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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

학기술원과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였다.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9년 9월 울산대 총

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PATINEX 2010에서 IP와 개방형 혁신 세션의 기

조연설을 ‘Future Design through Openovation’이란 

주제로 시작하였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Peter F. Drucker(1909~2005

년)는“미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재와 다를 것

이라는 점이다.”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현재와 과거

를 비교해 보기 위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을 다시 한 번 살펴보

았다. 1800년대 후반 

서양에서 일상을 보여

주는“Woodcutter’s 

Daughter”나 “Home 

from the Fields”라

는 그림을 통해, 그

리고 1900년대 초반, 

1950년대 또는 1960

년대 사진을 보면 참

으로 어려웠으며, 발

전된 모습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힘겨운 삶이었다. 

그러나 2007년 서울의 야경을 보면 이전의 모습과는 다

른 엄청난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의 한국의 발전 모습이야 말로 당시에 생각했던 미래의 

불확실성을 혁신을 통해 바꾼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혁신이란 무엇인가? Charles Darwin은 

적자생존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고 할 수 없다. 지적인 종이 살

아남는다고도 할 수 없다. 오직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

만이 살아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독수리 이야기

를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독수리는 해당 종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7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이 나이에 이르려면 중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40년이 되면, 독수리는 길고 

유연한 발톱으로는 더 이상 먹이를 집을 수 없게 되고, 

길고 날카로운 부리는 점점 휘어진다. 두꺼운 깃털에 낡

고 무거워진 날개 탓에 날기조차 힘들어진다. 이 때 독수

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죽느냐, 아니면 다음 

김  도  연
울산대학교 총장

『Future Design through Openovation』

(개방과 혁신을 통한 미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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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낼 것이냐이다. 그 

과정을 견디기 위해 독수리는 산 꼭대기 둥지에 앉아 흰 

부리가 빠질 때까지 바위에 부리를 부딪치고 또 부딪친

다. 부리가 빠지고 나면 새로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

음엔 그의 발톱을 모두 뽑아낸다. 발톱이 다 자라면 낡은 

깃털을 모두 뽑아내고, 5개월이 지나면 독수리는 부활의 

날개를 펴고 새로운 비행을 한다.

   생존을 위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때

때로 낡은 기억과 습관, 지난 전통들을 버려야 할 필요

도 있다. 과거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현재의 기쁨

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생존을 위한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보고싶다. 생

존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개방(Open)을 해야 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은 미국독립선언

의 기초자이며, 원예가, 정치가, 건축가, 고고학자, 발명

가, 미국 Virginia 대학의 설립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Whenever you do a thing, act as if all the 

world were watching.” 즉, 무슨 일을 하든 온 세계가 보

고 있다고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런 개방 정신은 미국의 열린 정부 계획에도 담겨 있

는 것 같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명성, 참여, 

협력이라는 용어를 끄집어 낼 수 있다. 2009년 1월에 오

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열린 정부 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리 정부는 개방에 있어 전례 없는 수준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우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보의 효율성과 효과를 촉진할 것입니다.” 열

린 정부 지침 및 진행보고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연방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오랫동안 자

리 잡은 장벽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준다. 열린 정부 지침

은 정부부처들로 하여금 미국사람들에게 자료를 개방하

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2월의 열린 정부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정부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개방

   2. 정부 관련 정보의 질적 향상

   3. 열린 정부 문화 창조 및 제도화

   4. 열린 정부를 위한 정책 체계의 합법화

   2010년 3월에 있었던‘열린 정부 촉진을 위한 도전과 

시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1.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에서는 온라인

   “혁명시장”에 180,000여 명의 참여자들이 

  태양활동 예측, 우주에서의 신선한 음식 보관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고,

 2. 미국에너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는 현재 부족한 전구를 대체하기 위한 고품질, 

  고효율 고체 조명제품 개발에 대한 시상을 했으며 

   3.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환경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영상제작 참여 학생 및 기타 참여자에게 

  시상한 바 있다.

   또한, 미국특허청에서 하고 있는‘Peer to Patent’

도 하나의 개방 혁신의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Review and discuss patent applications

  (특허출원에 대한 검토와 토론)

 2. Research and find prior art

  (선행기술조사 연구와 탐색)

 3. Upload prior art relevant to claims

  (청구항과 관련된 선행기술 업로드)

 4. Annotate and evaluate all submitted prior art

  (제출된 선행기술에 대해 주석을 달고 평가)

 5.“Top ten” prior art reference forwarded to 

  USPTO(상위 10개의 선행기술을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

   즉,‘Peer to Patent’라는 프로그램은 등록된 특허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시스템에 전문가 그룹의 

Open Network를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개방은 혁신을 위해 여러 방면

에서 활용되고 있다. 강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

이다.“개방은 번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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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 원장은 기술고시 14회로 산업자원부, SK경영

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을 거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국장,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을 역

임하였고 현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PATINEX 2010에서 IP와 표준특허 세션의 기

조연설을 담당하였고, 크게 2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발

표를 진행하였다.

Part 1. 표준활용의 개방형 혁신

 ‘표준활용의 개방형 혁신’이라는 주제에서는 오픈 이노

베이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오픈 소프트웨어와 애플

의 앱스토어가 우리 나라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준에 활용한 사례로서, 크게‘제

품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활용 시스템의 개발’과‘수요자 

중심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다.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활용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서는, ① 개방형 표준 활용전략의 일환으로 표준부합화점

검 시스템, ② 제품설계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표준 정

보체계의 모듈·시스템화 병행 추진, ③ 초기 설계단계에

서부터 표준/기술기준을 고려한 사이버 설계 시스템 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규제 정보를 

산업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기술

규제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정

보제공을 할 수 있는 TBT앱스토어 개념의 

기술정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자

가 획득한 기술규제정보를 재구성하여 수

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형태로 변형 후 제공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Part 2. 표준을 위한 표준특허

 ‘표준을 위한 표준특허’ 파트에서는 표

준과 특허의 특징 및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주요 표준화 기구 및 한국 표

허    경
기술표준원 원장

『Open Innovation on Standards 
Utilization and 

Essential Patent for Standards』

(표준활용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표준을 위한 표준특허)



준특허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동영상 압축기술 및 DMB 표준특허 등 5

가지 표준특허 사례를 소개하였고 표준

특허 피해에 대응하고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과 특허의 연계방안

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장장악을 위한 수단으로서 표

준특허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는 IT분야 등 표준특허가 필요한 

산업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는 국가R&D, 특허 및 표준과 협

력 체제 구축 필요하다. 즉, 해외 표준 

특허 피해에 대응하고 국가R&D에서 도

출한 특허를 표준특허로 제안할 수 있도

록 표준-특허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준특허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관련 특허분

석을 통한 방어와 표준특허의 전략적 활

용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4 PATENT 21 PATENT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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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국제사업 특별프로젝

트의 부국장으로서 정부기관 활동 및 국내외 활동에서 

FTC를 대표하는 Alden F. Abbott가 세션 1(IP&Open 

Innovation)의 첫 연설자로 강단에 섰다. 

   그는 먼저 IP의 의미와 경쟁법규와의 관계,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말문을 열었다. 

 

   IP-부정경쟁방지법 인터페이스는 공공정책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을 의미

하는 IP는 부가가치와 많은 비즈니스 거래의 핵심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IP법률관련 규

칙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및 경쟁

의 확산 구도 또한 경쟁 규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요

인이기도 하다. 

   경제적 발전 및 후생에 있어서 또한 IP가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으로부터 생성되고 혁신

에 기여한다. 즉, 혁신은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유통비용

을 절감시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

에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산업을 변화시키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새

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IP와 경쟁법규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

의 변화를 소개한다. 1980년대 이전, 미국에서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지식재산법(특히 특허법)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독

점 및 경쟁법을 생성/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

였다. 이에 미국은 1980년대 조정을 변경하여 지식재산 

및 특허를 재산권으로 보았으며, 적절한 반독점집행으로 

혁신을 북돋고 경쟁을 강화시켰다. 1995년 DOJ(미국법

무부)-FTC(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IP-반독점 라이센싱 

가이드라인 방침을 정하였으며, 그 가이드라인을 아직까

지 적용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은 독점이 아닌 재산권

으로서의 IP, 합리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IP라이센싱 제

한, 낮은 시장점유율로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서의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FTC의 보고서는 적절히 균형된 특허와 반독

점 법을 정의하고 혁명과 소비자 복지를 촉진시켰다. 또

한 의심되는 특허에 대한 보호수단을 최소화하고, 특허

의 범위에 대한 조기의, 신뢰할 수 있는 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를 제안하여 비즈니스의 확실성을 강화

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가 시장권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IP라이센싱이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허 라이센스에 대한 일방적인 거절과 관련하

여 특허 라이센스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거절하는 독점금

지법의 책임이 아니라, 특허법과 반독점법 사이에서‘의

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표준에 통합된 특허와 관련하여 IP 보유자의 라

이센싱 조건 및 가격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가 반독

점 위배는 아니며, SSO 외에 IP보유자간 상호 사전 협정

에는 특별한 반독점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크로스라이센싱과 특허 풀에 관한 보고서에 의

하면, FTC와 DOJ는 크로스라이센스와 특허풀에 대하여 

IP-반독점 가이드라인을 계속 적용시킬 예정이며, 특허

풀에 보완적 특허를 결합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특허풀에 대체적 특허를 포함

시키는 것은 반경쟁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허풀의 라

이센싱 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 비용과 혜택이 수반

된다. 현재 특허풀에 의해 정해진 로열티의 합리성에 대

한 기관의 평가가 부재하며, FTC-DOJ는 특허풀의 구성 

Alden F. Abbott
FTC 부국장

『Patent and Competition Policy :  

A U.S. FTC Perspective』

(미국 특허청의 관점에서 본 특허와 경쟁정책)

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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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구조가 회원으로 하여금 경쟁을 악화시키도록 하

는지의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IP-반독점 가이

드라인이 IP 분류 및 취합에 지침이 될 것이며, 특허 기

간 연장 실행의 시발점은 특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의 정책 변화로서 2009년 6월 USG OECD의 특허, 

경쟁, 혁명에 관한 제출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보

유를 제한하고 경쟁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대법원의 결

정을 설명하며, 특허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PTO

의 행정적 개혁을 담고 있다. 또한, 신흥 IP시장과 관련

한 2009년 FTC 공청회에서 새로운 특허관련 비즈니스 

모델 및 소비자 복지 실행과 소비자 경쟁에 대해 검토하

였다. 다섯 가지 쟁점사안은 

   1) 신흥 모델, 구제법, 라이센싱 

   2) 특허침해 구제법 

   3) 라이센싱과 관련된 특정 시행사항 

   4) 특허 및 보조시장의 금전적 평가 

   5) 특허 및 기술업무에 대한 시장의 영향이다. 

신흥 IP시장 보고서는 올해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며, 중

점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시장 활동 

   2) 특허‘투기’와‘특허괴물’ 

   3) 비생산적인 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킴과 동

시에 개방형 기술혁신에서의 특허 역할을 지원해주는 방

향에서의 특허 통지 및 구제법에 대한 접근 등이다. 

   신흥시장의 구제법은 보고서의 

핵심 부분으로 다루는데, 이는 대

법원이 특허 소송에 대한 자동적 명

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이드 원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침해 및 피해보상을 제외

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며, 유연

한 경제적 접근 및 소비자의 침해방

지 대안 선택으로 침해 발생을 방지

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로열

티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등록자/

피등록자간 협상 모델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로열티 손해를 보상하도

록 제시한다.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영구적 금

지명령에 대해 특허권자가 명령적 

구제를 받은 경우, 법원은 4가지 동등한 분석(회복할 수 

없는 피해, 불충분한 금전적 손해, 원고와 피고의 자본 

균형, 공공의 이익)을 시행하고 추정을 금지한다. 명령

은 때로 불필요하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혁명을 제재

하지만, 혁명 극대화의 목표는 명령의 승인을 통해 설

정된다. 

   IP-반독점 시행과 관련하여 FTC 및 DOJ는 IP 소유자

가 재산권의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 수익을 추구하는 반

경쟁적 구도를 개혁하려 노력할 것이며, 집행활동 유형

은 제약 및 표준설정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예로 설명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FTC와 Intel과의 합의 및 해결과정

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Intel과의 협의는 혁명과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복지를 강화시키고 우수한 제품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경쟁

사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Intel 및 기

타 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FTC와 Intel의 합의 사례와 함께 연설을 마무리 하면

서 IP와 반독점의 교차점은 법의 집행과 법원,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양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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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Waters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 법률

회사인 Willkie Farr & Gallagher에서 부변호사로 활동

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민국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현재 IBM 한

국 지사에서 지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정보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렇다면 

정보시대에 산다는 것이 기존 산업시대에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1970년대 산업시대에는 미국의 GDP는 1.04조, 일본의 

GDP는 0.52조에 불과했다. 대표산업으로는 자동차산업을 

들 수 있으며, 그 당시 정보통신 기술은 14인치 디스크, 

IBM 3330 모델의 용량은 1.6GB에 불과했다. 반도체칩에 

대 살펴보면 칩당 구성 부품수는 트랜지스터 200개/㎠였으

며, 통신속도는 모뎀을 통해 300bps에 불과했다. 제품개발

의 라이프 사이클은 5년~10년이었으며, 산업시대의 키워

드는 경쟁, 폐쇄, 아날로그, Stand alon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70년 출원된 특허건수는 일본의 경우 13만여 건, 미

국의 경우 10만여 건이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의 세계를 보자. 2008년 현재 

미국의 GDP는 14.3조, 일본은 5.6조에 달한다. 대표산업

은 소프트웨어산업이며, 정보통신기술은 0.8~3.5인치 디

스크, IBM DS8000의 용량은 1,000TB에 달했다. 반도체

칩에 대해서 살펴보면, 칩당 구성부품수는 트랜지스터 4

천만 개/㎠이며, 통신속도는 100Mbps(FTTH, fiber-to-

the-home)에 달한다. 제품의 개발사이클은 보면 매우 짧

아져서 때론 1년 이하이다. 정보화 시대의 키워드로는 협

업, 상호작용, 네트워크 효과, 개방형 표준, 글로벌화, 인터

넷, 아웃소싱, Open, 여러 학문에 걸쳐짐, Green 제품 등

을 들 수 있다. 또한 2008년 특허 출원건수를 보면, 일본의 

경우 391천 건, 미국 466천 건, 유럽특허청 147천 건, 중국

특허청 290천 건 등이다.

        

        

<산업시대의 세계>       <정보시대의 세계>

   요즘과 같은 정보시대에 혁신은 무엇이며, 혁신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혁신은 더 빨리 변화되고 있

다. 혁신은 더욱 더 글로벌화 되고, 문화의 다양성과 언어

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분야, 특수 분야에서 더 폭넓은 협업

이 필요하다. 또한 더 개방화되어 가고 있다. 

지식재산 환경은 이전의 소유주의적 사고에서 개방형 사고

로 변하고 있다. 소유주의적 사고란 폐쇄적이고, 수입과 로

열티에 의존하는 반면, 개방형 사고란 협업과 상호운용을 

통해 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환경이 이

전에는 소유권 사용이 중요시 되었고, 자신의 IP를 기반으

David Waters
IBM Korea 전무

『Development of Innovation Strategy and 

IP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Age』

(정보시대에 있어서 혁신전략과 IP 보호의 발전)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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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했다면 정보시대에는 점점 상대방에게 특허 이용에 

대한 서약을 하고,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개방형 

표준을 이용하는 등 개방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IBM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

고 있다. 한 예로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IBM의 협업 사례

를 보면, IBM은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진화된 연

구, 디자인 툴 개발, 제조 플랫폼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다

양한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IBM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반도체 발전을 위한 IBM의 협업>

   

   또한, 반도체칩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 생물학과 생

명과학, 자원경영, 글로벌 운송계획 등 향후 10년을 내다보

고 IBM의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쳐, 나노기술, 스

토리지 메모리, 엑사 스케일 시스템, 보안기술, 정보분석

론, 소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웹 등 다양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술개방을 위해서는 개방형 커뮤니티

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개방형 소스 커뮤

니티 및 개방형 표준 커뮤니티, 공유 특허, Eco-특허의 공

유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발전 시야의 확장>

   IBM의 Smart Planet Initiative(스마트 지구 계획)에 따

르면, 세계는 도구화되고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사

실상 모든 업무와 프로세스, 방법이 지능화되어가고 있다

고 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혁신의 기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교통시스템, 지능형 유전기술, 스마트 

식량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지망, 스마트 

소비, 스마트 수자원 운영, 스마트 공급망, 스마트한 국가, 

스마트 날씨, 스마트 지역, 스마트 도시 등의 창출은 혁신

의 기회인 것이다.

<혁신의 기회들>

   IBM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표준과 개방형 소스로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 Linux Kernel에 대한 비단

정적 주장, 500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개방형 소스 약

속, 건강관리 및 교육 소프트웨어 표준 활동을 위한 IBM의 

포트폴리오 서약, OAGIS 표준에 대한 IBM RF 서약, 소프

트웨어 상호 운용성 표준에 대한 IBM의 포트폴리오 서약, 

Eco-특허 커먼즈 등이다.

   IBM이 생각하는 IP시스템은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방법이다. 즉, 독자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도 

촉진하며, 개방형 표준과 IP 권리 사이에 균형을 촉진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공공

정책분야에서 개방형 표준을 촉진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IPR 정책 채택을 촉진하고, IP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한 eBay test 경우처럼 자동적인 금지명령은 하지 않으며, 

라이센스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의 본질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IP 개발, 조달 

및 이용은 많은 회사의 사업 모델의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견고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IP 권리를 보호

하고 혁신을 장려하는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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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aus Uckel은 1993년부터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과장을 역임하며, 현재 CREST/ERAC 기술이전 그룹

의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전에 연방 정부의 검색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식재산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업

무를 맡았고 2005년 EU-Research 정책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2007년 European Institute of Technol-

ogy와 IP Charter, 독일 EU에서의 임기동안 리서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했다.

   그는 개방형 혁신과 폐쇠형 혁신의 차이를 설명하

며 폐쇄형 혁신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똑똑한 사람

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내부와 외부의 아이디어를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으로 비즈니스가 나아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럽에서는 초기에 입법을 변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모델을 계약하고 기술/지식 이전 사무소간의 네

트워킹 및 지식이전의 전문화를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

화하였다. 이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였으나 유럽

차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런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이전 활동에 지적재산의 관리

를 관할하는 위원회와 대학 및 다른 공공연구기관의 결

의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하고‘CREST/ERAC 지식이전 

그룹’을 2005년 5월에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적재산/기술이전 정책을 수립하거나 설

립하기 위한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사항 및 최상의 실천

사례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국경간의 협조와 지식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구협력 협정을 

Klaus M. Uckel
CREST/ERAC 기술이전 
Working Group 의장

『Open Innovation & IP Strategy』

(개방형 기술혁신 및 IP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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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시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용제한에 대한 권

리에 관해서는 양 국가들의 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된 사

업에 관한 조건과 약관에 준해서 원칙과 권고사항의 동

일한 조건을 사용하여 개별 회원국들과 이해 관계자들을 

강화하는 유럽 공동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지식이전 CREST/ERAC 실무그룹은 2009년 1월에 

CREST를 실무그룹으로 설정하고 39 CREST 회원국 및 

관련 국가중에 33명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국가적 차원

의 IP관리와 기술이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

책들과 연계된 사례들의 보급 및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력시 IPR의 전략적인 분배 및 

이해국 및 관계자 간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안함으로

써, WIN-WIN할 수 있는 올바른 국제협업이 이뤄지도

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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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thold Rutz는 뮌헨 유럽특허청에서 바이오기

술 분야의 특허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유

럽특허청의 전략프로젝트에 기여해왔으며, 유럽특허

청 Scenarios for the Future의 공동 편집자로서 핵

심 팀 멤버로 활동했다. 과학 및 특허와 관련된 다수

의 글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 주제는 바

이오기술 특허 및 클린 에너지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대

한 미래 시나리오이다. 

   그는 PATINEX행사에서 개방형 혁신을 위한 특허정

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EPO(유럽특허청)의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 연구는, 

전형적으로 “보호”방식이었던 특허들이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특허의 대부분은 내부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혀 사

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내부혁신으로 사용되는 개방형 혁신은 외

부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재권과 관련된 오픈이노베이션의 사례로는 Inno-

Centive(요청자와 해결자를 연결해주는 혁신 중개인), 

Eclipse재단(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Open Invention 

Network(리눅스 개발), LEGO Mindstorms(소프트웨어/

로봇), BiOS initiative(생물공학 오픈소스) 등이 있다. 

Dr. Berthold Rutz
EPO 시나리오 분석가

『Patent Information for 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을 위한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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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이노베이션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오해와는 달리 오픈이노베이션은 IP 시스템의 기능과 IP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도 오픈이노베이션과 관

련된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 유용한 외부지식을 식별

하기 위해서는 IP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대하다. 이것은 

특허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픈이노

베이션은 특허시스템에 대한 쉬운 접근, 간단한 절차 등

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espacenet’의 장점 및 서비스

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한 쉬운 억세스, 다양한 검색옵션, 법적상

태 자료, 특허평가 소프트웨어, 아시아 특허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례를 EPO(유럽특허청)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에 대한 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기술은 온실가스의 anthropogenic 방출

의 제어, 저감, 방지하는 위한 기술이다. 배기가스 영향

이 커짐에 따라 그와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으

로 투자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있다. 또한 교

토의정서 서명 이후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과 특허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

해서는 신뢰할만하고 포괄적인 정보문서가 필요하다. 이

에 따라 EPO의 특허 및 청정에너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약 3,800명의 특허심사관, 

기후 변화 완화 기술 내에서 적절한 기술분야를 확인하

는 EPO, ICTSD 및 OECD 협력체계, 새로운 분류시스템 

개발 및 특허 분류를 수행하는 심사관 등의 전문적인 지

식결합을 통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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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ashi Tsurumi는 1966년 동경대학 화학부 출신

으로 약 20년간 R&D에 종사하며, 특정 직물인 non-

woven fabric을 이용하여 인공신장 및 혈장의 바이러

스 제거를 위한 세포막을 개발하였다. 직물을 이용한 

세포막의 개발로 다양한 학술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Tsurumi는 2005년부터 현재, 일본 동경

농공대학의 기술경영 교수를 재직하고 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언

급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전사품질관리(TQC)를 

통해 70년~80년대 국제경쟁력에

서 No.1으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

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특

허중시정책과 TRIPs협정 체결 등

과 같은 미국과 유럽의 일본에 대

한 방어조치로 국제경쟁력이 급격

히 하락하였다. 이에 일본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이 개방형혁신이다. 

   개방형혁신 도입을 고려할 때

는 도입할 산업분야가 개방형혁신

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

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제품혁신

에는 성공하였으나 비즈니스모델

혁신에는 실패하여 Car Navigation, DVD Player, LCD, 

Solar Panel, DRAM 등 선진기술에서의 세계시장 점유

율을 잃고 있다.  

   인텔의 경우,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성공한 사례로 꼽

히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인 인텔은 핵심부품은 폐쇄형을 유지하고 핵심

부품의 인터페이스 사양은 표준화 및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오픈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셋 및 마더보드는 인텔이 연구개발을 집중하는 핵심부

품으로, 지식재산권을 수단으로 경쟁업체를 엄격하게 제

거하고 이에 맞는 부품브랜드인‘인텔인사이드’도 탄생

시켰다. 반면, 핀 배열, PCI 버스, USB, 블루투스, 무선

연결장치 등의 인터페이스는 오픈하여 오히려 다른 회사

들이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도왔다. 

Takashi Tsurumi
일본동경농공대학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How to Utilize Patent Information for 

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을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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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방형혁신의 성공열쇠는 

 1. 산업분야가 개방형혁신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 

 2.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능력 

 3. 회사의 비즈니스모델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찾고 판단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 

 4. 자사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찾아 그 기술을 

  구매할 다른 회사를 찾는 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특허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철저

하고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뽑아내는 기능과 

그렇게 뽑아낸 정보에 근거하여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현재 불충분한 특허정보 조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거로 2005년 일본특허청에

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관에 의해 거절이유로 언

급된 선행기술의 96%가 특허출원 시점에 획득 가능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발표자가 근무한 바 있는 아사히 카세이가 어떻

게 특허정보활동을 하여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1999년에 설립된 기술정보센터에서는 연구원과 지

재권 담당자 그리고 각 연구테마별 조사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일명‘트리니티(삼위일체)”)을 구성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검색을 실시하고 각 연구주제에 대한 

LDB(Local Data Base)와 SDB(Strategic Data Base)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일본 레이텍사에 

의해 개발 보급된 특허맵 소프트웨어인 PAT-LIST를 배

포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SDB에 근거하여 다양한 특허정보분

석, 즉 시계열분석, 포트폴리오분석, 순위분석 등의 마

크로분석과 경쟁력분석, 기술분석 등의 세미마크로분석

과 청구항분석, 명세서상의 요소분석 등의 마이크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효과로 기술정보센터 설립 후 5년 만

에 LDB는 전체 연구주제의 83%, SDB는 45%가 구축되었

으며 화학회사 평균보다 훨씬 높은 등록률(2004년 기준 

15%이상 높음)을 보였다. 

   특허정보활용은 비즈니스분야에서도 효과를 나타내어 

경쟁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즈니스전략

계획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지식정보사이클에서 정보의 이용자인 고객은 지식정보

의 효과와 신뢰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므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밀접한 접촉을 통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

식정보프로세스를 이해시키고 참여시켰다. 이러한 노력

이 아사히 카세이의 연구개발, 지재권 및 정보의 삼위일

체로 나타났다.

   개방형혁신 도입을 고려할 때는 먼저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산업분야가 개방형혁신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품혁신과 비즈니스모델혁신 모두에

서 특허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온전히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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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승호 팀장은 1994년 특허청 전기전자 

심사국 심사관(사무관)을 역임하고, 2002

년 9월, 전기전자 심사국 심사관(서기관), 

2003년 11월, 특허청 심사평가관, 2006년 

2월, 특허심판원 심판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으로 재

직하고 있다.

   그는 특허청의 표준과 특허의 연계활동

이라는 주제로 Session2의 첫 연설자로서 

강단에 섰다.

1. 특허와 표준의 정의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발명자 또는 해당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

될 수 있으며, 표준은 ISO/IEC 가이드 2:1996, Defini-

tion 3.2에 따르면 합의에 의해 개설되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규칙, 가이드라인 또는 활동을 제공하도록 승

인된 문서로, 지정된 문맥에서 명령의 최적 달성을 목

표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반복적이고 지속

적인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표준화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술적 사양으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강제적

인 것은 아니다.

2. 표준화기구의 표준정책 관련 이슈

   표준특허(essential patent)는 표준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특허로 청구사항이 표준

에 1:1 대응되는지 여부가 필수성(essentiality)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표준화 기구들은 표준화 완료 전 관련된 특허

는 표준화 기구에 알리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95% 가량의 특허들이 표준화 완료 

이후에 공개되고 있다. 

제  승  호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

『Standard Policy Based on IPR』

(특허청의 표준과 특허의 연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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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의 표준화 관련 지원 활동

   특허청은 중복 R&D를 막고 R&D의 효율을 높이고

자 하는 노력으로 각종 표준 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DB

에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표준특허 포탈사이

트(http://www.epcenter.or.kr)를 통해 이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국제 IPR 교육센터, IPR 관련 학과 개

설 및 관련 학회의 세미나를 열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

인 상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다.



18 PATENT 21 PATENT 21 19

   기술표준원의 표준기술기반과 오기수 연구관은 기

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기술표준원

에서 근무하며, R&D 및 표준의 연계 프로젝트를 담

당하고 있다.

   그는 표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표

준이 유럽표준과 미국표준으로 양분화되면서 글로벌 

표준전쟁이 쟁점화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국제

표준화기구의 현황 및 활동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

라의 국제표준 제안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표준에 포함되

어 표준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는 

필수특허’로서, 표준화 기구의 특허관련 정책을 소개하

고 주요 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현황 및 우리 나라의 

표준특허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계속 쟁점화 되

고 있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언급을 통해 표

준특허와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  기  수
기술표준원 연구관

『Essential Patent Policy of 

Standardization Agency in Korea』

(한국 표준화 기구의 표준 특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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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정책은, 

 첫째, R&D와 연계하여 특허-표준 연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둘째, 기술로드맵에 R&D 특허표준 연계 강화를 

  실시하고 

 셋째, 산업원천 R&D에 표준PD제도를 도입하여 

  지경부 R&D 11개 세부기술분야의 

  표준화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넷째, 산업분야별 맞춤형 기술기획을 통해 

  산업원천 R&D 기획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표준화 과제의 마일스톤 점검을 통한 

  표준특허창출 지원을 통해‘08년도 표준화 

  사업별 성과’를 창출하였고

 여섯번째, 표준특허 창출 전문가 포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m-RFID, 인체통신 등 

  기술분야별 전문가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특허 정보포탈 구축(www.

  stan dard.go.kr)하여 표준특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특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원천기술의 확보(R&D), 권리화(IPR), 표

준화(IS) 시스템의 패키지형 추진이 표준특허 확

보의 지름길이고, 둘째, 표준특허 정책은 히트

상품이 아니라 스테디셀러상품으로 장기적인 관

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셋째, 정부는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식제고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

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원 인력의 양성에도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KIPO)와 표준(KATS)의 관점에서 

협력적인 정책추진만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

단하여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

는 표준특허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희

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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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헤이그 유럽특허청의 정보수집과 지식정보 매

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Georg Schiwy는 발표 주제로 

표준문서를 포함한 비특허문헌(non-patent litera-

ture)을 검색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관리하려는 유럽 

특허청의 노력에 대해 다루었다. 특허분야에서 표준

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자료

라는 면에서 선행기술조사의 주요 분석 대상 중 하나

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EPO의 특허 승인 체제는 참신함과 독창성 등을 평가하

는 특허 자격과 선행기술을 고려하는 유럽 특허 컨벤션, 

고품격 서비스, 그리고 엄격한 시간관리 체제와 같은 절

차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의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DB에는 특허 정

보 외에도 학술 문헌, 서적, 회사의 공개자료 및 사전 등

의 내용과 함께 표준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한 번

의 검색으로 융합된 자료가 출력되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EPO 

특허청은 통합 검색 시스템으로서 EPOQUE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자료 검색이 가능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

보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1년에 30,000건 정도 되는 주

문된 자료들과, 드문 경우 도서 및 잡지를 통해서도 심사

관들이 비특허문헌을 검색하거나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도에는 비특허문헌이 특허 전체 인

용의 16%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전기통신분야는 50%가 비특허문헌을 인용하였다.

   표준 및 고전적 자료는 복잡한 협정과 멤버십, 웹사

이트에서 자동화하기 어려운 자료의 다운로드를 요구한

다. 또한, 유용한 자료와 유용하지 않은 자료가 혼합되

어 있으며, 해당 자료의 공개 날짜로는 업로드 날짜가 가

장 적합하다. 이때, 참고문헌 자료가 분리된 파일로 제

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서류상에서 스스로 인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표준자료는 특허기관이 접근해야 할 중요한 

비특허문헌 자료 중 하나이지만 아직 품질 관리의 면에서

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또한 각국 특허청들의 특허검색

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Georg Schiwy
EPO 정보수집매니저

『Standards as Prior Art 

in the EPO Search System』

(유럽특허청의 표준문서를 활용한 선행기술조사 시스템)



   Yoshihide Nakamura는 현재 특허풀 라이센싱 

전문 기업인 ULDAGE의 사장 및 최고 경영자이다. 

ULDAGE은 2006년 설립된 이후 일본의 디지털 TV 방

송 시스템에 대한 전문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

으며, 15개 회사의 370여개의 표준특허를 통합하고 

있다. ULDAGE의 라이센싱 능력은 일본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그는 이날 ULDAGE의 설립자로서 자신의 기술과 

특허에 관한 철학을 발표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누

구나 준전문가가 될 수 있는 등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

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

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가 모

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경쟁의 영역이 변화하였고, 눈

에 띄지 않는 경쟁자 및 조기 경

쟁이 증가하였다. 

   이는 특허 분야에서도 마찬

가지로 포맷 라이센스 문제, 표

준특허 및 player의 증가, 알려

지지 않는 특허권자, 지나치게 

높게 축적된 로열티, 특허괴물, 실행 불가능한 라이센

스 제도 등이 생겨났다. 이러한 지재권 문제와 관련해

서 기존의 cross-licensing만으로는 복잡해진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특허의 사용은 특허풀의 형태로 

새로 재편되고 있다. MPEG의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

로 판단되며, ULDAGE는 저렴하게 특허기술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특허풀의 구축과 운영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Yoshihide Nakamura
ULDAGE 사장

『Digital 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디지털 시대와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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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lce Wilson은 모바일 휴대폰 기술분야에서 특허

등록 및 라이센싱과 소송관련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

다. 2008년부터 RIM에서 근무하면서 소송 및 특허 취

득관련 업무를 도맡았으며, 현재 그는 특허 소송, 취

득 및 라이센싱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변리사와 엔지

니어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그는 선진기업의 표준특허전략 사례를 주제로 하여, 

스마트폰 분야의 선구자이자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 RIM사가 표준특허와 관련된 여러 소송 경험을 

통해 수립한 표준특허 대응 전략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특허 팀이 법과 기술에 대해 모두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ombine techni-

cal & legal knowledge in your patent team)

   RIM은 현재 실제 엔지니어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리

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NTP와의 소송에 따른 손실 이후 

더 많은 엔지니어-변리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RIM

은 현재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분야의 다른 

기업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데, 만

일 팀이 기술 분야 혹은 법률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될 경

우, 법정 소송과 특허관련 집행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

지 못하다.

   두 번째 전략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다. (Identify your priorities)

   RIM은 크로스 라이센싱과 방어의 목적으로 특허 포

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지만,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구축

함으로써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이익을 

창출한다. RIM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성공은 자사의 고

유한 창의성과 성실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RIM

은 산업을 주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엔

지니어들을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사의 경우 전략

에 따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것이다. 

(Leave no stone unturned)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발명한 것을 산업 표준에 포함

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발명을 표준에 적용시키는 것

은 표준 특허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 특허는 중요한 가치와 힘(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Source는 체계적인 노력과 습

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 특허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

이므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이 세 번째 전략은 라이센싱을 준비하는 데

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전략은 라이센싱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Pre-

pare for licensing)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경쟁업체와 문제가 생

기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라이센싱에 대비하여야 한

다. 라이센싱을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특허보유자들로부터 라이센싱하는 것과, 특허가 진정으

로 필요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때 비용 또한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용과 위험 사이에 발

생하는 불가피한 갈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

편, 외부적으로는 다른 제조업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라이센싱하고, 하나의 표준이 여러 개의 비표준

Kelce Wilson
RIM 책임변리사

『CasesⅠof Strategies for Essential 

Patents in Advanced Companies』

(선진 기업의 표준특허전략 사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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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좋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크로스 라이센

싱과 관련하여 경쟁자들의 표준에 대한 과도한 권리주장

을 인지하고,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여야 하며, 특허 포

트폴리오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것 또한 인

식해야 한다. 아울러 소송과 관련하여 특허가 무효가 되

는 위험과, 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표준이 아니라는 판결

을 내릴 가능성과 같은 불리한 법 적용에 관한 위험 또

한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계약서의 단서를 예의주

시하라는 것이다.(Watch the fine print)

   SSO의 특허 정책이 자신의 라이센싱 플랜

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

분의 표준기관이 표준특허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혹은 Royalty-free 기준에 라이센싱하도록 

요구한다. 아예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표준화 단체도 있으니, 표준화에 참여

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라이센싱 포지션과 소송 포

지션, 외부 포지션과 내부 포지션이 서로 일

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 세계

는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의 단

서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 전략은 최신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것이

다.(Keep informed)

   현재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많은 발전사항들은 각자의 포지션과 계획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소송과 관련된 특허는 후에 당

신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오늘 당신과 입장을 같이

하는 소송 관계자들이 내일이면 적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특허관련 법원 소송과 

정기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기업의 전략에 대비하여 각자의 전략

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특허사용 노력

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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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i Vaario은 노키아 그룹의 기술 및 표준 IPR 이

사를 맡고 있으며, 다양한 표준기관에서의 노키아 IPR 

업무에 대한 전반적이고 국제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

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노키아 중국지사에서 근

무하였으며, R&D, 기술, 표준화,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그는 기술의 진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선진 기

업의 표준특허전략 사례를 소개하였다.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의 진화>

   지난 25년간 의학제품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혁신제

품들을 보면, 인터넷, 핸드폰, 개인용 컴퓨터, 광섬유, 

이메일, 상용화된 GPS, 휴대용 컴퓨터, 메모리 저장 디

스크, 소비자용 디지털 카메라, 라디오 프리퀀시 ID 태

그 등이다.

   즉,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중

심으로 한 관점에서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장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융합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모바일 장치에서의 혁신

에 대해서 알아보자. 배터리 장치와 같

은 파워운영, 각종 물질, 기계학, 카메라

와 광학, 전자, 이용자의 경험, 광대역을 

커버하는 기술,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

그램, 음성과 음성코덱, 근접성, 각종 알

고리즘이 하나로 합쳐져 모바일 기계를 

형성하고 있다.

   NOKIA는 혁신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

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있다. NOKIA

의 지식재산은 2009년 현재 21,393건이 

등록되어 있고, 10,990건의 특허 패밀

리에 대해 19,054건의 특허가 출원 중

이다. 또한 2,114의 표준특허 패밀리를 

가지고 있다.

Jari Vaario
Nokia 기술 및 표준IPR 이사

『CasesⅡof Strategies for Essential 

Patents in Ad vanced Companies』

(선진 기업의 표준특허전략 사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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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장치에서의 혁신>

  특히, 표준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기관)와 협업을 하

면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즉, NOKIA는 특정 분야에

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과 협력하여 산업 모멘텀 및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때로는 주요 경쟁자가 파트

너가 되기도 하며 개방형 표준을 촉진한다. 그리고 컨

소시엄과 표준 기관을 창출하는 협의에 이바지를 한다. 

예를 들면, Blutooth Special Interest Group, Euro-

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ETSI), 

Open Mobile Alliance(OMA), Liberty Alliance, Open 

Artwork System Interchange Standard(OASIS), Near 

Field Communication Rorum(NFC), 3rd Gneration 

Partnership Projects(3GPP, 3GPP2),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

tronics Engineers(IEEE), Wi-Fi Alliance(WFA), In-

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Secure Data Card 

Association(SDA), Joint Electron Devices Engineer-

ing Council(JEDEC) 등이 표준과 관련하여 NOKIA가 이

바지한 단체이다.

   표준의 관점에서 특허를 본다면, 특허를 독점하는 것

은 내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혁신에 대한 인

센티브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은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여 상호운영하고 잠재적으로 더 큰 시장을 형성

해 가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특허의 독점과 표준은 상호간에 

충돌이 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

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군가

의 아이디어가 표준으로 채택된다

면 정당한 가격에 라이센스를 보

장하는 것이며, 다른 기업의 진입

을 차단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가격 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특허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표준

과 관련된 특허(표준특허)는 적어

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조건

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표준화 활동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

라 결정되어야하며, 표준화 기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특허정책을 제

공해야 한다. 그것은 이후에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하

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정책 선언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특허를 다루는 특허풀(Patent Pools)

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의견으로는 One-stop 

shopping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모든 특허권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다. 특허풀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특허풀의 

행정인원에게 필요한 행정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로열티

를 증가시키며,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필요 없는 특

허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풀은 한정된 수의 특허와 특허권자가 

있을 때 잘 작동되지만, 1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특

허권자가 있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

능한 것 같다. 또한 특허풀은 다른 사업모델을 지원하지

는 않는다. 예를 들면 특허를 단지 방어목적으로 사용하

기도 하고,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라이센서에 의해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라이센스하기 힘들었던 특허도 라이센스하기

가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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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개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 활동(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다. 특히 산
업현장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비밀 유지의 특성상 영
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공신력 있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함께 시작
한“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www.tradesecret.or.kr)”는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의 요건 충족과 보유 시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2. 서비스의 구성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원본(전자지

문) 등록’과‘원본 검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원본(전자지문) 등록’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를 가지고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을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다. 그리고‘원본 검증’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여 원본(전자지문) 등록한 영업

비밀의 존재 및 위변조여부와 보유시점을 확인

하는 것이다.

3. 서비스의 특장점

1) 공신력을 가진 입증 수단 제공

   기업들은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재무 및 투자자료, 중요 이메일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
로 보유·관리하고 있다. 이들 중 침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중요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원천적으로 침해
를 사전에 막을 대비책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를 입은 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침해당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관리
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공신력과 다양한 IT시스템 운영 경험

1. 서비스의 소개

    본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유출, 도용 

등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 시점의 공신력 있는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존재와 시점 

확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고유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

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비밀상태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업비밀은 침해를 당한 자

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스스로가 침해를 당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관리되고 있었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공신력 있는 입증과 효율적인 영업비밀 관리

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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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오직 기업만이 자료 보관, 비밀유출 근본 차단

   본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영업비밀의 실체자
료 제출없이, 전자문서에서 추출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
의 시간정보만을 가지고 영업비밀의 원본의 입증이 가능하고 
원본 및 위변조 여부를 완벽히 증명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는 영업비밀의 보유사실을 사전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
에게 관련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비밀유출 우려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서비스의 활용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유
출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3) 모든 형태, 다양한 정보에 활용 가능

   본 서비스는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디지털 방식의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유출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
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에 활용이 가능하다.

4. 서비스 요금

   이용자가 원본(전자지문)을 등록하는데는 기본, 유지, 할

증유지 요금이 있다. 

   요금제는 건별 방식과 사이트 방식이 있다. 건별 방식은 

건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상품으로 일반 이용자를 위

한 표준 요금제이며,

   사이트 방식은 이용 건수별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상품으로 

이용 건수가 많은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이다. 이용자는 기본

금액(50만원/년, VAT 포함)을 선납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

으며, 분기별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사이트 방식을 이용할 경우 추가 10% 금액의 할

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본 검증 이용요금은 온라인으로 원본 검증을 받을 시에

는 무료로 제공되며 제출용 원본 검증서 발급은 오프라인으

로 발급되며 30,000원에 제공되고 있다.

5. 향후 계획

  이번 홈페이지 방식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오픈에 이어 내년 초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PC 및 서버 Agent 방

식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사이트 방식 요금제 ]

구  분

1

2

3

4

5

6

이용건수

1건 ~ 50건

51건 ~ 100건

101건 ~ 1,000건

1,001건 ~ 5,000건

5,001건 ~ 10,000건

10,001건 이상

할인율

-

10%

20%

30%

40%

50%

[ 건별 방식 요금제 ]

구  분

원 본

(전자지문)

등 록

기 본

유 지

할증유지  

이용건수

-

원본(전자지문) 등록 이후 
보관기간 (1년) 이내

보관기간(1년) 
만료 후 6개월 이내

금액(VAT 포함)

10,000원/건·년

 3,000원/건·년

 9,000원/건·년

원 본

(전자지문)

등 록

기 본

유 지

할증유지
  

신규로 원본(전자지문) 등록 시 부과되는 비용
※ 원본 등록 자료는 1년간 보관

원본(전자지문) 등록 후 1년 경과 전 
등록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원본(전자지문) 등록 후 1년이 경과되고 
등록 유지 추납기간(6월) 경과 전 등록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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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 기업들의 견제가 본격

화되는 추세이며, 2000년도부터는 RFID 기술 분야를 비

롯한 IT 기술의 전 분야에 있어, 특허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RFID 기술을 비롯한 IT 기술 분

야에 대한 원천 특허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 세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10년 올해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반

수동형 센서 태그 기술이 ISO/IEC JTC1 SC31을 통해 국

제 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반수동형 및 능동형 센서 태그 리더 기술에 대해 

IPR에 기반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제 표준화 활

동의 선도 및 국제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능동형 RFID RTLS 국제 표준의 경우에는 

ISO/IEC JTC1 SC31 WG5에서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방식에 기반하여, 2006년에 이미 표

준화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표준의 문

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최적화하여, 보다 다양한 요구사

항을 수용할 수 있는 ISO/IEC 24730-2 revision으로 국

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 제정 완

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의 센서태그 리더 프로

토콜 기술과,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특허조사 

분석을 통해, 이제까지 출원 및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지재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또한 주요 출원인의 표준관련 특허전략과, 

주요 기술의 진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기관, 업

계, 학계 등이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및 R&D 방향 설

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Ⅱ.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표준관련특허 분석범위 및 분석방법

1. 분석 범위

    본 과제에서는 한국(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미국(공

개특허 및 등록특허), 일본, 유럽, 국제특허와, RFID 태

그 및 리더 기술에 포함된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과, 능동형 RFID RTLS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표 1]에 

기재된 ISO/IEC 18000-6 Rev.1 문서와, ISO/IEC 24730 

Part 2/21/22 표준문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고문

은 [표 2]에 기재된 것처럼,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ISO/IEC JTC1 SC31 WG5에서 기고된 16건의 기고

문을 분석하였다. 다만,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의 

경우, 이미 표준화가 거의 완성된 단계로 특별한 기술적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고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및 RTLS 관

련 논문 분석의 경우, 발표 논문이 적을 뿐만 아니라 표준

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할 때 적절한 논문이 없는 상황이므

로 본 기술 과제의 논문 분석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 행 일

2010.02.12

2009.11.12
2009.11.12
2009.11.12

[표 1-1] 분석 대상 표준문서

표준화 기구 발 행 일표준화 대상항목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능동형 RFID RTLS 
기술

ISO/IEC

ISO/IEC

문  서  명

 FCD 18000-6REV1

 WD 24730 Part 2
 WD 24730 Part 21
 WD 27730 Part 22

기
 획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사업을 위한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표준관련 특허분석결과 이  수  일
표준특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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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2.1 기술분류별 키워드 선정 과정

   본 과제의 특허 조사에서 사용된 검색식은 가장 먼저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및 능동형 RFID RTLS 기
술에 관련된 광의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다음으로 국제 
표준화에 관계된 주요 출원인,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화 
회의 시, 관련 기술에 대한 기고자의 이름 조합하여 검
색식을 작성하였다.
   특히, 표준의 내용과 관계된 특허 검색은 [표 1], [표 2]
의 표준문서와 기고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계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적절하게 조합한 후 검색하였다.
검색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분석부의 기술 검색
식 항목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2 키워드 검색 및 데이터 필터링 과정

▣ 키워드 검색

  ·본 보고서에 의해 검토된 특허데이터는 자격루, 
     Thomson Innovation, USPTO, espacenet, IPDL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표준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검색을 실시하여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검색된 결과는 발명의 명칭, 요약, 청구항을 중심
     으로 내용을 파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데이터 필터링

   ·1단계 : 기술과 관련 없는 노이즈 제거

   ·2단계 : 기술과의 관련은 있으나, 표준과는 거리가 
               먼, 응용에만 관계된 특허를 필터링

   ·3단계 : 표준관련특허로 추출된 특허 리스트를 
               표준 전문가와 R&D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표준 스펙과의 관련도가 매우 높은 특허
               들을 재선별

   ·4단계 : 선별된 표준 스펙과의 관련도가 매우 
               높은 특허들에 대해서는 특허 전문을 
               정밀 검토하여, Claim Chart를 작성

Ⅲ.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개요 및 
     표준화 동향

1.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개요

1.1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은 리더를 제어하여 태
그가 센싱한 센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리더 동작 프
로토콜과 이와 관련된 센서 데이터 인코딩 및 처리 방
법을 정의하는 기술이며, 리더와 태그 간의 무선 인터
페이스 프로토콜 기술 및 리더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
이 있다[1].

1.2 능동형 RFID RTLS 기술

1.2.1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은 RTLS 태그와 리더 간의 

통신에 필요한 전송 프레임 구조 등의 전반적인 프로토

콜을 정의하는 기술이다.

1.2.2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은 RTLS 태그와 리

더간의 통신을 위한 변복조 방식 등의 인터페이스 기술

을 정의한다.

1.2.3 RTLS 리더간 시각 동기 기술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은 RTLS 태그를 이용한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리더간의 시각을 동

기화시키는 기술이다.

[그림 1] 센서 데이터를 지원하는 리더 프로토콜 및 응용 인터페이스 모델

건 수

16건

[표 1-2] 분석 대상 기고문

표준화 기구

ISO/IEC

표준화 대상항목

능동형 RFID 
RTLS 기술

문  서  명

WG5_200706_028 ~ WG5_201004_124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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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동향

2.1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표준화 동향

2.1.1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표준화 동향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은 ISO/IEC JTC1/SC31/
WG4/SG1과 SG3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860 ~ 960 MHz 대역의 Air Interface에 대하여 개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 WG4/SG3에서는 우선 전지 지원 및 센
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기 위
한 메모리 구조와 필요한 명령어의 일반적인 기능을 ISO/
IEC 18000-6 REV1로 표준화하여 3번의 FCD를 거쳐 수
정하고 있다. 전지와 센서 지원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 및 
처리에 관한 표준인 ISO/IEC 24753과 관련해서는 RFID 
센서와 관련된 새로운 표준안을 만들기 보다는 IEEE 1451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기존의 IEEE 1451 표준을 변경하여 
RFID 센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2번의 CD를 거쳐 수정하고 있다.

2.2 능동형 RFID RTLS 기술

2.2.1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은 ISO/IEC JTC1/SC31/
WG5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표준화 초기에는 미국 Savi
사의 433MHz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과 미국 WhereNet사의 2.45GHz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방식의 두 
대역이 제안되었으나, 433MHz 대역 방식은 포기하여 
2006년에 2.45GHz DSSS 방식이 ISO/IEC 24730-2로 
제정이 완료되었다.
   2007년에 독일 Nanotron사가 2.45GHz CSS (Chirp 
Spread Spectrum) 방식을 추가로 제안하여 ISO/IEC 
24730-5 표준안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FCD단계이다.
2006년에 제정 완료된 ISO/IEC 24730-2에 대한 개정 
표준안 ISO/IEC 24730-2 revision이 ETRI 주도로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 WD 단계이다.
   기존의 ISO/IEC 24730-2:2006 표준에 있는 것을 
Type I로 하고 ETRI가 제안한 새로운 표준을 Type II
로 하여 ISO/IEC 24730-2 REV1로 표준화가 추진되다
가 2009년에 세 개 파트로 나누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
다. 이중에서 파트 2는 파트 21과 파트 22에 공통으로 포
함되는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있으며, 파트 21은 2006년
에 제정된 ISO/IEC 24730-2:2006표준과 동일하며, 파
트 22는 ETRI에서 새로 제안한 표준이다.
   ISO/IEC 24730-2:2006에 제시된 통신 프로토콜로
의 경우는 위치추적 외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가정보 등의 제공 및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

를 보장하는 데 많은 제약점이 있으므로 파트 22에 제
안된 새로운 표준을 통해 개선된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
할 예정이다.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
tems (RTLS) - Part 2 : Direct Sequence Spread Spec-
trum (DSSS) 2,4 GHz air interface protocol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
tems (RTLS) - Part 21 : ISO/IEC 24730-2 transmitters 
operating with a single spread code and employing a 
DBPSK data encoding and BPSK spreading scheme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
tems (RTLS) - Part 22 : ISO/IEC 24730-2 transmitters 
operating with multiple spread codes and employing a 
QPSK data encoding and Walsh offset QPSK (WOQPSK) 
spreading scheme
   미국의 Cedar Rapids에서 열린 8차 WG5 회의에서는 
UWB 기술 소개와 함께 회원국들 간 사전 동의를 얻으려
는 노력들이 많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향후 미국 또는 오스
트리아에서 UWB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RTLS 국제표준이 
ISO/IEC 24730-6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2.2.2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ISO/IEC 24730 파트 22에서는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과 함께 현 ISO/IEC 24730-2:2006 표준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태그/리더 간 최적의 변복조 방식 등과 같은 
최적화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다.

2.2.3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

   TDOA 방식 및 제반 알고리즘에 기반한 위치추적 시스
템에서 실제 위치와 추정된 위치 간에 3m 오차 범위 내
의 정확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RTLS 리더 간 시각동기 기
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ISO/IEC 24730 파트 22에는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이 명시되어 있고 air interface
가 정의되어 있다.

Ⅳ. 표준문서분석

[표 1-3] 분석대상 표준문서

구분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분석대상 표준문서번호

ISO/IEC 18000-6 REV1

ISO/IEC 24730 Part 2

ISO/IEC 24730 Part 21

ISO/IEC 24730 Part 22

표준화 대상항목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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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RFID 태그 기술은 사물의 식별 정보 및 센싱 정보를 
저장하고 리더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외
부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이며, RFID 리더 기술은 태
그의 정보를 인식하거나 태그에 정보를 기록하며 태그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미들웨어에 제공하는 장치에 관련된 
기술이다. 태그는 송신하는 전파의 에너지원을 얻는 방
법에 따라 수동형(Passive), 전지지원 수동형(Battery-
assisted Passive) 및 능동형(Active)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수동형은 리더로부터 수신되는 전파에서 동작·송신 
에너지를 얻고, 전지지원 수동형은 수동형 방식
에 동작 에너지 지원용 배터리를 추가하여 인식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능동형은 별도의 배
터리에서 동작·송신에너지를 자체 송신기로 정
보를 송신한다. 리더는 태그의 종류에 따라 수동
형, 전지지원 수동형, 능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리더의 형태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수동형 RFID 시스템은 태그와 리더로 구성되
며, 호스트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 연동되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그를 부착한 물체가 리더
의 인식 범위에 놓이게 되면 리더는 태그에게 질

문(interrogation)을 보내고, 태그는 리더의 질문에 응답
한다. 수동형 RFID 시스템은 유통 및 물류에서 상자나 
팔렛 등에 붙이기 위한 스마트 라벨(smart label)의 생
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태그가 소형화 및 지능화되
는데 비하여 가격은 수 센트로 저가화가 실현되면서 환
경, 재해 예방, 의료관리, 식품관리 등 실생활에서 활용
이 확대될 것이다.
   
   능동형 RFID 태그는 수동형 RFID 태그와는 달리 자체
적으로 내부 배터리 및 송신 장치도 내장하고 있어 스스
로 송신할 수 있는 RF 단말 장치이다. UHF(433MHz) 대
역의 능동형 RFID 리더와 태그는 단일 주파수 대역 FSK 
신호를 이용하며, half-duplexing 방식으로 상호 통신한
다. 능동형 RFID 태그는 비교적 긴 인식거리를 가지므로 
공항이나 항만의 팔렛, 컨테이너 관리, 공장의 부품 관리 
등의 자산 추적 관리 시스템에 주 로 활용된다[2].
   RTLS 기술은 능동형 RFID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
산이나 사람의 위치를 무선 신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
로 추적하는 자동화 시스템 기술이다. 2006년에 표준
이 완료된 ISO/IEC 24730-2:2006에 제시된 DSSS 기반 
RTLS 시스템에 따르면, RTLS 시스템은 RTLS 태그와 

[표 1-4]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관련 표준문서항목

기술분류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

표준문서

ISO/IEC 18000-6 
REV1

ISO/IEC 24730 
Part 21

ISO/IEC 24730 
Part 22

ISO/IEC 24730 
Part 21

ISO/IEC 24730 
Part 22

ISO/IEC 24730 
Part 22

항   목

11장 Battery Assisted Passive (BAP)
     Interrogator Talks First Type C 
     systems (Optional)
12장 Sensor support

6장 Mandatory air interface protocol 
    specification
6.1절 Introduction
6.2절 RTLS transmitter radiated power
6.3절 DSSS message specifications

6장 Mandatory air interface protocol 
    specification
6.1절 Introduction
6.2절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5.5절 Physical layer parameters

5.5절 Physical layer parameters

5.5절 Physical layer parameters
      Annex A (informative) Reader 
      synchronization by the RTLS 
      reference tag
A.1절 Overview of reader 
      synchronization
A.2절 Detailed synchronization process

[그림 2] 수동형 RFID 시스템

[그림 3] 능동형 RFI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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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기가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LOS (Line of Sight) 
환경에서 3m 또는 그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RTLS 시스템에서 위치 추정은 삼각측
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는 RTLS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며 RTLS 태그, RTLS 인프라스
트럭처, 엑사이터, RTLS 서버 및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으로 구성된다. RTLS 태그는 ISO/IEC 24730-2 표준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따르고 배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
며 자체적으로 DSSS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무선장치이
다. RTLS 인프라스트럭처는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을 수신하는 리더와 RTLS 서버 API간에 존재하는 시스
템 구성요소를 이다. 엑사이터는 RTLS 태그의 행동 양
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RTLS 서버는 RTLS 리더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태
그의 위치정보를 계산하는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관리 정보 시스템이다.

   [표 5]는 ISO/IEC 24730-2:2006 표준에 제시된 필
수 물리계층 일부 변수들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RTLS는 2.4 ~ 2.4835GHz 범위에서 60MHz 채널 
대역폭을 활용한다. RTLS 태그는 고유 ID를 가지고 있
는 능동형 RFID로서, 자체적으로 DSSS 신호를 생성할 
수 있고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러
한 태그는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블링크(blink) 신호에 자신의 정
보를 실어 RTLS 리더기에 전송한다. 리더기는 태그로부
터 정보 신호를 받아 서버에 전달하게 되고 서버는 리더
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
자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고 이를 응용
환경에 맞게 사용한다.
   RTLS 응용사례 몇 가지를 예로 보면, [그림 5]는 빅텍

[표 1-5] ISO/IEC 24730-2:2006 DSSS기반 RTLS 물리계층 변수

기술분류

동작 주파수 범위/정확도

중심 주파수 / 점유 채널 대역폭

송신 전력

대역외 불요 발사

변조 / 데이터 부호화

데이터율 / 비트 오류율

RN 칩률 / 코드 길이 / 확산코드

데이터 패킷 길이

메시지 CRC 다항식

CRC다항식 초기값

블링크 간격 

/ 블링크 간격 무작위 값

서브 블링크 수  

/ 서브 블링크 간격 무작위 값

항   목

2.4~2.4835GHz / 최대 ±25ppm

2.44175GHz / 60MHz

Class 1 : 최대 10dBm EIRP, 

Class 2 : 해당 직역 기술 기준에 준하는 최대치

장치는 시스템이 운용되는 국가내 기술 기준 

당국에서 정의한 불요 방사 요구에 준하여 송신

BPSK DSSS / 차동 부호화

59.7kb/s / 0.001%

30521875Mhz ±25ppm / 511 / 0x1CB

선택사항 1:56bits, 선택사항 2:72bits, 

선택사항 3:88bits, 선택사항 4:152bits

G(x)=X12+X11+X3+X2+X+1

0x001

프로그램 가능, 최소 5s / 최대 ±638ms

프로그램 가능, 1-8 / 최대 (125±16)ms

[그림 4] RTLS 시스템

[그림 5] u-port 구축 사업에 적용된 RTLS 시스템

[그림 6] 해운대 미아 찾기에 적용된 RTL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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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토해양부 u-port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RTLS를 적
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역장비인 야드 트럭에 위치추적용 태그를 
부착하고 조명탑에 리더기를 설치한 후, RTLS 미들웨어
를 통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항만 내 컨
테이너 양적하 작업에 가장 중요한 야드 트럭 운용 효율
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컨테이너 장치 관리와 선적 계
획으로 터미널의 컨테이너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빅텍에 따르면, 투자비용에 비해 대략 9
배 이상의 터미널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그림 6]은 코리아컴퓨터가 해운대 미아 찾기에 RTLS 
시스템을 적용한 서비스 구성도를 나타낸다. 본 미아 찾
기 RTLS 시스템은 메시(mesh) 네트워크와 RTLS 기술
을 연계해 잃어버린 아이의 현 위치는 물론이고, 이동 중
에도 동선을 추적해 그 장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 미
아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3].

1.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ISO/IEC 18000-6 REV1의 12장 Sensor support에서
는 센서 태그에 센서 지원 기능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리
더와 태그간의 명령들과 응답들이 정의되어 있다. 
   첫째, 센서 지원 기능을 가지는 모든 태그는 32 비트 
Real Time Clock (RTC)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때 LSB
는 1초를 나타낸다. RTC는 센서 관련 데이터의 시간정
보 (time stamp)로 사용된다. 이 시간정보는 1970-01-
01 00:00:00에 시작하는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기반하고 있다. UTC는 ITU-R Recommenda-
tion TF.460-4에 정의되어 있다. RTC는 RTC　address
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RTC address는 TID 메모리의 
memory word 28h MSB first에 저장되어야 한다. RTC 
address는 6비트 RFU (reserved for future use), 2비
트 Memory bank selector, 24비트 RTC starting word 
address로 구성된다.

   태그에 추가될 수 있는 센서의 종류는 Simple Sen-
sor와 Full Function Sensor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Simple Sensor는 제조사에서 프로그램 되며 사용자
가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다. Simple Sensor는 센싱된 
데이터를 Simple Sensor Data (SSD) 블럭으로 전달되
며, 리더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 태그가 inventory될 때 
object-related UII에 추가된다. 따라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별도의 통신이 필요하지 않다. SSD 블럭
에는 센서의 종류 (온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 정보에 
제한됨), 측정 범위, 경계값, 성공 혹은 실패 조건을 나타
내는 알람 상태 등이 있다. SSD 블럭은 Simple Sensor의 
종류에 따라 32비트 혹은 48비트로 구성된다.
   Simple Sensor는 memory mapped Simple Sensor
나 ported Simple Sensor로 구현될 수 있다. memo-
ry mapped Simple Sensor는 memory read와 memory 
wirte 동작을 통해 센서를 제어하고 센서 데이터를 획
득한다. 즉, RFID 태그의 TID 메모리에 저장된 SSD를 
Read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Write 혹은 Block 
Write 명령을 이용하여 경계값이나 알람을 설정/해지 할 
수 있어 Simple Sensor를 제어할 수 있다. ported Sim-
ple Sensor는 HandleSensor 명령을 이용하여 별도의 센
서 명령어로 센서 데이터에 접근한다.
   SSD는 SSD address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SSD 
address는 TID 메모리의 memory word 26h MSB first
에 저장되어야 한다. SSD address의 MSB는 Simple 
Sensor에 대한 접근 방법을 표시한다. MSB가 ‘0’이
면 접근방법은 memory mapped Simple Sensor의 경우
이다. 나머지 SSD address는 3비트 RFU, 2비트 SSD 크
기, 2비트 Memory band selector, 24비트 SSD Start-
ing word address로 구성된다. MSB가 ‘1’이면 접근
방법은 ported Simple Sensor의 경우이다. 이 경우, 나
머지 SSD address는 7비트 port number, 24비트 RFU
로 구성된다.

   Full Function Sensor는 다양한 센서 종류와 측정 범
위, 더 큰 범위에서의 경계치 설정, 다른 종류의 데이터 
획득 및 처리와 같은 Simple Sensor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Full Function Sensor는 여러 번 측정하여 결
과를 저장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
저 태그를 구분한 후 태그와 리더간의 통신이 수행되어
야 한다. Full Function Sensor의 특징과 기능은 IEEE 
1451.7에 나타나 있다. Full Function Sensor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XPC_W1에서 Full Function Sensor 

[표 6] RTC address의 구조

 

# of bits

description

Word Address

24

RTC starting word address

RFU

6

Reserved for 
future use

MB

2

Memory bank  
selector

[표 7] memory mapped Simple Sensor에 대한 SSD address 구조

 

# of bits

description

Word Address

24

SSD starting   
word address

Access 
Method

1

‘0’ 
Memory 
Mapped

RFU

3

Reserved 
for future 

use

SSD Size

2

00 = 32 bits
01 = 48 bits
10 = RFU
11 = RFU

MB

2

Memory 
bank 

selector

[표 8] ported Simple Sensor에 대한 SSD address 구조

 

# of bits

description

RFU

24

Reserved for future use

Access Method

1

‘1’Ported

PortNr

7

Por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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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비트인 216h가‘1’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들 센서
들은 논리적인 포트 (logical port)를 통해 접근되며, 센
서 메모리 관리는 별도의 센서 명령들과 연관된 센서 레
코드 (sensor record)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명
령은 HandleSensor 명령을 통해 센서로 전달된다. 사용
가능한 센서, 포트, 종류 등과 같은 Full Function Sen-
sor의 set-up은 일반 태그 메모리의 Sensor Directory 
System (SDS)에 명시된다. 센서에 대한 접근은 SDS 
address와 memory map된 SDS를 이용한다. 
   하나 이상의 Full Function Sensor를 가지고 있는 태
그는 SDS의 시작 word address를 가리키고 있는 32비
트 SDS address를 제공해야 한다. SDS address는 TID 
메모리의 memory word 22h MSB first에 저장되어야 
한다. SDS address는 6비트 RFU, 2비트 Memory bank 
selector, 24비트 SDS Starting word address로 구성된
다. 센서가 없는 경우 SDS address는 0으로 설정된다. 

   ISO/IEC 24753은 air interface와 태그 구조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센서 종류, 특성 등에 관한 코드 구
조를 정의하고, 태그에 부착된 센서를 인식한 후 센서 종
류 및 특성 정보를 태그 메모리로부터 받아서 특성에 맞
게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정의되며, 다양
한 종류의 센서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한 구성 법칙(con-
figuration rule)과 리셋(reset) 기능을 제공하며, 태그의 
전지 상태를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정의되고, 센
서 드라이버를 정의한다.

   센서는 직렬(serial) 혹은 병렬(parallel) 포트(port), 
혹은 ADC를 통해 태그와 연결되며, 센서 드라이버는 각 
air interface 별로 어떻게 센서를 지원하고 연결할지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센서드라이버는 ISO/

[표 9] SDS address 구조

 

# of bits

description

Word Address

24

SDS starting word address

RFU

6

Reserved for 
future use

MB

2

Memory bank  
selector

[그림 7] TID 메모리 구조

[그림 8] SDS address와 SDS

[그림 9] Full Function Sensor를 위한 센서 정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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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15961 응용 커맨드를 받아서 각 air interface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코드(command code)로 포
맷을 바꾸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9]는 센서 정보 모델(sensor information mod-
el)을 표현한 것으로, 리더와 태그/센서의 구성 요소 사
이에 상호 관계와 태그 혹은 센서에 저장되는 센서 종
류/기능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RFID 태
그와 센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결합될 수 있다. 첫째, 
IEEE 1451에 정의된 smart transducer와 같이 센서는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가진 독립적인 장치로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방식으로 포트 등을 통해 태그와 
단순히 통신하며, RFID 태그와 air interface는 단지 센
서 장치를 위한 통신 채널(communication channel) 역
할을 수행한다. 둘째, 모든 센서 기능이 RFID 태그 내에 
집적 회로 형태로 결합된 센서 구조가 있다. 이 경우 모
든 센서 정보는 태그 메모리에 저장되고 센서의 제어를 
위해서 특정한 명령어를 사용한다. 세 번째 구조는 위의 
두 경우를 혼합한 방식으로서 센서는 독립적인 장치로 
동작하지만 그 기능이 간단해서 센싱한 데이터를 단순
히 태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센싱된 데이터와 시간 
정보 등은 태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센서 식별자 
(Sensor Identifier)는 센서 특성 레코드에 있는 제조관
련 정보 이외에 센서 제조사가 센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하나 이상의 센서가 태그에 있을 경우 구
별할 수도 있다. RFID 태그 혹은 센서 자체에 저장되는 
센서 레코드(sensor record)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센서 특성 레코드(sensor characteristics record)는 
센서 종류, 특성 등과 같은 센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정
의하며 읽기만(read-only) 가능하다. 샘플링 및 구성 레
코드(sampling & con-figure record)는 센서의 샘플링 
주기, 경계값 등 실제 센서가 센싱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정의하며 센서가 air interface 통신과 독립적으로 
센싱 기능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샘플링 및 구성 레코드의 값들이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서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air interface
에 보안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벤트 관리 레코드
(event administration record)는 메모리에 저장된 여러 
센서들로 부터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전체 메모리 크
기와 각 센서가 차지하고 있는 크기 등의 정보를 저장한
다. 이벤트 레코드(event record)는 IEEE 1451.7에 정의
된 이진수 포맷으로 여러 센서로부터 센싱한 센서 데이
터를 저장한다[4].

2. 능동형 RFID RTLS 기술

2.1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은 ISO/IEC 24730-2 파트 
21에서는 6장 Mandatory air interface protocol speci-
fication, 6.1절 Introduction, 6.2절 RTLS transmitter 
radiated power, 6.3절 DSSS message specifications
가 관련이 있고, ISO/IEC 24730-2 파트 22에서는 6장 
Mandatory air interface protocol specification, 6.1절 
Introduction, 6.2절 Physical layer specification이 관
련이 있다.
   ISO/IEC 24730-2 파트 21의 6장 Mandatory air in-
terface protocol specification에 정의된 RTLS 태그에
서 신호가 생성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사용
자 정보는 DBPSK에 의해 인코딩이 이루어지고, 그 출
력 값과 길이가 511인 PN 코드 생성기 출력 값과의 XOR 
연산에 의해 확산된다. 이렇게 확산된 신호는 BPSK변
조가 이루어지고 2.4GHz로 주파수 변환을 거친 후 증폭
되어 RTLS 태그로부터 
블링크 신호에 원하는 
정보를 실어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블링크 
신호란 길이가 짧은 ID
만으로 구성된 메시지
이거나 RTLS 태그 ID
를 포함하여 텔레메트
리 정보를 지원하는 보
다 긴 메시지를 의미한
다. 블링크 신호는 최
대 8개의 서브 블링크
(subblink) 신호로 이
루어지고, 각 서브 블
링크 신호는 56비트, 
72비트, 88비트, 152비
트 메시지 포맷 중 하나

로 구성된다. 일례로 [표 10]은 네 가지 유형 중 56비트 
메시지 포맷을 보여준다. (S2와 S1은 RTLS 태그의 상태
정보를, B는 배터리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데 쓰임)

[그림 10] RTLS transmitter 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process

[그림 11] DSSS ai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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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블링크 신호 내 서브 블링크 신호들은 시간 다이
버시티(time diversity)를 얻기 위해 모두 동일한 메시
지 포맷을 이용한다. 또한 서로 다른 RTLS 태그의 블링
크 신호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블링크 신호 간격
은 최소 5s를 기본으로 랜덤하게 생성된 최대 ±638ms 
값이 더해져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서브블링크 신호 간
격은 125ms을 기본으로 랜덤하게 생성된 최대 ±16ms 
값이 더해져 정해진다.
   ISO/IEC 24730-2 파트 22에서는 리더 간의 시각 동
기화를 통해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위치 
추적을 위한 RTLS 태그 이외에 위치가 고정되어 리더
들 간의 동기 에러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기준 (refer-
ence) 태그가 추가되어 분류하였다. ISO/IEC 24730-2 
파트 22에서의 RTLS 태그의 신호 생성 과정은 ISO/IEC 
24730-2 파트 21과 유사하나 사용자 정보는 QPSK에 
의해 인코딩이 이루어지고, 그 출력 값과 길이가 512 (0
이 추가되었다)인 PN 코드 생성기 출력 값과의 XOR 연
산에 의해 확산된다. 이렇게 확산된 신호는 WOQPSK변
조가 이루어지고 2.4GHz로 주파수 변환을 거친 후 증
폭되어 RTLS 태그로부터 블링크 신호에 원하는 정보
를 실어 전송하게 된다. 블링크 신호는 최대 4개의 서브 

블링크 신호로 이루어지고, 각 서브 블링크 신호는 미리 
정의된 코드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확산 코드를 사
용하며, 68비트, 84비트, 100비트, 164비트 메시지 포맷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각 서브 블링크 신호는 고유의 ID를 
갖고 있으며 다중 수신 안테나를 이용할 경우 여러 RTLS 
태그가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표 11]은 일반 위치 추정도 RTLS 태그의 네 

가지 유형 중 68비트 메시지 포맷을 보여주
며, 특히 164비트 메시지 포맷에서는 센서
로부터 센싱한 정보를 96비트의 payload중
에서 72비트를 이용하여 보낼 수 있으며 [표 
12]에 나타나 있다. [표 13]은 기준 RTLS 태
그의 60비트 메시지 포맷을 보여준다.

2.2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은 
ISO/IEC 24730-2 파트 21과 파트 22에서 
모두 5.5절 Physical layer parameters가 
관련이 있다.
   ISO/IEC 24730-2 파트 21에서는 리더에

[표 10] DSSS 56bit message format

 Preamble

8

8

Bit 55 to bit 48

CRC

12

12

Bit 11 to bit 0

RTLS transmitter status

Bit 47 to bit 44

“0”

“1” Reserved

S1S2 B

RTLS
transmitter ID

32

32

Bit 43 to bit 12

[그림 13] 서브 블링크 ID의 사용 예

[표 11] DSSS 68bit message format

Preamble

18

18

Bit 67 to 

bit 50

CRC

10

10

Bit 9 to 
bit 0

Sub-blink 
ID

3

3

Bit 44 to 

bit 42

Transmit-
ter ID

32

32

Bit 41 to 

bit 10

Transmitter status

Bit 49 to bit 45

“0”

“1” Reserved

S1 BS2 R

[표 12] DSSS 164bit message format

[표 13] DSSS reference tag message format

Preamble

32

Bit 59 to 
bit 28

CRC

10

Bit 9 to 
bit 0

Sub-blink 
ID

3

Bit 22 to 
bit 20

Transmit-
ter ID

10

Bit 19 to 
bit 10

Transmitter status

Bit 27 to bit 23

X S1 BS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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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그로의 데이터 전송시 DBPSK 데이터 인코딩을 사
용하고 하나의 spread code를 이용하여 BPSK DSSS 방
식으로 변조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ISO/IEC 24730-2 파트 22에서는 리더에서 태그로
의 데이터 전송시 QPSK 데이터 인코딩을 사용하고 여
러 개의 미리 정의된 spread code를 이용하여 WOQPSK 
(Walsh offset QPSK) DSSS 방식으로 변조하도록 정의
되어 있다.

  QPSK 인코딩과 WOQPSK 확산 방식에 대한 설명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2.3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은 ISO/IEC 24730-2 파
트 22에서 5.5절 Physical layer parameters와 Annex A
장 (informative) Reader synchronization by the RTLS 
reference tag, A.1절 Overview of reader synchroni-
zation, A.2절 Detailed synchronization process가 관
련이 있다.
   [표 16]에는 위치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ISO/IEC 
24730-2 파트 22에 추가된 reference tag에 관한 DSSS 
link parameters가 나타나 있다.
   부록 A에는 RTLS 리더들 간의 시각 동기화 방법이 설
명되어 있다. RTLS 리더들 간의 시각 동기화는 3m 이하

[표 14] RTLS transmitter DSSS link parameters(Part 21)

Preamble

Operating frequency range

Operating frequency accuracy

Centre frequency

Occupied channel bandwidth

Transmit power

Spurious emission, out of 
band

Modulation

Data encoding

Data bit rate

Bit error rate

PN chip rate

PN code length

PN spread code

Data packet lengths

Message CRC polynomial

CRC polynomial initialized value

Blink interval

Blink interval randomization

Number of sub-blinks

Sub-blink interval randomization

Maximum frequency drift   

Phase accuracy

Phase noise  

CRC

2400 MHz-2483,50 MHz

± 25 ppm maximum

2441,750 MHz 

60 MHz

Class 1 : 10 dBm EIRP max. 
Class 2 : Maximum in accordance to local 
          regulations

The device shall transmit in conformance with
spurious emissions requirements defined by the 
country’s regulatory authority within which the 
system is operated.

BPSK DSSS 

Differentially encoded

59,7 kb/s

0,001% 

30,521875 MHz ± 25   ppm

511

0x1CB 

Option 1 : 56 bits
Option 2 : 72 bits
Option 3 : 88 bits
Option 4 : 152 bits

G(x) = X12 + X11 + X3 + X2 + X + 1

0x001

Programmable, 5 s   minimum

± 638 ms maximum

Programmable, 1 - 8 

125 ms ± 16 ms maximum

< ± 2 ppm over the duration of the entire 
message

< 0,50 radians   within any 33 ms period

< 15 degrees when   the noise is integrated 
from 100 Hz to 100 kHz

[표 15] RTLS transmitter DSSS link parameters(Part 22)

Preamble CRC

Operating frequency range

Operating frequency accuracy

Centre frequency

Occupied channel bandwidth

Transmit power

 

Spurious emission, 
out of band
 

2400 MHz-2483,50 MHz

± 25 ppm maximum

2441,750 MHz 

60 MHz

Class 1 : 10 dBm EIRP max. 
Class 2 : Maximum in accordance to local 
regulations

The device shall transmit in conformance with 
spurious emissions requirements defined by 
the country’s regulatory   authority within 
which the system is operated.

Modulation

Data encoding

Data bit rate

Packet error rate 

PN chip rate

PN code length

PN polynomial

I/Q orthogonal codes

Data packet lengths

Message CRC polynomial

CRC polynomial initialized value

Blink interval

Blink interval randomization

Number of sub-blinks

Sub-blink interval randomization

Maximum frequency drift   

Phase accuracy

Phase noise
  

WOQPSK DSSS

QPSK encoded

119,226 kb/s

0,01% 

30,521875 MHz ± 25 ppm

512 (zero   padded)

f(x) = X9 + X8 + X5 + X4 + 1

Walsh codes with a period of 512 chips

Option   1 : 68 bits
Option   2 : 84 bits
Option   3 : 100 bits
Option   4 : 164 bits

G(x) = X10 + X9 + X5 + X4 + X + 1

0x001

Programmable, 5 s minimum

± 638 ms maximum

Programmable, 1 - 4 

150 ms ± 16 ms maximum

< ± 2 ppm over the duration of the entire 
message

< 0,50 radians within any 33 ms period

< 15 degrees when the noise is integrated 
from 100 Hz to 100 kHz

[그림 14] QPSK 인코딩과 WOQPSK 확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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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 정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10-9 (nanosecond) 초
의 시간 해상도를 가지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GPS 
수신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RTLS 가격이 크
게 비싸지고 서로 다른 리더들의 RF부에 의해 발생하는 지
연을 유선을 이용하여 동기화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RTLS 태그를 동기화
시키지 않고 기준 태그를 사용하여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고정된 위치의 RTLS 기준 태그는 주기적으로 혹은 미
리 정의된 간격으로 DSSS 신호를 전송한다. 기준 태그와 
각 리더간의 거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모든 리더들은 
기준 시간을 알려주는 기준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각 리
더는 태그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때 까지 기준 시간으로부
터 얼마나 지났는가를 조사하여 도착 시간차를 계산하여 
태그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동기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15]와 같이 하나
의 RTLS 태그, 하나의 기준 태그, 3개의 리더들로 구성
된 RTLS 시스템을 가정하면 △i, i=1, 2, 3은 기준 태그 
(REF TX)로부터 신호를 탐지하는 순간과 리더 I (RXi)에
서 RTLS 태그 (TX)로부터 신호를 탐지하는 순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고 DT는 태그 고유의 지연을 나타내며 
DRi, I=1, 2, 3은 리더 I의 지연을 나타낸다. 리더 1 (RX1)
에서 시간 간격 △1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tref를 
리더 1이 기준 태그의 신호를 인식하는 시간이라 하고 ttx
를 리더의 고유 지연 없이 RTLS 태그의 신호를 인식하
는 시간이라 정의한다. 리더 1에서의 시간 간격 △1은 고
유의 지연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식(1)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Δ1 = (ttx + DR1) - (tref + DR1)         (1)

   다른 리더에서의 시간 간격도 위의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유 지연으로 발생한 시

간 에러는 기준 태그를 이용하여 없
앨 수 있다. 이때, 두 개 이상의 쌍
곡선이 만나는 점이 태그의 위치가 
된다[5][6].

Ⅴ.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표준관련 

     특허분석

1. 개요

   본 특허분석에서는 RFID 태그 및 

[표 16] RTLS reference tag DSSS link parameters

Preamble

Operating frequency range

Operating frequency accuracy

Centre frequency

Occupied channel bandwidth

Transmit power
  

Spurious emission, out of band

Modulation

Data encoding

Data bit rate

Packet error rate

PN chip rate

PN code length (zero padded)

PN polynomial

I/Q orthogonal codes

Data packet lengths

Message CRC polynomial

CRC polynomial initialized value

Blink interval

Blink interval randomization

Number of sub-blinks

Sub-blink interval randomization

Maximum frequency drift
   

Phase noise
   

CRC

2400 MHz-2483,50 MHz

± 0,5 ppm maximum

2441,750 MHz 

60 MHz

Class 1 : 10 dBm EIRP max. 
Class 2 : Maximum in accordance to local 
          regulations

The device shall transmit in conformance with 
spurious emissions requirements defined by 
the country’s regulatory authority within which 
the system is operated.

WOQPSK DSSS

QPSK encoded

119,226 kb/s

0,01%

30,521875 MHz ± 0,5 ppm

512

f(x) = X9 + X8 + X5 + X4 + 1

Walsh codes with a period of 512 chips

60 bits

G(x) = X10 + X9 + X5 + X4 + X + 1

0x001

Programmable, 5 s minimum

± 638 ms maximum

Programmable,  1 - 4

150 ms ± 16 ms maximum

< ± 0,2 ppm over the duration of the entire 
message

< 0,5 degrees when the noise is integrated 
from 100 Hz to 100 kHz

[그림 15] 기준 태그를 이용한 위치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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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기술에 대한 TTA 표준화 로드맵(2010)에 제시된 차

세대 RFID 기술 분야, 4개의 표준화 대상항목을 대상으

로 특허분석이 이루어졌다. 상기 4개의 표준화 대상항목

은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태그/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RTLS 리더 간 

시각 동기 기술이다. 여기서, RFID RTLS 기술에 해당되

는 3가지 표준화 대상항목은 기술적으로 나누기가 힘들

기 때문에, 능동형 RFID RTLS 기술이라는 하나의 항목

으로 묶어서 특허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특허분석에서는 특허의 정량적인 지표를 나

타내는 정량분석 이외에, 표준문서와 특허 대표 청구항의 

매칭 작업을 통해서, 국제 표준화에 관련된 주요 출원인

의 표준관련 특허전략과, 주요 기술의 진화 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연구기관, 업계, 학계 등이 핵심특허 확보전략

을 수립하고, 국외 핵심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및 R&D 방

향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

한 기술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1.1 분석대상 기술 범위

   분석대상 기술 범위는 TTA 표준화 로드맵을 따랐으며, 

개요부에 제시된 것처럼, TTA 표준화 로드맵(2010)에 제

시된 차세대 RFID 기술 분야, 4개의 표준화 대상항목을 

대상으로 특허분석이 이루어졌다.

   상기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과,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은 2010년 3월까지의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 검색 시스템인 자격루와, Thom-

son innovation, USPTO, espacenet, IPDL 등을 이용하여 

각 기술 관련 검색식에 의한 특허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또한, 각 기술 관련 검색식으로 검색된 특허들의 특허 

전문을 검토하여, 관련 특허를 추출함과 동시에, 국제 표

준화에 관계된 주요 출원인과, 국제 표준화 각 기술별 기

고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특허 모집단을 보완하였다.

   이후, 1차적으로 가장 표준문서의 스펙과 관련도가 높

다고 판단되는 특허들을 추출하고, RFID 표준 전문가 및 

차세대 RFID 표준특허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표준

문서의 스펙과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의 관련도 및 매칭도

가 가장 높은 특허들에 대해서는 Claim Chart를 작성하였

다. 상기 Claim Chart로 작성된 특허들은 최종 전략수립

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17]과 [표 18]은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에서, 센서

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과,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단계별 분석 모집단을 나타낸다.

1.2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키워드

1.2.1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키워드

1.2.2 능동형 RFID RTLS 기술 키워드

2. 정량분석(특허동향)

2.1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특허동향

[표 17]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특허분석 단계별 분석 모집단

검색DB
(국가)

한국(등록/공개)

미국(등록/공개)

일본

유럽

국제

합 계

클레임
차트 작성

2건

1차 필터링 및 분석 
모집단 보완 

(정량분석대상)

검색식 검색
결과

1,222

2,220

167

116

121

3,846

2차 표준
관련 특허 

추출

83건

177

452

40

74

67

810

[표 17]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특허분석 단계별 분석 모집단

검색DB
(국가)

한국(등록/공개)

미국(등록/공개)

일본

유럽

국제

합 계

클레임
차트 작성

9건

1차 필터링 및 분석 
모집단 보완 

(정량분석대상)

검색식 검색
결과

288

713

13

30

11

1,055

2차 표준
관련 특허 

추출

38건

42

138

8

6

14

208

 ◆ RFID 센서 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관련 키워드

 국문 : 알에프아이디, 무선인식, 무선주파수인식, 전파식별, 원격식별, 
          센서 태그, 액티브 라벨, 액티브 레이블, 능동형 라벨, 
          능동형 레이블, 능동형 태그, 리더, 호출, 질문, 인터로게이터

 영문 : RFID, RF ID, RF-ID, frequency idenfication, sonsor tag, 
         active label, reader, interrogator

 ◆ 능동형 RFID RTLS 기술 관련 키워드

 국문 : 알티엘에스, 실시간 위치, 리얼타임 위치, 리얼타임 로우케이션, 
          위치 추적, 태그, 리더, 호출, 질문, 인터로게이터

 영문 : 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Real Time Locating System, tag, reader, interro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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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국가 연도별 출원량

   [그림 16]은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중에서, 센서태
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의 각 국가별 특허 출원량과, 연도
별 출원량을 나타낸다.
   미국과 한국의 특허 출원량이 다수이고(미국 452건 
56%, 한국 177건 22%), 전체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7
년까지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
국과 한국의 특허 출원량이 2004년 이후 다른 국가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2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17]은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에 대한 국
가별 출원인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한국에서는 ETRI의 출원량이 50건(28%)으로 다
른 기업에 비해 다량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에 개인을 비롯한 RFID 기술 관련 국내 중견 
기업들의 특허 출원량 분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
났다.
   미국에서는 Micron Technology, Atmel, Symbol 
Technology, Intermec IP, Impinj 등, RFID 기술에 관
련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량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특허권자가 아
닌 한국특허권자 ETRI 역시 상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CSIR, Densowave사의 특허 출원
이 6건(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을 비롯하여, 
BTG International, Fujitsu, Hitachi사 등의 특허 출원
량 분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유럽 및 국제특허에서는 Supersensor Limited, At-
mel, BTG International, Sensormatic Electronics, 
ETRI 등, RFID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7]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16]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국가 연도별 출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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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업체별 출원량

    [그림 18]은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의 상위 20
개 특허권자(업체)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TRI의 출원량이 79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Atmel, 
Symbol Technology, Micron Technology, Intermec IP, 
Sensormatic Electronics, BTG International, Super-
sensor Limited, Impinj, Alien Technology, Philps 등 
RFID 기술 중, ISO/IEC FCD 18000-6 Rev.1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모두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4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19]는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의 출원인 
국적별 분포를 나타낸다. 미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415건(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
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170건(21%)
으로 많았다.
   특히, 미국 국적의 출원인 중, Symbol Technology, 
Sensormatic Electronics, Impinj, Intermec IP, Alien 
Technology, Atmel사 등은 RFID 기술에 관련된 국제 표
준화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특허 출원량 
역시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업체별 출원량

[그림 19]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출원인 국적별 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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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역시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의 출원
인 국적별 분포를 나타낸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타 국
적을 가진 출원인 분포에 대한 것으로, 남아공은 Super-
sensor Limited, 독일은 Atmel, 영국은 BTG Interna-
tional, 호주는 Tagsys와 Magellan과 같은 RFID 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화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출원량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능동형 RFID RTLS 기술 특허동향

2.2.1 국가 연도별 출원량

   [그림 21]은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중에서, 능동형 
RFID RTLS 기술의 각 국가별 특허 출원량과, 연도별 출
원량을 나타낸다.
   미국과 한국의 특허 출원량이 다수이고(미국 138건 
66%, 한국 42건 20%), 전체적으로 2005년과 2007년 사
이에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부터 특허의 출원
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2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21] 능동형 RFID RTLS 기술 국가 연도별 출원량

[그림 20]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출원인 국적별 분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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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는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국가별 

출원인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한국에서는 ETRI, KT의 출원량이 5건(12%), 4건

(10%)으로 많았다.

   미국에서는 RFID RTLS 기술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 중의 하나인 WhereNet(현 Zebra)사의 

특허 출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Fujitsu, Hitachi 등 각 기업들의 특

허 출원량 분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유럽 및 국제특허에서도 역시, 한국의 ETRI, Sen-

sormatic Electronics, Symbol Technology, Sandlinks 

systems 등 RTLS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특허 출원

량 분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2.2.3 업체별 출원량

   하기의 [그림 23]은 능동형 RFID RTLS 기술의 상위 

20개 특허권자(업체)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hereNet(현 Zebra)

사의 출원량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IBM, Symbol Technology, 한국의 ETRI 순

으로 출원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4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24]는 능동형 RFID RTLS 기술의 출원인 국적별 분[그림 22] 능동형 RFID RTLS 기술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23] 능동형 RFID RTLS 기술 업체별 출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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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나타낸다. 미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
이 135건(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 국적 출원인(
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43건(21%)으로 많았다.
   특히, 미국 국적의 출원인 중, WhereNet(현 Zebra)사는 

RFID 기술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 출원량 역시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의 출원인 분포의 경우에는 ETRI가 
역시 가장 많은 출원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 능동형 RFID RTLS 기술 출원인 국적별 분포(2)

[그림 24] 능동형 RFID RTLS 기술 출원인 국적별 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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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역시 능동형 RFID RTLS 기술의 출원인 국

적별 분포를 나타낸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타 국적을 

가진 출원인 분포에 대한 것으로, 일본, 캐나다, 이스라

엘, 대만,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기업들의 출원량이 일

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기고문 분석 

   분석 대상 기고문은 [표 19]에 기재된 것처럼,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ISO/IEC JTC1 SC31 WG5에서 

기고된 16건의 기고문만을 분석하였다. 다만,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의 경우, 이미 표준화가 거의 완성된 

단계로 특별한 기술적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고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능동형 RFID RTLS 기술 기고 동향

   RTLS 관련 국제 표준화는 ISO/IEC JTC1/SC31/WG5

에서 다루고 있다. 즉, RTLS 표준은 ISO/IEC 24730으

로 자산 관리용도 및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RTLS 시장

에 출시되는 여러 제품들 간 상호 연동성과 호환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정의되는 기술 표준이다. ISO/IEC 24730

은 여러 시리즈로 구성이 되는데, 2010년 5월 현재는 중

도에 무산된 Part 3과 Part 4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4

개의 시리즈로 구성이 된다.

  미국은 이미 2003년에 RTLS에 관한 국내 표준을 ANSI/

INCITS 371 시리즈로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71-1과 371-2는 2.4GHz와 433MHz 대역에서 DSSS 기

법을 기반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태

그의 위치 확인 기법, 메시지 포맷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371-3에서는 RTLS 서버와 클라이언트 응용간 통

신에서 접근이나 요청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API를 정의하였다. 미국의 Zebra는 상기 표준들을 ISO/

IEC로 옮겨와서 2006년에 ISO/IEC 24730-1과 ISO/IEC 

24730-2로 국제 표준화를 완료시켰다. 이 중 433MHz

에 대한 371-2 표준은 ISO/IEC 24730-3으로, SkyBitz

가 개발한 GLS의 경우는 ISO/IEC 24730-4로 각각 진행

하였으나 회원국들 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었

다. 한편 CSS 기법에 기반한 ISO/IEC 24730-5의 경우는 

2007년 3월에 독일의 Nanotron이 DIN을 통해 NWIP를 

제출하여 현재 FDIS 단계에 있다.

   WG5에서 다루어지는 최근 이슈로는 ISO/IEC 24730 

-5 외에, ETRI가 2008년부터 RTLS를 자체 개발해 오

면서 그 연구 성과로 이루어낸 국제 표준안 즉, ISO/IEC 

24730-2 revision에 대한 NWIP를 KATS를 통해 제출하

여 통과됨으로써 현재는 기존 표준과 재구성에 의해 part 

2, part 2-1, part 2-2로 WD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Cedar Rapids에서 열린 8차 WG5 회의에서

는 UWB 기술 소개와 함께 회원국들 간 사전 동의를 얻으

[표 19] 기고문 분석 범위

구  분 표준화 대상항목 분석 대상 기고문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능동형 RFID

RTLS 기술

ISO/IEC JTC1/SC31/WG5 WG5_200706_028, 

WG5_200706_030, WG5_200808_059, 

WG5_200808_060, WG5_200808_062, 

WG5_200808_064, WG5_200903_079, 

WG5_200903_084, WG5_200903_089, 

WG5_200903_090, WG5_200903_099, 

WG5_200903_100, WG5_201004_121, 

WG5_201004_122, WG5_201004_123, 

WG5_201004_124

 Systems (RTLS) - Part 2 :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DSSS) 2,4 GHz air interface protocol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tems (RTLS) - Part 2-1 : ISO/IEC 24730-2 

 transmitters operating with a single spread code 

 and employing a DBPSK data encoding and BPSK 

 spreading scheme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tems (RTLS) - Part 2-2 : ISO/IEC 24730-2 

 transmitters operating with multiple spread codes 

 and employing a QPSK data encoding and Walsh 

 offset QPSK (WOQPSK) spreading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tems (RTLS) - Part 5 : Chirp Spread Spectrum 

 (CSS) at 2.4GHz air interface 

 (2010년 5월 현재 FDIS 단계)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tems (RTLS) - Part 6 : Ultra Wide Band air 

 interface protocol (2010년 5월 현재 WD 단계)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Systems (RTLS) - Part 1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Information technology - Real Time Lo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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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Zebra가 UWB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RTLS 국제 표준안을 제안하여 통

과됨으로써 현재 ISO/IEC WD 24730-6 단계에 있다.

2. 기술 분류표

   RFID RTLS 기술은 변복조 방식이 어떠한 기술에 기

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DSSS 기반 RTLS, 

CSS 기반 RTLS, UWB 기반 RTLS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준안에 대한 기고서는 상기 세 가지 유형으로 제안되

어 논의되고 있다.

3. 능동형 RFID RTLS 기술 기고문 정량 분석

   현재 표준화 진행 중인 RFID RTLS 기술에 대한 

ETRI, Zebra, Nanotron에 의해 제출된 기고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TRI 6건(2009년 3건, 2010년 3건)

- Zebra 3건(2008년 1건, 2009년 1건, 2010년 1건)

- Nanotron 4건(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 CISC 1건(2008년 1건)

- DecaWave 2건(2008년 1건, 2009년 1건)

   [그림 26]은 RFID RTLS의 DSSS, CSS, UWB 기술에 

대응된다. 최근 4년간 SC31/WG5에서 이루어지는 RTLS 

표준화는 CSS에 대해서는 독일의 Nanotron이, DSSS에 

대해서는 한국의 ETRI가, UWB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의 

Zebra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SC31/WG5에서 이루어지는 RTLS 표준화

는 CSS에 대해서는 2007년에 WD를 시작으로 2010년 현

재 FCD가 통과되어 FDIS 단계이다.

   DSSS를 기반으로 하는 ISO/IEC 24730-2 revision은 

2008년 12월에 NWIP를 제출하여 2009년 3월에 통과되어 

현재는 세 가지 타입의 WD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

   UWB기술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회원국들의 많은 관

심과 표준화 준비로 2009년 Zebra에서 NWIP를 제출하

여 2010년 1월에 통과됨으로써 현재는 WD에 대한 논의

가 진행 중이다.

4. 능동형 RFID RTLS 기술 기고문 정성 분석

[표 21] RFID RTLS 기술에 대한 업체별 제안기술 현황

제안업체

Zebra

(미국)

ETRI (한국)

Nanotron (독일)

제안방식

DSSS

UWB

DSSS

CSS

특이사항

2.45GHz 대역에서 DBPSK변조/BPSK 확산 방식 

사용(2006년 표준화 완료)

6.55GHz 대역에서 OOK 변조 방식 사용

(2010년 현재 WD 단계)

2.45GHz 대역에서 QPSK변조/Walsh Offset QPSK

확산 방식 사용(2010년 현재 WD 단계)

2.45GHz 대역에서 2-ary CSS 변조 방식 사용

(2010년 현재 FDIS 단계)

[그림 26] RFID RTLS 세부 기술 및 기고 업체별 기고량 그래프

[그림 27] 연도 및 기술별 기고 동향 그래프

[표 20]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분석대상 기고문 기술 분류

구  분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

표준화 대상항목

능동형 RFID

RTLS 기술

세부기술분류

DSSS 기반 RTLS 기술

CSS 기반 RTLS 기술

UWB 기반 RTLS 기술



46 PATENT 21 PATENT 21 47

*MDMA : Multi Dimensional Multiple Access

*SDS-TWR : Symmetric Double Sided Two Way Ranging

○ DSSS 기반 RTLS 기술 설명 및 동향

   미국은 이미 2003년에 RTLS에 관한 국내 표준을 

ANSI/INCITS 371 시리즈로 마련하였다. 이들 중 371-1

은 2.4GHz 대역에서 DSSS 기법을 기반으로 무선 인터

페이스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태그의 위치 확인 기법, 메

시지 포맷 등을 명시하고 있다. 371-3에서는 RTLS 서

버와 클라이언트 응용간 통신에서 접근이나 요청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API를 정의하였다. 미국의 

Zebra는 상기표준들을 ISO/IEC로 옮겨와서 2006년에 

ISO/IEC 24730-1과 ISO/IEC 24730-2로 국제 표준화

를 완료시켰다.

   ETRI가 2008년부터 RTLS를 자체 개발해 오면서 그 연

구 성과로 이루어낸 국제 표준안 즉, ISO/IEC 24730-2 

revision에 대한 NWIP를 KATS를 통해 제출하여 2009

년 3월 통과됨으로써, 10차 더블린 WG5회의와 11차 제

주 WG5 회의에서는 Part 2(공통사항), Part 2-1(기존표

준), Part 2-2(ETRI 제안표준)로 재구성하여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WD 단계이지만 차기 12

차 회의에서는 CD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CSS 기반 RTLS 기술 설명 및 동향

   국내의 오소트론은 독일의 나노트론과 공동으로 CSS 

표준을 제안하여 2007년 3월에 IEEE 802.15.4a로 최

종 승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나노트론은 JTC1/SC31/

WG5에 RTLS 표준의 하나로 제안하여 이를 진행 중에 

있다. 2.45 GHz 대역을 사용하는 CSS PHY로 기존의 

IEEE 802.15.4a와 달리 Chirp Pulse를 이용한 DBO-

CSK(Differential Bi-Orthogonal Chirp Shift Keying) 

변조방식을 사용한다. CSS 변조를 사용하는 MDMA의 

기능과 Time of Flight(ToF) 방식을 발전시킨 SDS-

TWR 방식을 사용한다. 나노트론은 2007년부터 Part 5

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여 CD에서 FCD로 진행되다 다

시 CD 단계로 돌아가서 재작업 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현

재는 FDIS 단계로 실제적 표준은 모두 이룬 상황이라 봐

도 무관하겠다.

○ UWB 기반 RTLS 기술 설명 및 동향

   UWB 기술은 파장이 짧고, 광대역을 지원 하는 극초단

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밀도가 높고, 다중 경로 전파 문

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 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RTLS 솔루션 구축이 가능해 방해요소가 많은 건물 

내부에서 위치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UWB 주파수 대역의 특성상 국가별로 UWB 대역

의 민간분야 사용에 대한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고, 대부

분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UWB 솔루션의 

개발, 교류, 보급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현 

상황에서 RTLS 분야에서의 UWB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

히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시

장 형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UWB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RTLS 표준화를 

위한 작업들이 2008년부터 WG5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Zebra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루어 

2009년 10차 회의에서 Part 6로 표준안을 추진하게 되

었다. 본격적으로 11차 회의에서는 Part 6 WD 완성도를 

높이고자 Ad-hoc 그룹을 형성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Ⅶ. 마치며 

   지금까지 RFID 태그 및 리더 기술에 대한 표준관련 특

허분석의 배경 및 범위, 그리고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과 능동형 RFID RTLS 기술에 대한 기술개요와 국내

외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최종적으로는 센서

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및 능동형 RFID RTLS 기술의 

[표 22] RFID RTLS 기술 관련 제안기술 장단점 비교

표준화
대상항목

능동형

RFID RTLS 

기술

세부
기술

DSSS

CSS

UWB

제안
업체

Zebra 

ETRI

Nanotron

Zebra

단   점

1. NLOS에 취약
2. 리더 동기화 방법론 부재
3. Spectral mask 미정의

실내 위치 추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고가의 칩 사용으로 
구축비용이 비쌈

국가별 UWB 대역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함

장   점

조기 표준화로 상용화에 
유리

1. NLOS 대체 기술 제공
2. 기준태그에 의한 리더 
   동기화 방법론 제시
3. Spectral mask 정의

1. MDMA에 의해 
  노이즈에 강함
2. SDS-TWR에 의해 시간 
   동기화에 추가 장비 
   필요 없음

1. 다중경로 환경에 강함
2. 0.1m 이내의 위치정확도 
   제공
3. 태그의 파워소모가 
   아주 적음
4. 실내용 위치추적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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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련특허 정량분석결과와, 능동형 RFID RTLS 기술

의 기고문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본고에서 상기 각각의 기술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와 표

준문서 스펙의 구성 대비가 이루어진 Claim Chart 분석

을 포함한 정성분석결과와, 최종적으로 각 기술별로 도

출된 전략부분도 공개를 하여 산학연에 보다 많은 도움

을 주고 싶으나,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일부 프로세스

와 결과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정성분석결

과 및 기술별로 도출된 전략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기

로 한다.

1.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본 센서태그 리더 프로토콜 기술 관련하여, 총 810건

의 분석 모집단 중, 83건의 표준관련특허를 추출하였고, 

상기 83건의 특허들에 대해서는 RFID 표준 전문가와 차

세대 RFID 표준특허분석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표준 스펙과의 관련도가 가장 높은 2건의 미국공개특허

에 대해서 클레임 차트를 작성하였다. 클레임 차트로 작

성된 상기 2건의 미국공개특허는 표준특허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특허들이 되겠다.

   상기 2건의 미국공개특허는 국외 기업의 BAT(Battery 

Assisted Tag) 기술에 대한 특허로, 특허의 대표 청구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는 표준문서 ISO/IEC 18000-6 

Rev.1 문서에 기재된 스펙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더

더구나 상기 2건 특허들의 법적 상태가 공개 상태이기 때

문에, 특허의 상세한 설명부에 기재된 기술적 내용을 표

준 스펙 또는 표준화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특허 청구항

의 구성요소로 집어넣음으로써, 청구항 보정 및 분할/연

속 출원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확보하여, 표준특허화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상기 2건의 미국공개특허는 2009년 2월과 4월

에 미국에서 출원되어, 2010년 3월에 미국에서 공개된 

상태이다. 해외 출원이나 PCT 출원 모두, 선출원의 출원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거나, PCT 

국제 출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허의 특성상, 1년 6

개월이라는 미공개 기간을 고려하면, 최초 출원 후, 1년 

내의 PCT 출원 여부나 국내 출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상기 BAT 기술을 국내에서 사업화한다 

하더라도 상기 미국공개특허들에 대한 특허 침해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만약 상기 BAT 기술이 적용된 제품

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 대상 국가에 상기 특허

의 출원 여부에 따라 특허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상

기 특허들의 법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특

허 청구항의 권리 범위 회피나 청구 범위 축소를 위한 대

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능동형 RFID RTLS 기술

   본 능동형 RFID RTLS 기술 관련하여, 총 208건의 분

석 모집단 중, 38건의 표준관련특허를 추출하였고, 상기 

38건의 특허들에 대해서는 RFID 표준 전문가와 차세대 

RFID 표준특허분석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표준 

스펙과의 관련도가 가장 높은 9건의 특허들에 대해서 클

레임 차트를 작성하였다. 클레임으로 작성된 9건의 특허 

중, 1건의 미국등록특허는 표준특허 대응전략을 도출하

고, 또 다른 한건의 한국공개특허는 표준특허 관리전략

을 도출하는데 사용되었다.

   먼저, RFID RTLS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대응전략

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미국등록특허는 국외 기업의 무

선 RTLS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다. 상기 특허의 대표 청

구 1항의 구성요소 중, ISO/IEC 24730-2 Part 2 문서의 

RTLS 시스템에서 위치 추정을 위한 TDOA 기술과, 수신 

신호 강도 삼각 측량 방법을 휴대용 리더와 태그에 적용

시킴으로써, RFID RTLS 기술을 휴대폰에 접목 시켰을 

때, 본 특허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필수 

특허(Practically Essential Patent)로 판단된다. 따라서, 

RTLS 기술을 휴대폰에 접목하고자 할 때, 본 특허에 대

한 대응 방안이나 회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특허는 미국등록특허로서, 미국등록 시 신규성

(35 U.S.C. 102(e))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

었고, 이후 보정을 통해 등록되었다. 따라서, RTLS 기

술을 모바일 단말에 접목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국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본 특허의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청구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RFID RTLS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관리전략을 도출

하는데 사용된 한국공개특허는 국내 기업의 RFID를 이

용한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ISO/IEC 24730-2 Part 22 A.2 Detailed synchroniza-

tion process에 기술된 고정된 위치의 RTLS 기준 태그의 

주기적인 DSSS 전송 신호를 통해, 도착 시간차를 계산

하여 태그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응용한 특허로 판

단된다. 다만, 표준과의 차이점이라면, 표준문서에서는 

태그의 위치 계산을 위해, 기준 태그를 사용한 반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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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태그의 위치 계산을 위해, 리더 그룹핑을 통한 그

룹핑 내의 기준 리더를 통해 태그의 위치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본 특허는 국제특허로도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

며, 국제조사보고서에서는 본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을 거절할 만한 문헌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본 

특허에 대응되는 표준이 현재 WD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CD 단계에 이르기 까지 표준화의 진행 방향에 

따라, 퍼포먼스 향상 부분(기존의 위치 측정을 위한 단방

향/양방향 측정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으로, 위치 추적에 있어 불필요한 계산 과정 및 전력 소

모를 줄이고,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RFID 리

더 간 동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본 특허의 권리 범위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선권 

날짜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

다면, 출원중인 본 건에 대해, 표준화의 진행 방향에 따

라, 구현 이슈로서 가져가되, 본 특허 상세한 설명부에서 

표준 스펙에 대응되는 내용을 분할 출원하여, 해외 등록

을 받거나, 청구 범위의 확대 및 보정을 요하는 관리 전

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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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특허검색 정보기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한 제2회 특허검색 정보기

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됐다. 

 “특허문헌 검색을 위한 기술 아이디어”의 아이디어 부문과” 특허문

헌에 최적화된 검색 Pilot 시스템”의 시스템 부문 등 2개 경진 부문으

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에는 아이디어 부문에 PatIn-

formetrics 팀(POSTECH)이, 시스템 부문에 Odd Concepts 팀(Odd 

Concepts)이 차지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아

이

디

어

부문

우수상

장려상

시상

시스템 최우수상

최우수상

소    속 팀    명

POSTECH
(포항공과대학교)

IDEAOLOGY

고려대학교 지능
정보시스템연구실

숭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카이스트

H9 Interactive

금오공과대학교

Odd Concepts

PatInformetrics

IDEAOLOGY

고려대학교 지능
정보시스템연구실

백종범

SMPATT

최철원

H9 Interactive

안혜수

Odd Concepts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Property-Function 
기반의 특허검색결과 Visualization 

디자인 출원된 6면도의 3D Visualization 기술

패턴인식 기법을 이용한 
특허등록분류시스템

그래프마이닝을 이용한 특허문헌 
아이디어 모델링 기법

특허 침해 검색 시 종합적 IPC 연계
자동 검색 기능

특허 연관검색 패턴을 이용한 
추천어 검색 서비스

Open API와 분산처리를 이용한 키워드
연관성 추론과 통계적시각화를 통한 보고서 

형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시스템

Text-mining을 이용한 효율적인 특허검색

Query by Image 방식의 디자인 검색 시스템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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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전략팀 강창수 팀장, 대통령표창 수상

   2010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한국특허정보원 강창수 정보화전략팀장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난 9일 인터콘티넨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0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에

서 강창수 팀장은 특허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허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서비스 지향형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등 산

업기술진흥에 앞장서 온 공로로 유공자에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 기술대상

은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홍

보하고,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산업

기술 시상 제도이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27001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이자 정보보호경영시

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정보보호정책, 물

리적보안, 정보접근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

역,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3월부터 전담조직을 구

성하고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정보 자산, 물리적 자산, 문서 자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취약

점 점검 및 위험요소를 분석, 정량화해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번 ISO27001 인증 획득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고객의 신

뢰도를 제고하고 국제적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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