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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여는 확장가상세계(metaverse)

- 게임 관련 특허출원, 융복합기술 중심으로 급증 추세 -

□ 2030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융복합

기술과 연계된 게임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장가상세계는 초월과 현실세계를 뜻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이다.

# 융복합기술은 확장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가상 증강 혼합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혁신기술을 게임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서 IP5*에 출원된 게임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년∼’19년) 연평균 16%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1]

* 전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한 미 일 중 유럽) 특허청

** ’11년∼’20년 IP5에 출원된 공개 및 등록특허(45,228건) 기준

ㅇ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넘어선 ‘오버워치’와 같은 1인칭 슈팅

게임의 돌풍과 ‘리니지’류로 대변되는 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과 

같은 모바일게임으로의 시장 전환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ㅇ 특히, 융복합기술과 연계된 게임 관련 특허는 ’15년까지 200건 

안팎에서 출원이 이루어지다가, ’16년, ’17년에 440건, 629건으로 

2∼3배 이상 급증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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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포켓몬 고’와 같은 가상 증강현실게임의 약진과 함께 업계의 

지재권 확보 경쟁이 ’16년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제페토’와 같은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이 속속 출시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 게임 관련 특허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IP5 국가 모두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게임특허의 출원건수는 모두 '11년 대비

'19년에 1.3배 증가하였고, 중국 특허청은 출원건수가 9.9배 급증했다.

ㅇ 중국 특허청에 출원된 게임특허는 ’16년에 융복합기술과 연계된 게임, 그리고

’17년에는 게임 전체에서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추월했다.

- 이는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게임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지재권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소니(2,923건), 코나미(2,393건), 텐센트(1,754건)

등이 다출원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게임과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붙임 3]

ㅇ 한편,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사업에 뛰어든 국내 대표 게임업체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지재권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16년 이후 특허출원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넥슨의 ‘프로젝트 MOD', 엔씨소프트의 ‘유니버스’ 출시와 

넷마블의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설립은 확장가상세계 연동 게임을

실현하는 융복합기술의 출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융복합기술에 대한 중국 게임업계의 투자와 특허출원의 증가가 세계 

게임산업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우리 게임업계는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확장가상세계 등 5G에 기반한 융복합기술 중심의 게임특허 출원

전략을 통해 지재권을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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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게임 관련 IP5 출원동향

□ 게임 관련 IP5 전체 출원현황(’11년∼’20년) [출원건수]

특허청
연도

한국 특허청
(KIPO)

미국 특허청
(USPTO)

일본 특허청
(JPO)

유럽 특허청
(EPO)

중국 특허청
(CNIPA) 계

2011 520 1,331 629 223 236 2,939
2012 529 1,486 906 281 261 3,463
2013 532 1,683 1,070 240 335 3,860
2014 403 1,631 1,157 290 350 3,831
2015 356 1,285 1,219 249 395 3,504
2016 540 1,434 1,244 324 1,219 4,761
2017 578 1,721 1,459 335 1,818 5,911
2018 600 1,529 1,561 371 2,491 6,552
2019 687 1,509 1,557 283 2,347 6,383
2020 264 1,249 923 55 1,533 4,024
계 5,009 14,858 11,725 2,651 10,985 45,228

<’11년∼’20년 IP5에 출원된 공개 및 등록특허 기준>

ㅇ 연도별 출원동향(’11년∼’20년)

ㅇ 발행국별 출원동향(’11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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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융복합기술 적용 게임 관련 IP5 출원현황

□ 융복합기술 적용 게임 관련 IP5 출원현황(’11년∼’20년) [출원건수]

특허청
연도

한국 특허청
(KIPO)

미국 특허청
(USPTO)

일본 특허청
(JPO)

유럽 특허청
(EPO)

중국 특허청
(CNIPA) 계

2011 57 55 43 8 15 178
2012 42 94 29 5 11 181
2013 29 127 46 18 32 252
2014 40 113 33 15 28 229
2015 18 82 20 13 33 166
2016 56 138 56 25 165 440
2017 75 163 102 53 236 629
2018 89 169 81 42 307 688
2019 107 197 47 27 311 689
2020 28 177 41 9 231 486
계 541 1,315 498 215 1,369 3,938

<’11년∼’20년 IP5에 출원된 공개 및 등록특허 기준>

ㅇ 연도별 출원동향(’11년∼’20년)

ㅇ 발행국별 출원동향(’11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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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주요 출원인 현황

□ IP5 전체 주요 출원인 현황(’11년∼’20년) [출원건수]

순위 출원인 국적
한국 특허청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중국 특허청 출원

건수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SONY 일본 116 4.0% 1,332 45.6% 613 21.0% 453 15.5% 409 14.0% 2,923

2 KONAMI 일본 136 5.7% 271 11.3% 1,818 76.0% 9 0.4% 159 6.6% 2,393

3 TENCENT 중국 91 5.2% 218 12.4% 87 5.0% 66 3.8% 1,292 73.7% 1,754

4 NINTENDO 일본 6 0.3% 855 49.0% 626 35.9% 233 13.4% 24 1.4% 1,744

5 BANDAI 
NAMCO 일본 11 0.8% 122 8.5% 1,158 80.8% 22 1.5% 120 8.4% 1,433

6 GREE 일본 0 0.0% 306 21.6% 1,093 77.2% 5 0.4% 12 0.8% 1,416

7 NETEASE 중국 1 0.1% 58 4.2% 24 1.7% 0 0.0% 1,313 94.1% 1,396

8 MICROSOFT 미국 59 6.0% 490 49.8% 61 6.2% 192 19.5% 182 18.5% 984

9 SQUARE 
ENIX 일본 14 1.5% 266 28.0% 567 59.6% 75 7.9% 29 3.0% 951

10 COLOPL 일본 1 0.1% 23 2.8% 801 96.3% 1 0.1% 6 0.7% 832

<’11년∼’20년 IP5에 출원된 공개 및 등록특허 기준>

□ 국내 대표 게임업체 3N의 연도별 출원현황(’11년∼’20년) [출원건수]

연도
출원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넥슨 2 1 5 2 32 36 47 48 39 17 229

엔씨소프트 51 19 10 11 6 12 30 38 32 5 214

넷마블 0 0 0 0 2 2 7 45 135 20 211

계 53 20 15 13 40 50 84 131 206 42 654

<’11년∼’20년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공개 및 등록특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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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게임 특허기술 성장단계

□ IP5 발행국가별 게임 특허기술 성장단계(’11년∼’20년)

1. 태동 - 신기술의 출현
-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서서히 증가

2. 성장 - 연구개발의 급격한 증가, 경쟁의 심화
- 출원인수와 출원건의 급격한 증가

3. 성숙 - 연구개발의 지속, 일부 기업의 도태
- 출원건수의 정체, 출원인수의 정체 또는 감소

4. 쇠태 - 대체기술의 출현, 연구개발의 공백 발생
- 출원건수의 급감, 출원인수의 정체 또는 감소

5. 회복 - 기술 유용성 재발견, 대체기술 쇠태
-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추세로 전환

▶ 1구간(’12년～’13년), 2구간(’14년～’15년), 3구간(’16년～’17년), 4구간(’18년～’19년)
▶ 원의 크기는 출원건수의 정도를 의미

■ IP5 전체 발행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는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증가하는 성장
단계에 있음(1구간 대비 4구간에서 출원건수 1.8배, 출원인수 1.7배 증가)

■ KIPO는 1구간 대비 4구간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1.2배 증가하였고, CNIPA는 
출원건수 8.1배, 출원인수 9.5배 급증하여 특허기술 성장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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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게임 특허기술의 국적별 점유율

□ IP5 게임 특허기술의 국적별 점유율(’11년∼’20년)

<IP5 전체 출원>  < 발행국별 점유율 >

■ IP5 전체에서 출원인 국적별 출원 점유율은 일본(37.9%), 미국(23.0%), 중국(20.9%), 
한국(10.4%), 유럽(4.2%) 순으로 나타남

■ 한국 특허청(KIPO)의 국적별 점유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국적 순, 미국 
특허청(USPTO)의 국적별 점유율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국적 순으로 나타남

<IP5 전체 등록>  < 발행국별 점유율 >

■ IP5 전체에서 출원인 국적별 등록 점유율은 일본(47.4%), 미국(25.8%), 한국(10.0%), 
중국(9.7%), 유럽(4.1%) 순으로 나타남

■ 한국 특허청(KIPO)의 국적별 점유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국적 순, 미국 

특허청(USPTO)의 국적별 점유율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국적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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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게임 관련 특허 사례

1. 인공지능 바둑 게임

기술
요약

바둑판의 형세판단 학습 모델, 규칙 차이로 인한 헛수 회피, 덤 규칙이 다른
바둑 게임에서의 정확한 가치값 생성, 교사 학습 정책망을 이용한 트레이닝
데이터 생성, 착수 시간관리, 및 공배가 없는 상황에서의 의미 없는 착수
회피, 기풍 적용 등을 구현하는 딥러닝 기반의 바둑 게임

등록특허공보 제10-2316930호 등록특허공보 제10-2299135호

등록특허공보 제10-2299140호 등록특허공보 제10-2299138호

등록특허공보 제10-2286010호 등록특허공보 제10-2292046호

등록특허공보 제10-2299141호 NHN 한게임 ‘한돌 서비스’
(출처: NHN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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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가상세계 낚시 게임

기술
요약

낚시줄 제어부를 통하여 어종에 따라 다르게 낚시줄의 상하좌우 방향으로의
이동, 감김, 풀림 동작을 제어하고, 풀바디 모션 트래킹 기반의 증강현실용
장갑을 착용하여 손맛을 구현한 낚시 게임

등록특허공보 제10-1679784호

등록특허공보 제10-2017299호

레전드 ‘전설의 낚시’
(출처: 레전드 누리집)



- 10 -

3. 공연 연동 게임

기술
요약

오프라인 상의 스타가 관람객 없이 온라인 상의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팬 미팅 또는 콘서트와 같은 공연을 진행하고, 가상 캐릭터인 스타 아바타를
게임 유저가 실제 공연 중인 스타의 움직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움직임을
갖도록 제어하여 게임 공간 내에서 공연 연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라이브 공연과 연동되는 게임

등록특허공보 제10-1485904호 엔씨소프트 ‘유니버스’
(출처: 엔씨소프트 유니버스 누리집)

4. 증강현실 게임장치

기술
요약

시소구조의 지렛대 고정점을 중심으로 지렛대 일방에 의자, 나머지 일방에
스크린을 구비하여 의자와 스크린이 상 하 좌 우 전 후로 회전할 경우 위치
추적장치에 의해 의자 위치의 사용자가 스크린이 움직이는 회전각도와 같은
회전각도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영상을 관측할 수 있는 영상 게임장치

등록특허공보 제10-2009544호 모컴 ‘X-Fighter’
(출처: 모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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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훈련 보드게임

기술
요약

광원을 출력하는 홀 또는 홈의 위치에 다양한 형상 또는 크기를 가지는
페그를 손 또는 손가락으로 쥐고 보드판으로 옮기는 반복 훈련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 소근육, 인지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보드게임

등록특허공보 제10-2130622호 네오펙트 ‘스마트 페그보드’
(출처: 네오펙트 누리집)

6. 게임 과몰입 방지 블록체인 기술

기술
요약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코드가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

등록특허공보 제10-216625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