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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인공지능 발명사례의 검토(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국내 최초의 출원 심사)

■ 검토배경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발명한 Ai 발명의 국제 

특허출원 건의 국내 출원에 대하여 보정요구서를 통지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대한민국으로 출원하면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한 첫 특허 심사 사례가 발생

* (Ai Program)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PCT 출원 방식(한 건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한 효과)

   - 출원인은 2개의 해당 발명*이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DABUS에 

의하여 창작되었다고 주장

* 1)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
* 2)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

■ 주요경과

  ○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건의 발명에 대한 국제 출원을 실시(`21. 5. 17., 국내 접수)

  ○ 특허청은 해당 출원 접수 건에 대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출원인에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에 대하여 보정 요구를 통지(`21. 5. 27.)

   - 「특허법」 및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되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 기계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될 수 없음

   - 미국, 유럽을 비롯한 지식재산 선진국도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전 세계 지식재산 체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 개념에 해당

  ○ 출원인이 발명자를 보정 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출원이 무효가 되며, 출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Issue & Trend Report 

2

■ 주요사례

  ○ (미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출원(등록)의 최초는 미국에 등록된 

“신경망 기반 프로토타이핑 체계 및 방법*”의 사례가 제시 

* (만료) U. S. Patent No. 5,852,815 (Filed May. 15, 1998)., “Neural Network Based

Prototyping System and Method”

   - 해당 발명은 스티븐 테일러가 1998년에 등록받은 특허로 1994년에 특허 출원·

등록되어 구현된 ‘창조적 기계(Creative Machine)*’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라고 

밝혀짐**

* (만료) U. S. Patent No. 5,659,666 (Filed Oct. 13, 1994)., “Device for the Autonomous

Generation of Useful Information”

** 해당 건의 특허출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료 표시한 이번 사례와 달리 발명자로 출원인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L. Thaler), 자신을 기재하여 출원하였으므로 인적 요건을 충족

  ○ (중국)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생성물의 저작권에 관한 판단 사례*를 통해 

그것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바로 공유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부정에 가까운 판결) 北京互联网法院, (2018) 京0491民初239号.
* (긍정에 가까운 판결) 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 (2019) 粤0305民初14010号.

[그림] U. S. Patent Specification : Neural Network Based Prototyping System and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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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 점

  ○ 인공지능 발명(창작)을 둘러싼 쟁점의 선도적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식산업의 

발전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가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인공지능 개발자, 소유자, 사용자(이용자) 중에서 적절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 3) 인공지능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을 자연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

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986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986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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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제도(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선 추진

■ 검토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발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담당할 수 있는 직위를 다양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무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는 개선 등을 추진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투자, 인력, 인증현황을 공시하도록 제도개선

■ 주요내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정보통신망법)

  ○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가능

   - (개정 전) 중기업 이상 모든 기업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강제

   - (개정 후) 겸직 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기업은 ‘부장급’의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가능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제도

   -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책임 및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면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대표자로 

간주되는 등 보호의무 강화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정보보호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겸직 가능한 업무*로 추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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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 근거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와 관련된 허위·부실 신고의 검증, 

정책지원, 보안교육 등 실시 가능

  ○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종래 시정명령 조치만 가능했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허위신고 및 

부적격자 지정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정비

  기업 규모별 정보보호 공시제도 시행(정보보호산업법)

  ○ 대상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보안사고 발생 위험과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필요

  ○ 대상(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기준은 사업분야·매출액·이용자 수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혜택 또는 제재의 부여를 통해 공시제도의 

현장 정착 추진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반드시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쳬게 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혜택 유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

3180311&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

3180313&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80311&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80311&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80313&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3180313&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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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야 ‘블랙리스트(黑名单)’ 운영
* 본문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블랙리스트’ 제도 운영” 및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의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검토배경

  ○ 중국 지식산권국(中国知识产权局, CNIPA)는 산업재산권의 악의적인 등록 신청 등 

악성 신청자를 블랙리스트(黑名单)에 포함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실시

   -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사법 등 다방면에서 지식재산권 

규제개혁을 위한 연구를 추진

   - 특히 중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상표국은 2016년 이래로 상표 대리인의 불법행위 및 

악의적 이의 제기 및 등록에 대응한 블랙리스트 체계의 연구를 수행해 옴

■ 주요내용

  ○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2019)’을 발표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블랙리스트 체계를 수립·개선해야 함을 지적

   - 중국의 사법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주체(개인, 기업) 등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행정부처와 사회 신용 시스템에 전파할 예정

   -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자가 동일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다시 유발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2021년 3월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7명 및 7개 기업을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행위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4월에는 저장성 루이안시 인민법원이 중

대한 침해를 저지른 30개 기업의 명부를 발표

[표] 중국,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블랙리스트 체계 수립 진행경과

구분 주요 내용

1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 발표

(허난성, 2008)

 • 정부가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록을 사회 신용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후난성, 안휘성, 강소성, 
광저우 및 기타 도시도 관련 규정 발표)

2
상업적 기업의 지적재산권 딜레마와 

파국 심포지엄
(창사시 중국인민법원, 2014)

 • 상표 침해 사례 공개·공유 및 침해자 블랙리스트 시스템 수립에 
관한 연구 및 논의 실시

3
지적재산권 강성 건설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안휘성, 2016)

 • 지적재산권의 고의적 침해(위반)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주며, 관련 정보는 지방 공공 신용정보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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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 점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블랙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지식재산침해 위험 기업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위험관리 및 손해배상 등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에서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질서의 유지와 지식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짐

   -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어 통제받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

po_no=20455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http://www.cnipr.com/sj/zx/202105/t20210524_243276.html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1-12호) 발간일은 6월 25일 입니다.

4
광저우자유무역구 난사편구 인민법원 및 

난사세관 협력각서 서명
(광저우, 2018)

 • 상호 간 지적재산권 침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정기적 
정보공유 강화 추진

5
특허분야 중대 부정행위에 대한 

합동징계대상자 명단 관리방안 제정
(지식산권국, 2019)

 • 특허 분야 중대 부정행위 징계대상자의 행위, 징계, 명단 등재 
및 반출, 신용회복 등 조치에 대한 시행 근거 마련

6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총무처, 2019)

 • 시장주체의 청렴성을 기록하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요구

 • 사법 및 금융기관 체계가 연계되며, 등재 기업은 동일한 
지적재산권 침해 유발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 가능

7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
(강소성, 2020)

 • 유관부서가 지적재산권 관련 사법·행정 재판, 처분 등 
표본자료를 적시에 수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용정보 
시스템에 통합하여 지적재산권의 고의적 침해와 악의적 
신청에 관한 목록화를 할 것을 요구

8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명단 발표 등

 • ‘지적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와 관련된 주체에 대한 신용징계 
추진에 관한 지침’ 발표(`21. 3. 저장성 원저우중급인민법원)*

* 제1호 지식재산권 중대침해 목록 : 7개 기업 및 7인 등재
 • 중국 지방 최초의 지적재산권 중대 침해 기업 30개 명단 

공개(`21. 4. 절강성 인민법원)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po_no=20455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po_no=20455
http://www.cnipr.com/sj/zx/202105/t20210524_24327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