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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도입 사례

인터넷으로 쿠폰을 배포하는 CoolSavings라는 회사는 1998년 특허를 얻자마자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 아홉 개를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특허권 침해다. 이들 가운데 특허를 갖고 있는 세 회사는

맞고소를 하였으며, 또한 플로리다에 사는 헨리 폰 코혼(Henry Von Kohorn )이

라는 사람은 자기가 80년대에 이 기술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CoolSavings를 포

함하여 다섯 회사를 고소한다. 이제 이들 회사의 임원들은 소송과 관련하여 쓰는

시간과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CoolSaving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쿠폰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들뿐만 아

니라 그러한 경쟁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고소하고 있다. 최근 인터

넷 업계에서는 특허를 둘러싼 이와 같은 일이 아주 흔히 일어나고 있다(표 1 참

조). 그러면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표 1> 인터넷관련 주요 특허분쟁

관련 회사 소송 내용

Amazon.com vs. Barnes & Noble.com "One- click" checkout

Priceline.com vs. Expedia.com (Microsoft ) Reverse auctions for travel

Doubleclick vs. L90 Ad monitoring and tracking

SBH vs. Yahoo Multiple- site shopping

BrightStreet, CoolSavings, Response Reward
Systems, planet U, Catalina Marketing,
e- centives

Coupons and promotions

Novadigm vs. Marimba Updating applications

Trilogy Software vs. CarsDirect .com Selecting options on cars

Broadvision vs. Art T echnology Group Personalization

NetMoneyIN vs. Cybersource, Eliance Third- party pay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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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모델 특허분쟁의 배경

인터넷이 보편적인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경제법칙(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을 관할하는 부처는 Patent and

T rademark Office인데, 이 곳에서 95년에 「인터넷 관련 영업방법」으로 특허를

준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그러나 99년에는 그것이 무려 301건에 달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의 인터넷 관련 특허 취득 건수

출처: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인터넷 이용자수는 98년말에 1억4천만 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5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은행 및 주식거래, 전자우편, 상거래 등).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만7천여 개의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경에는 이러한 기업의 수가 약 4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

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결합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인터넷상의 영업방법」으로 불리는 인터넷관련 비즈니스모델

(BM)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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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인터넷상의 영업방법 발명 개요

1. 영업방법 특허의 계기

1998년 7월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이른바 State Street Bank 사건에 대해

Signature Financial Group이 갖고 있던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금융

서비스형태를 위한 데이터처리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허

브 앤드 스포크를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 개의 투자신탁자금을 한 곳에 전부 투

입하여 이것을 주식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때, 자금의 적절한 운용이나 관리

비의 절약, 절세 방법 등을 짧은 시간에 계산하여 결정해 주는 시스템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시그내처 파이낸셜 그룹의 Hub & Spoke 특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투자신탁

자금

단일

포트폴리오

Hub Spoke

여러 개의 투자신탁자금을 단일상품에 전부 투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

영한다. 효과적인 자금운용·관리비의 절약·세제혜택 등을 단시간에 결정하

는 시스템이다. 자동차의 바퀴인 Hub를 단일상품으로 Spoke는 투자신탁자금

으로 간주하여 Hub & Spoke' 방식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미국의 법조계에서 유명한 영업방법의 예외(business

method exception ) '라는 개념에 관한 미국법원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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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미국의 특허법 제 101조에는 특허의 대상으로서 방법에 특허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법조계에는 오랫동안 영업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State Street Bank 사건을 계기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 판결이 갖는 커다란 의의이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BM특허는 큰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Signature Group은

재판기간 동안 IT I(Information T echnology Industry )협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

다고 한다. 이 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26개의 회사가 회원으로 있는 IT

분야 대기업들의 모임이다. 반면에 재판의 다른 당사자인 State Street Bank를

지원한 회사는 Visa와 Master Card뿐이었다. 즉 BM의 특허성립에는 미국IT업계

의 강력한 지원이 한 몫을 한 것이다. 따라서 BM특허의 성립은 미국IT업계의 새

로운 전략의 시발점인 것으로 보인다.

2 .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의 구성요소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시대의 총아로 등장한 BM특허는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

져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BM특허는 영업방법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

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그림 3 참조). 구체적으로 이

것은 business model, process model, data model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business model: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의 유형

보기: 피라미드 영업방식, 경매, 역경매, 소비자조사방법

- process model: 컴퓨터나 통신시스템에서의 순차적인 데이터처리과정을 말

하며, 예를 들면 작업공정이나 data flow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이것은 업

무를 다양한 작업공정(process)의 집합으로 나타낸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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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model: business model에 필요한 data의 집합 및 속성정보 등을 말한

다. 전자상거래의 사업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상품판매를 위한 아이디어라면, 상품가격·생산자·규격·상품의 크기 등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속성이란 데이터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

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데이터 구조까지도 포함한다. 데이터 모델

은 논리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의 묶음과 그들간의 관계로 업무특성을 표현한다.

<그림 3>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구성요소

3 .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업방법관련 발명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선 우리 나라의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발명은 일본과 마찬

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산

업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출원한

발명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그림 4 참조).

비즈니스모델특허

영업방법

경영공학, 금융공학,
기술해석, 고등수학 등

전세계의 학술이론을

바탕으로 한 영업방법

소프트웨어

영업방법을

아이디어로 만듬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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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특허의 요건

이와 같이 특허는 우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렇지 않

은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산업상 또는 기업에서 유용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특허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추상적

인 영업방법에는 특허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BM이

산업상 또는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영업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여지는지가 확실해

야만 그것은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실제시스템으로 구

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인간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의 대

상이 아니며,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와

데이터 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해당 BM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 특허청에서도 전자상거래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25일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린 전자상거

래관련 심사지침 설명회에서 그러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그림 5 참조).

신규성이 있을 것

국내외에서 공지, 공용,
문헌공지, Web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진보성이 있을 것

종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아이디어일 것

먼저 출원한

발명일 것

먼저 출원할 것

(선행 기술효과가 없는 것)

상업적 유용성이

있을 것

산업에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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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특허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새 심사지침

Ⅲ . 해외 선진국 및 국내의 동향

1. 미국

미국에서는 98년의 State Street Bank사건 판결 이후, 영업방법관련 특허의 출

원이 급증하고 있는데(그림 1), 이와 더불어 원천기술을 확보한 인터넷기업과 후

발업체 사이의 특허권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표 1).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프라이스

라인(Priceline)과 Microsoft의 Expedia의 싸움 그리고 아마존(Amazon)과 Barnes

& Noble의 분쟁이다.1) BM의 특허전략과 관련하여 이 두 분쟁은 특히 유명하므

로 여기서는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특허와 아마존의 원클릭특허를 간단히 소개하

기로 한다.

(1)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특허

특허번호 : US 5,794,207 (1998.8.11)

발명의 명칭 :

MET HOD AND APPARAT US FOR A CRYPT OGRAPHICALLY ASSIST ED

1) 여기서는 아마존이 승소하였다.

특허 불가특허 가능

기존 영업방법을

신기술로 구현

새 영업방법을 기존

자동화기술로 구현

수치를 입력하여

답을 얻는 수학 해법

새 영업방법을

신기술로 구현

추상적 아이디어

기존 영업방법의

단순 자동화

피라미드 판매 유형

같은 순수 영업방법

Bus ines 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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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NET WORK SYST EM DESIGNED T O FACILIT AT E

BUYER DRIVEN CONDIT IONAL PURCHASE OFFERS

특허권의 개요 :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조건에 맞게 거래가 성립되도록 판매업자간에 역경

매를 실시하여 가장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맞는 판매자를 선택하여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시스템

이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의 발명은 역경매라는 단순한 BM의 제시가 아

닌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출원내용에는 컴퓨터를 통해 역경매가 이

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BM의 추상적인 개념만 아니라 이 방법이

동작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도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프라이스라인은 특허 취득 후, 항공권 예약부터 중고차량 판매, 호텔예약, 금융

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아마존의 원클릭특허

특허번호 : US 5,960,411 (1998.9.28)

발명의 명칭 :

MET HOD AND SYST 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 ION NET WORK

특허권의 개요: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구매

자 정보를 구매할 때마다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주문 버튼의 1회 클릭에 의

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방법 및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단순한 기능 단계를 나열

한 것이 아니라, 서버시스템과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의 데이터구조 및 처리과

정인 프로세스 모델을 구체화하여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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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

영업발명 관련 특허는 96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했는데, 미쓰비시·히다찌 등 대

기업에서는 BM특허 연구팀을 두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관련 주요 특허 및 그 내

용은 <표 2>에 있는 바와 같다.

<표 2> 일본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특허권자 발명의 요지 비 고

히다찌

특개평 10- 222488
금융자산 리스크 분석 및

모델제공 시스템

종래의 시행착오적 방법을

소프트웨어화시킨 시뮬레이

션 방법

히다찌

특개평 5- 225222
자금이동 시뮬레이션

시스템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관리

를 위해 금리변동에 따른 자

금이동 분석

미쓰비시

특개평 11- 66168
인터넷상의 중개 비즈니스

역경매 모델을 이용한 개량

특허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 실시

후지쓰

일본 95- 250816
인터넷상의 정보제공방법

및 장치

광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신

자 측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

도요타

WO96/ 17315
여행스케줄 셋팅 및 처리

시스템

여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검색하여 여행 스케줄

셋팅 및 작성

3 . 한국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인터페

이스 기술, 금융권의 자동화를 위한 구성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꾸준히 출원되었다. 인터넷상의 영업방법 발명은 94년도 이후부터 출원되

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의 특허등록 및 침해분쟁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99년도부터는 급증하였다. 인터넷관련 발명의 약 25%정도가 영업방법 발명이다.

<표 3>은 전자상거래관련 국내 특허출원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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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자상거래관련 국내 특허출원현황
(단위: 건)

분 류 연 도 내국인 외국인 계

G06F 17/60

(전자상거래

관련IPC분류)

1994 28 10 38

1995 52 16 68

1996 52 15 67

1997 61 32 93

1998 84 32 116

1999 427 36 463

※ 99년도 출원건수 중 확정분류가 완료된 것만 포함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영업방법 발명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사업 모델,

인터넷광고방법, 게임방법,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 등이 대

종을 이루고 있다. 영업발명 관련 주요 등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화를 이용한 대금결제, 조회, 예약결제, 확인·취소 및 팩스통지를

위한 텔레뱅킹방법

- 금융기관의 현금유통 시스템

- 화상학습시스템의 양방향학습제어장치 및 방법

- 방문예약시스템

Ⅳ . BM특허시대의 대응전략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남이 해놓은 것을 거저 모방하거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그러나 한편 독창성 있는 창조물이 값어치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보호되는 시대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

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BM특허시대를 맞아 기업은 아주 치밀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은 조사, 출원, 활용이라는 특허관련업무의 각 단계에 걸쳐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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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방법발명이 미국 및 여러 선진국에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

도 적극적으로 영업방법발명을 특허로 출원한다.

- 특허 취득 후 이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업이 각 단계에 맞는 특허전략을 세우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지침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조사

새로 등장한 특허인 BM특허는 따로 분류되어있지 않으므로, 방대한 특허 속

에서 BM특허만을 뽑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BM특허는 그 성

격상 관련 해외정보도 꼭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BM특허정보조사의 전략적 중요

성을 생각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방면에서의 튼튼한 사

업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BM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하고 그 결과물을 database로 만든다.

- 수집된 BM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특허침해의 위험을 미리 없앤다.

- 수집된 BM특허정보가 현재 회사내에서 진행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 BM특허에 관한 사내교육을 실시한다.

- 특허권침해, 특허사용정지명령, 특허사용료지불 등 BM특허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태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팀을 강화한다.

- BM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 출원

여기서는 출원과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문제를 몇 가지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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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소유권 문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쪽과 구체적인 solution을 개발하는 쪽이 다른 경우가 많

다. 따라서 기업이 solution 개발을 outsourcing할 경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어느

쪽의 소유인가를 미리 밝혀놓아야 한다.

(2) 출원전 공개에 대비한 대응책 (기밀유지계약 )

영업방법발명은 대부분 고객이 사업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발된다. 따라서 고객은 영업방법의 발명아이디어를

일찍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발명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말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구체적인 구현시스템을 고안하여 먼

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떤 사업모델을 고객 또는 투자자에

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기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 )을 미리

맺어야 한다.

(3) 조기공개제도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용

사업의 주기가 짧고,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출

원인의 신청에 의해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조기에 출원내용을 공개하는 조기공개

제도와, 신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기업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모방하기 쉬운가, 특허

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자사의 사업계획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 활용

기업이 어렵게 취득한 BM특허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BM특허를 경쟁의 무기로 쓴다 .

이것은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또는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회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204 디지털 시대의 경영전략

(2) BM특허의 라이센싱

BM특허라는 특이한 형태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라이센싱함으로써 수입을 늘리

려는 전략이다. 이것은 위험성이 매우 낮은 방안이며, 특허가 매력적이고 수요가

많으면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3) 기업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한다

기업은 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BM특허를 기업가치 또는 상표자산(brand

equity )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떠한 BM특허를 자사

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주식값을 올리기도 하고 또한 해당

기업이 인수합병의 대상일 때는 갖고 있는 각종 특허를 협상의 무기로 쓸 수 있

다.

(4 ) 경쟁사의 특허취득을 방해하기 위한 BM특허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조건 특허를 출원하

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사업방식이 급격히 바뀌는 만큼

이러한 목적을 가진 BM특허의 출연은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4 . 기타 : 특허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전략

2000년 3월 일본에서는 BM특허에 대한 경고메일이 라쿠텐 같은 온라인 쇼핑

몰 서비스회사, 노무라증권 같은 증권거래 서비스제공회사, 기타 인터넷서비스회

사 등 66개 회사에 전송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특허침해의 경고를 받았을

때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의논하면서 사내조사를

해야 한다. 그 결과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허

침해경고가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준비도 해야

한다.

반대로 정말로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하던가, 또는 변리사와 의논하여 침해의 회피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심한 경우

에는 적어도 더 뛰어난 특허를 얻을 때까지는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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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우리는 이제 인류 전체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

업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BM특허는 그야말로 두 개의 날을 가진 칼이다. 즉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 놓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다른 기업의

사업방식과 BM을 조사·연구하여 모방하다 보면 특허침해경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에 특허침해의 예방책을 잘 세워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

는 지적 재산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넓은 가능성

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