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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D에서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비 이 차 늘어가는 시 에서 특허를 이해하고 이용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무엇보다 요하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차후 유망한 기술  하나로 

두되는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에 한 주요 기술들의 특허 지도를 작성해 으로서 해당 

기술의 재 특허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책을 모색한다. 

1. 서론

 세계 로열티 시장은 91년 303억 달러에서 2010년 2096억 

달러로 20년 새 7배 팽창했다. 재  세계 특허 시장 규

모는 5000억 달러이며 국내 특허 소송은 IT분야에 집 되

어 2009년 72%에서 2011년 90.9%로 증했다.[7] 삼성

자, LG 자와 같은 IT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IT기기 

유율이 높아지며 주공격 상이 되고 있으나 이에 한 

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허시장에서 살아남기 해 철

한 비가 필요하며, 차후 유망 기술  하나인 클라우

드 컴퓨  련 기술들에 한 특허 맵을 그려 으로서 

상의 악과 차후 연구 방향 설정 등 특허를 염두 해 

둔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기반 컨텐츠 서비스 기술 특허 동향 연

구에 필요한 제반 지식의 확보를 해 련 논문들을 참

고하 으며, 특허청 발간 클라우드 컴퓨  기술 09년 특허 

동향 보고서의 기술 분류와 검색 식을 인용하여 이후 12

년까지의 동향을 연구하 다. 특허 검색을 통하여 각 국에 

등재된 6708개의 특허를 모아 분석하 다. 

2.  기술 분류  정의

2-1. 개념  정의

-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이란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구

으로 장되고, 데스크톱·태블릿컴퓨터·노트북·넷북·스마트

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 으로 

보 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구름

(cloud)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소 트

웨어 등의 컴퓨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한 사용요 을 지 하는 방식의 컴퓨  서비스로, 

서로 다른 물리 인 치에 존재하는 컴퓨  자원을 가상 

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1] 

 클라우드 컴퓨 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서비스 기술의 

이해를 높이고 해당 기술들에 한 특허 동향을 악하기 

해 특허 맵(Patent Map)을 그려본다. 특허 맵을 그려

으로서 기술동향, 기술 분포 동향, 권리 계를 악하여, 

소송의 쟁  이해와 향후 우회기술 측, 복 연구 방지, 

연구 방향 설정, 기술추이  기술 발  방향 측 등 다

방면으로 도움을  수 있다.[6]

- 특허 맵

 특허 맵(PM: Patent Map) 이란 특허정보를 분류 정리하

고 기술내용을 분석가공하여 기술동향, 출원인 동향  기

술 분포 동향과 권리 계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도표이

다. 특허 맵의 작성을 통해 우회/회피기술 측, 복연구

의 방지, 연구개발 테마  방향설정, 기술의 매/매입 

 실시권의 허용, 크로스라이센스(cross licence)모색, 기

술의 추이  미래 측, 타사의 연구 개발조직 운 상황 

악 등이 가능하다. 경  기획, 연구 기술, 기술 리 분

야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8]

2-2. 기술 분류

 클라우드 컴퓨  기반 콘텐츠 서비스 랫폼 개발에서 

핵심 기술로 상되는 콘텐츠 수집 장 액세스 기술, 

Map/Reduce 기반 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용량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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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총계

한국(KR) 356

일본(JP) 24

미국(US) 4460

유럽(EP) 407

총계 6708 -> 5247

츠 상 시맨틱 검색 기술의 세부기술들을 각각 분류기호 

A, B, C로 분류하여 상 기술에 한 특허들을 정량분석 

한다. 기술 분류는 특허청의 09년 특허보고서를 인용하

다.[5]

(그림 1) 분석 상 기술 범  [5]

3. 특허동향 분석

3-1. 분석범   기

 클라우드 컴퓨  기반 콘텐츠 서비스 기술  콘텐츠 수

집 장 액세스 기술, Map/Reduce 기반 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용량 콘텐츠 상 시맨틱 검색 기술을 각각 

A, B, C로 분류하여 특허 동향을 정량분석 한다.[5] 해당

기술 련 특허를 특허정보 제공 업체 WIPS(http:// 

search.wips.co.kr/) 를 통해 수집 후 분석을 수행한다.[13]

- 특허 검색식

 콘텐츠 수집 장 액세스 기술 (기술 분류 A), Map/ 

Reduce 기반 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기술 분류 B), 

용량 콘텐츠 상 시맨틱 검색 기술 (기술 분류 C)에 

한 특허 추출을 해 사용한 특허 검색 식은 특허청 발간 

09년 특허 동향 보고서를 인용하 다.[5]

- 유효 Data 추출

 특허 출원 국 을 기 으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네 가

지로 분류했으며, 기술 분류별, 특허 출원 국 별 검색된 

특허 수와 데이터 가공을 마친 후 특허의 수는 아래와 같

다. 총 6708개의 특허가 검색 식으로부터 추출되었고, 

1461개의 특허가 필터링 되어 최종 5247개의 특허가 분석 

상에 합한 유효 데이터로 추출되었다. 

<표 1> 국가별 특허 총계

3-2. 특허동향 분석

 특허 분석 시 인 2012년의 에서 2010년과 2011년의 

특허는 아직 기술 공개가 되지 않아 유효구간이 아니므로 

해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 특허 출원 동향

<차트1-1> 국가-연도 별 출원건수

<차트1-2> 출원인 국  변화

- 국가별 출원 비율은 미국(85%)이 압도 으로 많은 특허

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 유럽(8%), 한국(7%)이 비슷

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0%)은 클라우드 컴퓨  분

야 특허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의 특허 출원 비율이 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

으며, 2007년까지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하락하

는 추세.

- 유럽은 2006년경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가 감소, 일정한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특허 출원 비율이 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특허 출원 건수가 거의 없다. 

- 체 으로 발 -성숙하는 추세이며 모든 나라에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출원 인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미국의 특허활동이 가장 우세하며, 그 외 일본 한국 독

일 국 등의 나라에서 주로 특허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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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기업/ 출원인

<차트2-1> 기술분야별 출원동향(막 그래 )

<차트2-2>기술분야별 출원동향(꺽은 선형)

- A 기술의 특허 출원이 2007년까지 꾸 히 상승하여 C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9년에 주춤하다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일 듯하

다.

- B 기술은 여타 기술에 비해 출원 건수가 많지 않지만 

1996년 이후 꾸 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C 기술의 특허 출원이 2006년까지 가장 많고 가장 가

르게 상승하 으나 200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 세 기술 분류 모두 2007년까지 꾸 히 상승하 으나 

2008년 이후 특허 출원 건수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차트3> 리딩 기업

- Microsoft가 500건 이상, IBM이 400건 이상의 특허 출

원을 보이며 클라우드 컴퓨  기술 분야 출원 특허의 상

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 그 뒤를 Sony, Yahoo, SAMSUNG 등이 100건 이하의 

특허 출원으로 따르고 있다. 

◦ 국가별 포트폴리오

: 원의 크기는 특허출원 수를 나타냅니다.

<차트4> 포트폴리오 EP

- 유럽은 발 기를 거쳐 성숙기에 도달한 모습이다. 

- 발 기를 거치며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후 출원 인수는 증가 출원건수가 감소하

는 모습을 보여, 집 으로 육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 이는 출원인들 간의 경쟁구도에 있음을 의미하며 R&D

가 가장 활발하다.

<차트5> 포트폴리오 JP

- 일본은 퇴조기에 어들고 있다.

-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동시에 어들고 있으며 분야에 

한 연구가 진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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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6> 포트폴리오 KR

-한국은 발 기에 있으며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빠르

게 발 하고 있다.

- 출원인수 120에 출원건수 200건 정도로 유럽시장과 크

기는 비슷하나 유럽시장이 성숙기에 어든 반면 아직 발

기에 있어 련연구의 진행에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차트7> 포트폴리오 US

- 미국 역시 발 기에 있어 출원인수과 출원건수 모두 활

발히 증가 추세에 있다.

-  값으로 따졌을 때 출원인수 500명에 출원건수 

1500건 이상으로 타 시장에 비해 월등한 크기를 보인다. 

4. 결론

4-1. 결론

 클라우드 컴퓨  기반 서비스 기술들은 특허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모두 꾸 히 증가하며 발 기에 있고 기술 개발, 

연구에 매력 인 분야이나 Microsoft, IBM, Yahoo 등의 

미국 기업들을 심으로 미국 시장에 이미 많은 기술들이 

특허 출원되어있기 때문에 장벽특허들이 존재한다. 장벽 

특허에 한 회피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별 특허 출원건수를 볼 때 클라우드 컴퓨  특허 시

장은 2007년까지 지속 상승했으나 2008년 이후 한 풀 꺾

여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분석

했을 때 한국과 미국 시장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

나 유럽과 일본은 각각 성숙기, 퇴조기에 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2008년 이후 시장 상승률 제한의 원인으로 지

목된다. 

4-2. 시사

 클라우드 컴퓨  기반 개방형 콘텐츠 서비스 랫폼 분

야에서 용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 수집, 장과 처리 

 검색기술에 한 특허동향 분석 결과, 미국 업체들이 

압도 으로 양질의 특허에 한 우 를 하고 있으며 특

히 Google  Yahoo 와 같은 검색 기업들이 량 데이터

를 분산 장 처리하는 업체인 만큼 요 특허를 출원하

고 있다.

 향후 컴퓨터분야에서 핵심 이고 기본 인 기술로 부각

될 클라우드 컴퓨  기술에 한 특허가 이미 미국 기업

들을 심으로 다량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클라우

드 컴퓨  기반 제공 서비스에 필요한 분산 환경에 최

화된 데이터구조, 수집, 검색  처리에 한 기술 개발 

혹은 개량 특허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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