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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특허출원을 한 자(출원인)가 자신의 출원발명을 등록받

고자 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5~18 개월

이 경과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명 대상 물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의 발명의 경우, 또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상황에서 조

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전술한 15~18개월의 심사

기간은 미국, 유럽 등의 다른 나라의 심사기간보다 상당

히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에게는 상당히 긴 기

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는 규정된 우선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른 특허출

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심

사신청대상은 기술 발전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수차례 개

정되어 왔으며, 현재는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청고시 제2010-9호,“우선심사의 신청에 관

한 고시”(이하,“우선심사고시”라 함)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심사신청대상, 우선심사신청 절차 및 우선심사결정

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1)

 

Ⅱ. 우선심사 신청대상

  우선심사신청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이 있는 후에 누

구든지(즉, 출원인뿐만 아니라 제3자)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다.2) 구체적으로 우선심사고

시 제4조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을 4가지 카테고리로 분

류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대상 1 : 출원공개

후 제3자 무단실시)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도,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1은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통

특
 집

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변리사  신  웅  조

NAM&NAM
국제특허법률사무소

1) 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도 우선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특허출원에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출원의 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특허청 사이트(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4&catmenu=m02_02_04)를 참고하기 바란다.
2) 다만,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특허법 제59조 제1항), 심사청구가 전제된 후에(즉, 심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우선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우선심사신청대상에 대하여는 속성상 후술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우선심사고시 제3조), 후술할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허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 대상 또는 시기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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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속히 특허권을 획득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

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한 경우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대상 2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대상 2에서는 기술 경향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대상들을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방위사업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

업의 특허출원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

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

을 받은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

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

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출원된 발

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

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

인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

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

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

여 행한 출원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

신사업<개정 2008. 9. 30>

(2)「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3)「에너지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

술개발사업

(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5)「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기술개발사업

(6)「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

구개발사업

(7)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기술개발

촉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

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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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

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3)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

시 준비 중인 출원(「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인 경우에

는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

시 준비중인 출원으로 본다)

차.「전자거래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

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

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

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

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4)

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8

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

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

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

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

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소음·진동규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

설 또는 방진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폐기물관리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

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

용시설

(7)「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

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2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대상에서 주의할 점은 

전술한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선행

기술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5)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

한 특허출원으로서, 외국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대상 3 : 외국특허청장

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대상 3은 특허심사업무의 국가간 공조를 촉진하기 위

해 규정된 우선심사신청대상으로서 외국에 최초로 출원

된 특허출원에 기초하여 한국에 동일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외

국 특허청에서 동일발명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증빙

3) 즉,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에, 한국특허출원에 기초해서 외국에 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한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발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 복잡성을 가지는 대상(고안)에 대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침해가 용이하거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간
단한 장치류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많이 출원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대상에 한하여(즉, 특허출원 발명은 본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없음), 보다 용이하게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대상이다. 
5) 특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 또는 다른 특허검색 DB들(예를 들어,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등)를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검
색 방법은 KIPRIS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http://www.kipris.or.kr/kor/guide/search_guide/guide_primary.jsp)을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특허법률사무소나 전문검색업체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
사결과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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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대상 3은 주로 외국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한국에도 출원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

지만, 한국 특허청과 우선심사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들

에 대하여는 반대로 한국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동일발

명을 해당 외국에 출원하면서 해당 국가가 규정하는 심

사촉진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된 국가들은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이며 추후 다른 국가의 특허청과의 합의에 따라 대상국

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6)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

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

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대상 4: 전문기관에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대상 4는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주식회사 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

술연구소, (주)아이피솔루션)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

함으로써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우

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즉, 대상 4는 전문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심사업무를 경감해주는 대신에 특허

출원된 발명이 전술한 대상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빠른 심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주체인 특허청뿐

만 아니라 심사와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

도록 하였다.

  대상 4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대상을 불문하기 때문에, 

특허출원된 발명의 심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해야하는 소정의 조사료를 감수한다면 발명의 조속

한 권리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사료되

며,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특허성이 없는 발명이라면 특

허등록을 받기 위한 후속절차에서 소요될 불필요한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우선심사 신청절차

1. 우선심사의 신청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해

당 우선심사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특허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신청료는 매 건당 20만원(특허료 등의 징수규

칙 제2조 제1항 제8호)으로서, 매건당 13만원에 청구범

위 1항마다 4만원씩 가산되는 심사청구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

어,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우선심사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대상에 

대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대상별 구

체적인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6) 현재 대상 3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은 대상 국가들에 대하여 동일발명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일본에 대하여는 외국특허청 또는 정
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도 신청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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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우선심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에서는 접수 대상이 

되는 출원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다. 특허청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

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심사결과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

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

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

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할 기회를 주게 된다(심사사무취급

규정 제60조).

  우선심사 신청자는 상기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등

의 미비를 보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

완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으

면, 특허청에서는 당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하며 이 경

우 해당 출원은 원래의 심사청구순에 따라 특허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접수 대상이 되는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

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심사

에 착수하게 된다.

IV. 우선심사신청의 효과

1. 우선심사의 착수 및 소요기간

  우선심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출원에 대하여는 심사

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된

다.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

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우선

심사신청후 우선심사결정여부를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

간(대략 1월 내외)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심사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대략 3~4개월 내에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심사청구

된 건들에 대한 심사기간이 대략 15~18개월인 것을 감안

할 때,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은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초고속 심사(녹색기술 우선심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우선심사신청이 

이루어진 특허출원은 전술한 통상적인 우선심사보다도 

더 빠른 기간(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선심사지침서 20쪽).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우선심사고시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허

출원(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일 것

 (2) 우선심사고시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출원(전문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일 것

 (3)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

서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여 전

자문서로 제출

  즉,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면서 전문기관에 선

행기술조사 의뢰를 하였고, 그러한 취지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우선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술한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V. 마치며

  현행 특허제도하에서는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심사청

구가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략 1년반 정도의 심

사기간을 기다린 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권리화 또는 조속한 심사 결과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제3자에게는 시간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술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분

별하게 우선심사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심사청구된 출

원들이 오히려 더 늦게 심사결과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대상 및 요건을 규정하여 

선별된 특허출원들만이 다른 특허출원들에 우선하여 심

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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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특허출원된 발명을 보다 빠르게 권리화하거나 

심사받기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제3자는 여기에서 소개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

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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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4월 15일 미국의 애플이 “삼성 갤럭시S가 아이폰

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

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서, 21

일 삼성 역시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양사간의 특허전쟁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삼성은 그룹 사내 게시판 `미디어삼

성`에 소송의 정당성을 알리는 공지를 띄우는 등 당당하

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독창

적 UI, 우아하고 차별적인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을 들

고 나온 만큼 삼성 역시 가장 승산 있는 싸움을 하겠다

고 밝혔다. 여기에는 “표준특허”라고 하는 강력한 무

기가 숨어있다. 삼성은 통신표준 영역에서 많은 표준특

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침해를 피해갈 수 없

는 상황이다. 이것이 삼성이 애플과의 맞소송에서도 단

호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3G, 아이

폰4, 아이패드WIFI+3G와 나머지 특허침해 모델의 양

도, 대여, 수입 및 대여 청약, 전시를 금지하고 이들 제

품을 전량 수거 폐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애플이 데이

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즉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

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DPA(고속패킷전

송방식) 통신 표준특허,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

소시키는 WCDMA 통신 표준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

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

는 특허 등이다.1)

기
 획

표준과 특허의 관계 및 
표준특허의 정의와 특성

이  준  하
표준특허센터

이  승  민
표준특허센터

김  기  현
표준특허센터

1) 삼성電 “아이폰·아이패드 전량 수거·폐기해야”, 머니투데이, 2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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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휴대폰 사

업을 하며 통신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축

적해 왔고, 표준특허를 대거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

며,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전사

적으로 3만5000여 개, 연간 등록 건수 기준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2)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표준특허의 이해를 돕기 위

해 표준과 특허의 관계 및 표준특허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표준과 특허, 그리고 표준특허

1. 표준(Standards, 標準)

  표준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제시된 규

칙이나 지침 또는 제품의 특성이나 관련공정 및 생산방

법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한다.(ISO/IEC Guide2:1996, 

WTO TBT Annex 1) 

  또한 표준화 주체에 따라 공적 표준(De Jure Stan-

dards)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으로 분

류되며, 공적 표준은 공인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을 말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등 대표성이 있는 국제표준화단체나 정부기

관이 제정하는 표준이 해당된다. 

  사실상 표준이란 국제기구, 국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표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 시장지배 기능을 가진 표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IEEE, API, ASTM 등이 있다. 

  이러한 표준은 전통적으로 ①대량생산 및 비용절감을 

위한 호환성 확보, ②소비자를 위한 최저품질 보장, ③효

율성 극대화를 위한 복합성 저감, ④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글로벌 규범의 변화에 따라 ①교역의 촉

진을 위한 무역장벽 판단기준, ②동일한 지침을 토한 경

제·사회의 통합, ③경제주체의 사회적 책임, ④경제성

장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은 세계시장에서 자국 무역에 장애가 되는 부

분을 제거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견제수단으로 

WTO협정3) 및 FTA협정4) 을 활용하고 있으며 무역의 중

요수단으로 특허와 표준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2) 삼성 “애플! 우리가 카피캣이라고? 美 특허만 3만5천개야”, 이데일리, 2011.4.25
3) WTO협정에는 지식재산권(WTOTRIPs협정) 및 표준(WTOTBT협정)관련 협정 포함

    ㆍWTO TRIPs 협정(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은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설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금지 절차 등을 규정함. 
    ㆍWTOTBT 협정(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은‘기술적 교섭 및 표준이나 시험 및 증명절차가 무역의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함

4) 한ㆍ미 FTA 표준관련 협정에 따르며‘국가표준이나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재개정할 경우 상대국의 이해관계자도 비차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공동 협력조항에 따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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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Patent, 特許)

  반면에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물질 또는 방법을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로 정의되며, 특허권이란 ‘산업발전을 목적

으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새로운 방법과 물

건에 일정기간 부여되는 독점권’을 말한다.

  특허는 근본적으로 독창적인 기술을 발명한 사람, 즉 

기술혁신을 이룩한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지만 특허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합의는 이보다 더 

포괄적이며, 특허는 특허의 등록 과정을 통해 공개된 특

정기술이 이미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선

언이며, 동일 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로는 특허권자에게는 특허권의 실

시나 허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하여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

상을 가져다주고, 실시권자에게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

품생산 등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원동

력의 역할을 한다.

3. 표준과 특허의 특성

  표준은 기술 공유 및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

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시장보급 및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개성과 투명성을 중시하지만, 특

허는 첨단기술을 발명자의 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최초의 창조적 발명과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을 중시한다.

  표준과 특허의 속성을 볼 때 특허가 공적표준으로 채택

되거나 표준제정과정에 참여하면서 표준의 기술적인 측

면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해당 

특허가 필수특허로서 공적표준이 될 수 있으며, 특허권

을 부여 받은 기술이 시장에서 사실상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강력한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시장 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표준과 특허는 기술의 公有와 私有라는 태생적인 차이

로 갈등관계였으나, 최근 표준특허의 등장으로 共存관계

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4. 표준특허의 정의 및 특성

  표준특허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로서 과거에

는 단순히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면 특허 청구범위의 청구항

들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표준문서에 읽히는 특허를 

표준특허라 할 수 있다. 이는 표준특허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일 뿐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법원의 판단

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ITU5), ISO6), ETSI7) 등의 표준화기구에서 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으로 실시되는 특허를 말하는데, CDMA 표준문서 규격

을 포함하고 CDMA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휴대폰 만들때 

필수 사용되는 CDMA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할 수 있다.

 표준특허는 ①기술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신속하게 특허

출원해야하고, ②청구범위가 넓게 작성된 청구항들로 특

허를 받아야 하며, ③다양한 실시예들이 명세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표준특허는 또한 ①표준특허는 표준문서와 매칭되어

서 표준문서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

로(essential) 이용될 수 있도록 특허받아야 하고, ②표

준화단체의 표준화활동에 어느정도 종속되어 특허출원

하여야 하며, ③표준화의 진행과정에 따라 해외출원을 

결정하고 청구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고유의 특성도 가

진다.

5)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6)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산업일반표준기구
7)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표 1] 원천특허, 표준특허, 응용특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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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특허의 중요성

  표준 환경을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술

의 융복합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全기술 분야로 공

통성과 호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

되는 등 표준화 대상 기술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후행표준이 제정되었으나 현재에는 

선행표준 및 병행표준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추세로8) 특

허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ITU

의 표준연구 중 선행표준이 57%를 차지하고 후행표준이 

14%를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선행표준이 28%, 

후행표준이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표준화에 포함되는 특허인 표

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환경을 본다면 IT 기업간의 특허분쟁으로 우리나라

의 특허권 등 기술료 수지 적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만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

를 기록했다고 한다.9)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IT 

제품에 대한 수출규모가 크고 애플-삼성전자의 아이폰 

관련 등 특허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또한 표준특허 대상 특허풀11) 을 운영하여 로열티를 거

두고 특허권자에게 분배하는 MPEG LA, VIA Licensing 

등의 활발한 활동과 특허괴물12) (인터디지털, Intellec-

tual Ventures 등)에 의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다.13)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지식을 성

장동력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표준특허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8) 선행표준(표준화 완료 후 기술개발), 병행표준(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진행), 후행표준(기술개발 완료 후 표준화 추진)
9) 지식재산 강국이 선진국, 중앙일보, 2010.12.24
10) 글로벌 IT기업‘특허 전쟁’, 서울신문, 2011.2.10
11)‘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서로에게 또는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하기 위해 한데 모은 특허들’로 정의되어짐
12)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소송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
13)‘IT·기술강국 코리아’특허소송 수난시대, 대전일보, 2009.10.9

[표 2] 최근 글로벌 IT 기업간 특허분쟁 사례10)



Ⅲ. 마치며

 삼성전자는 전체 Wibro 표준특허의 25%를 보유하였

으며, 세계 Wibro 장비시장 중 35%의 점유율을 기록하

며 연 매출 1조원을 달성 예정이다. LG전자는 인수합병

(Zenith)을 통해 확보한 DTV 표준특허(세계 TOP 10 특

허)로 2009년에만 1억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창출하였다.

  반면에 세계 최초 상용화한 지상파 DMB를 2007년 국

제표준에 반영했지만 시스템 및 오디오 기술의 표준특허 

미확보로 로열티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CDMA 기술

을 全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였으나 퀄컴의 CDMA 표준

특허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업체가 현재까지 퀄컴에 지

급한 누적 로열티는 6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특허 관리 기업 시스벨은 지난 3월 

‘UHF(극초단파) RFID 컨소시엄’으로부터 45개에 달

하는 표준특허를 위임받아 최근 국내 기업들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시스벨이 요구한 로열티 계약 조건을 따른다

면 단 100대의 리더를 만드는 영세한 회사도 무조건 연

간 7만달러의 로열티를 기본으로 내야한다.

  이처럼 표준특허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

렸다.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있

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다. 아니, 앞서가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한 증시 애널리스

트는 글로벌 IT업계 경쟁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유 특허

가 많은 삼성, LG와는 특허전쟁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고 한다. 앞으로는 이 문장의 주어가‘삼성, LG’가 아니

라“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는 특허청‘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산학연 표준특허 지원을 전
담하고 있으며, 전세계 표준특허 관련 정보를 손쉽
게 찾아볼 수 있는 전문 포털(www.epcenter.or.kr)
을 개설·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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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1. 분석 목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이 강화됨에 따

라,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

되는 추세이며, 2000년대부터는 정보통신 분야가  특허 

소송 등 특허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기 간 표준을 통한 호환이 필수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상, 특허로열티 대부분이 표준기술을 커버하는 표준

특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인 Gigabps급 

Wireless LAN 분야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향후 글로벌하게 사용될 Gigabps급 Wireless LAN에 대

한 표준 관련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로열티 수지

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Gigabps급 Wireless LAN의 주요 분

야 중 현재 표준화 회의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60GHz 대

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을 분석하여 

향후 로열티 등의 지재권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표준 관련 특허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 범위

  Gigabps급 Wireless LAN 기술로는 Uplink & Down-

link MU-MIMO, Transmit Beamforming, Gigabit 채

널 코딩, 적응형 채널자원 활용 기술, Gigabit 무선접속

제어 향상 기술,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등

이 있으며, 상기 여러 기술 중 표준화 이슈가 큰 주요 기

술은 Uplink & Downlink MU-MIMO, Gigabit 무선접

속제어 향상 기술 및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

술이다. 

  상기 3개의 주요 기술 중 본 장에서는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표준화 동향 및 

특허 동향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기로 한다.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로는 고속 변복조 

기술, 장애물 회피 및 극복 기술, 고속 채널 부호화 기술 

등이 있으며, 상기 여러 기술 중 표준화 이슈가 가장 큰 

Beamforming 기술과 Relay에 대하여 표준화 동향 및 특

허 동향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기로 한다.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에 관하여서는 

IEEE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분석 대상 기고문

은 최근 4~5회차 회의에 기고된 기고문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표[1]과 표[2]에 정리하였다.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기술 박  성  혁
표준특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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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개요

3.1 AP(Access Point)에서의 Beamforming 기술 소개

  VHT60에서는 수 GHz 급의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는 

RF설계가 필수적이다. 기존에 흔히 알려진 대로 60GHz 

대역의 전자파 신호는 도달거리가 그리 멀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바, 이들 다수 개의 안테나를 아날로그 상

에서 서로 협력 작용을 하도록 결합시키는 아날로그 빔

포밍 기술을 이용하여 이의 커버리지 및 레인지를 확장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02.11ad의 경우 높은 감쇄율

을 극복하기 위하여 Directional MAC이 대단히 중요하

다. 또한 Directional MAC에 의해 spatial reuse 기능

이 제공되므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지원되려면 방향성 있는 Beamforming 전송을 해야 하

고, 이것은 대상 장치를 탐색하는 device discovery 절차

가 MAC 계층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802.11ad는 60GHz 

대역에서 최대 2.5GHz의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여 최대 

7Gbps 전송(10m)을 목표로 하는 WLAN 기술이다. 이미 

개발된 802.15.3c PHY를 기반으로 IEEE 802.11용 PHY

와 MAC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림 1>은 IEEE 802.15.3c에서의 Beamforming 절차

이다.

● PNC는 Beacon 패킷을 N개의 Quasi-Omni 방향으로 

순차 송신한다.

●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STA는 Beacon 패킷을 수신했

을 때 가장 SNR이 우수한 방향과 차선 방향을 선정한다.

● STA는 자신이 해당 방향에 있음을 PNC에 알리기 위

하여 association request메시지를 송신하여 결합을 수

행한다. 

● 결합절차에 의해 PNC와 DEV간의 방향이 결정되면 <

그림 1>과 같이 sector별 fine beam 방향을 찾는다.

● 이후 해당 단말은 미리 탐색된 sector level beam 정

보를 참조하여 fine beam을 용이하게 탐색하는 beam 

tracking 절차를 진행한다. 

 <그림 2>는 IEEE 802.11ad Beamforming 절차에 관한 

도면으로 IEEE 802.15.3c의 Beamforming 기술과 유사

하게 sector level의 training 절차에 이어 보다 세밀한 

beam level의 training 절차를 수행한다.

첫 번째 절차를 Sector sweep 단계라고 하며, 두 번째 절

차를 Beam refinement 단계라고 한다. 

● 1단계 : Sector Level Sweep(SLS) : 저속으로 TX 

training 절차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수신측은 Quasi-

omni RX를 하여 TX sector 별로 sector discovery 절차

를 수행한다.

● 2단계 : Beam Refinement Phase(BRP) : 고속 전

송이 가능하도록 Directional RX와 Antenna Weight 

Vector(AWV) 설정을 위한 보다 정밀한 TX/RX beam-

forming training 절차를 수행한다. 

[표 1] 분석 대상 표준문서

[그림 1] IEEE 802.15.3c Beamforming 절차

[그림 2] IEEE 802.11ad Beamforming 절차

[표 2] 분석 대상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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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Sector Training절차 : 단말의 저속 이

동에 의해 수신측이 link 상태가 열화되었다고 판단되

면, Beam Tracking Request를 보내 Training field와 

feedback 정보가 수납된 Beam Refinement 메시지 교

환을 수행한다.

 현재 상기의 기술이 기고되어 IEEE 802.11ad Draft 0.1 

상에 반영되어 있다.

3.2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 소개

 투과성이 극히 낮은 60GHz 채널에서 차폐물로 이격

된 두 장치 간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무선 기

술에서 사용되는 WDS, Ad-hoc Routing 기법, 그리고 

2.4/5.7GHz WLAN 대역으로 Fast session transfer 하

는 기법도 가능하지만 보다 간편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전용 Relay 방식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 

IEEE 802.11ad Draft 0.1 상에 반영 되었다. 

 Relay 동작으로는 Link-Switching과 Link-Cooper-

ating 기술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기 동작 간 변경에 관

한 Relay Operation-type Change에 관하여 정의 되어 

있다. 

 <그림 3>은 Link Switching type에 관한 동작으로 S-D 

Direct link가 차단된 경우 Relay를 경유하여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며, <그림 4>은 Relay가 S-D 

Direct link 설정 시 개입하여 동시에 자신을 경유하여 

repeating 함으로서 전송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제2절 표준화 동향

1.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표준화 동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풀HD급 동영상을 무선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 기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IEEE 

802.11n 성능이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

영하여 IEEE는 Gbps급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무선랜의 새로운 기술인 VHT(Very High Throughput)

에 대한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포스트 802.11n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VHT의 주요 사항으로는 802.11n 대비 2

배 이상의 전송속도인 1 Gbps 이상을 지원하여 압축되지 

않은 HD 동영상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802.11n과 비

교할 때 개선된 커버리지와 전력소모 기능을 갖고, 기존 

무선랜 사양들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VHT 논의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으로는 기존에 802.11n

이 사용하는 5GHz 대역의 주파수 자원의 포화 가능성으

로 인해 기존에 PAN 서비스에 사용되었던  60GHz 대역

이 VHT 서비스를 위한 또 하나의 가능한 주파수 자원으

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VHT 규격에 대한 논의는 5GHz 

대역을 사용하는 버전(VHTL6)과 60GHz 대역을 사용

하는 버전(VHT60)으로 이원화되어 2008년부터 논의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VHT60(표준명 802.11ad)은 

60GHz 대역을 사용하는 VHT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

로 인텔, Sibeam, 브로드컴 등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VHT60에서는 기존의 PAN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

는 초근거리 개인통신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비

교적 광역의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전송 기술

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 무선랜과의 호환성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2.4/5/60GHz 대역을 넘나드는 멀티 라디오

를 필요로 한다.

   또한 60GHz 대역의 높은 직진성과 경로 손실로 인

한 커버리지 협소화 문제 및 낮은 투과성 극복을 위해 

릴레이 필요성이 주장 되었으나 IEEE 802.15.3c에서는 

60GHz 대역의 릴레이 기술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릴레

이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어 IEEE 802.11ad에서

[그림 3] Link Switching type 동작

[그림 4] Link Cooperating type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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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TRI 주도로 기고문이 제출되어 Draft 0.1 상에 반

영되었다.

2. 최근 회의에서의 기술별 논의 사항

  현재의 VHT60의 표준화 작업 일정을 살펴보면 2007

년 3월 VHT(Very High Throughput) SG(Study Group)

으로 승인 되었으며, 2009년 1월 60GHz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를 위한 IEEE 802.11 TGad가 

시작되어 Functional requirements가 2009년 7월에, 

Evaluation methodology, Channel modeling이 2010년 

1월에, Selection Procedure가 2010년 1월에 각각 승인 

되었다.

  Selection Procedure로는 Down-selection procedure 

제안 되었고, 상기 절차의 내용을 보면 Alliance를 구성

하여 Functional requirement 및 Evaluation method-

ology에 기술된 모든 요구사항이 반영된 문서인  Com-

pleted Proposal(CP)을 제출 후 각 CP에 대해 투표를 진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75%이상 득표 시 CP가 표

준규격서인 Draft로 인정되고, 미득표 시 상호 Alliance 

간에 New Technique Proposal(NTP) 제출 후 조정 과정

을 거쳐 최종 Draft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의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회의에서는 총 8개의 NTP 발표 및 Strawpoll(찬성/

반대/기권)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제출된 NTP로

는 Synchronous Collision Resolution, 채널추정시퀀스, 

Spatial Discovery, Simultaneous Beam Training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NTP가 반대 또는 철회 되었다. 2010

년 5월 회의에서는 새로운 1개의 CP가 제출되었으나 철

회되었으며, WiGig 진영의 CP1(Completed Proposal)이 

Draft 0.1로 승인 되었다. 

  이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Draft가 승인된 것이며 현

재 Comment 및 Resolution 단계이다. Draft 승인에 따

라 향후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이 규격에 포함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의 관련 기술 개발이나 IPR 

확보를 위한 노력도 Draft의 기술 규격을 기초로 하여 이

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특허분석

1. 개요

1.1 분석대상 기술 범위

  분석대상 기술 범위는 TTA 표준화 로드맵(2010년)에서 

제시된 Gigabit WLAN의 6개의 표준화 대상항목 중 “제

1회 표준특허 자문위원회”에서 4개의 표준화 대상항목

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통합 과정을 거쳐 3개의 표준

화 대상항목으로 분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중 Beamforming 및 

Relay 기술을 분석대상 기술로 선정하였다.

  Beamforming과 Relay 기술 표준 및 기고문과 관련 있

는 특허를 검색하기 위해 출원연도에 제한 없이 한국, 미

국, 일본, 유럽, PCT공개/등록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 검색시스템인 자격루와 

Thomson innovation을 이용하여 키워드에 의한 특허 모

집단을 추출하였다.

  또한, 키워드에 의한 검색 이후 특허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특허를 추출함과 동시에 주요 특허권자 및 표준별 

기고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특허 모집단을 보완하였다. (

정량분석 대상 특허)

  이후 1차적으로 가장 표준 내용에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추출하고, 표준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검증을 통

해 청구범위 비교 차트 작성을 위한 표준 관련 특허를 추

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2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검색식

1.2.1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 검색식

 검색식은 표준 문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 

beamforming, beamsteering 및 millimeter의 동의어를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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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범위는 청구항, 발명의 명칭, 요약서로 정하였다. 

상기 검색식을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총 1891/1225건이 

히팅 되었으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Beamforming 

기술 및 Relay 기술과 연관성이 없는 특허를 필터링한 

결과 179/85건이 검색되어 분석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정량분석(특허동향)

2.1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 특허동향

2.1.1 국가 연도별 출원량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 관련 특허를 국가별 점

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

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에서 63건, 일본, PCT 

및 유럽에 각각 11건, 8건, 4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Uplink & Downlink MU-MIMO 관련 검색식

[표 4]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에 관련된 특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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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가장 

빠른 2005년부터 출원이 활발해짐을 알 수 있으며, 2년 

뒤 미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출원동향을 보이는데 이는 

IEEE 802.15.3c가 Task Group으로 승격된 2005년부터 

issue화 되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1.2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5] 국가별 출원 동향

[그림 6] 국가별 출원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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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그림 6]은 각 국가별 AP에서의 Beamforming 기

술에 대한 출원인과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특허량이 47건(53%)으로서 다른 기

업에 비해 매우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에 엘지 7

건, ETRI 5건 순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Broadcom, Intel, 삼성의 특허가 각각 11건

(18%), 8건(14%), 7건(11%)로서 비교적 다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의 특허가 다출원 상위 그룹

에 속해 있다.

  일본에서는 Toshiba와 Sony가 각각 3건의 특허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IEEE 802.11a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는 NICT 역시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및 국제 특허에서는 특별히 다른 특허권자에 비

해 많은 출원량을 보인 특허권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Intel, Sibeam 및 

Qualcomm이 출원비율이 높을 알 수 있다.

2.1.3 업체별 출원동향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과 관련하여 출원한 출원

인 중 주요출원인 13개 업체의 출원량을 비교해 보았다. 

삼성이 5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Broadcom

이 14건, Intel가 14건을 출원하였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 엘지전자가 7건, 

ETRI가 5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Intel 및 

Broadcom이 IEEE 802.15.3c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4 국적별 출원인 분포

[그림 7] 출원인별 출원동향

[그림 8] 출원인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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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그림 8]은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과 관련

된 각 출원인(특허권자)의 국적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

낸 것이다.

 한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75건

(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 국적 출원인(특허권

자)의 출원량이 62건(35%)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출원인 중 삼성이 특허가 54건(72%)으로서 한

국/외국 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두드러지고, 출원량이 상

대적으로 많은 출원인 역시 대기업 중심이 특허출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2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 특허동향

2.2.1 국가 연도별 출원량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 관련 특허를 국가별 

점유율 및 연도별 출원동향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

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에서 22건, 유럽, PCT 

및 일본에 각각 11건, 9건, 6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2004

년부터 특허출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미국 보다 1년 뒤 출원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국가별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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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가별 출원인 비율

  상기 [그림 10]은 각 국가별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에 대한 출원인과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출원량이 6건(27%)으로서 다른 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

에 한국과학기술원, ETRI가 각각 3건의 특허출원을 하

고 있다. 외국계 기업으로 IEEE 802.11ad에서 활동하고 

있는 Intel과 Beam Networks가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

고 있다.

[그림 10] 국가별 출원 동향



  미국에서는 Broadcom이 12건(32%)로 출원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IEEE 802.11ad에서 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 Intel, Nokia, Qualcomm, Sony, 삼

성 및 ETRI가 Relay와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Advanced Tele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이 3건(50%)로 가장 높은 출원량

을 보이고 있으며, IEEE 802.11a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NICT의 역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유럽 및 국제 특허에서는 Sony, NEC, Matsushita 등 

일본계 기업이 눈에 띄었으며, 미국에서 많은 출원을 보

이고 있는 Broadcom과 Ericsson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

고 있다. 

2.2.3 업체별 출원동향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과 관련하여 출원한 

출원인 중 주요출원인 16개 업체의 출원량을 비교해 보

았다. Broadcom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

며, 다음으로는 삼성이 7건,  ETRI가 5건을 출원하였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 ETRI와 한국과

학기술원 순으로 출원량 보이고 있다. Broadcom을 제

외하고는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AP에서

의 Beamforming 기술 관련 출원 양상과 다르게 IEEE 

802.11ad에서 Relay 관련 기고를 하는 ETRI이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2.4 국적별 출원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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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출원인별 출원동향

[그림 11] 출원인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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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12]는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과 관

련된 각 출원인의 국적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이 36건(42%)으로 가장 

많고, 일본 21건(25%), 한국 18건(21%), 유럽 10건(12%) 

순으로 높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출원인 중 Broadcom은 16건(44%)로 미국 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삼성이 7

건(39%)으로 높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앞의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IEEE 802.11ad에 주

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Broadcom, 삼성, ETRI 등이 높

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제4절 기고문/특허 분석

1.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기고 동향

1.1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

  Intel, Sibeam, Broadcom, 삼성, NICT 및 ETRI 등

이 주도하에 IEEE 802.11ad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5월에 Draft 0.1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Com-

ment 및 Resolution 단계에 진입하여 있다. 이미 개발된 

802.15.3c PHY를 기반으로 IEEE 802.11용 PHY와 MAC

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WPAN(IEEE 802.15.3c)와의 차

별성 입증 및 Coverage 확대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 Directional MAC 기술 : 

 - Beamforming을 이용하여 전달거리 확장 및 효율

성 향상

 - Direction-Direction Neighbor 방식에 의한 Mul-

tihop RTS 방식

 - Circular RTS/CTS MAC 방식에 의한 효율성 향

상 방법 

 - Discovery Beacon 외에 Periodic Beacon을 추가하

여 active 단말이 있는 sector에만 beacon을 송신하여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법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 

1.2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

  IEEE 802.15.3c 표준화 진행 과정 중에도 60GHz 대역

의 채널 특성으로 인한 Relay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

었으나, IEEE 802.15.3c에서는 상기 Relay이 기술이 표

[표 8] 기고문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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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규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60GHz 대역 채널

1의 높은 직진성과 경로 손실로 인한 커버리지 협소화 문

제와 낮은 투과성 극복을 위한 릴레이 필요성이 계속 주

장되어 IEEE 802.11ad 진행 시 ETRI에 의해 릴레이 관

련 기고문이 제출 되었으며, 2010년 5월 회의에서 승인

된 Draft 0.1 상에 Relay이 동작이 채택되었다.

  핵심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 Link-switching

● Link-cooperating

● Relay Operation-type Change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 

1.3 기술 분류표

1.4 기고문 정량 분석

1.4.1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

  기고문 분석대상으로 IEEE 802.11ad에 2009년 9월부

터 2010년 5월까지 기고된 약 220건의 기고문 중 37건을 

선별하여 분석하였고, 그 중 기술적으로 이슈가 되는 4

건의 기술에 대하여 분석시트를 작성하였다.

- Intel 1건(2010.05), InterDigital 1건(2010.03), Qual-

comm 1건(2010.03), IHP/Orange labs 1건(2010.05)

1.4.2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

  IEEE 802.15.3c 표준화 진행 과정 때부터 주장되어 오

던 60GHz 대역의 전용 Relay 기술이 IEEE 802.11ad 표

준화 진행 과정 때 기고문으로 제출되었고 2010년 5월 

회의에서 Draft로 승인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ETRI측

에 의해 제출된 Relay Operation에 관한 분석시트를 작

성하였다.

- ETRI 1건(2010.05)

1.5 기고문 정성 분석

1.5.1 AP에서의 Beamforming 기술

  60GHz 대역에서의 높은 감쇄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Directional MAC이 중요하며, Directional MAC에 의해 

spatial reuse 기능이 제공되므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Directional MAC 기능을 지원되려면 방향

성 이는 Beamforming 전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대상 

장치를 탐색하는 device discovery 절차가 MAC 계층에

서 수행되어야 한다.

  MAC은 방향성지원, 공간재활용, random/scheduled 

access 모두 지원하고 보안기능과 전원절략기능을 제공

하며 또한 2.4GHz 대역으로의 Fast session transfer 기

능도 고려되어야 한다.

  PHY의 경우 채널은 총 4개이며, 기존 무선LAN 규격

과 호환성을 위하여 공통의 preamble, MCS, coding 방

식을 사용한다. 변조방식은 복잡한 OFDM 및 간단한 SC 

방식을 각각 지원하며 또한 PHY 계층은 BF을 지원한다.

  또한 IEEE 802.15.3c의 Beam training 절차의 복잡

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Beam training 절차 간소화 방법

에 대한 기고가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출원

이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기고문의 기술 이슈를 분석하

고 IEEE 802.11ad Draft에 채용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향

후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상해 본다.

[표 9]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분석대상 기고문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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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고문 1

○ 802.11ad BeamForming(BF)절차

  Sector level의 training 절차에 이어 보다 세밀한 

beam level의 training 절차를 수행한다. 첫 번째 절차

를 Sector sweep단계라고 하며 2번째 절차를 Beam re-

finement단계라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phased array안테나를 가

진 Initiator는 transmit  sector sweep 절차를 수행한

다. 이때 responder도 receive sector sweep절차를 수

행한다.

◆ 주요 기고문 2

○ 효율적인 Device Discovery 방법

  기존 802.11에서는 STA이 접속할 수 있도록 beacon을 

전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송신한다. 하지만 60GHz에서는 

이러한 전방향 비컨 전송방식은 지연문제와 이웃에 대한 

간섭을 초래한다.

  InterDigital에서 제안된 Device Discovery 절차는 일

반적인discovery beacon 절차에 periodic beacon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즉 탐색된 DEV가 있는 곳에만 필요한 

beacon을 주기적으로 송신한다. 

  이를 통하여 Periodic Beacon은 탐색된 sector에만 전

송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Quasi-Omni하게 주기적으로 

송신되던 beacon메시지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림 13] Spatial Discovery in 60 GHz



PATENT 21 29

그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AP의 동작

● 먼저 [그림 3-13]과 같이 4방향의 coarse direc-

tional beam을 사용한 beacon전송을 Time division

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 이들이 위치한 곳인 1, 2영역에 대해서만 해당 단말

과의 fine beamforming절차를 수행한다.

● 이후 단말 4개가 모두 결합되면 이들이 위치한 곳

인 1, 2영역에만 periodic beacon을 송신한다.

● 물론 이러한 periodic beacon절차를 x번 수행한 

후에는 discovery beacon을 송신하는 첫 번째 절차

를 수행한다.

b) 단말의 동작

● STA는 AP에 결합하기 위하여 먼저 discovery 

beacon의 수신을 위하여 sector별로 scan한다.

● 이후 발견된 AP에 대한 결합을 수행한다. 아래 예

에서 단말은 sector D에 대한 direction이 설정된다.

◆ 주요 기고문 3

[그림 14] Spatial Discovery in 60 GHz

 [그림 15] Discovery beacon에 periodic beacon을 추가한                  
           효율적인 beam forming절차   

[그림 16] Golay code를 사용한 동시 beam training절차시의 
          간섭배제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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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ay code를 사용한 신속한 training절차

  Qualcomm사에서는60GHz망에서 주기적으로 beam 

training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큰 오버헤더를 

가지므로 여러 개의 STA쌍이 동시에 beam training절차

를 을 수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해당 STA들의 프레임들이 간섭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Golay code를 사용한 training sequence를 사용하

면 training overhead를 5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현재 이 기고문 내용은 802.11ad 프레임워크 문서에 포

함되어 있다.

◆ 주요 기고문 4

 

1.5.2 Relay에서의 Beamforming 기술

 Relay 기술은 ETRI의 주도로 Intel과의 연합에 의한 

Relay 관련 통합 표준안을 제출하였고, 상기 Relay 기

술은 투과성이 극히 낮은 60GHz 채널에서 차폐물로 이

격된 두 장치 간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용 Relay 방

식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Relay를 사용하면 

service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ETRI가 제출한 Relay 관련 기고문 분석시

트를 작성하였고, 향후 표준화 진행 시 상기 Relay를 활

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특허분석 시트를 작

성하였다.

◆ 주요 기고문 5

○ Relay Operation type

● Link switching type :이것은 S-D직접링크가 단

절된 경우 source는 Relay를 경유하도록 한다. 이후 

복구되면 원 위치한다. 이를 위하여 Relay에 대한 BF

절차를 포함한 Common Relay setup절차를 사용한

다.

● Link Cooperating type : 이것은 릴레이가 S-D직

접 연결설정시 개입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경유하여 

repeating한다. 즉 수신측에는 2개의 동일한 스트림

이 결합되어 수신되도록 하여  Receiver Diversity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송시점 조정 등

의 절차를 수행한다. 

○ Relay Operation Type의 공통절차

● Relay capabilities and RSUS discovery 절차

● Rsus selection 절차

● RLS(Relay Link Setup)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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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lay capabilities and RSUS discovery 절차: Src

단말은 dst STA의 relay기능을 탐색한다. 이것은 상대

방이 전송하는 beacon메시지에 수납되는 새로운 Relay 

capability IE를 수신하여 인지한다. 여기에는 해당 STA

가 relay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표시한다. 그리고 Coop-

eration비트는 Link Cooperating type도 지원하는지 표

시한다.

ii) RSUS selection 절차 : 수신된 Relay Capability와 채

널상태에 따라 해당 릴레이 장치를 선택한다. 이 과정

에서 relay와 단말간의 beam forming절차가 수행된다.

iii) Relay Link Setup (RLS) 절차: 다음과 같이 선택된 

relay장치에 대하여 요청하여 목적지에 대한 연결을 설

정하도록 한다.

2. 60GHz 대역 Gigabit 무선전송 기술 특허 동향

  분석된 기고문과 관련된 특허를 분석하였으며, 상기 특

허의 기술적 사상을 IEEE 802.11ad Draft 기술에 채용 

가능성 여부 및 채용 하였을 경우 효율성에 대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 특허분석 시트

▶ 본 특허의 기술적 특징 및 분석

 In a method for relaying deployment in a wire-

less communication system comprising a transmit-

ting node with multiple antennas for communicat-

ing with at least one receiving node via at least two 

relay nodes, a data stream at the transmitting node 

is partitioned(S1) into at least two data substreams, 

each of which is beamformed and transmitted(S2) 

over a first link to a respective of the relay nodes; 

subsequently at least one restorable representation 

of each received substream is forwarded (S3)over a 

second link to the receiving node from the two relay 

nodes; and finally the received and decoded repre-

sentations are multiplexed (S4) to form an output 

signal at the receiving node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data stream.

[그림 17] Relay capabilities field

[그림 19] Relay Beamforming 절차

[그림 18] Relay Search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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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허의 기술적 특징 및 분석

 PROBLEM TO BE SOLVED:To provide a repeater 

which repeats communication in good condition be-

tween terminals, is able to repeat, and has a wide-

band, and a radio communication system using the 

repeater in an environment where positions of ob-

stacles varies. // SOLUTION:A plurality of termi-

nals 1 and 2 transmit and receive data using a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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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A repeater 3 repeats data transfer between the 

terminals 1 and 2 moving to a position where data 

communication is possible between 2 terminals which 

transmit and receive data. The repeater 3 moves to 

a position where radio communication is possible to 

a transmission side terminal 1 and stores the data in 

a memory device. Then, it moves to a position where 

data communication is possible to a receiving side 

terminal 2, and transmits the data to the receiving 

side terminal 2. If 2 terminals 1 and 2 are in posi-

tions where mutual data communication is possible, 

the terminals 1 and 2 directly transmit and receive 

the data without using the repea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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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1. 표준특허 전략

  2007년 3월부터 WFA(WiFi Alliance)에서 시작된‘Wi-

Fi CERTIFIED 802.11n draft 2.0’인증을 통해 현재까

지 180가지가 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듯 여러 매체를 통해 IEEE 802.11n

이 핫이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WFA의 분석에 따르면 

초고화질의 영상을 위한 압축되지 않는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G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Gbps 이상의 차세대 무선랜 서비스를 위

한 국제규격의 활발하게 정의 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60GHz 대역을 통신에 활용하는 방

안이 제기되고 있다. 60GHz 대역이 미국을 비롯한 한

국(57~64GHz), 일본(59~66GHz), 유럽(57~66GHz)까

지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시

스템 간의 간섭 없이 최대 9GHz에 달하는 초광대역 채

널들을 사용함으로 손쉽게 Multi-Giga bps 전송 속도

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반도체 표준 공정 기술

인 CMOS의 미세 공정이 100nm 이하에서도 가능해 짐

에 따라, 60GHz 대역 RF 회로를 값싸게 구현할 수 있게 

된 점도 밀리미터(57~66GHz) 대역의 통신 활용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밀리미터파 대역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유럽의 ETSI/

BRAN, 북미의 IEEE 802, 그리고 60GHz 대역 WPAN 응

용과 관련한 WiHD 컨소시엄과 ECMA 인터내셔널 등에

서 활발히 진행 중이거나 표준이 출간되었다. 

  기존 IEEE 802.11n 이후 IEEE는 Gbps급 이상의 속도

를 지원하는 차세대 무선랜의 새로운 기술인 VHT(Very 

High Throughput)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기

존의 802.11n이 사용하는 5GHz 대역의 VHTL6(표준

명:802.11ac)과 60GHz 대역의 VHT60(표준명:802.11ad)

으로 이원화 되어 2008년부터 논의가 독립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본고의 분석대상인 IEEE 802.11ad는 2010

년 5월 회의에서 Draft 0.1이 승인됨에 따라 예상보다 표

준화 진행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IEEE 802.11ad는 IEEE 802.15.3c의 밀리미터파 기반

의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상기 802.15.3c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

하여 비교적 광역의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신호전

송 기술과 기존 무선랜과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멀

티 라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 회의에서 

Intel 진영의 CP1이 Draft 승인에 따라 향후 802.11ad

의 기술적 추가나 변경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표준특허 관리/대응 전략

  앞서 IEEE 802.15.3c에 관한 표준관련특허 4건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업체에서 출원된 1건의 특허는 한국

에 등록된 상태이나 미국 내에서 심사단계로 1차 거절이

유통지(Non-Final Rejection) 상태에 있다. 상기 특허가 

등록 시 표준관련특허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표준

규격 범위 내에서의 기술적 부가 또는 청구범위 감축 등

의 보정 수행, 분할출원 등 적극적인 거절이유 극복 방

안을 수립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Sibeam이 출원한 한국특허의 경우 미국 내에선 등록된 

상태이나 한국 내에선 공개상태에 있다. 한국에서 등록 

시 표준관련특허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서 선행기술조사

를 통해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겠으나 

차선책으로 상기 특허의 유사기술 또는 관련기술의 대응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분쟁협상 시 상대방의 권리를 상대

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다.

  Qualcomm과 Intel의 출원한 특허는 중국, 미국 및 PCT

에 다수의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상기 출원인에 

의해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특허라 판단되며, 현재 

국내서면제출기간(우선일로부터 2년 7월)이 지나지 않아 

국내 진입 가능성이 높은 특허라 판단되어 국내 진입 여

부, 등록 여부 및 법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특허로 판단된다. 

3. 표준특허 확보 전략

  향후 IEEE 802.11ad 이후의 표준화가 추가적으로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IEEE 802.15.3c의 Bean training 절차 복잡화를 해



결하기 위해서 discover beacon 관련, Golay code를 사

용한 동시 training 기술 및 상기 기고와 관련된 특허출

원이 있었으며, 공간 분할 다중 액세스 빔들에 의한 직

교 자원 재사용 방법에 관한 특허(Qualcomm), 빔 링크 

검색 방법 및 빙 링크를 이용한 통신 방법에 관한 특허

(LG), Adaptive history aware beam steering 방법에 

관한 특허 등 Beam training 간소화 방법에 관한 기고

와 특허의 기술적 사항의 존재하나, 802.11ad Draft 상

에는 상기 기술들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도 상기 Beam 

training 간소화 방법에 대한 기술적 이슈가 계속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다. 따라서 앞으로 Beam training 간

소화 기술을 IEEE 802.11ad Draft 상의 정의된 Beam 

training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고, 선행 특허출원을 통한 IPR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EEE 802.15.3c때부터 주장된 Relay 기술이 

Draft 상에 적용됨으로써 향후 Relay 활용방안에 대한 

기술적 이슈가 존재할 것을 예상되고, 앞서 살펴본 이동

형 리피터(NEC), 멀티 협력 릴레이(ERICSSON) 특허의 

기술적 사항을 활용한 이동형 릴레이와 동시 협력 전송 

릴레이 기술 등 릴레이를 활용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선행 특허출원을 통한 IPR 확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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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지난 2010년 11월, 제주도에서는 Korea Smart Grid 

Week 행사가 개최되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스마트그

리드 실증 단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의견을 나

누는 자리에서 전기차는 빠질 수 없는 주제였다. 화석연

료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기

술의 일환으로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액체연료와 전기연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

드카는 이미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전기차 역시 

관공서를 중심으로 실사용 되고 있다. 전기차가 우리 일

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

기차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기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전기차가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

어 사용될 수 있을까? 언제인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

견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전기차에 관련된 표준화

가 완료된 이후라는 것이다.

  표준(Standard)이란 “물질, 제품, 기기, 시스템, 서비

스 등의 특성, 구성 요소, 성능, 동작, 절차, 방법, 양과 

질의 계량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

한 것인데, 이런 표준을 통해 사업자(제조업체) 간이나 

사용자 간에 일종의 약속이 생기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써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

령 휴대폰 배터리 전압이 부족해 졌을 때 24핀 표준형 휴

대폰이라면 표준 24핀 충전기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충전

을 할 수 있다. 이는 표준 24핀 충전기가 널리 보급되었

기에 가능한 것이다.

  전기차도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서는 배터리 전압을 충전해야 한다. 그런데, 충전을 위

한 커넥터(플러그)가 전기차 차종마다, 생산하는 업체마

다 다르다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

게 될 것이다. 충전소에서 모든 차종에 맞는 충전용 커

넥터를 구비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미 정부나 산업계에서는 

전기차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앞서 표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현재 전기차 관

련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기

에 앞서, 제주 실증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충전 인

터페이스의 표준화 수립을 위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KSGA)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표준”

전기차 충전용 커넥터

표준관련 특허분석 보고서 김  병  년
표준특허센터

연
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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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표준관련 특허분석을 실시하여, 표준과 관련

된 지재권에 대한 분석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참고로, 전기차를 비롯하여 스마트그리드 표준화에 대

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KSGA) 홈페이지(http://www.k-smartgrid.org), 스마

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홈페이지(http://www.sgstan-

dard.org)를 이용하면 되고, 표준특허에 대한 정보는 한

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특허 홈

페이지(http://www.epcenter.or.kr)를 이용하면 더 많

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범위

  본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표준문서에 나타나 있는 충전 

커넥터 형상에 대한 특허를 조사하였다. 

  * 분석 대상 표준문서 : SAE J1772, IEC 62196-2, 

JEVS G105

  또한, 일본 YAZAKI社, 독일 Mennekes社에서 출원

한 전기차 충전용 커넥터에 관련된 특허를 조사하였다.

3. 조사대상

  특허는 한국(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미국(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일본, 유럽, 국제특허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

였으며, 디자인에 대한 검색도 실시하였다.

4. 기술분류

  본 분석에서는 IPC분류 중 커넥터(H01R), 자동차

(B60R, B60L), 충전(H02J)에 관련된 기술분류로 한정

을 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5. 분석 방법

  전기 자동차 관련된 키워드와 충전 및 커넥터에 관련

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였으며, 출원인 

검색으로 YAZAKI, Mennenkes 의 특허를 검색하였다.

- 출원인 검색 (YAZAKI, Mennenkes)

※특허DB : 자격루(한국특허정보원), Thomson Innova-

tion, USPTO, espacenet, IPDL, KIPRIS(디자인 검색)

6. 분석 대상 표준문서

- SAE J1772 : 완속 충전 인터페이스 형상 표준, 일본 

YAZAKI社 (5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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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196-2 :

 1) 급속 충전 인터페이스 형상 표준, 독일 Mennekes社 (7핀)

 2) SAE J1772에서 정의된 connector를 추가 (5핀)

- 0JEVS G105 : 급속 충전 인터페이스 형상 표준, 일본 YAZAKI社 (10핀)



7. 표준-특허 비교

[No.1] JP06-236780 (출원일 1993.05.12)

Title : FEED CONNECTOR

● family 특허 : US5558533 A, US5573417 A, US5674086 A, GB2274556 A, DE4343210 A1, CA2111810 A1

<영문요약>

To prevent the halfway fitting when fitting and connecting a feed side connector to a receiving side connec-

tor, at the time of charging an electric vehicle, improve the connecting working property, and reduce the 

inserting force. 

CONSTITUTION : In a feed side connector 1, a connector body 2 is installed in the front half part of a case 

consisting of split cases 1A and 1B in such a manner as to be capable of sliding, and a handle 4 used also 

as a lead wire inserting pipe advanced by the rotation of a lever 3 to press the body 2 on a receiving side 

connector is provided in the rear half part in such a manner as to be capable of protruding and recessing. 

The middle part of the lever 3 is supported in the case, an acting part 3b is pivotally fixed to the handle 4, 

and an operation part 3a is protruded to the outside of the case. The lever 3 has a means for locking the 

connector body 2 in the position fitted to the connector body of the receiving side connector, and a means 

for releasing the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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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JP07-085926 (출원일 : 1993.09.20)

Title : CURRENT FEED CONNECTOR

● family 특허 : US5417579 A, DE4432194 A1

<영문요약>
To prevent separation when connector members on the current feeding side and current receiving side are fitted 
together and the current is fed for charging in an electric automobile etc., facilitate constructing with multiple poles 
through simplication of the structure, and prevent a lever from turning undeliberately undeliberately. 
CONSTITUTION : A current feeding side connector member A is so structured that a connector body 2 is slidably 
fitted in the front halves of the cases 1, 1’in cylindrical form while a handle 4 is installed in their rear halves in 
such a way as advancing and retreating, wherein the handle 4 is to move the connector body 2 toward the mating 
connector member with turning a lever 3. This lever 3 is furnished with a primary locking means (disengage lever 
5) to lock the connector body 2 in the position in fitting with the body of the mating connector member, a second-
ary locking means to lock the disengage lever 5 through energization of a solenoid 6, and a means to disengage 
the primary lock of the disengage lever 5 where the secondary lock is disengaged by deenergizing. The connector 
member A is equipped with a provisional engagement means (lock arms 36, 36’) relative to the mating connector 
member, and this provisional engagement means is furnished with a stopper means which checks advancing of the 
connector body 2 before it is fitted in/on the mating connector member.



[No.3] USD370462 (등록일 1996.06.04)

Title : Electrical charging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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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USD361749 (등록일 1995.08.29)

Title : Electrical charging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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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JP08-078095 (출원일 1994.09.08)

Title : EARTH CONNECTING METHOD AND EARTH CONNECTING STRUCTURE FOR ELECTRIC CONNECTOR

<영문요약>

To connect earthing circuits of terminals before terminals are brought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remove 

electric charge safely by using a temporary locking member and a return stopping member of female and male 

connectors for earthing circuits, respectively. 

CONSTITUTION : At the time of connecting connectors A, B, in the case a case of the connector A is inserted into 

a shell 43 of the connector B, a driving boss 47 of the connector B inserts a coupled driving pin 15 into the inside 

against the resilient force of a coil spring 14. Consequently, the tip part side of a temporarily locking arm 36 ro-

tates in the outer circumference on the pin 37 through a plate spring 38 and a hook-like holding claw 36a at the 

tip and a semi-locking type holding claw 36a are respectivedly joined with joining step parts of the shell 43 and 

locked. The claw 36a is brought into contact with an earth terminal 53 by the temporary locking. As a result, even 

if the electricity receiving side connector is electrically charged, the electric charge is quickly removed by an earth 

line. Then, when the lever 3 is rotated, the connectors A, B are completely fitted and lock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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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JP10-112348 (출원일 : 1996.10.04)

Title : CHARGING CONNECTOR FOR ELECTROMOBILE

● family 특허 : US5984706 A

<영문요약>

To prevent troubles such as contact failure or a short circuit of a terminal, by purging dust, moisture, or other 

foreign mater which is stuck inside of the engaging section between a feeding connector and the other connector 

using an air purging device. 

SOLUTION : In order to charge a feeding connector B, an air purge switch 40 for air purge is turned from the 

OFF position to the ON position. Then, because a solenoid valve 49’ of a branch piping D2 is opened, the com-

pressed air which is adjusted at a constant pressure by a pneumatic adjusting unit 50 passes through an air 

tube of cabtire case C, a ventilating hole 29a in an air cylinder 3, and an air tube 31 of split mold housing 1, 

and travels from an air purge exhaust outlet 32 of inner housing 2 into a hood part 8. Dust or moisture which 

is struck on a power terminal 10 and a signal terminal exposed on the hood part 8 and its inside is blown away 

in an instant. Therefore, contact failure or a short circuit accident is reliably prevented from happening.



[No.7] JP10-112349 (출원일 : 1996.10.04)

Title : CHARGING CONNECTOR FOR ELECTRIC VEHICLE

● family 특허 : US5906500 A

<영문요약>

To reduce cost and easily fit by small force by simplify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a power supply connector 

to be fixed to a power receiving connector on a car body side. 

SOLUTION : In a charging connector for an electric vehicle in which a power supply connector B of a charg-

ing stand is fit to a power receiving connector of a car body and the electric vehicle is charged, the power 

supply connector B consists of an outer housing 1 fit to the power receiving connector, an inner housing 2 

which is fixed to the front half of the outer housing 1 so as to be capable of sliding and houses a plurality of 

terminals 10, and an air cylinder 3 housed in the rear half of the outer housing 1, and a piston shaft, 20 of 

the air cylinder 3 is joined to the rear end part of the inner housing 2, the inner housing 2 is advanced by 

the operation of the air cylinder 3, and the terminals 10 are connected to corresponding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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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EP1246314 A1 (출원일 : 2001.03.14)

Title : Multipole connector device

● family 특허 : DE10112118 A1

<영문요약>

A multipole plug-in device has a casing (1) and contact elements (2) in the casing for transferring electric power. 

Supplementary contact devices (3) transmit information. A coupling (4) with mating contact elements (5)/supple-

mentary mating contact devices (6) links to the casing. The supplementary contact devices fit in an insert (7) 

that slides on-axis against the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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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USD615496 S (등록일 : 2010.05.11)

Title : PLUG-I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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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결과
   

  표준문서 SAE J1772(5핀), IEC 62196-2(5핀), JEVS 

G105(10핀)에 관련된 특허가 검색되었으나, IEC 62196-

2(7핀)과 관련된 특허는 검색되지 않았으며, YAZAKI社 

및 Mennekes社 이외의 출원인에 의해서는 표준 관련 특

허가 검색되지 않았다.

  검색된 특허 중 YAZAKI社의 특허는 대부분 1993년

~1996년도에 출원되었으므로, 향후 3년~6년의 권리 기

간이 남아 있으며, 미국 디자인 특허는 1995년, 1996년

도에 등록되었으므로 권리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

된다.

  또한, 검색된 특허 중 Mennekes社의 특허는 2001년도

에 출원되었으며, 특히 미국 디자인 특허는 2010년도에 

등록되었으므로 특허 권리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허 권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미국 디

자인 특허의 권리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4년임)

  그리고, 표준 관련 특허가 일본, 미국, 유럽에는 출원

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특허 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9. 검토의견

  국내에 특허 출원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내에

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본, 미국, 유

럽에서 상용화를 할 경우에는 관련 특허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 9월 이후 개량 발명을 

출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미공개 특허가 존재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미국

에서의 상용화시에는 플러그 장치의 디자인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10. 마치며

  최근 국내 RFID/USN 산업계에 이탈리아 특허괴물 

‘시스벨’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특허로 공격

을 가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표준특허라는 것

은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특허를 침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특허이기에, 그 파워가 막강하다

고 할 수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기술 분야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표준 기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특허

(Essential Patent)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

한 전략적인 표준화를 진행함으로써, 상용화 이후에 막

대한 로열티를 해외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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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관계자 한국특허정보원 방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데이비드 멀스(David Muls) PCT 운영국장과 특허
청 관계자 1명(최인선 서기관 - WIPO 소속 컨설턴트)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4
월 14일(목) 우리 정보원을 방문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금)에는 WIPO의 위차드(J. C. Wichard) 사무차장과 특허
청 관계자 2명(서을수 서기관, 경민수 사무관)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우리 정보원을 
방문하였다.

  우리 원은 이번 WIPO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소개와 더불어 PCT 
번역 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은 WIPO의 PCT 번역 사업을 수행(담당팀 : 정보가공팀)하
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PCT 출원 심사 관련 현안 및 정보화 사업 협력 방안
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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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일본 대지진 참사 피해 돕기 성금 기부

Patent21 제작 개선을 위한 내·외부 구독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3월 24일,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하여 지정기탁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전달하였다.

  우리 원은 지역사회, 해외지원, 여성/다문
화, 장애인 등 다양한 지원영역에 대해 주기
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공
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할 예정이다.

  우리 원은 지난 3월 30일 ~ 4월 8일까지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우리 원의 정기 간행물 
Patent21의 내·외부 구독자 4,305명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을 통해 Patent21의 제작 
및 수록내용에 대한 구독자들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향후 
Patent21의 제작·운영 개선방향 수
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구독자들의 의견 반영의 일환으로 이
번 95호부터 본지의 전면 컬러 인쇄
를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Patent21은 특허정보분석 
고급 전문학술지로서 지재권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보급·확산을 위해 계
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사진출처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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