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변리사회간 공동세미나

산업 분야별 AI 특허의
현황 및 문제점

융합보안공학과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이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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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AI 지식재산 환경
AI 지식재산 강국 비전

AI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 선도

과열되는 AI 지식재산 전쟁

전략분야 & 표준특허

•

과열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중심의 AI 특허 출원
경쟁과 중국의 양적 성장, 그리고 양극화

•

AI 관련 특허 패밀리 중 침해소송 등 AI 특허
분쟁과 연관된 특허 1,264건 (WIPO, 2019)

•

AI 분야 기업 인수 건수: 2000~2012년에는
평균 5% 증가, 2012~2017년 33% 증가
(WIPO, 2019)

산업의 융복합화와
짧아진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도래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략

•

(AI 전략분야 강화∙확장) 1) 기존 AI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확장, 2) 고품질 AI 특허
선별하여 세부 기술별 선택과 집중, 3) 전략 산업
분야 선정하여 집중 투자

•

(AI 표준특허 주도) 1) 인공지능 산업기술표준
확보 및 표준 특허 발굴 체계 수립, 2)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 참여, 3) AI 특허풀 주도, 4) AI 산업
IP 펀드 설립운영

원천 기술
확보의 어려움

국제 표준의
파급력 증가

AI 지식재산 역량이
글로벌 4차 산업
경쟁력

4차 산업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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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식재산현황∙동향∙문제점
산업분야별 AI 특허 현황

국가별AI 특허동향
미국, 일본, 독일

4차 산업 요소 기술 경쟁력
 강한 분야: 하드웨어, 통신, 파워 서플라이, 가전제품
 약한 분야: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위치기술, 안전, 3D 시스템, 이동수단, 산업
인프라, 의료기술, 농사기술

인공지능분야특허포트폴리오와시장성
 삼성, LG, ETRI 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량이 많은 편이지만, 특허의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 필요.
 특허 포트폴리오의 품질을 나타내는 PAI (Patent As-set Index, 특허
자산지수)가 특허 포트폴리오 사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은 문서관리, 지도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운송, 엔터테인먼트, 독일은 에너지 관리, 생명의료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예술 및 인문학, 에너지 관리 분야에 특허
출원이 다소 많은 편이지만, 전략 분야가 부재함.

특허 활용 동향 및 국제 표준화
 아직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고,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알려진
소송이 매우 적음. 무효심판은 다임러 (Daimler)가 가장 많이 제기했고, 피소
대상은 우리 나라 기업이 가장 많음 (삼성, LG, 현대).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전쟁 중. 중국의 경우 전 산업 분야 대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양질의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는 걸음마 단계이며, 인공지능 융합기술 분야 중
전략 분야 선정하여 국제표준특허 확보와 집중 투자 필요.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 산업기술 주도권 뺏긴 것처럼

4차 산업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지식재산 주도권 뺏기면 안 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분야 포트폴리오 강화와
국제 표준특허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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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지식재산 전략
우리나라 AI 지식재산 현황

글로벌 AI 지식재산 전략

4차 산업 및 AI 특화 기술 분야
IT 하드웨어, 파워서플라이, 스마트기기/가전
제품/서비스 중심의 지식재산 특화

반면, 소프트웨어, AI 분야 특허 포트폴리오는
약함

AI 특허 출원인 현황
대기업과 정출연 주도의 적극적인 투

AI 지식재산 전략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하고 확장

자와 R&D 기반 성장

고품질 AI 특허 선별하여 집중적 해외출원

한국과 미국 위주의 특허 출원

전략 산업 분야 선정하여 집중 투자
국제 표준화에 주도적적극적 참여

표준화 현황
정부주도 AI산업 표준화 워크숍(2020.11)
ISO/IEC JTC1/SC42 표준화 참여

IT·IP 친화적 환경과 높은 교육수준
정보통신·IP 인프라의 고도화보편화

미래도약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전략
• AI 반도체, 뉴로모픽 컴퓨팅
• 음성/이미지 인식 및 추적
• 자율주행
• 네트워크 및 미디어/콘텐츠
해외 출원 심의를 더욱 내실화하
고 고품질 AI 특허를 선별하여 세
부 기술별 선택과 집중
• 주요국 (유럽, 중국, 일본) 특
허 출원 확대
• 적극적인 특허 매집과 기업인
수합병을 통한 IP 확보
전략 산업 분야 선정하여 집중 투
자
• 통신네트워크
• 교육, 군
• 전자정부, 금융
• 에너지 관리

AI
지식재산
강국

국제 표준화 과정에 주도적적극적
참여하여 국제 표준 특허 발굴
• AI 산업 관련 기술 표준 수립
• AI 공공 특허풀 개발

고등 교육을 받은 고급 인재가 풍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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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국제패밀리특허 동향
모든 기술 분야 특허 vs. 4차 산업 관련 특허
특허와 제4차 산업혁명-데이터 기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보고서 발표
(2020.12.10, EPO): 2000~2018년 사이의 4차 산업 혁명(4IR) 관련된 국제 특허 패밀리 (IPF) 특허 분석

EPO, Patent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0.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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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국제패밀리특허 동향
4차 산업 기술 관련 국제 패밀리 특허 (2000-2018) 분석
상위 10위권 기업 비교

EPO, Patent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0.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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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국제패밀리특허 동향
주요 출원인(상위 10위)별 특화 기술 분야 분석
Core 기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커넥티비티) 비교: RTA* 기준으로 비교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통신은 경쟁이 치열함
*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index:
• 특허의 상대적 전문성 측정 지표 (값이 높을 수록 전문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EPO, Patent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0.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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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국제패밀리특허 동향
출원 기업 (상위 10위)별 특화 기술 분야 분석
기초응용 기술 분야에서 가전제품, 파워서플라이 부분이 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약함.

기초
기술

응용
기술

EPO, Patent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0.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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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국제패밀리특허 동향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국가별 특화 분야
우리 나라의 강한 분야와 약한 분야

강한 분야

약한 분야

• IT hardware

• Dada management

• Connectivity

• Artificial intelligence

• Power supply

• Geo-location

• Consumer goods

• Safety
• 3D systems
• Vehicles
• Industrial infrastructure

• Healthcare
• Agriculture

EPO, Patent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20.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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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인공지능 분야 특허 포트폴리오의 관련성, 규모, 시장성
우리나라 AI 특허 포트폴리오의 PAI (patent asset index)는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ETRI talktalk letter (202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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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우리나라 주요 AI 특허출원인의 국가별 출원 현황
한국과 미국에 편중된 특허 출원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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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WIPO 2019 보고서
1950년 이후 출원된 34만여 건 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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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AI 요소기술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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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주요 국가별/기업별 특허 분포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2020.09.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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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국가별기업별 AI 특허 특성화 분야
미국, 일본, 독일은 AI 특허가 집중된 특성화 분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성화된 전략 분야 부재/약함
국가

분류

내용

주요기술

문서관리, 지도학, 개인기기/컴퓨팅 및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네트워크,
비즈니스

주요기업

IBM, Microsoft, Alphabet

주요기술

운송, 엔터테인먼트, 예술과 휴머니티

주요기업

Toshiba, NEC, Fujitsu, Hitachi, Panasonic, Canon, Sony, Toyota, NTT,
Mitsubishi, Richo, Sharp

주요기술

운송, 법/사회/행동과학

주요기업

Siemens, Bosch

주요기술

개인기기/컴퓨팅 및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주요기업

삼성, LG

미국

일본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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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중국
AI 분야 특허출원 건수 세계 1위로 AI 시장 선도하며 표준화에 적극적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잃고 있어서, AI 제조 (하드웨어) 분야 악영향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인공지능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
로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어서 글로벌 우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함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 3월 5G, AI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부양책/산
업육성정책인 신기건 (신인프라건설)정책 발표.

신기건 정책은 AI, 5G, 블록체인, IoT, 위성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융합기술 (교통, 에너
지, 교육,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총 5,900조원 투자 (AI 분야 20조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2020.09.10) 인용

단위: 억위안
26.2%

44.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2019.06.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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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미국
USPTO에 접수되는 AI 특허출원건수 2배 이상 증가: 2002년 3만건 -> 2018년
6만건


AI 개인발명가와 특허권자 수: 1976년 대비 2018년에 25배 성장



AI 특허 출원 건수: 1976년 대비 2018년에 약 5배 성장

특히, 기획 및 통제 (planning and control), 지식 처리 (knowledge
processing) 분야에서 AI 특허출원이 가장 크게 성장함.
상위 5위 기업: IBM, MS, Google, HP, Intel
1976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대도시와 기술허브 도시에서 AI 발명가와 특허
권자가 집중되었지만, 2000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됨.
USPTO, Inventing AI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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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6G (AI+5G)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표준 선언 특허 패밀리 수
전 산업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 선언한 규모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에 이어 5위.
5G 분야 표준 선언 특허 패밀리 수는 중국에 이어 2위, 국제출원 및 등록 특허 비율은 유럽에 이
어 2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2020.09.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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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6G (AI+5G)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통신 분야 표준 특허 경쟁
5G 표준선언 패밀리 특허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중국 기업(화웨이, ZTE, Oppo, Vivo 등)의 4G/5G 표준 특허의 양적 성장
특히, 5G 후속 통신 표준 (B5G, 6G)은 AI 와 통신기술의 융합이어서, 최근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5G 기술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 (교통, 건설, 의료, 홈 등)에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 세대에 비
해 로열티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
2G, 3G 로열티율은 모바일폰 매출액의 4.9~5.6% 수준인데 비해, 4G에서는 8.8~10.0%로 높아짐
(Iplytics, 20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2020.09.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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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6G (AI+5G)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6G (AI+5G) 표준 특허 창출 전략
6G의 주요 분야: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
(초지능), 3차원 공간 이동통신 기술 (초공
간), Tbps급 무선통신 기술 (초성능)
기존 통신 분야에서 쌓아 온 표준화 체계와

노하우 활용; 표준특허창출지원 및 전략

2020년 표준특허 전략맵, 차세대 이동통신(6G) (2020.12) 인용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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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술 분야의 AI 표준특허 발굴

인공지능 기반 표준,
응용시스템,
신뢰성, 기계학습,
유스케이스 표준 개발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머신러닝,
헬스케어를 위한 머신러닝 등
응용 서비스 표준화 작업

인공지능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및
데이터 공유 표준 개발

SEP inside, vol 27,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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