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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실용신안에 의한 영업방법의 보호* **

1)

丘 大 煥***

Ⅰ. 서론

이 글은 업방법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의 問題點1)을 인식하고 실용신안제도

를 업방법의 보호에 적용하여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도입을 위한 연구의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업방법의 핵심을 이루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그 시장발전의 특성을 조사하고, 실용신안제도를 日本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실용신안제도가 기술혁신의 원천인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 유익한지를 검토한

다. 또한 ‘실용신안제도’와 업방법,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경제적 관점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 특성에 입각하여 검토하

도록 한다.

* 이 글은 2003. 10. 18 (토) 서울 학교-북해도 학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實用新案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保護’를 기초로 하여 이를 업방법에 확 하는 방
안을 모색한 것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업방법을 특허로 보호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선행기술이 제 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없다. ② 특허적격성
(Subject-matter patentability)에 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③ 신규성 및 
진보성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상세한 내용은 Daehwan Koo,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University of 
Sheffield (UK), Ph.D. dissertation, 2002. 7. (이하, Koo, Effective Protection), Chapter 
5. Economic Review of Software Protection by Existing Regimes;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 Computer Program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US, Europe, Japan, Korea―, Pakyoungsa, 2005. 2. (이하,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amela Samuelson, Randall Davis, Mitchell D. 
Kapor, and J. H. Reichman, “A Manifesto Concerning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94 Colum. L. Rev. 2308 (1994) (이후 A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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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업방법의 기술혁신은 인터넷을 이루는 컴퓨터시

스템 또는 이를 이용하여 업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혁신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업방법의 최적 보호형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

특성을 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은 順次的, 累積的, 漸增

的으로 이루어지고,2)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혁신은 複製에 매우 脆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업방법을 가장 적절히 보호하는 제도는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 해야 한다.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을 

같이 한다. 다만, 특허의 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

는데 반하여 실용신안의 보호 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하지 않아

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실용신안에 의한 업방법의 보호는 節次가 단순하여 빠르고 費用이 적으며 

보호기간이 짧아 프로그램의 발전 특성 및 複製에 脆弱한 특성을 잘 반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반면, 실용신안의 보호 상이 物件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이

라는 점, 실용신안이 所有權的 權利라는 점,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 특성

이 ‘점증적’이어서 부분의 기술혁신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려

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의 보호 상 규정을 바꾸어 컴퓨터

프로그램과 업방법이 실용신안의 보호 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실용신안의 所

有權的 성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제도에 레히만(Reichman)의 책임이론 

개념3)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업방법은 사

실상 전자상거래 방법이고 이것은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것이므로, 차후에 

해당 권리가 무효되더라도 무효되기 전에 존재하던 권리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의 부정적 결과를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심사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신규성 

심사를 하도록 하되 진보성 심사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방법과 그 발전의 특성을 컴퓨터프로

2) James Bessen and Eric Maskin, Sequential Innovation, Patents, and Imitation,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o. 
00-01, January 2000;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96-98.

3) Dreyfuss, Rochelle., Diane L Zimmerman and Harry First, eds, Expanding the 
Bounda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이하 Dreyfuss, 
Expanding), 2. Of Green Tulips and Legal Kudzu: Repackaging Rights in 
Subpatentable innovation,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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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중심으로 살핀다. 둘째, 업방법의 특허보호의 현황을 미국, 유럽, 일본

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업방법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에 한 찬반론을 검토한

다. 셋째, 실용신안제도 및 이 제도가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에 갖는 의미를 검

토한다. 넷째, 검토결과에 따라 업방법의 보호에 실용신안제도를 도입하기 위

한 방안 및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업방법과 그 발전의 특성

1. 업방법의 의의와 종류

이 글에서는, “ 업방법(BM)”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4) 이 정의 하에, “ 업방법발명(BM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과 관련된 발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 업방법특허(BM특

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BM특허를 “비즈니스모델 특허”라고 부른다.

업방법은 업을 하는 주체에 따라 기업과 기업간의 B2B, 기업과 개인간의 

B2C, 개인과 개인간의 C2C, 기업과 정부간의 B2G, 개인과 정부간의 C2G, 정부

와 정부간의 G2G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과 비기술적인 부분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5)

A. 공지의 컴퓨터시스템으로 구현되고 기술적 적용이 있는 공지의 업방법 

발명

B. 공지의 컴퓨터시스템으로 구현되고 기술적 적용이 있는 새로운 업방법 

발명

C.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으로 구현되고 기술적 적용이 있는 공지의 업방법 

발명

D.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으로 구현되고 기술적 적용이 있는 새로운 업방법 

발명

E. 기술적 적용이 없지만 컴퓨터로 구현되는 새로운 업방법 발명

F.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업방법 발명

4)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105-106.
5)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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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업방법에 한 정의에 의하면 F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업방법’은 이 글에서의 업방법에 속하지 않지만 분류를 위하여 기재하 다. 

그리고 이 글에서 주로 논의가 될 업방법은 컴퓨터시스템과 같이 기술적 부분

에 기술혁신이 있어서 당연히 ‘발명의 상’(법정주제)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C 

및 D의 경우보다는 B와 같이 업방법(비기술적인 부분)에 혁신이 이루어진 경

우 혹은 A와 같이 통상의 업방법을 처음으로 공지의 컴퓨터시스템으로 구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업방법의 특성

업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전자상거래방법

이고,6) 그래서 업방법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터넷은 폭넓은 접근성, 고속 정보유통, 상호작용성, 통합성, 분산성, 시간 제

약의 탈피, 저비용성, 단순성, 디지털 교류, 무선통신, 익명성 등의 특성이 있다.

지역 고객과 물리적 판매가 없고 판매자를 바꾸는 비용이 비교적 낮은 상태에

서, 명성과 상표 및 고객의 신뢰도는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7) 이러한 요소들(명

성, 상표, 고객의 신뢰도)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첫 주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후속 진입자에게는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고객을 자신

의 사이트로 끌어와서 그 사이트에 한 신뢰를 쌓고 상표와 고객기반을 형성하

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8)

온라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의 특징이 있다.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여자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된다. 참여자에 한 어떤 시장의 가치는 

참여자의 숫자에 따라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부분의 판매자는 구매자가 많은 

시장에서 팔고 싶어한다. 이러한 곳에서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욱 약해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첫 주자의 이익(first-mover advantages)’을 

6) 특허청, 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지침(2000. 8. 1.)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발
명에 관한 출원은 ‘ 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업방법이 컴퓨터 상에
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 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

7)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pp.264-268.
8) 이것은 전자상거래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OFT, E-commerce, Executive Summary, pp.2 

-3,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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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하고 시장진입의 벽을 높인다.

3. 업방법의 발전 특성

업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을 하는 방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업방법의 기술혁신은 인터넷을 이루는 컴퓨터시스템 또는 이를 동작시키는 컴

퓨터프로그램의 기술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업방법의 발전 특성은 곧 

컴퓨터시스템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고 작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의 

발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컴퓨터시스템

의 발전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 특성을 통해서 업방법의 발전 특성을 살피고

자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발전에 있어서 주요 기술혁신은 1950년 , 1960년 , 1970년

에 일어났다.9) 1980년 부터 컴퓨터프로그램 발전은 주로 통합, 번들링

(bundling), 要素化, 再使用의 傾向으로 특징지어진다. 컴퓨터 기술발전과 보조를 

맞추고 컴퓨터 사용을 쉽게 하고 더 나은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상업용 오퍼레이션 시스템(Operation System(OS))에 계속적

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OS 통합은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의 사용을 단순하게 하

고 응용프로그램의 기술혁신 비용을 줄 다. 이것은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의 

標準化를 촉진했다.

규모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통합하고 互換

性을 維持하고 코드공유를 촉진하고 소그룹 방식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要素化 디자인 구조가 개발되었다. 要素化는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再使用을 쉽게 했다. 要素化와 再使

用에서의 기술혁신은 일반적으로 새롭거나 잘 알려진 요소들의 組合에 있다.

互換性과 相互運營性의 필요는 標準化를 촉진시켰다. 어떤 문제를 同一한 컴퓨

터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使用者 수가 증가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시장에

서의 標準化 정도가 증가했다. 標準化 傾向은 인터넷 출현으로 가속화되었다. 인

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급증하면서 높은 標準化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준을 

9) Koo, Effective Protection, Chapter 2. The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and its 
market,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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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수록 회사들은 디자인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 프로그램 기술혁신은 이제 

프로그램들, 시스템들, 네트워크들 間에 互換性을 維持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상

당히 제한받게 되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이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10)

그래서 互換性의 필요성과 통합과 要素化 傾向 때문에 현 의 컴퓨터프로그램 

기술혁신은 順次的, 累積的, 漸增的인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11)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발전은 주로 작고 副특허(sub-patentable) 기술혁신12)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이나 동작은 일단 시장에 배포된 

제품에 나타나면 競爭者들에게 비 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複製者들은 아무런 開

發費用도 물지 않은 채 開發者의 노하우를 손쉽게 복사할 수 있고 복사물은 원

본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게다가 인터넷은 프로그램 開發者의 권리를 더욱 脆

弱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複製費用이 크게 줄게 되어 開發者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비 로 유지하려는 傾向이 커졌다.13) 이런 상황에서 ‘후속 開

發者(second comers)’들은, ‘첫 開發者’(innovator)의 노하우를 적절한 수단에 의한 

리버스엔지니어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리고 첫 開發者에게 리드타임의 

이익을 주지 않은 채, 제품 표면에 나타난 漸增的 기술혁신을 손쉽게 복사할 수 

있다. 후속 開發者들이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에 포함된 기술혁신을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배열할 때 그들은 開發者의 著作權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후속 開發者들은 첫 開發者와의 競爭에 자신들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은 기술혁신들이 무임승차하는 複製者들에게 脆弱한 상황은 시장붕괴의 

위험을 야기한다.

현  컴퓨터프로그램 발전의 특성 즉, 順次的, 累積的, 漸增的 발전 특성과 컴

퓨터프로그램의 脆弱性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혁신의 최적 보호형태를 발견하기 

위한 평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즉, 컴퓨터프로그램 및 업방법을 가장 적절

10) EU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Brussels, 20 
February 2002, COM(2002) 92 final, 2002/0047 (COD). (이하, 지침제안), p.2.

11) 漸增的 기술혁신은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에서 전형적인 것이다. 지침제안, p.6.
12) 副특허될 만한 기술혁신은 레히만이 제안한 보상책임체제의 보호 상이다. 특허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커다란 진보성을 갖지는 않지만 이들이 누적되면 특허될 수 있는 
‘발명’보다 중요한 기술혁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13) Dreyfuss, Expanding, pp.26, 51. 인터넷은 종종 가장 큰 복사기라고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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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호하는 제도는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및 그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

해야 한다.

Ⅲ. BM발명의 특허보호

BM발명에는 특허의 허용 여부, 청구범위 작성방법,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

준, 침해 판단 기준, 국경을 넘어 거래가 되는 경우 재판관할과 준거법, BM특허

로 인한 경쟁제한 등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중 BM특허의 허용 여부,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 그리고 BM특허로 인한 경쟁

제한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BM발명의 특허법상 보호대상 여부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

명’일 것이 요구하고 있고,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의 하나라 할 수 있는14) BM발명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M특허에 관한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미국 및 유럽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우리 법 하에서 

BM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신규하고 유용한(new and useful) 제조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신규하고도 유용한 개량을 발명 내지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요건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15) 이외에 별도로 발명

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과 같이 자연법칙의 이용

14) BM발명은 비즈니스 방법, 컴퓨터프로그램 및 하드웨어가 결합된 발명이므로 BM발명
의 특허적격성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이 전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환, 
“ 업방법 관련 발명의 청구범위 작성방안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특허청 반도체2심사담당관실 2003. 4. 28.(이하, 구 환, “ 업방법발명의 청구범위 작
성방안”) pp.9-10 참조.

15) 35 U.S.C.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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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BM발명이 특허의 상으로 인정되기가 보다 용이

해 보인다.

업방법 관련 발명에 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의 예외(mathematical algorithm 

exception)16) 및 업방법의 예외(business method exception)17)가 정착되어 있었

으나, 1998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이하 SSB) 사건18)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유용

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적인 결과”19)를 가지고 오는 한도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

의 예외가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고, 또한 업방법의 예외라는 것은 구

속력 있는 선례로서 인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특허 보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예외를 제한하고 업방법의 예외를 철폐하 다.

SSB 판결에서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호텔시큐리티 판

결20)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현금을 기록하고 회계를 체크하는 

방법과 수단(A Method and Means of Cash Registering and Account Checking)”

이라는 발명에 한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발명의 목적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담당 웨이터와 현금기록기에 입금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고객과 웨이터가 공모하여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 발명이 기술에 속하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그것이 새롭고 

유용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업을 하는 시스템은 그 수단과 분리되어 있다면 기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발명이 ‘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업 시스템’

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16) 수학적 알고리즘의 예외도 인터넷에서 업을 하는 방법을 제한했다. 이것은 인터넷
에서의 업방법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17) 업방법의 예외란, 업하는 방법은 특허성이 있는 법정주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미국특허청은 업을 하는 방법에 기초한 발명을 거절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업방법의 예외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1996 심사기준에서 미국특허청은 업방법을 
포함하는 컴퓨터관련 발명도 합법적인 법정주제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18) 149 F.3d 1368, 47 U.S.P.Q. 2d (BNA) 1596(Fed. Cir. 1998), cert denied, 525 U.S. 
1093 (1999). 이 사건의 특허 내용은 “뮤추얼 펀드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뮤추얼 펀드(spoke)를 공동출자하여 자산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hub)에 편입시켜 
이 허브의 운용과 관련한 재무통계를 매일 단위로 계산․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시스
템”이다.

19) A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20) Hotel Security Checking Co. v. Lorraine Co., 160 F. 467 (2d Cir.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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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 법원은 그 발명의 물리적 수단에 해당하는 ‘한 장의 

종이와 종이 전표’가 전혀 새롭거나 유용한 특징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

원은 발명에 관해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이 새롭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법정주제(발명의 성립성)를 근거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특허청은 이것을 극히 넓게 해석했다. 미국특허청은 

업방법에 관한 청구범위를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무는 결국 미국

특허청 심사편람(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706.03)에 성문

화되기에 이르 다. 관련 규정은, ‘비록 외관상 공정이나 방법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업을 하는 방법은 비법정주제인 것으로서 거절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21) 이 규정은 1996년까지 MPEP에 남아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호

텔시큐리티 사건(1908)으로부터 1996년까지 업방법 특허출원이 거의 없었다.22) 

게다가, 업방법을 포함하는 출원들도 청구범위를 위장하려고 했다.

‘ 업방법의 예외’는 미국에서 판례23)와 미국특허청 실무24)로 형성되었다. 그

러나 호텔시큐리티 사건은 법정주제(subject-matter)가 아니라 신규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업방법의 법정주제에 관한 법원의 언급은 구속력이 없었

다. 이것은 업방법 관련 발명에 관한 후속 사건들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SSB 판결 후 AT&T Corp v. Excel Communications Inc. 사건25)에서는 물리적 

변환은 수학적 알고리즘이 특허되기 위한 필수요소가 아니고 유용한 결과를 가

져오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성을 인정함으로써 물리적 변환이 

없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아니한 BM발명에 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21) MPEP 706.03(a) (1993년 8월).
22) Brenda Sandburg, Patent Applications Flow Freely, Legal Times, 1999. 2. 22. at 12.
23) E.g. In re Wait, 24 USPQ. 88 (1934). In re Howard and Brobeck, 394 F.2d 869, “I 

would place the affirmance of the board's decision upon the ground that the 
application discloses merely a method of doing business and is therefore for an 
unpatentable invention.”

24) MPEP 706.03(a) (1993년 8월).
25) 172 F.3d 1355 (Fed. Cir. 1999).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명은 “전화기의 통화메시지 

녹음시스템(Call Message Recording for Telephone Systems)”이라는 명칭의 장거리 전
화통화에 한 메시지 기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주된 장거리 전화회사
(primary interexchange carrier) 지시기(indicator)를 부가함으로써 전화가입자가 동일지
역의 캐리어를 호출하는지 혹은 타 지역의 캐리어를 호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화
가입자의 이용요금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장거리 전화회사가 있
는 통신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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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26)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히 BM발명이 특허받는데 장

애가 되었던 요소들을 부분 제거하 다.27) 그 후 Priceline.com v. Expedia. 

com 사건, Amazon v. Barnes and Noble 사건 등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주로 신

규성 및 진보성의 문제로 이전되었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위 SSB 판결이 있기 전인 1996년에 이미 컴퓨터 관련 발

명에 한 심사지침을 공표하고, 특허심사기준(MPEP)에서 비즈니스 방법의 예외

를 삭제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이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라도 통상의 발명의 

분류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 으며,28) 2000. 7. 26.에는 BM 백서(White Paper)

를 발간하여 각종 이슈에 한 미국특허청의 입장을 제시하 다.

(2) 유럽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은 수학적 방법, 사업하는 방

법,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가 특허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BM 사건29)까

지는 이것이 실무로서 형성되었다. IBM 케이스 후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30)은 현 심사기준과 EPC의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이 

26) 172 F.3d 1355 (Fed. Cir. 1999).
27) 이러한 판결의 향으로 미국에서는, 골프퍼팅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제6,004,230

호), 온라인에 의한 역경매방법(제5,794,207호), 광고이용에 따라 가를 지급하는 
방법(제5,794,210호) 등이 등록되었다.

28) 1996 심사지침은 법정주제와 비법정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구 환, 업
방법발명의 청구범위 작성방안, p.26 참조):

       <법정주제>
    ▪ 기계;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그 동작이 지시되는 

컴퓨터나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치
    ▪ 제조물(an article of manufacture); 컴퓨터로 사용될 때 특정한 방법으로 작동하도

록 컴퓨터를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메모리’
    ▪ 공정; 컴퓨터에서 혹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특정된 작동 과정
       <비 법정주제>
    ▪ 물리적 요소와 관계없는 데이터 배열의 편집
    ▪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표현(예, 음악, 예술, 문학 작품)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코

드화된 것으로서 공지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known machine-readable 
storage medium)’

    ▪ 어떠한 물리적 요소와 독립된 데이터구조
    ▪ 추상적 아이디어나 개념만을 다루는 공정

29) T 1173/97.
30)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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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제27조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1) 발명은 기술적 해결수단을 포함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EPC 52(2)(c)로부터 “ 업을 하는 방법”을 삭

제하는 것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EPO 실무에서 발명은 기술적 특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PO에서 발행된 BM특허는 체로 업체계(business scheme)

에 관련되는 발명에 기초한 소프트웨어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 것들이다.32)

1) EPC의 특허대상 관련 규정

EPC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과 진보성

이 있는 발명에 해서 주어진다. 제52조 제2항에서, EPC는 특허성이 없는 것

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및 업방법 특허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a)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c) 정신작용을 하거

나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 규칙, 방법; (d) 정보의 제시.

제52(2)조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소프트웨어 혹은 업방법은 유럽에서 특허받

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52(3)조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exclude patent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or activities referred to in that provision only to the extent to 

which an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relates to such 

subject-matter or activities as such.

업을 하는 방법 ‘그 자체’나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될 수 

없지만, 기술적 특성을 갖는 BM발명은, 비록 청구된 발명이 업방법이나 컴퓨

터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특허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체(as such)”라

는 말은 중요하다. ‘기술적 특성’이란 발명이 기술분야에 속하고 당해 기술분야

31)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SSB 케이스에서 제시된 표준(즉, “유용하
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결과”)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
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inventive step and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http://www.wto.org /english/tratop_e/trips_e/t_agm0_e.htm. 2002. 6. 1.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WTO에 의해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다.

32) Erwin J. Basinski, “Business Method Patents in Europe: A Saussurean Explanation,” 
World E-commerce & IP Report, Volume 1, Issue 7, 2001. 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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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적 기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 로,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 업방법 그 자체’는 기술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될 수 없다. 

특허는 새롭고 진보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에 해서만 주어질 수 있

다. EPO 항고심판부(The Boards of Appeal of the EPO (심판부))는 컴퓨터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기술적 발명은 특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기술적 특성이 있

는 발명에 해서만 특허가 주어지는 EPC의 법적 전통과 역사에 따른 것이다.33)

기술적 기여에 한 요건은 EPO와 미국 사이의 주요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발명이 기술 분야에 속해야 되는데,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명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체적 결과를 가져오면 기술분야에 속하게 된다.

현재의 EPO 심사기준34)과 EPO 심판부의 역  심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로 청구된 것’과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기계와 제조공정 및 제어 수순’과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공지 컴퓨터의 내부동작’은 특허 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청구된 발명의 상이 공지기술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기여

를 한다면, 단지 그 실행에 컴퓨터프로그램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있다.

2) BM관련 최근 EPO 판례

EPO는 기술적 기여가 없는 발명은 거절한다. BM발명은 업을 하는 방법 이

외에 기술적 기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EPO에서 특허될 수 없다. 이러한 예가 

IBM/Card Reader 사건35) 판결문 요지(official headnote)에 나타나 있다. IBM/ 

Card Reader 발명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현금자동출납기(cash dispensing 

machine)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응용형태를 

사용했다. 법원은 청구된 방법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한 명령들을 포함하

고 있고, 기본적으로 업활동에 해당하는 청구범위는 기술적 특성을 갖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청구범위가 업을 하는 방법 그 자체이므로 특허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3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Brussels, 2000. 10. 19.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intprop/ 
indprop/index.htm.

34) CIPA European Patents Handbook, 2nd Edition, Vol. 2, Longman, pp.295, 297 참조.
35) T 854/90 [1993] OJ EPO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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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PO 항고기술심판부(이하 기술심판부라 한다)’36)는 BM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3개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Queuing system/Petterson 케이스,37) 

Sohei 케이스,38) Pension benefits system 케이스이다.39) Queuing system/Petterson

에서, 여러 서비스 지점에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행렬순서(queue sequence)를 결

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특허성이 있다고 결정하 다. 기술심판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 시스템 요소들의 상호작용 수단이고, 이것은 기술적 과제이므로 그 해

결수단은 특허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Sohei 케이스는 업방법이 특허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특허는 재정과 재

고관리 등 복수의 독립된 경 을 위한 컴퓨터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법원은 ‘기술적 고려’가 있었고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므

로 특허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기술심판부는 이 발명이 비록 사업하는 방법

을 다루고 있었지만 특허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Pension 케이스40)에서 관련 발명, “개선된 연금수익 시스템(Improved 

Pension Benefit System)”에 하여, 미국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하 으나, EPO 기

술심판부는 특허성을 부인하 다. 유럽특허출원 제88 302 239.4호가 업하는 방

법에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EPO 심사부서가 거절한 결정에 하여 항고되었

다. 청구된 발명은 “… 연금수익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41)과 “연금수

익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42)이다.

기술심판부는 기술적 특성은 특허받을 수 있기 위한 EPC의 잠재적 요건임을 

명백히 하면서, 방법 청구범위에 관하여, 모든 특징이 순전히 관리와 보험회계와 

재무에 관한 특성을 갖는 정보처리 단계들이고, 정보처리는 업과 경 에 관한 

통상적인 단계들에 불과하므로, 이 발명은 아무런 기술적 특성이 없는, 업을 

하는 방법 그 자체이므로 EPC 제52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성이 

36) European Technical Board of Appeals of the EPO.
37) T 1002/92 [1995] OJ EPO 605.
38) T 769/92 [1995] OJ EPO 525.
39) T 0931/95-3.5.1, OJ EPO 10/2001 [441] Boards of Appeal of the EPO, 2000. 9. 8. 

결정.
40) Ibid., 이 케이스는 ‘컴퓨터는 기계이므로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기

술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41) A method for controlling a pension benefits program by administering at least one 

subscriber employer account.
42) An apparatus for controlling a pension benefi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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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고 하 다. 심판부는 어떤 경제적 개념이나 사업을 하는 관행만을 포함

하는 방법은 EPC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명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심판부

는 Sohei의 방법 청구범위는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컴퓨터시스템의 기능적 특징

을 특정했기 때문에 이 발명과 다르다고 했다.43)

심판부는 장치 청구범위에 관해서, EPC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계획, 규칙, 

방법”이 특허성이 없다는 것이지 “장치”가 특허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재미

있는 해석을 하면서도, 이 발명은 아무런 기술적 문제나 기술적 기여가 없고, 이 

발명에서의 개선사항이 발명의 진보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경제적인 것이므로 

청구발명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44)

또한,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는 보호주제(subject-matter)의 성격과 관계

되는 반면,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는 청구된 것과 관련된다고 하면

서, 비록 “기술적 기여”가 그 장치 청구범위의 법정주제 특허성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진보성 요건을 평가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유럽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한 특허보호의 법적 상황은 불확

실하다.45) EPC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 업방법 그 자체’는 특

허받을 수 없다. EPO 심사지침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와 디스크나 다

른 매체에 저장된 것은 특허로 보호될 수 없다. 그러나 EPO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특허를 13,000개 정도 허락하 다.46) 이들 특허의 75%는 비유럽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에서 유럽의 중소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BM발명이 특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분 모르고 있다.47) EPO판례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기술적 효과를 일으킨다.48) 이 기술적 효

43) T 0931/95 (Reasons, para. 4).
44) Ibid., (Reasons, para. 5-7).
4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nsultation Paper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Brussels, 2000. 10. 19.
46) 지침제안;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Patent,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1999. 2. 5., pp.12-13 참조.

47) John Adams, Puay Tang and Daniel, Patent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mes, 
ECSC-EC-EAEC Brussels-Luxembourg (University of Sussex at Brighton), 2001 (이하, 
Adams and Tang).

48) T 0935/97 1999. 2. 4. [1999] R.P. 861 및 T 1173/97 1998. 7. 1. 1999 OJ EPO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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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컴퓨터에 의한 산업적 공정이나 기계 작동의 제어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한 컴퓨터 자체나 혹은 그 인터페이스의 내부 작용에 존재할 수도 있다.49)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은 당해 기술에 기술적 기여를 해야 

한다. 기술적 기여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당해 분야의 기술수준과의 차이이다. 

기술적 기여가 당해 기술에 숙달된 사람에게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기술적 기여

는 발명으로 해결되는 문제나, 혹은 내재된 문제의 해결수단이나, 문제해결에 따

른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적 기여는 이미 해결된 기술적 문제나 이미 알려

진 기술적 효과를 위한 다른 해결에서 찾을 수도 있다.50)

한편, 유럽공동체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발행한 

컨설테이션 페이퍼(Consultation Paper)에 따르면, 단지 업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은 기술적 기여가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은 업을 하는 방법이나 정신활동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될 수 있다. 기술적 기여는 기술적․비기술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특허청구범위와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

되어야 한다.51) 즉, 진보성을 평가할 때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기술적이건 비기

술적이건 구별 없이 전체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BM발명

은 만약 자명하지 않은 기술적 기여가 있으면 특허될 수 있다.

그러나 지침제안에 따르면, 선행기술에 한 기여가 단지 비기술적 특징에만 

있는 경우, 비기술적 기여가 명백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52) ‘지침제안’은 순수한 업방법은 기술적 기여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기 때문에 특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EPO 판례는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53) 최근 케이스

(Pension 케이스)54)에 의하면 BM발명이 특허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성을 가져

야 하고 기술혁신이 기술적 보호주제에 관련되어야 한다. EPO 판례법을 파기하

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BM발명의 특허성을 

어느 정도까지 자유화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55) ‘지침제안’에 따르면, 유럽공동체

49) Ibid.
50) Ibid.
51) 지침제안, Article 4.
52) Ibid., p.14.
53) http://www.eurolinux.org/news/warn01C/index.en.html. 2002. 6. 7.
54) T 931/95-3.5.1, OJ EPO 10/2001 [441] 2000. 9. 8.
55) Ari Laakkonen, “European and UK Software and Business Method Patents ar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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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최소한 당분간 기술적 기여의 요건을 없애는 데까지 컴퓨터 관련 발명

에 한 특허보호를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56)

한 마디로 EPO에서 BM발명은 자명하지 않은 기술적 기여가 있으면 특허될 

수 있으나 완전히 비기술적 분야에만 기여가 있다면 특허될 수 없다.

(3) 일본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3년에 마련한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심사기준’에 따르면 자연법칙 이

용성에 하여 다음의 (a) (b)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a)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자연법칙이 이용되고 있는 발명57)

      가. 하드웨어자원에 한 제어 또는 제어에 수반되는 처리

         ① 컴퓨터에 의한 제어

         ② 컴퓨터 자체의 오퍼레이션

      나. 상의 물리적 또는 기술적 성질에 기인한 정보처리

(b) 하드웨어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발명58)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발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① 자연법

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② 기술적 사상이 아닌 것, ③ 미완성 발명, ④ 창

작이 아닌 것 등을 열거하고,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① 자연법

칙 자체,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② 기능․정

보의 단순한 제시(예, 음악 CD, 프로그램 기록매체), 단순한 미적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미완성 발명, ③ 단순한 발견 등도 열거하

고 있다.

Holding Pattern,” World E-commerce & IP Report, Volume 1, 2001. 4., p.20.
56) 지침제안, p.11.
57) 경제법칙 등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에 기인한 것은 제외된다.
58) 단, 하드웨어자원의 단순한 사용은 제외한다. 즉, 컴퓨터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르

는 한정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수식 해법을 컴퓨터로 푸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정만으로 발명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명이 아닌 것(수식의 해법)을 발명
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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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판단에서, 종래 심사기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일부라도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성립성을 부정하 으나, 이 심사기

준은 청구범위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발명이 ‘전체

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주요부 또는 비주요부, 공지부분 또

는 신규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자연법칙 이용성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전

체로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특정기술분야의심사운용지침 및 산업상이용가능한발명의심사운용지침(1997년)

미국의 1996년 2월의 심사기준에 향을 받아, 1997년 4월 특정기술분야의 심

사운용지침 및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의 심사운용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특허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한 운용지침은 (1) ‘특정기술분야

의심사운용지침’59) 중의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과, (2) ‘산업상이용가

능한발명의심사운용지침’이 있다.

이 운용지침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매체를 새로운 법정주제로 

인정하 고, 발명에 한 기본 개념을 종래 심사기준보다 명확히 하 다. 자연법

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종전 심사운용지침은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수학상 공식․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 등을 열거하

는데, 이를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수학상 공식, 인간의 정신

활동, 혹은 이것들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자연법칙 이외의 법

칙 및 이것들‘만’을 이용하고 있을 때만 발명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자연법칙 이

외의 법칙을 이용한 경우라도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은 BM발명의 특허성 인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BM발명은 인위적인 약속이나 인간의 정신활동만 이용하 다기보다는 이들과 

더불어 자연법칙도 함께 이용하 다고 항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상이용가능한발명의심사운용지침”에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중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성을 확 하 고,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서 ‘제시된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을 갖

는 것’을 ‘제시된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을 갖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더라도 특허성이 

59) 특정기술분야의심사운용지침은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컴퓨터소프트웨
어 관련발명이고 제2장은 생물관련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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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는 역을 축소시켰다. 그 예로 ‘음악을 녹음한 CD’를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을 갖는 CD’로 수정하 으며,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컴퓨터프로그램을 종

이에 인쇄하거나, 또는 화면에 표시하는 것 등에 의한 제시 그 자체)’를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는 유형의 예로 추가하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제VII부 

제1장, 2000. 12. 28 개정)60)

이 심사기준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61)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청구범위의 카테고리를 ｢방법

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프로그

램이나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매체’와 ‘컴퓨터의 기능을 특정하는 프로그램’을 기

재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

는 방법의 발명)가 불명확하여 ｢물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62)는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

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의 위반으로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방법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나 조작, 즉 ‘순서’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그 ‘순서’를 특정하여 기재한다.63) 컴퓨터의 기능을 특정하는 ｢프

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64) 따라서 BM발명은 방법의 발명

으로서뿐 아니라 물건의 발명으로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심사기준은 특허요건의 심사 상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으로 정하고, 

60)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및 비즈니
스 관련 발명 사례집, 2002. 6.

61) ibid., pp.2-4.
62)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신호(열)｣ 또는 ｢데이터 신호(열)｣로서 청구된 경우.
63)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 중 기록매체로 청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재

할 수 있다:
   예 1) 컴퓨터에 순서 A, 순서 B, 순서 C, …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예 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예 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예 4) A구조, B구조, C구조, … 를 갖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64) 예 1) 컴퓨터에 순서 A, 순서 B, 순서 C, …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예 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예 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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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이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 즉 ‘발명’으로 인정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2) (1)의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

법, (1)의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기록매체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판단 상이므로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발명의 상

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

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65) 또한, ｢프로그램 언어｣로서 청구된 발명은 

인위적인 결정에 해당하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프로그램 리스트｣로서 청

구된 발명은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므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출원시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소위, 당업자)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66) 여기에서 특

정분야에 관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당업자｣67)는 ‘특정분야 기술상식이나 일

반상식과 컴퓨터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

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 등의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

으며,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출원시의 기술 수준의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당업자의 기술수준이 상

당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통상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기술에 한 지식이 통상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68) 진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종래기술은 최고․최신의 기술을 포함하는 한, 이것에 입각

65) 이 경우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66)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 심사기준 및 비즈니
스 관련 발명 사례집, 2002. 6., pp.18-27.

67) ibid., p.20.
68) 요시후지, 특허법개설, 광서림, 2000. 6.,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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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작의 가치판단을 할 자는 종래기술에 관한 지식의 전부를 자신의 지식으로 

하고 있는 자(아직 자신의 지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 기술일지라도 이에 접할 때

는 완전히 이해하고, 그 후 이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즉 고도의 지식을 지닌 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있어서 당업자는 ‘숙달된 프로그래머’, BM발명에 있어서 당업자는 

‘숙달된 BM관련 프로그래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심사기준에서는 당

업자를 개인보다는 복수의 기술분야로부터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하여,69) 당업자의 지식수준을 ‘여러 기술 분야로부

터의 전문가들의 지식의 총합’으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기본적으로 單手이고 自然人뿐(法人은 포함되지 않

는다)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70) 만약 複數로 해석하거나 법인도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진보성의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 예컨 , 건축에 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와 기계에 관한 통상을 지식을 지닌 자가 공동으로 건축

기계를 발명하 을 경우, 양자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발명할 수 있었으나 

각 개인은 단독으로 쉽게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발명은 공동발명

이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은 진보성이 없는 것, 즉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기능이나 작용이 공통되는 순서나 수단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

(2)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또는 균등수단에 의한 치환

(3) 하드웨어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4) 인간이 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5)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 공간상에서 재현하는 것71)

(6)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72)

69) 특허청,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 심사기준 및 비즈니스 관련 발명 사례집, 
p.20.

70) 요시후지, 특허법개설, p.136.
71) 예를 들어, 계산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컴퓨터 화면 상에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것, 
｢테니스 게임장치｣에 있어서 하드코트에서 바운드된 테니스볼의 속도를 점토코트의 
경우보다 빠르게 설정하는 것, ｢레이싱 게임장치｣에 있어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 스핀
이 일어나는 확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72)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장치에 있어서 상품을 구입한 후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수단을 부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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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되지 않는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사례집 (2001. 4)73)

일본 특허청은 2001년 4월 ｢특허가 되지 않는 비즈니스 관련 발명 사례집｣을 

발표하여 BM발명의 특허요건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사

례집은 특허되지 않는 경우를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명세서의 기

재가 불비한 것,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요약

우리나라 특허청은 종래 BM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1985년 제정되고 1995년 및 1998년 8월 1일 개정․시행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오다가, BM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여 2000. 

8. 1. “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지침”을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다.74) 이 

지침의 일러두기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을 “ 업을 행하는 방

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 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

에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제1장 명세서의 기재

요건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방법발명, 물건발명, 기록매체”의 세 가

지 형태로 청구될 수 있다. 제2장 특허요건 1. 성립성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

명의 청구항의 유형을 ①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청구

항에 기재된 업방법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

재된 경우, 예를 들어 피라미드 판매방법과 같은 순수한 업방법과 추상적 아이

디어)과, ②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①

의 경우에는 특허의 상이 되지 않고, 유형②의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해당하여 다른 컴퓨터 관련 발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에 의해 성립성 판단을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세계 특허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BM특허

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BM발명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일반 관습이고, 전자상거래 장치에 메시지
를 출력하는 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에 해당한다.

73) 특허청,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 심사기준 및 비즈니스 관련 발명 사례집, 
pp.119-150.

74) http://www.kipo.go.kr/kpo/kor/common/include/for_print.htm.,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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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BM발명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특허로써 보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요건조차 무시한 채, ‘태양 아래 인간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 특허될 수 있다’는75) 사상에 입각하여 아무런 

“물리적 변환”이 없는 경우에까지 특허를 허여하는 미국의 입장을 취할 수는 없

고, ‘하드웨어의 이용’을 통한 자명하지 않은 ’기술적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최

소한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BM특허에 관한 찬반론76)

업방법의 특허성에 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과정’에 한 특허출원건수가 

미국에서 증가하 다.77) 미국특허청은 수많은 BM특허를 내주었고, 미국회사들은 

업방법을 유럽특허청에 출원하고 있다. BM특허 출원경향은 전자상거래의 발전

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옹호론자들은 확  보호가 신기술 개발과 확산에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업방법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반 하는 일반적인 논거는, 업방

법의 기술혁신은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새로운 약품이나 살충제를 개

발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허 중 몇몇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다.78)

국특허청의 결론에 의하면,79) 컴퓨터를 이용하는 업방법에 기술혁신이 부

족한 징후가 없고, 또한 미국에서도 업방법이 1998년에 특허될 수 있게 되기

까지 이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국정부는 업방법의 특허성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BM특허가 기술혁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75)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308-09, 206 USPQ 193, 197 (1980).
76) Robert P. Merges, Patent Law, n.p., 1997, pp.152-155.
77) Adams and Tang, pp.9, 10.
78) 이것은 현재의 심사가 부적절함을 반 한다.
79) www.patent.gov.uk/about/consultations/conclusions.htm., 2001. 5. 11. 국특허청, 

Conclusions to the Consultation on “Should Patents be Granted for Computer 
Software or Ways of Do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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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고 판단하 다. 국정부는 또한 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

업을 하는 방법’은 특허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80)

정책입안자들은 BM특허가 기술혁신을 더욱 유도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균

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한 해결방안은 업방법을 특허하는 것의 

장단점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찬성론

과거에 미국법원은 업방법이 물리적 물체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단순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업방법에 한 특허를 거절했다.81)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개념의 모든 금융서비스가 컴퓨터로 수행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다면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복잡하고 거 한 거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분야

의 기술혁신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업방법을 특허할 필요성은 3가지의 경제적 이유로 뒷받침된다. 첫째, 경제 

환경이 변화되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나 금융기구를 만드는 비용이 크고, 옛날 

방식이 더 이상 이 분야에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둘

째, 이 분야 사람들도 특허가 주어지는 다른 분야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기 때

문에 보호 상을 이유로 이러한 기술혁신을 특허보호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공

정하다. 셋째, 금융서비스 분야는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특허가 주어지

는 세계에서 훨씬 더 잘 했을 것이고 잘할 것이다. 회사들은 이제 투자로 얻어지

는 기술혁신이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해의 두려움 없이 투자를 

할 것이다.

(2) 반대론82)

업방법을 특허로 보호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특허의 질’

80) 그러나 설문지에서 “ 업을 하는 방법”이 ‘컴퓨터가 구비된 업방법(computer- 
implemented business methods)’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81) In re Sterling, 70 F.2d 910 (CCPA 1934), ‘A new bookkeeping system employing 
novel checkbooks’, 법원은 물리적 구조에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보호를 거절했
다.; In re Wait, 73 F.2d 982 (CCPA 1934). ‘A system for conducting commodities 
trades at a distance without using brokers.’

82) Rochelle Cooper Dreyfuss, “Are Business Method Patents Bad for Business?”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Vol. 16(2), 2000. 3. http://papers. 
ssrn.com/paper.taf?abstract_id=21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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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경쟁의 경제’에 관계되어 있다. 미국 특허청은 

공지의 업발명에 특허를 부여했다고 비난받았다.83) 이것은 주로 BM발명에 

한 선행기술과 심사기준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방법은 

주로 실무에 있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방법에 한 정보조차

도 심사관이 쉽게 검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업방법의 경

우에 무엇이 신규하고 자명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업방

법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 ‘부실특허’가 초래된다.

반 론자들은 잘 알려진 업 방법을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실행하는 것이 발

명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명백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처음으로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도록 컴퓨터프로그램을 완성한 어느 한 프로그

래머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한 그런 특허는 유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M특허의 반 론자들은 형회사들이 거의 모든 업 

관련 특허를 가지게 되고 이런 특허들을 이용하여 작은 회사들을 제거시키기 위

하여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업방법이 자연법칙과 같이 경제에 근

본적인 것이므로 공공의 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발명이 

특허될 수 없었을지라도 개발되었고, 이러한 특허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보다

는 특허권자만 이롭게 하므로 기술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실세계

로부터 인터넷으로 이동된 공지의 업방법에 특허가 부여될 수 있고, 현 의 

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런 특허의 청구범위는 

컴퓨터시스템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래의 업방법 그 자체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너무 넓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평은, 특허가 투자에 한 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기여한 것보다 넓게 보호

하는 것은 발명자가 속한 사회에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

러므로 실세계로부터 인터넷으로의 이동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적용되었다 할지

라도 이것이 특허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업방법을 특허하는 것은 경쟁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자원이 가장 적합하

게 사용되도록 할당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마비시킨다.84) 무효

83) 표적인 것으로, 온라인에 의한 역경매방법에 관한 US Patent 5,794,207 “Method 
and apparatus for a cryptographically assisted commercial network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buyer-driven conditional purchase offers”를 들 수 있다.

84) http://commdocs.house.gov/committees/judiciary/hju63845.000/hju63845_0.HTM., 200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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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BM특허의 향은 무효된 이후까지 지속되므로 이러한 특허의 문제점

은 법원이 이를 무효시킨다고 해서 극복될 수 없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허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다. 일단 고객이 어느 시스템에 갇히게 되면, 그 고객은 변

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시켜도 소용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아

마존은 자기가 쌓아온 정보를 분석한다. 이 회사는 고객이 구매하는 것을 회사 

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구매자가 좋아할 책을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은 직접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네트워크가 커

질수록 그 네트워크는 더욱 가치 있게 된다. 만약 아마존의 특허가 무효되면, 경

쟁 사이트들이 ‘원클릭(one-click)’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네트

워크는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들은 추가로 

작업해야 되면서도 이익이 적은 사이트에서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

로 아마존은 최상의 서점이어서가 아니라 ‘원클릭’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을 독점하게 된다. 이러한 역효과는 특허가 유효하거나 오랫동안 유

효한 것으로 남아 있을 때 훨씬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

3. 소결

혁신적인 컴퓨터프로그램 발전의 부분이 특허보호 없이 일어났다. 이들의 상

당부분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시간과 노력을 기

울여서 자신들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성 확 가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

을 초래할 것이다.85) 과도하게 넓은 보호는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에 비용을 초래

하는 반면, 좁은 보호는 발명가의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컴퓨터프

로그램 특허의 범위를 확 시키는 것이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하는데 적절하게 

작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86) 그러므로 발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례하여 기술혁신에 보호가 주어지는지 검토해야 한다.87)

85) www.patent.gov.uk/about/consultations/conclusions.htm.
86) 만약 후속 기술개발자가 과도하게 넓은 특허에 의해 방해받는다면, 기술혁신에 제한이 

따르고 기술혁신 신에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87) 이익이 단점보다 큰 분야에만 특허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특허가 

기술적 발명에 제한되어온 이유이다. 국특허청이 발의한 ‘2000년 11월 1일 공공 
자문’의 결과에 한 국정부의 결론에 의하면, 기술적 효과가 없는 ‘ 업하는 방
법’과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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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용신안에 의한 업방법의 보호

실용신안은 기술적 고안에 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등록된 산

업재산권이다. 고안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체로 특허와 유사하다. 그러나 특허와 비교하여 실용신안의 주

요특징은 요구되는 진보성 기준이 낮고,88) 보호조건에 사전심사가 없고, 보호기

간(보통 10년 이내)이 짧다89)는 점에서 BM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데 따른 부

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BM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는 것

이 특허로 보호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은 이유 내지 그 장점을 실용신안제도의 

고찰을 통해서 기술하도록 한다.

1. 실용신안제도의 특성

EU 회원국들( 국,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제외) 간에는, 이것이 실용신안, 실용

증서(utility certificate), 6년특허(sixyear patent), 단기특허(short-term patent), 소특

허(petty patent), 실용신안증서(utility model certificate) 등의 이름으로 부여되고 

있다.

실용신안 체제에서 고안은 응용의 용이성에 특별한 효과나 실질적(혹은 산업

상) 이익이 있으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안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고

안이나 더 효과적이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의 유익성을 증

시키는 고안이어야 한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기본 조건에 한 사전심사 없이 부여되므

로, 빠르고 값싸게 취득할 수 있으나 권리는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 사전심사가 

없기 때문에 법적 확실성과 제3자의 권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 행사

를 위한 법적 절차의 경우나 최초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치리포트

가 있어야 한다.90) 서치리포트는 출원인이나 제3자의 신청으로 발행될 수 있다.

    www.patent.gov.uk/about/consultations/conclusions.htm.
88) 그러나 특허에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준과 실용신안에 한 것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무에서는 출원인의 결정, 즉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심사관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89) 특허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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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소유권자에게, 제3자가 등록된 제품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 사용하

거나 팔거나 판매제안을 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

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하나의 발명이 동시에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

호 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보호를 막기 위해서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 때 

이미 부여된 실용신안은 무효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일본의 실용신안제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으로 보호된

다. 두 나라에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매우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고 서

로 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이 두 법률은 

서로 매우 다른 것이 되었다.91)

일본의 발명 수준은 낮고 해외에서 도입된 기초기술의 개량에 관계되는 것이

었다. 일본 회사들의 특허출원을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심사한

다면 부분 거절될 만한 것들이었다. 국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작은 발명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05년 일본은 

실용신안법을 채택했다. 1905년 실용신안법에서 신규성은 일본에서 공지되지 않

았으면 충족되었다.92) 1906년 실용신안출원 수는 특허출원 수를 넘어섰다.93) 이

러한 경향은 그 후 1981년까지 70년 이상 계속되었고, 1987년 실용신안 출원은 

200,000건을 넘었으나 후에 일본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줄어서 1992년에

는 100,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1) 무심사제도

한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을 

조기에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 심사기간단축이 요구되었다. 실체심사를 갖는 전통

적인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호가 출원 후 1년 6개월까지는 확보되

90) EU Commission, Amended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utility model, 1999. 12. 7.

91) JPO, Asia-Pacific Industrial Property Center, JIII, Ken-ichi KUMAGAI, Faculty of 
Law, Kyusyu University, Outline of Utility Model System, 1999 (이후, ‘Outline, JPO’). 
www.apic.jiii.or.jp/facility/text/1-03., 2001. 9. 22.

92) Ibid., p.6.
93) Ibid., p.12. 1906년, 특허출원 4,509, 실용신안출원 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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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 실

체 심사제도를 버리고 무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기본 요건에 관한 심사

만으로 신속히 실용신안등록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물품의 형상, 구조, 

혹은 조합에 관계되지 않는 고안’이나 ‘출원의 단일성 혹은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위반한 고안’은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2) 서치보고서

서치보고서는 실용신안등록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청구

범위에 한 선행기술 조사에 기초하여 심사관이 작성한다. 실체심사 없이 부여

된 실용신안권의 남용으로부터 제3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용신안권자가 서치보고서를 가지고 경고하기 전에는 자기의 권리를 시행할 수 

없다.

서치보고서 평가 상은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이다. 그러므로 

검색 상은 청구범위의 모든 청구항에 기술된 고안이어야 한다. 서치보고서 준비

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와 비슷하다. 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지의 여부

는 이 서치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94)

서치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고안의 등록성(registrability)을 선행기술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서치보고서는 특허심사의 최종결정

을 내릴 때의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

는 각 청구항에 해서 지적되어야 한다.

3. 실용신안과 중소기업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르고 단순하여 출원인이 복사와 모방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95) 등록이 빨리 되면 발명을 빨리 상업화할 수 있다.96)

94) JPO, The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Basic Requirement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1993), (이하, 1993 실용신안 심사지침).

95) 실용신안은 중소기업에 유익한 경우가 많다. ESRC(Economic Social Research 
Council, UK)가 수행한 연구,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 따르면 국 전체 기업의 96.7%가 매출이 1백만 파운드 이하이다. 
http://info.sm.umist.ac.uk/esrcip/Projects/L5253004/final_report.htm., 2001. 10. 8. 실버스
톤(Z.A Silberston)은 실용신안이 앞으로 폭넓게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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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호기간 후 기간연장이나 법적 절차의 경우 서치보고서가 필요하기 때

문에 권리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실용신안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권

리는 무효가 된다. 권리자들은 권리가 무효 될지 모르고 쓸데없는 서치보고서 비

용을 납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하고 싶은 과도한 욕구를 스스로 

억제한다.

실용신안의 낮은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혁신과 같은 

작은 기술진보에 한 보호의 취득에 융통성을 마련해준다.97) 이러한 융통성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한다. 또한 실용신안은 사전심사 없

이 부여되므로 취득하기가 특허보다 저렴하다.98)

자원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보통 진보성이 작은 발명인 경우

가 많고, 이런 것들은 특허 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발명들은 보통 누적되면 발명만큼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된다. 이렇게 빠르고 단

순하기 때문에 실용신안은 경쟁력 관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시장지위를 높이고 발

명의 상업화를 용이하게 해준다.99) 사업가들은 실용신안 같은 보호수단을 통해 

일정기간 경쟁자들이 자신들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만 하다면 경쟁

적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독창성을 나타내고 자신들을 경쟁

자들과 구별해서 고객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

기를 원한다. 회사들은 시장점유를 높이려면 자신들의 제품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심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발명활동을 계속해야 한다.100)

Kingston (ed.), 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1987 Kluwer Academic Publishers, (이
후, Kingston, Direct protection), p.213 참조.

96) EU Commission,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approximating the legal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utility model, 
16 December 1997. (이하, Proposal for utility model), pp.11, 12.

97) 실용신안은 디자인과 특허 사이에 속하는 수많은 기술혁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도 한
다. www.ipmall.fplc.edu/hosted_resources/jorda_08_27_99.htm., 2002. 6. 7. WIPO- 
UNITAR Academy, New York City, 1999. 8. 26-27.

98) 비용은 자원과 신제품의 판매 예측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다. 비용은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에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주로 비용, 
시간, 행정의 절약에 관심이 많다. Proposal for utility model, p.16 참조.

99) 실용신안의 유지를 옹호하는 측은 주로 중소기업이었다. Ifo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회사와 독립발명가들은 실용신안이 그들의 시장지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했다. Outline, JPO, p.34; Proposal for utility model,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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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SRC(Economic Social Research Council, UK)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

면,101) 중소기업은 싸고 친숙하고 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보호방

법을 더 좋아했다.102) 반면에 공식적인 권리, 특히 등록을 요하는 것들을 비싸고 

시간이 소모되고 복잡하고 가치가 적은 것으로 여겼다. 이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이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1) 상당한 상업적 이익이 예측되는 경우; (2) 공식적 

권리가 비공식적 방법보다 보호를 더 잘 해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공식적 

권리를 취득하고 유지하고 시행하기를 원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만 공식적 권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 다. 게다가 부분의 중

소기업들은 자신들이 이길 것으로 예측되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돈, 시간, 침해입증의 어려움, 

평판에의 위험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공식적

인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 단속하기보다는 제품 또는 공정의 기술혁신에 자원을 

할당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등록을 요하는 실용신안체제를 비공식적 

방법보다 덜 선호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실용신안의 주요 사용자 다는 증

거는 없다. 기업도 실용신안체제의 유익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103)

실용신안은 하나의 주요 특허를 둘러싸는 ‘실용신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써 경쟁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값

싼 방법이다. 이것은 자원이 적은 중소기업보다는 다수의 실용신안을 출원할 자

원을 갖춘 기업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위험할 수 있다.104) 무심사 실용

신안권(unexamined utility model)의 소유자는 권리행사가 ‘추정 침해자(alleged 

infringer)’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적 조언을 받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청구범위를 이해하고 

적절한 청구범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권리범위와 선행기술 수준에 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중소기업은 실용신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100) Proposal for utility model, p.18 참조.
101) Kingston, Direct protection.
102) Ibid., 공식적 보호는 법적 권리 창출과 침해에 한 제재를 포함한다. 비공식적 보

호는 법적 수단으로 지재권을 단속하지 않는다.
103) Leith P, Software Utility Models and SMEs, http://elj.warwick.ac.uk/jilt/00-2/leith.html., 

2002. 6. 3. 접속.
10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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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권리남용을 하기 쉽다. 이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나쁘

다. 이러한 점에서 실용신안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기만 하거나 전혀 해가 

없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점들이 있다.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실용신안 향에 관한 협의’105)에 따르면 실용신안 보호

의 주된 단점은 (1)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2) 무심사 권리의 양산, (3) 유

럽특허제도 전반에의 부정적 향 등이다.106) 무심사로 말미암은 법적 불확실성

은 중소기업에게 해로울 수 있다. 중소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공정에 개량을 하려

고 할 때 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이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후속 

기술혁신 과정을 저해하고 값비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들은 확실하게 

보호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므로 무심사 실용신안은 기술혁신에 하

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107)

4. 실용신안과 개발도상국

TRIPs 협정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체제 강화를 요구한다.108) 

TRIPs에 의한 지적재산권 체제 강화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지불하는 로열티

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이다.109) 

다수의 지적재산은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TRIPs 협정은 지구촌

의 규칙을 이들 국가에 유익하게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그만큼 불리한 방향

105)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s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in order to update the Green Paper on the Protection of Utility Models in the Single 
Market (COM(95)370 final), Brussels, 2001. 7. 26.

106) 그러나 위의 단점 중 어느 것도 실용신안을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Consultations on the impact of the Community utility model, p.6 참조.

107) 이 점에 관하여, 칸(Khan)은 실용신안이 남용되기 쉽지만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해
악은 분명히 특허보다는 적다고 주장한다. B. Zorina Khan,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American and European History, 
www.iprcommission.org/documents/Khan_study.pdf., 2002. 6. 6. 접속.

108) 예를 들어 TRIPs 협정 채택으로 제약품(pharmaceuticals)에 물품특허를 부여하지 않
았던 약 50개 국가가 특허를 부여하게 되었다. Einarsson, TRIPS, www.grain.org/docs/ 
sida-trips-2001-en.pdf 2002. 6. 10.;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Korea), WIPO Asian Regional Seminar on the Implic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for Enterprises, 1996. 12., p.139 참조.

109) TRIPs 협정 기안 과정은 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요
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

   www. southcentre.org/publications/trips/tripsmaintexttrans-01.htm., 200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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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시켰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농산물이나 의류시장에 조금 더 들어

갈 수 있고, 기술이전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이 협정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나손(Einarsson)은 이 협정으로 지재권보호의 최저 국제수준을 부담시

키는 것은 개도국에게 아무런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

고 있다.110)

개발도상국의 지재권 전략은 선진국들이 산업발전 과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을 

것이다. 발전과정에서 일본의 실용신안제도가 그러했다. 일본의 경험은 개발도상

국이 실용신안제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암시한다.111) TRIPs 협정은 실용

신안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112) 실용신안에 관한 국가별 법률을 

마련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들은 이 협정에 전혀 매이지 않는다. 실용신안은 작은 

기술혁신을 보호하므로 개발도상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113)

개발도상국에서 발명이 될 만한 기술발전은 상 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특허는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게 훨씬 더 많이 부여된다.114) 한국, 일본, 만 등은 

상 적으로 지재권 보호가 약하고 실용신안 제도가 있어서 기술도입이 잘 이루

어졌다. 실용신안제도가 국내기업들의 작은 기술혁신들을 장려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실용신안제도를 통하여 국내 발명가들이 수입된 기계나 설비를 조

금씩 개선하거나, 원천발명에서 개량발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외에

도 많은 경우 실용신안 보호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증 시켰다.115) 한국, 일

110) www.worldbank.org/propects/gep2002/chapter5.pdf, 2002. 6. 10. Intellectual Property: 
Balancing Incentives with Competitive Access.

111) Peter Einarsson and Marie Bystrom, TRIPS: Consequ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Implications for Swedish developing cooperation, Consultancy Report to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2001. 8., www.grain.org/docs/sida-trips- 
2001-en.pdf, 2002. 6. 10.

112) 이에 한 규정이 없는 것은 선진국들이 이들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
이다. www.southcentre.org/publications/trips/tripsmaintexttrans-01.htm.

113) 마스쿠스(Maskus)는 개발도상국이 TRIPs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극
화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과 산업디자인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An Agenda for the World Bank 
Group, www.worldbank.org/html/fpd/technet/sem-sums/march5.htm., 2002. 6. 6., p.2.

114) www.southcentre.org/publications/trips/tripsmaintexttrans-01.htm.
115)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실용신안은 국내 생산자들이 외국기술을 국내 조건에 적용시

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상당부분의 농기계 시장을 점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본 특
허제도는 일본의 기술발전 과정에 향을 미쳤다. 1960-1993 동안의 일본 특허제도는 
점증적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실용신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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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의 경우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구조를 가져야 함

을 알 수 있다.

5. 실용신안에 의한 업방법의 보호

실용신안은 그 보호 상이 주로 ‘모양’이나 ‘물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의 조

합’이다.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 조성물, 화학물질,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건, 

동․식물의 종 등은 실용신안 등록에서 제외된다. 특정 형태가 없는 컴퓨터프로

그램이나 업방법은 실용신안 보호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기계’116)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과 그 본질이 컴퓨터프로그램인 

업방법은 가상적 형태를 갖는 고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117) 게다가 신규성과 진

보성에 한 사전심사가 없어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여 상 적으로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갖는 

작은 기술진보의 보호에 편리하다.

실용신안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혁신의 중요한 특성(즉, 요소화와 재사용에 입

각하여 누적적이고 점증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잘 맞는다.118) 이는 

실용신안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비자명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기술혁

신(부(副)특허 기술혁신, sub-patentable innovations)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실용신안의 보호 상이 될 만한 ‘부특허 기술혁신’의 진보성 요건의 최

저수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종류의 ‘선택, 추가, 

재배열, 수정, 조정’ 등이 ‘부특허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119) 이런 측면은 

을 크게 장려했다. 실용신안은 이 기간 동안 생산성에 매우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Keith E. Maskus and C. McDaniel, Impact of the Japanese Patent System on 
Productivity Growth, 1999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1: 557-74, cited at 
Intellectual Property: Balancing Incentives with Competitive Access, p.134. www. 
worldbank.org/prospects/gep2002/chapter5.pdf, 2002. 6. 10.; Keith E. Mask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www.colorado.edu/Economics/ 
mcguire/workingpapers/cwrurev.doc, 2002. 6. 9.; www.iprcommission.org/documents/ 
CONF_BOOK3.pdf, 2002. 6. 4. The Royal Society, Commiss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Work Better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Poor People, 2002. 2., 21-22.

116) A Manifesto, pp.2320-2324.
117) Koo, Effective Protection, 5.2 Characteristics of Software.
118) Dreyfuss, Expanding, p.29.
119) 발명이 특허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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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문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균등수단으로의 간단한 변경, 혹

은 아무런 효과 없는 공지요소들의 단순한 변형은 실용신안의 보호 상으로 여

겨져서는 안 된다.

V. 결론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의 중요한 源泉이다.120) 자원의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는 종종 특허에 이르기 어려운 小發明(고안)인 경우가 많다. 실용신안

은 小發明을 보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보호에 유익하고, 중소기업에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 결과는 높은 技術力과 많은 자원이 요구되는 開拓發明

이나 源泉發明보다 이들을 개선한 ‘改良發明’인 경우가 많다. 실용신안제도가 없

다면 이들 발명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이들 국가에서의 특허

제도는 開拓發明이나 源泉發明을 할 수 있는 선진국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

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개발도상국에 체로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용신안의 주요 특징 즉, 낮은 수준의 진보성, 무심사제도, 그리고 짧은 보호 

등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 특성을 잘 반 하는 듯하다. 그런데 실용신안의 주

요 문제점은 그 보호 상이 주로 ‘모양’이나, ‘物件의 構造’나, 혹은 ‘이런 것들의 

組合’이라는 사실이다. 특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物件이나 제조방법은 실용신안

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은 모양이 없고 복잡한 논리의 실

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면 특허될 수 없다.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dustrial Propert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1998, Patent Law, Article 29 
[Requirements for patents].

120) US FTC, Anticipating the 21st Century, Chapter 5, pp.1, 2; 중소기업은 전체 유럽 
회사의 99%를 차지하고, 유럽공동체에서 전체 직업의 66%와 총매출의 65%를 차지한
다. 日本에서는 중소기업이 모든 설립회사의 99%, 생산의 52%, 고용의 72%를 차지
한다. 韓國에서는 모든 설립회사의 90%, 생산의 33%, 고용의 51%를 차지한다. WIPO 
Milan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ilan, 
Italy, 2001. 2. 9-10., WIPO/IP/MIL/01/4 (A).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연방 연구보조
를 4%도 받지 못하는데도 기술혁신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전체 특허의 40% 정도를 
차지한다(State of Small Business Report, 1997). William Kingston, “Meeting Nelson's 
Concern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http://www.business.auc.dk/druid/conferences/nw/ 
paper1/kingston.pdf, 2001. 8. 13.; Koo, Effective Protection, 6.3 [3] Implications of the 
Utility Mode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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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므로 실용신안체제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기계’이고,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물리적인 기계를 설

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가상적 형태(virtual shape)를 

갖는 고안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제도를 채택할 여지가 있다.

실용신안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소유권이라는 것이다. 배타적 소유

권 체제는 후속 기술혁신 과정에 과도하게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소유권

으로 ‘작은 기술혁신’을 보호하면 마치 커다란 기술혁신을 이룬 때처럼 補償하게 

되어 市場進入의 벽과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의 網이 구성된다. 한마디로 소유권

적 체제는 후속 발전을 저해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에서, 특허와 저작권제도

는 ‘특허 숲(patent thicket)’을 형성하고 있다.121) 현재 발행되고 있는 엄청난 숫

자의 특허는 하나의 제품이나 공정이 수많은 특허를 침해하는 실제적 위험을 야

기하고 있다.122) 최근에는 BM특허로 형성되는 ‘특허 숲’에 해 많은 우려가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신안의 도입은 ‘특허 숲’ 위에 ‘실용신안 숲’ (utility 

model thicket)123)을 세우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일을 더욱 악화시킨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적 권리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실용신안제도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는 후속 기술혁신을 방해한다.

제안

따라서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실용신

안제도를 이용하여 업방법, 즉 프로그램의 漸增的인 기술혁신을 적절히 보호하

기 위해서는 실용신안을 소유권적 성격이 적은 권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레히만이 제안한 책임체제(liability regime)124)의 개념을 실용신안제도에 도

121) Adams Jaffe, Joshua Lerner, and Scott stern, eds.,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ume I., MIT Press, 2001. ‘특허 숲 (Patent thicket)’은 新技術을 사업화
하려는 사람들이 복수의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련의 겹치는 특
허권들’을 의미한다. 크로스라이선싱과 특허풀(patent pools)은 특허 숲을 헤쳐 나가려
고 시장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122) Dreyfuss, Expanding, p.28. 거의 모든 컴퓨터프로그램 開發者들은 자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원치 않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Koo, 
Effective Protection, 5.4 [2] Cons for Software Patents 참조.

123) ‘실용신안 숲 (utility model thicket)’이라는 말은 수많은 실용신안들로 만들어진 ‘숲’
을 가리키기 위하여 필자가 고안하 다.

124) Dreyfuss, Expanding, 2. Of Green Tulips and Legal Kudzu: Repackaging Rights in 
Subpatentable innovation, pp.23-53. 責任規則은 제3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피해 행
위를 통제하는 한편, 소유권적 권리는 제3자가 보호의 客體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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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발상일 것이다. 책임체제 下에서 후속 기술

혁신자들은 첫走者(first comer)에게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려고만 하면 첫走

者의 기술혁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첫走者와 후속走者 間의 중요한 

문제, 즉 ‘후속기술혁신을 沮害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양’이나 ‘物件의 構造’나, 혹은 ‘이런 것들의 組合’만을 보호하도록 되

어 있는 현행 실용신안의 보호 상 규정을,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가상적 형태

를 갖는 발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원래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이 작은 발명을 보호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한다는 

데에 있었으므로 구태여 그 보호의 상을 이와 같이 한정하여 ‘방법’에 관한 발

명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日本特許廳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

련 발명의 審査基準’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物件의 發明｣으로 請求項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125) 유럽특허청은 IBM 케이스126)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가 

특허받을 수 있다고 하 다.127) 컴퓨터프로그램을 仮想的 형태를 갖는 고안으로 

간주하여 실용신안의 보호 상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하나의 

｢物件의 發明｣으로 보고 특허의 상으로 인정하는 日本과 유럽의 추세와도 맥

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혁신이 漸增的으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러

한 漸增的 기술혁신의 부분은 특허 혹은 실용신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의 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排他的 권리 하에 자동차나 집과 같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그것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責任規則에서, 다른 사람
들은 특정 조건 하에 損害賠償責任을 갖고 (권리자에 한) 가해 행위를 하고 蓋然的 
침해(probabilistic invasions)를 구성할 수 있다. Louis Kaplow and Stevell, “Property 
Rules Versus Liability Rules: An Economic Analysis,” 109 Harv. L. Rev. 713, 716 
(1996).

125) 한국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日本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 심사기준 및 비
즈니스 관련 발명 사례집, 2002. 6., pp.2-4.

126) T 0935/97-3.5.1 [1999] R.P.C. 861와 T 1173/97-3.5.1 1999 OJ EPO [609].
127) 유럽특허청은 IBM 케이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만약 프로그램과 컴퓨터

간의 통상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넘는 技術的 효과가 있다면 특허될 수 있고, 어떤 종
류의 매체에 한 언급이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에 해서 특허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지침제안’은 컴퓨터관련 발명이 제품(즉, 프로그램된 컴
퓨터, 프로그램된 네트워크, 혹은 다른 프로그램된 장치)으로 請求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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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준을 설정하기도 단히 어려우므로 차라

리 진보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128) 또한 네트

워크 효과로 말미암은 부정적 향을 막기 위해서는 무심사제도 신 신규성 심

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128)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Kingston, Direct protection 및 Daehwan Koo,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5. 6.]  실용신안에 의한 업방법의 보호 315

〈Abstract〉

Utility Model Protection of Business Methods
129)

Daehwan Koo
*

Patent protection of innovative business methods has a number of problems. 

Much of them are being developed by individuals and SMEs. Extending 

patentability would impose a major burden on them because they would have to 

divert time and effort into making sure they are not infringing on business 

method patents (BMPs), and seeking and enforcing th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patenting business methods will work properly to produce 

innovative technology, because overly broad protection will stifle competition and 

result in a cost to the public. It should be assessed whether innovations are 

given protections in proportion to the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e invention 

will make. It is important to limit the patent system to those fields where the 

benefits will outweigh the disadvantages.

BMPs hinder follow-on innovation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property 

right rules. Most of software innovations are incremental and thus, they cannot 

satisfy the criteria of inventive step.

Under the liability regime, follow-on innovators can use the first comer's 

innovation only if they are willing to pay a certain royalty to the first comer. 

This lowers transaction costs and reduces undesirable social behaviour such as 

free riding appropriation. Utility models that are modified to be based on liability 

regimes could solve the critical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comer 

and second comers in sequential innovation, i.e. encouraging innovation without 

impeding follow-on innova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substantial examination only for novelty (not for inventive step)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an unexamined utility model right, and abandon 

inventive step requirements because most of software innovations are incremental.

* College of law of S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