-0362-02-00ac Date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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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고문 5

◆ 주요 기고문 6

◆ 주요 기고문 7

◆ 주요 기고문 8

1.5.2 Power control 기술

◆ 주요 기고문 9 

- 각 STA은 자신의 Spatial Stream Paging Index(SSPI) 
  (e.g. 1,2)를 설정. SSPI는 단말 자신의 AID값을 
  hash하여 스스로 설정한 값이거나 특별한 
  제어메시지를 사용하여 AP가 설정

기고문 5

Author LG

주요내용 

- AP가 특정 기준에 따라 단말을 grouping 함. 
  (Traffic, QoS , Channel State 등) 
- Group 수를 늘리기 위해 MAC Extended Group ID를 
  추가함

Number

STA Group Management for MU-MIMO

11-10-0581-00-00ac Date 2010.05. 

기고문 9

Author 삼성전자

주요내용 

-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단말로 전송
  해야 할 프레임이 있다면 Paging Indication메시지를 
  Paging Group영역내의 모든 AP가 송신한다.
  단말은 수시로 깨어나 자신이 깨어났음을 통보하거나
  (active paging scan) 또는 단순히 수신대기함(passive 
  paging scan). 

Number

WLAN Paging and Idle Mode

IEEE802.11-06/0950r2 Date 2006.

기고문 6

Author Ralink Technology

Number

Grouping Process for MU-MIMO

11-10-0584-00-00ac Date 2010.05. 

주요내용 
- MU 환경에서 각 STA을 CSI 에 따라 Grouping하여 
  MU-sounding을 하게되면 신속한 sounding 절차가 
  수행됨

주요내용 
- MU-MIMO에서는 STA수가 많을 경우 CSI feedback
  절차가 길어져 큰 오버헤드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기고문 7

Author Orange Labs

Number

DL MU-MIMO MAC efficiency issue

11-10-0613-00-00ac Date 2010.05. 

주요내용 

- MU-MIMO에서 각 STA마다의 주파수영역에서의 
  Feedback정보가 많으므로, Time영역에서의 
  Feedback을 하면 feedback정보 압축율이 높아지고, 
  큰 성능저하가 없다. 

기고문 8

Author Orange Labs

Number

Time Domain CSI report for explicit feedback

11-10-0586-00-00ac Date 2010.05. 



◆ 주요 기고문 10

1.5.3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

◆ 주요 기고문 11

◆ 주요 기고문 12

Ⅶ. 결론

  지금까지 Uplink & Downlink MU-MIMO 기술과 관

련되어 현재까지의 IEEE802.11TGac에 기고된 기고문을 

살펴보면, Explicit CSI feedback 기술과 관련된 기고가 

power control 기술이나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과 

관련된 기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licit CSI feedback 기술은 채널추정을 위한 LTF의 

설계방법에 대한 기고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CSI를 추정할 수 있는 LTF 

의 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통신 부하 및 단말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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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단말이 다른 paging group으로 이동하면 자신의 
  paging group ID를 갱신한다.

기고문 10

Author LG

주요내용 

- 전원절약을 위하여 active상태에 있는 단말입장에서 
  VHT-SIG(PHY ID or AID)만 디코딩한 후 자신에 대한 
  stream이 아니면 micro sleep하는 기능을 제안함. 

Number

PHY power saving feature considerations

11-10-0588-00-00ac Date 2010.05. 

기고문 11

Author Marvell, Intel, Broadcom, Qualcomm, Atheros, Samsung

Number

Distributed Transmission Timing Adjustment for 
Synchronous Frame Arrival

11-10-0064-05-00ac Date 2009.09.

주요내용 

- 동일 주파수 대역 내의 여러 단말이 동시에 상향 
  전송하는 MU-MIMO에서는 단말간의 전송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일치되어야 상호간섭을 회피할 수 있음. 
  따라서 여러 단말이 상향 전송할 경우 단말간의 
  전송개시시간과 종료시점의 일치를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

기고문 12

Author Marvell, Intel, Broadcom, Qualcomm, Atheros, Samsung

주요내용 

- IEEE802.11ac에서는 MU-MIMO기술의 적용을 위해 
  100nsec의 정확도면 가능하다고 제안되고 있음. 
  이 정확도는 이미 802.11n 상용제품에서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MU-MIMO의   동작을 위하여 채널별 프레임 
  길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padding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Number

Distributed Transmission Timing Adjustment for 
Synchronous Frame Arrival

11-10-0064-05-00ac Date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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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 복잡성 등을 고려한 방법에 대한 기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multi-user 환경을 고려한 grouping 그리고 단

말을 지정해주기 위한 group ID/STA ID 등의 설계가 논

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grouping의 기준. 예를 들면 traffic, 

QoS, channel state 등을 기준으로 grouping을 하자는 

기고가 있었으며, 더불어 group 수, 단말의 group 이동 

또는 통신 환경 변경에 따른 regrouping 에 대한 기고가 

있으며, 향후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group ID/STA ID 등

의 설계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ower control 기술과 관련해서는 Enhanced PSMP 기

술에 대한 기고가 있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group ID

를 이용하여 단말이 보다 빠르게 sleep mode로 진입하게 

함으로서 기존의 PSMP 방식에 비해 절전 효과를 증대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Enhanced PSMP 기술에 대한 기고가 활발하

지는 않으나, 앞으로 multi user 환경을 고려하여 절전효

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질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Timing synchronization 기술과 관련된 기고문 또한 

power control 기술과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기고가 있

었다.

  현재까지는 multi user 간 동기를 위해서 padding을 이

용하자는 기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또한 padding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및 padding 이외의 방법을 통한 동기

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와 관련

된 특허 출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EEE802.11TGac에서의 기

고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및 특허출

원이 요구되며, 기 출원된 특허의 경우에도 보정/연속 출

원의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격에 부합하는 표준특허

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외국 출원인의 표준관련

특허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특허의 출원 또는 현재 보유하

고 있는 표준특허의 수를 늘리는 전략이 요구된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위한 

Gigabit WLAN MU-MIMO 
표준관련 특허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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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 표
전략사업기획팀

산업별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특허동향

특 집

  특허정보는 기본적으로 독점권에 관한 권리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허 데이터는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라는 특수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이

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특허정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특

허와 생산성과의 관계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으나,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수집되는 다양한 산업 

및 경제 데이터들과 국제특허분류를 따르는 특허 데이터

를 연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주제의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장애요인

이 되어 왔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2008년에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작성한 특허와 산업분류 간의 연계표를 

사용해 지난 20년 간 한국과 미국의 산업별 특허활동의 특

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특허청의 연계표 (OTAF Concordance)

  1974년에 미국특허청의 기술평가예측국(OTAF)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미국 특허분류(USPC)

와 미국 표준산업분류(SIC) 간의 연계표를 개발했다. 이 

연계표는 미국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USPC의 분류 항목

별 정의와 SIC의 분류 항목별 정의를 상호 비교하여 양 분

류체계의 분류 항목들을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성

되었다. 현재 이 연계표는 미국 특허청의 특허기술동향조

사팀(PTMT)이 관리하고 있으며, USPC의 개정내용을 반

영하기 위해 보통 1년의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Hirabayashi, 2003).

  이 연계표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분류 측은 1972년판 SIC를 재구성한 41개의 생산물 분야

(Product Field)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USPC 서

브클래스로 대표되는 150,020개의 기술분류가 연결되어 

있다1).

  이 연계표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주요한 문제점은 연결관

계의 다중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하나의 기술분류 항목

이 여러 개의 생산물 분야에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

우, 해당 기술분류 항목은 각각의 생산물 분야에 모두 연

결되어 있다. 그 결과, 일부 산업분야에서 왜곡된 통계결

과를 낳게 되는데, 일례로, 과거 일본의 항공산업이 걸음

마 단계였을 때, 이 연계표를 이용해 나온 특허통계는 항

공기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었

다.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는 엔진 기술에 대한 분류

가 연계표 내에서 자동차와 항공기 분야 양쪽에 모두 연결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일본이 소유한 엔진과 관련된 대부

분의 특허들이 자동차 엔진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항공산업 분야의 성과로 나타난 데 원인이 있

었다. 그 밖에 미국 특허청만이 사용하고 있는 USPC를 사

용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특허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1972년의 SIC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

후의 산업분류체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와 연결관계에 전문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

입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이 연계표의 주요한 단점으로 언

급될 수 있다.



YTC & OTC

  캐나다 특허청은 1974년부터 PATDAT이라는 특허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별 등록특허에 대

한 산업분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산업분류 정보는 캐

나다 표준산업분류(SIC)였으며, 캐나다 특허청의 분류담

당자들이 각각의 특허에 직접 부여한 것으로서, 개별 특

허에 산업적 관점의 분류를 직접 부여한 유일한 사례로 알

려져 있다. 캐나다 특허청의 이러한 작업에 대해 한 가지 

더 주목할만한 것은 산업분류 정보가 ‘제조’와 사용’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경제학적 측면에

서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틀에서 특허 데이터를 보다 다양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Ellis, 1981).

  이와 같이 캐나다 특허청은 자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산업분류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지만, 다른 나라들

의 사정은 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 특허청이 축적

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국가들의 특허 데이터에도 적용

할 수 있는 특허와 산업분류 간의 연계표를 작성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성된 것이 예일 

기술연계표(YTC, the Yale Technology Concordance)이

다(Kortum & Putnam, 1997). YTC는 기본적으로 IPC 기

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캐나다 표준산업분류(SIC) 기준의 

통계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캐나다

의 SIC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나 다른 국가들이 사용

하는 표준산업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YTC에

서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국제표준

산업분류체계(ISIC)로 대체시킨 OECD 기술연계표(OTC, 

the OECD Technology Concordance)를 2002년에 공개

했다(Johnson, 2002).

  YTC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특허분류에 속한 특허를 

여러 산업분류에 확률적으로 분포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YTC 확률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

이다. 이 표의 첫 번째 행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IPC 서브

클래스인 B60C에 해당하는 특허는 총 878건이며(# with 

this IPC), 이 중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내에서 제조산업

(Industry of Manufacture, IOM) 관점에서는 3199 항목

에 해당되고, 사용산업(Sector of Use, SOU) 관점에서는 

6351 항목에 해당되는 특허가 15건(# with this combo)이

다. 즉 B60C 서브클래스에 해당되는 특허 878건 중 이 두 

가지 산업분류의 조합(제조관점의 분류와 사용관점 분류

의 조합)에 해당되는 특허의 비율이 0.0171(share of IPC 

with this combo)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OTC는 그 구조나 바탕이 되는 데이터 측면에서 YTC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연계표이며, 최종적으로 변환된 산

업분류별 특허 수를 캐나다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제표

준산업분류(ISIC) 기준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OTC가 적용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YTC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우선 OTC는 YTC와 동일한 

확률표를 사용해 IPC 기준으로 계산된 특허 수를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항목별 값으로 변환시킨다. 이 과정은 YTC

와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OTC는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항목들을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항목에 연결시켜 계산

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를 ISIC 기준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SIC 항목과 ISIC 항목

들을 상호 연결시킨 연계표가 필요하며, 결국 OTC를 개

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은 바로 캐나다의 

SIC와 ISIC 간의 연계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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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 with this 
combo

share of IPC with 
this combo

# with 
this IPCIOM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B60C

15

54

5

2

2

2

1

28

8

1

81

1

1

1

1

1

1

1

1

3

1

1.71E-02

6.15E-02

5.69E-03

2.28E-03

2.28E-03

2.28E-03

1.14E-03

3.19E-02

9.11E-03

1.14E-03

9.23E-02

1.14E-03

1.14E-03

1.14E-03

1.14E-03

1.14E-03

1.14E-03

1.14E-03

1.14E-03

3.42E-03

1.14E-03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878

3199

3250

3250

3251

3252

3254

3255

3255

3255

3256

3259

3259

3259

3259

3290

3350

3350

3352

3359

3359

3359

3199

3250

3250

3251

3252

3254

3255

3255

3255

3256

3259

3259

3259

3259

3290

3350

3350

3352

3359

3359

3359

SOU

[표 1]  YTC 확률표의 구조

1) 이 글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의 USPC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계표를 기준으로 설명
하기로 한다.

2) 이 연계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다. 이 글에서 편의상 사용한 약칭이라는 점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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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C와 OTC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IPC별로 나

타나는 산업분류의 분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

고, 지역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계확률이 10년 이상이 경과

한 과거의 캐나다 특허청 자료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점

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YTC와 

OTC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허와 산업분류의 연계표 중에

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바탕을 둔 유일한 연계표이다.

FOS 연계표2)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FhG-ISI), 프

랑스의 과학기술통계국(OST), 영국 서섹스 대학의 과학

기술정책연구소(SPRU) 3개 기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의 지원으로 2003년에 작성한 특허와 산업분류 간의 

연계표이다(Schmoch, Laville, Patel, & Frietsch, 2003). 

이 연계표의 가장 큰 특징은 IPC를 44개의 산업분야에 연

결시킨 것 이외에, 각 산업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이 출원

하는 특허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산업분야를 기술적 관

점의 분류와 산업적 관점의 분류로 나누고, 이 두 가지 정

보들을 기준으로 행렬(matrix) 형태의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계표의 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

선 산업분류로 기능하는 44개의 제조업 분류를 설정하고, 

여기에는 관련되는 IPC 서브클래스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

다. 따라서 IPC 데이터를 통해 44개의 제조업 분류별로 

특허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44개의 제조업 

분야를‘기술분야(Technology Fields)’로 지칭한다. 이와 

같이 IPC를 이용한 연계방식 이외에 출원인 정보를 이용

한 연계방식도 가능한데, FOS 연계표에서는 어떤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를 파악하여 그 기업이 출원한 

특허를 그 제조업 분야의 특허활동으로 연계시키는 방식

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이 경우 44개의 제조업 분야를‘

산업섹터(Industrial Sectors)’로 지칭한다.

  [표 2]는 FOS 연계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각 열은 IPC 정보로 파악되는 산업별 특허 수를 의미하며, 

각 행은 출원 기업의 산업분류 정보를 통해 파악되는 산

업별 특허 수를 의미한다. 즉, 각 열이 의미하는 기술분야

(Technology Field)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의 분포가 행

으로 표시되는 44개의‘산업섹터’별로 보여지게 되는 것

이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행렬형태의 분포를 이

용하여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산업섹터별 특허 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사용자가 IPC를 기준으로 계산된 

특허 수를‘기술분야’별로 입력하면, 미리 결정되어 있는 

비율정보에 의해‘산업섹터’별 특허 수가 계산되는 구조

가 FOS 연계표의 최종적인 형태인 것이다.

  FOS 연계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연계

표와 마찬가지로 FOS 연계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FOS 연계표

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기술

분야(Technology Fields)’와‘산업섹터

(industrial sector)’를 구분하는 목적과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이것은 투입(in-

put)과 산출(output) 개념의 구분이 아니

며, YTC와 OTC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

조산업(industry of manufacture)과 사

용산업(sector of use)의 구분도 아니다. 

다만‘기술분야’는 IPC를 기준으로 구분

된 분류체계이므로 기술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 이해될 수 있으며,‘산업섹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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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을 창조한 주체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분류 정도로 

이해된다. 더불어 이 연계표가 제조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

고 있는 것도 되짚어 볼 문제이다. 최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포함되

지 않는 농업과 건설업 분야의 기술들은 과거부터 특허출

원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특허들을 제조

업 내에 분포시켜 연계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밖의 연계표들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은 핀란드 특허청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of Fin-

land)과 함께 특허와 산업분류 간의 연계표를 작성한 바

가 있다. 이 연계표는 IPC 서브클래스를 핀란드의 1988

년판 SIC(TOL 1988) 항목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각각의 

IPC 서브클래스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SIC 분류 항목에 

일정한 비율로 나뉘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IPC의 

A01B 서브클래스는 TOL88의 2521 코드에 100%의 비율

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A01M 서브 클래스는 TOL88의 

1822 코드에 20%, 2909 코드에 80% 비율로 나뉘어 연

결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단위 간의 짝짓기와 배분의 비

율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며, 전문가

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연계표는 1990년대

에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더 이상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 혁신기술경제연구소(MER-

IT)에서 작성한 연계표는 앞서 살펴본 핀란드 통계청의 

연계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현재 입수가 가능한 

MERIT 연계표는 1994년에 공개된 2차 개정판이며, ISIC 

2차 개정 분류의 제조업 섹터를 22개의 섹터로 묶고, 

IPC의 서브클래스들을 이 22개의 섹터에 연결시켜 놓고 

있다. IPC 서브클래스들은 핀란드 통계청의 연계표와 마

찬가지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섹터에 일정한 비율로 나

뉘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관계와 가중치는 전

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표 3]은 MERIT 

연계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Verspagen, van Moer-

gastel, & Slabbers, 1994).

  현재 우리가 핀란드 통계청과 MERIT 연계표를 사용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핀란드 통계청의 연계

표는 1988년 핀란드 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MERIT 연계표의 경우, 국제표준

산업분류(ISIC)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

도 완화하였지만, 이것 또한 1994년에 공개된 것으로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

한 문제 외에 두 연계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의 주관

적 판단에 의해 연결관계가 정해짐으로써, 각 IPC를 여

러 산업분류에 연결시키는 비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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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6

7

Description aggregate sector

Oil refining

Shipbuilding

Motor vehicles

ISIC

3530

+

3540

3841

3843

C10B

C10C

C10G

C10L

C10M

B60V

B63B

B63C

B63G

B63H

B63J

B60B

B60D

B60F

B60G

B60H

B60J

B60K

B60P

B60S

B60T

B62D

B62M

B65F

F02M

F02N

F16D

F16F

F16G

F16H

IPC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40

100

100

100

100

100

100

Percent

[표 3]  MERIT 연계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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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국제특허분류(IPC)와 미국 표준산업분류

(USSIC)를 연결시킨 Silverman 연계표, 미국특허분류

(USPC)와 국제특허분류(IPC)를 연결시킨 Wellesley 연

계표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YTC 또는 OTC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또는 우리나

라에서 사용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특허와 산업분류를 

연계시키려는 다각적인 측면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계표들이 과거의 데이터와 분류체계를 기준

으로 작성되었거나, 특정 국가의 분류체계를 이용함으로

써, 현 시점에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

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2008년에 국제특허분류(IPC)와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를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김봉진, 

홍정표, & 김명선, 2008).

  우선 연계표 작성을 위해 KSIC를 바탕으로 61개의 산업

분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항목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는 첫째, 연구자들이 특허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통계자

료들의 분류기준과 가급적 유사해

야 한다는 점, 둘째, 기술적 관점에

서는 구분이 극히 어려운 산업분류 

항목들의 경우, 연구목적을 크게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위 항목

으로 묶음으로써, 연계표 내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류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

다. 덧붙여 61개의 산업분류 항목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하고, 서비스

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시켰으나, 농

업, 건설업, 유틸리티 산업 및 폐

기물 처리 관련 업종은 포함시켰으

며,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출원

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

업’을 산업분류 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허분류와 산업분류를 연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념적으로 YTC 및 OTC와 동일하게 IPC 항목들이 여러 

산업분류에 연결되는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두 분류 간

의 연계 확률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YTC와 OTC는 과거 캐나다 특허청에서 개별 특허마다 부

여한 산업분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국가

들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는 한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계표 작

성과정에서는 자동문서분류(Automatic Text Classifi-

cation) 기법을 사용했다. 또한 추가적인 조치로서, 특

정 IPC 항목들에 대해서는 몇 개의 산업분류 항목을 후

보군으로 선정하고, 그 IPC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

허 문서는 해당 후보군 내에서만 자동 분류가 실시되도

록 함으로써,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산업분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연계확

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 데이터를 합성하여 정리된 

900,604건의 출원정보였으며, [표 4]는 이렇게 작성된 

연계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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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PC - KSIC 연계 확률표의 구조

IPC

A01B

A01B

A01C

A01C

A01C

A01C

A01D

A01D

A01D

A01D

A01D

A01D

A01F

A01F

A01F

A01F

A01F

A01F

A01F

Industry

C2590

C2920

A0000

C2590

C2919

C2920

A0000

C2590

C2919

C2920

C3000

C3199

A0000

C1600

C2200

C2510

C2590

C2919

C2920

# of application

58

481

87

17

7

458

12

47

29

464

8

5

4

1

1

6

2

45

193

Probability

0.107607

0.892393

0.1529

0.029877

0.012302

0.804921

0.021239

0.083186

0.051327

0.821239

0.014159

0.00885

0.015873

0.003968

0.003968

0.02381

0.007937

0.178571

0.765873



한국의 산업별 특허출원 동향

  [그림 1]은 1990년 이후 최근까

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특허, 실

용신안 출원의 산업별 분포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1990년

과 1996년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1990년대 중반에 출원의 전체적

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90년대 중반

의 출원 수 증가현상은 전 산업분

야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

라, 일부 소수 업종에 편중되어 나

타났는데, 당시 출원 증가를 주도

한 분야는 반도체, 통신 및 방송

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과 

같은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과 일

반기계 제조업 및 자동차 제조업

종이었다.

  이렇게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과 

기계, 자동차 제조업이 국내 출원

을 주도하는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 1]의 2008

년 차트를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

업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분

야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제조업의 출원은 90

년대 중반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일반기계와 특수기

계 제조업 분야의 출원은 증가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계 제조업, 특히 일반기계 제조업

과 자동차 제조업이 산업분류 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SIC에서는 엔진 제조활동에 대

해 그 엔진이 운송장비용 엔진일 경우에는 해당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운송장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엔진은 일반 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내연기

관 이외에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특

허출원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모터사이클 등 운송장비 

제조업이 아닌 일반기계 제조업으로 분류되게 된다. 일반

적으로 출원인들은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의 내용을 기재

하는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그 기술에 관한 용도를 되도록 

기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용도를 명확히 한정하

게 되면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히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과 전략적 시각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

한 경향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용도를 한정해

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자동차, 선박 제조업체들이 출원한 특허들은 

일반기계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자동차 제조에 한정되는 기술들에 

대한 출원은 감소했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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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별 한국 특허, 실용신안 출원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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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에 대한 출원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출원분포의 주요 특징 중 하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종의 출원 증가이

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가 허용되기 시작한 제

도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 대한 출원은 2000

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후 출원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

며, 출원 거품이 가라앉는 모습을 수 년간 보였으나, 2005

년부터 다시 증가해서 2008년에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제조업보다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

다. 그 밖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출원과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

업(C2030) 분야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될 수 있다.

미국의 산업별 특허등록 동향

  미국의 경우에도 전반적으

로 전기전자 업종과 기계, 자

동차 분야의 업종이 특허활동

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서는 한

국과 유사하다. 다만 9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전기전자 분

야와 자동차 분야의 특허가 다

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

았던 것과 비교해, 미국에서는 

기계분야의 특허가 가장 많았

고, 화학, 의약분야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0년 대 초반에는 미국에

서도 반도체 분야의 특허가 눈

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90년

대 중반부터 증가현상이 나타

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 

서비스업 분야의 특허가 지속

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분야의 특허는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

나, 2006년 이후 그 수가 다

시 크게 늘어나며, 2008년에

는 전 산업분야에서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양산하는 산업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밖

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화학, 

의약 관련 분야와 기계, 자동

차 제조업종의 특허 비중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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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별 미국 특허등록 분포 현황



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 비중이 늘었

고, 특히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반도체 제조업을 제

치고 특허등록 1위의 업종으로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한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관련 특허가 한국에 비해 

많은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 특허와 산업분류를 연결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만

한 연결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관점이 다른 두 개

의 분류체계를 서로 완벽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는 불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특허정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과 특허정보 이

외에는 기술혁신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마땅한 정보가 그

리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특허정보를 

다양한 산업, 경제 데이터들과 연계시켜 활용하려는 수요

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IPC와 KSIC 연계표도 앞서 YTC와 

OTC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공통적

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산업단

위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이 연계표의 유용

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특정 산업분야 또는 특정 연구

활동 주체로 분석 단위가 좁혀질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워

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인 대책은 과거 캐나다 특허청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

별 특허마다 고유의 산업분류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겠지

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특허출원량을 고려해 볼 때, 막대

한 인력과 시간자원의 투입이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어려

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되며, 그 방향은 개별 특허에 대해 산업분류 정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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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훈
상표디자인사업팀

디자인분쟁

- 맛있지만 씁쓸했던 디자인분쟁

 “디자인은 경쟁력이다”란 말이 있듯이 산업에서 디자인

을 통한 이윤 창출이 커짐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된 지는 오래이다. 이렇게 디

자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등에 비하면 디자인권에 대한 관

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디자인 권리의 중요성과 적극적 권리 행사를 위

해 디자인분쟁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디자인

권 보호를 받는 물품 중 먹으면 사라지는‘과자’도 대상

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몇 명이나 될까? 이번

호에서는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무효심판부에서 결정

한‘비스킷’과 관련된 유사하면서도 다른 분쟁판례 2건

을 다룰 예정이다.

[막대형 비스킷 디자인] 

  그 첫 번째는 막대형 비스킷에 관한 판례이다. 

  2년전 국내 대표적인 제과업체가 일본 애니메이션 관

련 상표권을 놓고 법정분쟁이 벌어졌는데 그 갈등이 일

파만파 커지며 한국 식음료 기업들의‘묻지마식’베끼기

가 회자된 적이 있다. 일본의 3대 제과 브랜드인 이자키 

글리코의‘포키’(POCKY)와 제품은 물론, 포장 디자인도 

거의 흡사한 롯데‘빼빼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1), 실제

로 유럽에서는 이 막대형 비스킷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 

무효소송이 있었다. 

  2007년 12월 3일 헝가리의 King Nuts는 일본의 Ezaki 

Glico가 2006년 1월 17일 등록한‘비스킷’디자인에 대한 

무효선언 청구를 하였고 유럽공동체상표청의 무효심판부

는 King Nuts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King Nuts는 Ezaki Glico의 RCD2)가 출원전에 소위 유

예 기간을 고려하여도 2005년 1월 17일 전에 전 세계에 공

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증거D1~D5를 제시하였다.

1) 김수길|2008.0710.|日 유명과자, 한국에도 다있다?|스포츠월드|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LeisureLife/Article.asp?aid=20080710003340&subctg1=2

5&subctg2=00
2) registered community design



  이에 Ezaki Glico는 청구인의 증거

D1~D5에 대해 반박하고 막대형 비스

킷의 형태에 디자인적 제한점이 있음

과 자신이 1965년부터 판매했음을 밝

히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OHIM의 무효심판부에서는 청구인의 D1~D5의 증거를 

바탕으로 RCD가 출원일 전에 널리 공지되었음을 인정하

고, RCD와 D1~D5에서 보여주는 선행디자인의 형상의 특

징이 동일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RCD는 신규성 부족의 

근거로 무효가 선언되었다.

[프레첼 형상 비스킷 디자인] 

  두 번째는 프레첼 형상의 비스킷에 관한 판례이다.

  2002년 미식축구 중계를 보던 미국의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의 목을 막아 졸도에 빠뜨렸던 프레

첼은 이 시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다3). 실제로 같은 시

기 국내에서도 프레첼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대형할인마트 매장에서는 그 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이 제

품을 들여 놓았다고 한다4).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 1월 19일 국내기업의 (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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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제과5)는 유럽공동체상표청에 프레첼 형상의 비스킷

디자인을 등록한다. 

  하지만 2007년 스페인의 스낵제조업체인 LENG-

D’OR, S.A.는 (주)크라운제과의 디자인에 대한 무효선

언 청구를 하였고 유럽공동체의 무효심판부는 LENG-

D’OR, S.A.의 손을 들어준다.

  청구인은“그 구별된 특징은 공동체디자인 출원에 앞

서 특정 산업분야에서 공중에 공지된 비스킷과 스낵류의 

수에 포함되므로, 등록에 필요한 신규성과 독특성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Google’공개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발췌한 출력 이미지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로서‘프

레첼’ 및‘스낵’을 참조하는 단어를 사용하는‘Google’ 

공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발췌한 출력물과“Food Engi-

neering”에서 발간한 제목“분야 기사: 스낵 제조인을 위

한 친환경 새로운 변화”의 문헌의 출력물을 제공했다. 이 

문헌은“잡지 발행일: 2002년 1월 12일”로서 다음의 사

진을 포함한다.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의 무효심판부에서는

  1) 잡지는 통상적으로 출판되고 유통된다. 더욱이, 청

구인은 선행디자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집단의 공동체 

내에서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알려졌을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D1 상기 RCD의 출원일 전

에 CDR 제7조(1)에 따라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것으

로 간주된다

  2) 상기 RCD는 기본적으로 프레첼 형상으로 구성된다. 

D1에 나타난 선행디자인 및 상기 RCD는 상기 프레첼을 

가로지르는 선 외에는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중요치 않은 세부사항으로 여겨진다. 상기 권리

자는 더 이상의 차이점도 주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심판부는 양 디자인이 동일

하다고 결론짓는다. 

  결국 디자인권리자의 디자인권 무효가 선언된다.

[두 판례의 공통점.차이점]

  두 판례 모두는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그 디자

인이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새로워야 하는 점을 잘 보여

는 사례이다. 

  1. 상기 두 RCD 모두는 출원되기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

에 게재되었거나 공중에 널리 알려져 공연히 실시된 공지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선행디자인과 동일 또

는 유사하다 함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인 신규성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신규성 판단은 

디자인 등록요건의 창작성판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이다. [법 제5조제2항]

  하지만 두 판례는 차이점이 있다.

  프레첼 형상의 비스킷의 경우 디자인권리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프레첼을 가로지르는 선 외에는 차

FOCUS

3) 프레첼|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5653
4) 김민주|마케팅 어드벤처|미래의창|2005

5) 영문명: Crown Confectionery Co., LTD.



이점을 보이지 않아 용이창작의 판단에 의해 디자인권이 

무효된다. 하지만 막대형 형상의 비스킷의 경우는 그 형

상이 디자인권리자에 의해 최초로 개발 시판되었음이 밝

혀졌음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은 먼저 디자인

을 개발하여 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권리

를 제때에 취득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의 권리자로서 인증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를‘자기선공지’라 하는데 국내에서는 자신의 디자인

이 출원전에 공지 되었을 때 6개월 이내에, 유럽공동체상

표청[OHIM]의 경우 1년 이내에 자신의 디자인임을 증명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막대형 비스킷’의 경우처럼 디자이너 또는 개

발자는 최초 개발 시 소정 디자인을 포함한 제품이 시장에 

양산된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 디자인을 출원

하여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프레첼 형상의 비스킷’은 디자인 출원 이

전에 선행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맺음말]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자사의 디자인을 세계 수많은 

유수 기업과 경쟁하려면“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디자이너 혹은 CEO는 적극적으로 디

자인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디자인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 주관하는‘디자인 맵(www.designmap.
or.kr)’에서는 해외디자인분쟁 판례 및 기사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한 정보를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표.이미지와 더불어 정리.요약하여 제공
하고 있다. 해외디자인분쟁 판례의 경우 판례 전문도 제
공한다. 상기 두 개의 판례‘막대형 비스킷’과‘프레첼 
형상 비스킷’에 대한 전문도 디자인맵 사이트 해외디자
인분쟁게시판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다양한 해외디자
인분쟁 사례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길 바란다.

[해외디자인분쟁 정보]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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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의 

활용, 이용현황 및 과제

KIPRIS 서비스 활용법

1. KIPRIS 개요

1) KIPRIS 소개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

tion Service)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이다. KIPRIS를 이용하여 일반국민,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의 R&D 인력이 특허정보를 손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

록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를 확대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

고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특허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중소ㆍ벤처

기업 및 발명인의 특허정보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특허정보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2) KIPRIS 추진경과

  KIPRIS는 1996년 한국특허정보원에 의해 개발되어 유료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특허정보 열람 불

편을 해소하고 미국, 유럽 등의 인터넷 특허정보 무료 보

급정책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료로 전환되었다.

  2009년까지 KIPRIS는 특허청 내 심사관용 검색서비스

와 분리 운영되어 왔으나,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를 기반으

로 하는 정보시스템 및 DB 통합 추진에 따라, 전산장비, 

DB 및 인력 등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KIPRIS와 특허청 내 심사관용 검색서비스가 

통합됨으로써 KIPRIS 이용자들은 이제 통합된 DB를 통하

여 심사관과 동일한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3) KIPRIS 데이터 제공 현황

  KIPRIS는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등) 정보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해외 지식재

김  동  희
정보관리팀

노  동  훈
정보관리팀

〈 KIPRIS 추진경과 >

1996 ㆍ한국특허정보원에서 KIPRIS 유료서비스 시작

2000 ㆍKIPRIS 무료화 및 한국특허정보원이 위탁 운영

2007
ㆍKIPRIS 기계번역서비스 시작 (한국어→영어)

ㆍKIPRIS 특허검색 툴바 서비스 시작

2009

ㆍ영국, 독일 ,프랑스 특허정보서비스 시작

ㆍ디자인 도형 분류코드를 활용한 검색기능 제공

ㆍ해외 행정진행정보(미국, 유럽, 일본 및 WIPO 웹사이트) 
  제공범위 확대

1998 ㆍKIPRIS 인터넷 서비스 시작

2003 ㆍ미국, 유럽, 일본 특허정보 서비스 시작

2008

ㆍ중국 특허정보서비스 시작

ㆍKIPRIS 상표정보 모바일서비스 시작

ㆍKIPRIS 기계번역서비스 확대
  (일본어→한국어, 영어→한국어)

2010
ㆍKIPRIS Plus 웹서비스 시작

ㆍKIPRIS와 특허청 내부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통합 운영



산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은 공보 

발행후 1일 이내에 KIPRIS에 탑재되어 서비스 되고 있으

며, 해외 지식재산권은 입수 후 2주 또는 1개월이내에 서

비스 되고 있다.

2. KIPRIS 활용방법

1) 개요

  KIPRIS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다음의 단계를 거쳐 특허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특허정보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다운로

드 등 회원가입 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하다. 

  KIPRIS는 회원가입된 이용자에게 온라인 다운로드, 검

색식 저장, 마이폴더저장, 온라인 문의 등 추가적인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다운로드 기능은 검색결과

에 대한 서지 전체항목 뿐만 아니라, 심판 및 등록사항 등

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엑셀파일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만 선별

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어 특허분석을 수행하는 R&D 종사

자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이다.

  검색식 저장 기능은 이용자가 한번 입력한 검색식을 저

장하여 추후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동일한 검

색식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마이폴더저장 기능은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 목록에서 

〈 온라인 다운로드 기능 〉

〈 검색식 저장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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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데이터 현황 >

〈 해외 데이터 현황 〉

구분

특허ㆍ실용

디자인

상표

심판사항

KPA

구분

미국

유럽

PCT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주기

1일 이내

1일 이내

1일 이내

1일 이내

3개월

주기

2주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데이터 범위

1948~

1950~

1950~

1956~

1979~

데이터 범위

1976~

1978~

1978~

1976~

1985~

1893~

1920~

1920~

제공데이터

서지, 초록, 도면, 전문이미지, 행정진행정보

서지, 도면, 전문이미지, 행정진행정보

서지, 문자상표, 도형상표, 전문이미지, 행정진행정보

서지, 처리결과, 행정진행정보

서지, 초록, 도면, 행정진행정보

제공데이터

서지, 초록, 전문이미지

서지, 영문초록(PAJ), 전문이미지

서지, 영문초록, 도면

서지, 영문초록, 전문이미지

〈 KIPRIS 검색 이용 절차 〉

→④ 검색조건 입력 ⑤ 결과조회

① KIPRIS 접속 → →
② 관련 

프로그램설치
(TIFF, Acrobat) 

③ 검색대상
권리 선택



선택한 건을 저장하여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으로 검색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능

이다.

  온라인문의 기능은 고객센터‘Q&A’ 및‘신고/제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

우 온라인상으로 접수하고 답변결과를 온라인 및 이메일

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3) 특허정보검색

○ 통합검색

  KIPRIS 통합검색은 서비스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에 대하여 권리구분 없

이 전 권리를 한 번에 검색하는 것으로, 특허 검색에 익숙

하지 않은 초보 이용자를 위한 검색 기능이다. 통합검색

은 검색결과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검색결과에 대한 

권리별 보기가 가능하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간략한 초록

정보와 함께 해당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이 

가능하고, 상단의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 각각의 권리

명을 클릭하면 해당 권리에 대한 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 권리별 검색

   KIPRIS 이용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검

색하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하여 원하는 검색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권리별로 특허ㆍ실용신안검색, 디자인검색

(물품의 디자인), 상표검색(상품의 브랜드명, 로고 및 서

비스표), 심판검색(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사항), 한국특허

영문초록(KPA)검색, 해외특허검색(미국, 유럽, PCT, 일

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특허)  및 해외상표검색(미

국, 일본, 호주, 캐나다 상표)으로 구분된다. 각 권리별로 

일반검색과 항목별검색으로 구분되며, 검색어 입력란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4) KIPRIS 기타 부가서비스

○ 특허검색 툴바

KIPRIS 서비스 활용법

〈 마이폴더저장 기능 〉
〈 통합검색 결과화면 〉

〈 KIPRIS 초기화면의 권리별 검색 〉

〈 온라인 문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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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RIS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07년부터 특허검색 

툴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PRIS 이용자는 특허검

색 툴바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검색어를 입력함

으로 KIPRIS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 특허로, KIPRIS 홈페이지

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허민원 서비스를 바로 이

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KIPRIS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

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특허검색 툴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 K2E-PAT 서비스(한→영 자동번역서비스)

  KIPRIS는 한국 특허 및 실용신한 공보를 KIPRIS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문과 함께 실시간 자동 번역된 영문

으로 제공하는 K2E-PAT(Korean to English - Patent 

Automatic Translation)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K2E-PAT 서비스 이용시 검색결과화면은 서지, 요약, 상

세한 설명, 청구항, 도면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번역문

(영문)에 대한 PDF파일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한다. 서

비스 이용요금제는 건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와 

일정기간동안 이용 가능한 정액제가 있다. 종량제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반면, 정액제는 KIPRIS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

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및 휴대폰, 계좌이체로 결

제가 가능하다.

○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KIPRIS는 2006년부터 찾아가는 특허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특허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관, 기업 등은 KIPRIS에서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해당 기

관ㆍ기업의 홈페이지에 특허 검색창을 개설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KIPRIS 검색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는 권리별 검색

이 가능한 통합검색 또는 키워드 및 출원검색 

형태로 무료로 제공된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

트인 NAVER, NATE 등과 국회도서관,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삼성전

자 같은 국내 대표 기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KIPRISPlus 웹서비스

  KIPRIS는 특허청에서 공개되어 일반인에

게 제공되는 지재권 정보를 기업, 연구기관, 

정보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자체 정보서비스

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

서비스인 KIPRISPlus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PRISPlus 웹 서비스를 통해 KIP-

RIS는 지재권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색인 정

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허검색 툴바서비스 〉

〈 K2E-PAT 서비스 결재화면 〉

〈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설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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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7년 상표정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지재권 전체로 확대되었다. http://plus.kipris.

or.kr 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3. 통계로 보는 KIPRIS 이용현황

1) KIPRIS 회원가입

  1996년 7월 이후 한국특허정보원에 의해 유료로 서비스

되던 KIPRIS가 특허청의 정책에 의해 2000년 1월 무료화 

되면서 KIPRIS 회원 가입수는 급격하게 증가(전년대비 

약 80배)되었다. 그러나, 2006년 4월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KIPRIS 기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회원인증 제

도를 개선하면서 신규 회원가입은 감소되기 시작했다.

 

2) KIPRIS 방문

  KIPRIS 방문횟수는 2009년의 한시적인 감소를 제외하

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회원인증 제도가 개

선된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전

년 동기(1~6월) 대비 95.62% 증가했다. 2010년 월별 방

문횟수를 보면 5, 6월 수치가 1～4월에 비해 크게 증가

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5, 6월에 진행한 발명의 달 

행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의 행사 개최로 인한 영향과 더불

어 6월 특허청에서 보도된 상표관련 보도자료(특허출원

전 www.kipris.or.kr의 활용 권장)의 영향으로 사료된

다. 실제로 2010년 6월 KIPRIS 상표 검색이 전월대비 약 

4배 증가했다.

3) KIPRIS 검색

  KIPRIS 검색횟수는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2002년(131.36%↑), 2003년(171.18%↑)을 제외한다 하더

라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7.84% 꾸준히 증가

해 왔으며, 2010년에는 전년 동기(1~6월) 대비 80.68% 

KIPRIS 서비스 활용법

〈 KIPRISPlus 특허정보 웹서비스 화면 〉

〈 KIPRIS 회원가입 통계 〉

〈 KIPRIS 방문 통계 〉



증가했다. 2010년 권리별 검색횟수를 살펴보면 상표검색

(61.57%)이 가장 많았으며, 특실검색(19.43%), 통합검색

(9.99%)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검색은 다른 지재권데이터

에 비해 단순하고 일

반 이용자들의 실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대적으로 검

색 이용자가 많은 것

으로 사료된다.

4) KIPRIS 찾아가는 특허검색

  2006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외부링크 서비

스)의 이용

량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2010

년 이용량은 

전년 동기

(1~6월) 대

비 68.58% 

증 가 했 다 . 

2 0 1 0 년 의 

이 용 횟 수

를 살펴보

면 전문조회

(53.72%)가 가장 많았으며, 상세서지조회(29.14%), 간략

서지조회(14.32%) 순으로 나타났다. 

5) KIPRIS 특허검색 툴바

  2007년부터 시작한 특허검색 툴바서비스 이용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전년 동기(1~6월) 대비 

73.92% 증가했다.

4. 2010년 KIPRIS 이용자 의견 및 검토

1) 개요

  KIPRIS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올해

도 발명의 달 이벤트(5월),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6

월), 간담회(6월)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행사

들을 통하여 KIPRIS는 이용자의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

하였으며, KIPRIS 개선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묻는 설문

도 진행하였다.

2) KIPRIS 검색 관련 의견

  KIPRIS 검색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크게 도움말, 

개인서비스, 기능추가, 검색기능, 시스템, 검색결과 및 

〈 KIPRIS 검색 통계 〉

〈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이용통계 〉

〈 특허검색 툴바 이용통계 〉

44 PATENT 21 PATENT 21 45



46 PATENT 21 PATENT 21 47

기타사항으로 구분되었다. 각 항목별 의견들 중에는 이미 

적용된 의견, 향후 적용 예정인 의견, 적용 가능하나 문제

점 발생의 여지가 있는 의견, 특허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의견, 적용 불가한 의견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이미 제

공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몰랐던 내용 및 금년하반기에 적

용 예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KIPRIS 홈페이지 관련 의견

  KIPRIS 홈페이지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분석한 

결과 크게 KIPRIS 운영, 홍보, 컨텐츠로 구분되었다. 각 

항목별 의견들 중에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의견, 향후 

적용 예정인 의견, 적용 불가한 의견 등이 있었으며, 의견

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4) 만족도 조사로 본 KIPRIS 이용자 의견

○KIPRIS에 대한 불만족

  2010년 KIPRIS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해 이용

자들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불만

족 집계가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도 해외특허 및 통합데

이터의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는데, 전자는 

각국 특허청간 데이터 교환 협약에 따라 해외특허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특허청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항

이며, 후자는 통합검색 특성상 모든 권리별, 항목별 검색 

수행으로 속도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IPRIS는 이

용자에게 더 많은 해외특허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WIPO(PCT) 등 해외특허정보 데이터를 KIPRIS

KIPRIS 서비스 활용법

〈 KIPRIS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검토 결과 〉

구분

KIPRIS

운영

홍보

컨텐츠

적용

○

○

○

×

○

○

○

○

×

○

○

×

○

검토결과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 예정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 예정

현재 서비스 가능

적용 여부 검토

하반기 중 홍보방안 

마련 예정

내년도 사업에 추진 예정

내년도 사업에 추진 예정

내년도 사업에 추진 예정

특허청에서 검토 중

내년도 사업에 반영 예정

내년도 사업에 관련 내용 추진

적용불가

내년도 사업에 관련 내용 추진

사용자 의견

가장 훌륭한 UI는 사용자가 익숙해 하는 

화면이므로,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편 진행

 블루 계열의 디자인이 다소 딱딱해 보이니, 

친숙하고 따뜻한 색상으로 개편

 익스플로러 외에 파이어폭스, 크롬에서도 

동일한 검색 지원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KIPRIS 검색방법 교육 지원

 대국민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

 어린이 대상의‘키즈KIPRIS’ 구축(만화 활용 등)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제공 희망

 특허 교육 웹사이트 구축 희망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제공 희망

 KIPRIS 상징물(캐릭터, 아이콘 등) 제작

 특허 상식 또는 길잡이 컨텐츠 제공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내 아이디어가 

검색까지 연결

 특허법률 사무소에 대한 검색 및 링크 제공

〈 KIPRIS 검색 관련 이용자 의견 검토 결과 〉

구분

도움말

관련

개인

서비스

기능추가

검색기능

검색결과

검토결과

 하반기 적용예정

 하반기 적용예정

 하반기 적용예정

 하반기 적용예정

 하반기 적용예정

 하반기 적용 예정

 현재 로그인시 기능 제공

 현재 로그인시 기능 제공

 현재 로그인시 기능 제공

 로그인후 검색식 저장

 기 수행중

 하반기 적용 예정

 현재 서비스 중

 마이폴더 기능 활용 가능

 현재 서비스 중

 하반기 반영예정

 현재 서비스 중

 하반기 반영예정

 현재 서비스 중

사용자 의견

초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매뉴얼 제공

 초보자 대상으로 한 검색 매뉴얼 동영상 제공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설명 및 쉬운 예시 제공

 각 항목 및 용어마다 풍선도움말 제공

 검색화면 옆에 도움말 따라다니는 기능 제공

 PIAS 검색 매뉴얼 강화

 검색 히스토리 제공

 북마크 기능 제공 희망

 개인별 마이폴더 기능 확대

 오늘 검색한 특허나 검색식 History 제공 

 대리인 주소가 변경 되었을 시, 자동으로 변경

 유사 특허 등록시 SDI 서비스 제공

 검색유사어 또는 동의어 사전 제공

 이전 검색어 조건을 초기화 없이 그대로 제공

 검색결과 다운로드 제공 건수 확대

 검색 후 자동으로 카테고리 분류 

 최종 상태(등록, 출원, 포기 등)별로 정렬 추가 

 결과 리스트에 대리인과 출원인도 함께 표기

 결과 리스트 하단에 “top” 버튼 추가

 도면 크기 확대 또는 축소 등 일정크기 유지

오후 7시 이후 2,000건까지 
사용 가능



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향후 이용자들이 KIPRIS를 통

해 더 많은 해외특허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의 표는 최근 3년간의 KIPRIS 불만족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2008년, 2009년에 해외특허검색에 대한 불만족 이용

자가 많았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

다. 이는 이용자 니즈를 분석하여 대응한 KIPRIS의 노력

의 결과이다. 지난 2년간 KIPRIS는 해외특허검색에 중

국, 영국, 독일 및 프랑스 특허정보를 추가했으며 해외 

행정진행정보(미국, 유럽, 일본 및 WIPO) 제공범위를 확

대했다.

  2008년, 2009년에 검색속도에 대한 불만족하는 이용자

가 적었으나, 2010년 검색속도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IPRIS(대민용 특허정보검색)와 

청내 심사관용 검색 DB가 통합된 이후, 안정화되기 위한 

과도기(2010년 1/4분기) 단계에서 발생된 문제로써, 현재 

KIPRIS는 과도기를 지나 안정화됐으며, 향후 이용자들이 

특허정보를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검색속도 향상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KIPRIS와 타 서비스의 비교

  금번 설문조사에서 KIPRIS 이용자들이 KIPRIS를 제외

한 국내 타 지식재산권 서비스 중 NAVER특허(50.81%)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NAVER가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중 하나이고 또, 무료로 특허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해외 타 지식재산권 

서비스 중 공공기관으로는 미국특허청(USPTO, 26.69%)

을 민간기관으로는 Google Patent(20.17%)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Google Patent는 미국특허청에 등록ㆍ출원된 

약 700만건의 특허등록정보와 100만건 이상의 특허출원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임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

이 해외특허 중 미국특허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KIPRIS 서비스 품질이 타서

비스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KIPRIS의 타서비스 대비 항목별 서비스 수준을 묻

〈 2010년 KIPRIS 불만족 이유 〉

〈 해외 타서비스 이용 현황 〉 〈 최근 3년간 KIPRIS 불만족 이유 〉

2008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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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에서 우수 이상이 평균 56.94%였고, 대등 이상

이 평균 89.75%였다. 그 중 이용 편의성 측면(우수 이상 

65.06%)에 대한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다음의 표는 최근 3년간의 KIPRIS와 타서비스의 항목

별 수준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간 모든 분야에서 열세ㆍ대등하다는 평가는 지

속 감소하고 있으며, 우수하다는 평가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IPRIS 서비스 수준이 국내ㆍ외 

타서비스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말

해 준다.

5. KIPRIS의 향후 방향

  KIPRIS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 의견이 가

장 중요하므로, 이용자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 정기적인 이용자 간담회, 트위터를 이용한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등 여러 가지 추진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

을 수립 중이다. 연차별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허정보 

검색 도우미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더 많은 특허정보를 빠

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KIPRIS 서비스 활용법

〈 KIPRIS와 타서비스의 항목별 수준 비교 〉

〈 최근 3년간 KIPRIS와 타서비스의 항목별 수준 비교 〉

2008년

2010년

2009년

KIPRI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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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홍익대 대학원(지식재산학 학과간 

협동과정-MIP)과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상호협력 MOU 체결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 홍문관 11층 

대회의실에서 홍익대학교 대학원(원장 한병기)과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2009년 특허청이 최초로 선정, 지원하는 지식재산학 석사과정 주관

대학인 홍익대학교 MIP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활용 및 조사.분

석.평가 등 특허정보와 관련된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특허정보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 전문가로

서의 지식 및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양 기관이 ▲ 지식정보 및 인적자원을 상호 교

류하며, ▲ 각종 자문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분야에서 지식재

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특허정보 활용 및 분석 방법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 홍익대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상호협력 MOU 체결



말레이시아 특허청장 일행 등 해외인사 방원

  지난 7월 30일 말레이시아 특허청장 일행이 

우리나라의 선진 특허정보시스템에 대한 벤치

마킹을 위해 우리 원을 방문했다. 

  아지즌 모하메드 사이든 말레이시아 특허청

장과 샴시아 까마루띤 특허청 차장 등 총 5명의 

방문단은 우리 원이 수행 중인 특허정보 검색서

비스, 특허정보 조사서비스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자국 내 시스템 도입을 위한 향후 우

리 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

속적인 우호와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7월 29일에는 우리 원의 

특허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현황을 살펴보

기 위해 유럽특허청(EPO) 심사관 7명이 방문했

다. LCD 디스플레이 분야 및 비디오 전송.압축 

분야 심사관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EPO의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원의 선행기술조사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

누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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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허청장과 

방문단

유럽특허청(EPO) 

심사관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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