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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
고 있는 실정에서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각국
은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
으려고 노력
- 이러한 노력의 중심은 미래신성장산업의 발굴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것이었음.
- 기술혁신이 기존의 기술이나 산업과 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ICT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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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혁신분야에 표준화가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특허기술이
표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짐. 이러한 특허를 표준필수특허라 함.
○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표준에 포함된 필수
특허, 즉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해될 수밖에 없는 특허
를 말하며,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화로 표준
필수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무선통신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업체 간
특허분쟁도 증가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표준필수특허권에 대한 분
쟁이 있음.
- 무선통신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표준 관련 시장에서 표준필
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WTO의 TBT1) 협정에 따라 국가 간 교역에서 국제표준의 준수
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표준필수
특허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삼성 vs.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애플 vs. 모토로라 사건
과 한국, 중국, EU 등 개별 경쟁당국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여러 퀄컴
관련 사건 등은 그 분쟁의 범위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
계 제품시장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판결의 내용도 국가별로 상이하여 양상이 복잡함.
1)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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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
허 남용행위에 대해 표준특허 거대기업인 퀄컴을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함.2)
-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인코포레이티드
(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Qualcomm Technologies Ins.(QTI) 및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의 시
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
억 원을 부과3)
- 2009년 12월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다른 지위남용 사건에서 과징금
(2,731억 원)을 부과한 결정이 퀄컴의 불복으로 아직까지 대법에 계
류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퀄컴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최종 결정이 언제 어떻게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참여자가 누
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발적인 생태계로 돌
려놓기 위한”4) 우리나라 공정위의 결정이 의의를 가짐.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12.28).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12.28).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12.2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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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표준특허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응을 위한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표준필수특허소송에 대응하는 능력이 기업의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 내 역량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임.
- 대기업의 경우 특허 분쟁에 대비해 자체 법무 관련 조직 등을 두어 지
식재산분쟁 대응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특허 경쟁력을 위한 시스템
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함.
- 상대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 중심에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
소기업으로 소송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
련 표준필수특허의 중요성과 관련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함.

제2장
표준필수특허의 의미 및 중요성

1. 표준필수특허의 정의
○ 표준필수특허5)는 표준에 포함된 특허로 이를 침해하지 않고는 표준
을 구현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함.
-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징 때
문에 표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별도의 침해입증 없이도 해당 표준
필수특허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침해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
로 매우 쉬움.
○ 표준필수특허는 근본적으로 특허라는 특성 외에 표준으로서의 특성

5) 표준필수특허는 영어로는 Standard Essential Patent로 SEP 또는 SEPs라고 씀. 일본에서는 표
준필수특허(標準必須特許) 또는 규격필수특허(規格必須特許)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우리나
라에서는 표준필수특허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표준특허’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함.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위는 퀄컴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보도자료에서 표준필수특허라
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본 보고서도 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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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지므로 일반특허6)에 부여되는 배타적 독점권을 모두 누리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일반특허의 경우 그 특허기술이 갖는 고유의 가치만으로 시장에서
의 지배력을 형성하게 되지만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특허권자의 창
의적인 아이디어인 특허기술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표준화로 인
한 가치가 덧붙여지므로 본래의 특허가치에 부가적으로 더 많은 가
치를 갖게 되므로 표준필수특허권자에게 표준화로 인한 부가적인
가치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표준필수특허 분쟁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
○ 일반특허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사인 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사적 자
치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분쟁은 표준
을 구현하기 위해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표준이 됨으로써 독점
화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얻는다는 점에서 다르게 다루어짐.
- 일반특허의 분쟁에는 경쟁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데 반해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는 기술의 확산과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표
준으로 제정된 특허기술이 사후적으로 독점력을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권자가 독점화된 시장에서 권리를 남용하는 기회주의
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해짐.
6)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특허는 경우에 따라 비표준특허(Non-SEPs), 일반특허, 또는 상용특허
(Commercial Patent)라고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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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준설정으로 인해 이러한 시장지
배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경쟁당국이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
가 성립됨.
- 이러한 면에서 일반특허 분쟁과 표준필수특허 분쟁이 경쟁정책 측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경쟁당국이 역할을 하여야 함.

3.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사전적 조치:
FRAND7) 선언
○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은 1990년대 초반까지 특
허사용료에 대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명확한 규정
을 두지 않은 채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보급됨.
- 이러한 무료 배포 정책 이후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이 표
준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사후적으로 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게 된 표
준필수특허권자가 사용자에게 특허실시료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
고 이는 무료정책을 표방한 표준제정기구에 큰 부담이 됨.8)
- 이를 계기로 국제표준기구들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7)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8) ������������������������������������������������������
관련 최초 사례로 2002년 이후 전자상거래 데이터 처리기술 관련 특허인 ebXLM의 보유자인
IBM은 관련 시장이 확대되자 더 이상 무료로 보급하지 않고 특허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함.
ebXLM 특허는 만 하루가 걸리던 온라인 거래시간을 한 시간으로 단축시킨 기술로 온라인 쇼
핑몰이 대거 등장하고 활성화되는 데 기반 기술을 제공함(최현경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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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됨.
○ 이후 많은 표준화기구들은 표준을 제정하는 초기 단계에 특허권자에
게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선언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매복(Patent Ambush)9)을 막고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기 전에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임.
- 특허선언에서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①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
인지, ②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으로 또는 공정하고 합
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③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선택하게 함.10)
○ 현재 표준화기구11)들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들의 특허권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 제정 초기 단계부터 특허에 대한 사전공
개와 RAND 혹은 FRAND 선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식표준화기구12)인 ITU-T, ITU-R, ISO, IEC는 표준화 활동 초기부터
(from the outset), ATIS와 TIA는 조기공개(as early as possible), ANSI
9)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표준개발과정에서 특허기술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서 표준이 제정되면 이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가 특허권을 내세워 과도한 특허실시료를 요
구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음(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
허센터(2016.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2016.12.20. 접속).
1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필수특허센터(2016), p.67.
11)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tandard Body)는 관련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나
관심을 반영한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활동범위에 따라 공식표준화기구, 사실표준화기
구, 표준화협의체로 나눌 수 있음.
12) 공식표준화기구 간에는 표준화 절차상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지역이나 국가의 표준화 활동
결과를 국제표준화 활동에 반영하는 상향식 표준화 활동과 국제표준화 활동 결과를 산업
체에 보급하는 하향식 표준화 방식으로 이루어짐(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필수특허센터
(2016.3), SEP Inside 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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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시에(in a timely manner) 조기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TTA는
과제제안 시부터 공개하도록 함.13)
- 사실표준화기구인 DVB 포럼은 기술모듈이 규격 승인 통지 후 90일
<표 2-1> 주요 공식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13)
표준화
기구

공개 시기

표준으로 채택 조건

특허권자의
사용허락 거절에 대한 대응

ITU-T
- 무료 라이선스
표준화 활동
ITU-R
- 범세계적, 합리적이고 비차
초기부터(from
표준화 중단
ISO
별적인 조건(FRAND)
the outset) 공개
IEC
- 상호주의 적용(Reciprocity)
- 불공정하고 차별 없는 합리
적시에(in a
적 조건으로 라이선스 허여 1. 확인서 제출 요청
ANSI timely manner) - 대가 없이, 그리고 불공정하 2. 확인서 미제출 시 : ANS(미국 국
조기공개
고 차별 없는 합리적 조건으 가표준) 승인 유보 또는 철회
로 라이선스 허여
조기공개(at the - 대가 없이 이용
ATIS earliest possible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
time)
건으로 이용
1. 표준·기술규격 채택 전
- 대안기술 있는 경우: 반영
- 대안기술 없는 경우: 표준화 중단
표준 또는 기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 2. 표준·기술규격 채택 후
규격 개발시 적
ETSI
적인 조건(FRAND)으로 실시 - 관련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 허
시에(in a timely
허여
여 요구
fashion) 통지
- 라이선스 요구 거절 또는 3개월
내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표
준 기술규격 불승인 처리
TIA

조기공개(as early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특허권자에게 선언서 제출 요구
as possible) 으로 라이선스 허여

1. 표준채택 전
- 대가 없이 비차별적으로 실
- 표준화 중단
과제제안 시부터  시 허여
TTA
2. 표준채택 후
공개
-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
- 확약서 제출 요청
으로 실시 허여
- 미제출 시 표준 철회
1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필수특허센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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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IEEE는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승인 시 즉시, IETF는 Internet-Draft 제출 후 가능한 조기에, OASIS,
OMA, OMG, W3C, WIMAX 포럼은 수시로 공개를 요구함.
○ <표 2-1>, <표 2-2>는 각각 공식표준화기구와 사실표준화기구의 특
허 관련 정책을 정리한 것임.14)
<표 2-2> 주요 포럼 및 컨소시엄의 특허정책14)
주요
표준화기구
DVB 포럼

공개 시기

표준으로 채택 조건

공개 범위

기술모듈이 규격 비차별적, 비양도, 범세계적으로, 공
승인 통지 후 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 Sisvel, ViaLicensing
90일 이내
건으로 실시 허여

IEEE

PAR(Project
- 일반적 권리 포기
Authorization - 범세계적, 무료 또는 합리적인 비 특허권자 및 자회사(AfRequest) 승인 시 용으로, 불공정한 차별이 없는 합 filiate)의 특허 포함
즉시
리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IETF

Internet-Draft 제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권자 및 자회사(Af후 가능한 조기에 조건(FRAND)으로 실시 허여
filiate)의 특허 포함

OASIS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 허여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의 무료
수시로 공개 요구
관계사(Affiliate) 포함
실시 허여
- 제한적 조건의 무료 실시 허여

OMA

수시로 공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OMG

수시로 공개

- 무료 실시 허여
-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회원에게만 공개
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W3C

수시로 공개

참여회원은 무료 실시 허여 의무

수시로 공개

- 회원에게만 실시조건
- 무료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허여
조건
- 관계사 포함
- 유료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 회원탈퇴 후에도 라이
조건
선스 약정 효력 지속

WIMAX
포럼

14)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필수특허센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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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ND 선언
○ 표준필수특허는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허이
기 때문에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
업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특허
가 필요하므로 기술표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러한 수많은
표준필수특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특허권 사용 협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표준화기구는 표준을 제정하는 경
우, 이에 포함될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에게 FRAND 선언을 하게 함
으로써 잠재적 특허 실시자들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게 됨.
○ FRAND 확약은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인 특허권의 실시허락을 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정한(Fair) 계약이란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이 계약의 양 당사자에
게 공정하고 절차 면에서도 공정해야 함을 의미함.
- 합리성은 계약의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의 결과가 양 당사자에
게 수용 가능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 Royalty Cumulative Stacking)과 특허
홀드업(Patent Hold-up)의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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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기술표준을 이루는 여러 특허의 권리자들이 각각의 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경우 실시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별 실시
료를 모두 합한 총실시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를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이라 하며 합리적인 실시료
는 이러한 로열티 과적의 차원에서도 합리적이어야 함을 의미
- 비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특허를 허여할 것인지를 특허권리자가 사
적 계약에 의해 임의로 결정하는 데 반해,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
는 FRAND 선언을 하고 난 후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며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경우(특허 홀드업, Patent
Hold-up)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일반특허와 달리 표준필수특허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이유
는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해당 표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실
시권자가 특허의 침해를 피할 수 없고,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특
허권자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특허권 남용(hold-up)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공정성과 합리성의 문제는 다음 장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표준필수특허 침해금지청구의 합법성 분쟁과 적정 실시료율의
문제, 부당한 일반특허 끼워팔기 등의 분쟁으로 나타남.
○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이라 함은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
권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그 상황이 동일하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허락해야 하며 특정 실시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제2장 표준필수특허의 의미 및 중요성

17

- 특허권자가 하류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하류시장의 다른 경
쟁업체들과 자신의 자회사를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 퀄컴의 경우 칩셋을 생산하는 자회사와 경쟁하는 미디어텍, 인텔, 비
아 등에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자회사만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에 칩
셋을 공급하도록 함.

제3장
표준필수특허 분쟁 사례

1. 침해된 권리와 배상범위의 판단
○ 특허분쟁에서 침해된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배상액 산정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최근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에 의한 제품 출시로 한 제품 내에 특허기
술과 특허받지 않은 기술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제품의
성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한 제품 내에서 특허가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복잡해지는 추세임.
- Rite-Hite vs. Kelley 사건은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일반특허에 관한 분
쟁 사례이지만 침해된 특허권에 대해 “전체시장가치규칙(Entire Market Value Rule)”을 적용한 사례로 한 제품에 포함된 특허가 전체 제
품의 일부분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체 제품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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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 전체시장가치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의해 고객의
수요가 발생하고, 해당 기술이 전체 제품의 작동단위를 구성해야 함
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함.
○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의 판단과 손해배상
액 결정의 기준을 마련한 최초의 판례인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
라 사건은 기존의 조지아퍼시픽 요소(Georgia-Pacific factors)를 수정
하여 실시료와 손해액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특허권자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데 반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FRAND 조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표준필수특허기술을 수반한 실시
료는 표준 전체 및 그것을 탑재한 제품에 부가한 기술의 실제 가치와
맞아야 함을 강조함.
○ 법원은 우선 모토로라가 ITU와 IEEE에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하
겠다는 구속력 있는 선언을 하였으므로 FRAND 조건을 이행하여야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모토로라의 제안이
FRAND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15)
○ 본 재판의 주심판사인 Robart는 본 건의 FRAND 실시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조지아퍼시픽 요소16)를 이용하였으나 FRAND 조건의 취지에
15) �����������
이수진(2015).
16) ����������������������������������������������������������������������
1970년 Georgia Pacific vs. United States Plywood 사건에서 마련된 특허 실시료 산정을 위
한 원칙으로 Georgia Pacific사가 Plywood사에 장식용 합판 패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
을 제기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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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지아퍼시픽 요소와 마이크로소프트 요소 비교
조지아퍼시픽 요소

마이크로소프트 요소

1

확립된 실시료
(기존의 실시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따른 실시의무를 부담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상적 협상에 따라 도출
된 실시료)

2

비교된 실시료

-

3

라이선스의 성질과 범위

-

4

라이선서가 타인에게 발명을 사
용하도록 라이선스를 허여하지 적용하지 않음
않거나, 특허의 독점권을 유지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라 비독점적
하기 위해 라이선서에 의해 확립 실시권을 허여해야 할 의무 부담)
된 정책과 마케팅 프로그램

5

적용하지 않음
라이선스와 라이선시의 사업적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선언에 따라 경쟁자를
관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할 의무 부담)

6

특허제품으로 판매가 라이선시
표준필수특허 자체로 인한 가치에 초점
의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

7

특허권의 존속기관과 라이선스
의 기간

8

특허제품의 상업적 성공, 수익
표준필수특허 자체로 인한 가치에 초점
성 및 인기

9

선행기술에 대한 특허의 장점

10

특허발명의 성격(특허발명의 가 표준필수특허 자체가 기여한 부분, 기술표준 전체가
치, 실제 제품에서 하는 역할)
기여한 부분 모두 고려

11 침해자 사용의 범위 및 가치

-

표준필수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기 이전의 시점
에서 당해 특허 대신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대체 기술’에 대한 실용성·우수성 고려

표준필수특허 자체가 기여한 부분, 기술표준 전체가
기여한 부분 모두 고려

12

적용하지 않음
동종업계에서 라이선서와 라이
(FRAND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실시
선시의 관행적인 수익 배분
허락계약상의 실시료는 비교 대상 불가)

13

특허발명에 기인하는 이익의 부 표준필수특허 자체 가치와 그것이 기술표준에 채택
분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를 구별하여 검토

14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 진술
15

-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합의하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따른 실시의무
였을 실시료
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합의를 상정

자료 : 권영관(2016), 최현경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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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다음의 요소를 적절히 수정하였으며, 이는 일반특허권에 대한
실시료 판단기준을 FRAND 확약한 표준필수특허에 적용한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요소(<표 3-1> 참조)라고 불림.
-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특허권자는 특허를 라이선스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데 반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FRAND 조항
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 지방법원의 결정이기는 하나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율 산정
에 대한 최초의 사법판단이라는 의의를 가짐.
- 실시료율의 산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임.
○ 본 판결 이후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 산정에서 수정된 조지아퍼
시픽 요소(마이크로소프트 요소)가 적용되고 있음.
- 본 판결에서 인정된 실시료액은 180만 달러로 모토로라 측이 제시한
실시료율 2.25%에 근거한 40억 달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
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실시료 누적(royalty stacking)에 따른 실시권
자의 영업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17)
- 미국법원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침해금지청구권
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임.

17) ��������������
송재섭(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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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금지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특허권자가 특허협상 중인 잠재적 실시권자(willing licensee)를 대상
으로 침해금지청구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FRAND 확약의
공정한(Fair) 계약에 위반되므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추세임.
○ 유럽의 사법당국 및 경쟁당국은 FRAND 확약을 한 특허에 대한 특허
권자의 침해금지청구는 기본적으로 특허권 남용으로 판단하지만 침
해금지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적시함으로써 침해금지청구
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화웨이 vs. ZTE 사건의 판결에서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에 임하고, 침해에 대해 서면으로 우선 경고하여야 하는 등 일정
한 제한을 설정하였음.
- 유럽의 경쟁당국인 EU 집행위도 애플 vs. 모토로라 사건의 판결을 통
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잠재
적인 실시자(willing licensee)가 ①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
환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자산의 관할권이 손해배상 청구 시 집행할
수 없는 관할권에 속한 경우, ③ 잠재적 실시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할 의사가 없어서 특허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
우로 한정하였음.
○ 미국법원 역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침해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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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나, 미국 ITU는 삼성 vs. 애플 사건에서 삼
성의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수입배제명령을 결정함으로써 표준필수
특허권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대통령의 최종적인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음.

(1) 화웨이 vs. ZTE 사건(2015)
1) 사건 개요
○ 화웨이는 중국의 1위 무선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업자로 ETSI에 LTE
기술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
을 확약한 상황에서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인 ZTE가 자사의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ZTE를 상대로 침
해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에 대해 2013년 4월 5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화웨이가
ZTE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LTE 관련 표준필수특허 침해소송에 관
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평결을 요청함.
○ 독일법원의 요청에 대해 2015년 7월 16일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
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이하 CJEU)는 화웨
이와 ZTE사의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추
정되는 특허 사용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판시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처음으로 FRAND 원칙하에 표준필수특허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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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침해금지청구를 할 때 유럽연합 TFEU 102조가 금지하는 시장지
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금지 가처분의
합법성을 심사할 때, 이러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시장지배적 지
위의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주된 취지는 표준필수특허의 침해금지 가처
분의 합법성 판단 시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주장은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위남
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함.
○ CJEU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아래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예외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 침해금지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
- 원칙적으로 협상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이러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FRAND 실시료 및 실시료 이외의 라이선
싱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허권자는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침
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해야 함.
-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특허사용자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받을 의사를 표현해야 함.
- 라이선싱 의사를 받은 특허권자는 구체적인 FRAND 라이선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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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는 구체적인 실시료 수준과 그 산
정방법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FRAND 라이선싱 조건을 제안 받은 잠재적 실시권자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안된 조
건에 대해 동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수용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함.
- 잠재적 실시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자신의 수용조
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역제안해야 함.
- 특허권자가 이 역제안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실시권자가
당해 표준필수특허를 계속 실시한다면, 당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시료
보증금으로 공탁 또는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함.
- 이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즉시 제3자에게 실시료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에 합의할 수도 있음.
○ 본 판결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계약 체결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가 계약 체결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협상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먼저
라이선싱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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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전자 vs. 애플 사건(2013)
1) 사건 개요
○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 처
음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둥근 모서리 등 휴대폰 디자인 특허와 핀치 투 줌, 탭 투 줌, 바운스백
등 상용특허가 쟁점이었으며, 2012년 8월 1심 법원은 삼성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함.
- 1차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듬해 또다시 삼성을 2차 제소하였으며,
디자인 특허에 초점을 맞춘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에선 상용특허
를 무기로 내세움.
- 갤럭시 넥서스를 비롯한 삼성 폰들이 단어자동완성(172), 여러 데
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
(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
(721)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위와 같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반대 논리로 삼성은 자사
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특허침해
금지청구를 제출함.
- 다음의 내용은 이 중 일본 도쿄 지방법원, 영국 런던 고등법원, 미국
ITC,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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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도쿄 지방법원(2013년 2월 28일)18)
○ 삼성은 2011년 4월 21일 일본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
출함.
- 삼성의 애플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2011년 4월 15일 애플
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및 상용특허에 대한 방어논리로 진
행됨.
○ 이에 대해 일본 동경지법 민사46부 오오타카 재판장은 본 건에 대해
삼성이 FRAN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특허실시자인 애플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신의성실 원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침해금지청구권은 권리 남용으로 판단하여 삼성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애플의 제품이 삼성의 3GPP 통신규격 특허를 사용한 것을 인
정하였으나, 삼성이 FRAND 선언한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이동통신 단체들 간의 공
동연구 프로젝트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00 프로젝트의
3세대 이동통신 표준규격의 작성을 목표로 1998년 12월 개설되었으
며,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 여러 통신 관련 표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음.

18) ��������������
이수진(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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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근거
로 재판부는 삼성이 ① 제품별로 실시료율을 제시하면서도 산정 근
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타사와의 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정보
를 공개하도록 요청이 있었음에도 라이선스 조건의 산정 근거를 제
시하지 않았으며, ③ 삼성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교섭
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함.
- 반면, 애플은 일본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신청을 하
였고, 실시료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삼성의 표준필수특허가 선언된 표준단체인 ETSI의 IPR정책
은 FRAND 조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타사와의 로열티 산정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타사와의 로열티 산정 근
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삼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
는 것은 성실한 교섭 판단에 있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
치로 판단됨.
3) 영국 런던 고등법원(2013년 3월 7일)
○ 삼성전자는 애플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3건을 침해했
다는 이유로 영국 런던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애플은 이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담당판사인 크리스토퍼 프로이드(Christopher Floyd)는 해
당 특허는 휴대전화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정 경쟁상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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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 계약의 대상이라고 판시하며 삼성이 주장하는 표준필수특허가
무효라고 인정함.
4) 미국 ITC(2013년 6월 4일)
○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특
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제품들의 수입금지를 요청함.
○ 소를 제기한 후 2년이 경과한 2011년 6월 4일 ITC는 애플의 아이폰
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3G, iPad3 및 iPad2의 3G모델이 삼
성전자의 미국의 특허인 7,706,348(US Patent No. 7,706,348; 이하 348
특허)을 침해한다고 최종 판결하고 한정적 수입금지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이미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림.
- 위원회는 삼성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
해 애플이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함.
○ 한편 삼성 측이 이와 함께 제기한 US Patent No. 7,486,644, 7,450,114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 ITC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는데, 2개월
후인 8월 3일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ITC의 최종결정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하였고, 이는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거부
권 행사로 애플 감싸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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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013년 6월 4일)
○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시작된 애플의 디자인특허
소송 이후 같은 해 6월 애플이 추가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침
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의 성격으로 2011
년 9월 26일 삼성은 자사의 3G 표준필수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의 표준필수특허는 이미 FRAND 확
약을 한 상태로 삼성은 애플에 FRAND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협상 중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
은 권리 남용이라고 간주함.

(3) 애플 vs. 모토로라 사건(2014)19)
1) 사건 개요
○ 모토로라는 2003년 유럽 통신규격인 GSM 표준의 일부인 GPRS 표준
에 해당하는 특허를 ETSI의 IPR 정책에 따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
스할 것을 선언한 상황에서 2007년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이 해당 표
준필수특허를 실시한 것을 이유로 독일 만하임법원에 침해금지 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11년 12월 모토로라의 청구를 인용
19) ��������������
오성은(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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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모토로라가 이를 바로 이행하려 하자 애플은 애플이 해당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문제 삼을 경우 모토로라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애플의 모든 제품이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를 침
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제시하며 화해 종결되었음.
○ 그러나 애플은 이 같은 독일에서의 모토로라의 침해청구권 행사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4년 4월 29일 모토로라가 스마트폰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들어 독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독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며, 행위금
지 결정을 내림.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 애플의 소에 대해 집행위원원회는 모토로라의 침해금지명령 청구는
EU 반독점 규정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
비 견해를 밝히며,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잠재적 실시자가 FRAND 조
건을 따르고자 할 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지위 남용이 될 수 있
다고 밝힘.
○ 판결에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도
침해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음.
- 잠재적인 실시자(willing licensee)가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
환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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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실시자의 자산 관할권이 손해배상 청구 시 집행할 수 없는 관
할권에 속한 경우
- 잠재적 실시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할 의사가 없어서 특허권자가 적
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3. 적정 실시료에 대한 판단20)
○ 적정 실시료의 산정과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쟁은 산정의 기초로 표준특허가 사용된 제품 전체와 해당 부
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됨.
○ 전시장가치원칙(Entire Market Value Rule)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가
제품 전체의 수요를 창출하고 전체 제품의 작동단위를 구성함을 특
허권자가 입증할 경우 제품 전체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실시료 산정
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특허가 최종재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고 적용되는 부품에만 기여하면 최소판매단위(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SSPPU) 기준이 실시료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각 상황별로
표준특허가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산정의 기반을 제품 전체로 할
것인지 부품단위로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함.

20) ����������������������������������
적정 실시료 관련 분쟁 사례는 최현경 외(201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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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 고유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 기술이 제품의
부가가치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다
근본적인 기술가치 판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4.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 일반특허의 경우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지아퍼시픽 요소 등 기본
적으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있음.
- 특허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는 해당 특허가 표준으로 설정되어 표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함.
- 특허 실시자의 해당 특허의 사용은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권
자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공적 영역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적정실시료에 대한 공적 개입의 여지가 더 있음.
○ 무선통신시장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 시장과
모뎀칩/RF칩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구조로 퀄컴의 독점적 지
위는 막강
- 표준필수특허 관련 유럽, 중국, 한국의 퀄컴 사건 조사내용도 이에 초
점이 맞춰져 있으며, 칩셋 시장에서는 차별적 실시료율 부과 및 리베
이트 제공을 통한 경쟁기업의 배제, 휴대폰 시장에서는 과도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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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율의 부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쟁제한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당국은 기업
결합 건의 판단에서도 표준필수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한국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합병 후에도 FRAND 조건을 준수하고 국내 기업
에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두 기업의 합병을 동
의의결함.

(1) 퀄컴 분쟁
1) 한국에서의 퀄컴 사례(2016)
 사건 개요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2월부터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
(T/F)를 꾸려 퀄컴이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실시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함.
○ 당시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인 CDMA(2G), WCDMA(3G), LTE(4G) 등
과 관련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 ETSI 등에
FRAND 선언을 한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부당한 지위를 행사함.
- 특히, 퀄컴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와 함께 칩셋 제조도 하는 수직적으
로 통합된 독점적 사업자로서 무선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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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 공정위는 2015년 11월 17일 퀄컴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실시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확인한 심사보고
서를 전달하였으며, 심사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음.21)
- 경쟁 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으로 사
용되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여 시장
에서 경쟁 모뎀칩셋사를 배제하려는 행위
- 칩셋의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자신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휴대폰 제조사에는 칩셋 공급을 거절하는 등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
한 행위
- 휴대폰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별(2G/3G/4G) 특허를 구분하지 않
고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실시료 산정 절차를 무
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실시료율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가 보
유한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무상 크로스 그랜트)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
○ 2016년 1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주 미국 캘
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에 자사의 모뎀칩 고객과 경쟁사들이 한
국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

21) 공정거래위원회(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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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22)
- 퀄컴은 공정위의 반독점법 조사와 관련해 열리게 될 심사를 준비하
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삼
성, 애플, 인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아 테크놀로지, 미
디어텍 미국 자회사 등 7곳임.
- 삼성전자와 애플은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한 고객이며, 나머지는 통
신칩 경쟁사들임.
- 공정위는 퀄컴의 소송제기에 대항해 같은 해 3월 퀄컴의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하며 퀄컴 견제에 나섬.
- 소송은 결국 기각되었으며,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던
퀄컴은 다소 물러선 자세를 보임.
○ 2015년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년 7월 20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하였
으며, 약 5개월간의 심의 끝에 시정명령 및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뎀칩셋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 권
리 제한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함.
-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포괄적 라이선스의 금지,
교차라이선스의 금지 등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 강요를 금지함.

22) Wall Street Journal(2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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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의 범위는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폰 제조사와 칩셋 사업자
로 제한함.
○ 퀄컴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 논란과 더불어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
이 제기됨.
- 우선, 공정위가 한국법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퀄컴이 미국
법에 따라 미국법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음.
- 2015년 퀄컴이 비슷한 혐의로 중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60억 8,800만
위안(약 9억 7,500만 달러)을 부과받았을 때는 중국 경쟁당국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성실히 이행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본 사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퀄컴이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퀄컴
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시정조치를 통해 경쟁 칩셋 제조사는 기술력과 가격, 품질 등에 기반
을 두고 퀄컴과 대등한 경쟁을 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으며, 휴대폰 제
조사 역시 FRAND 라이선스 협상에 있어 부당한 조항 없이 대등한 협
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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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주요 경쟁당국의 퀄컴 분쟁 사례
○ 퀄컴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술한 2016년 한국의 퀄컴사건
외에도 EU, 중국의 경쟁당국에 의해 심의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있음.

가. EC의 퀄컴 사건23)
○ 2015년 EU 경쟁당국은 퀄컴 측에 초기 결론(preliminary conclusion)
으로 칩셋 경쟁사를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칩셋 사용자들에게 칩
셋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 혐의로 심사의견서를 송부하고, 이는 잠정
적인 EU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림.
- 실제로 EC의 퀄컴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2005년 에릭슨,
노키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Broadcomm, NEC와 파나소닉 등의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에 의해 진행된 바 있으나, 신고하였던
기업들이 모두 2009년 신고를 철회하여 조사를 종결함에 따라 당시
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EU 집행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
는 상황이었음.24)
- 그러나 EU의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Margrethe Vestager 커미셔너는
2015년 조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의
23) European Commission(2015.12.8), “Antitrust: Commission sends two Statements of Objections on exclusivity payments and predatory pricing to Qualcomm”, press release.
24) European Commission, “Antitrust: Commission closes formal proceedings against Qualcomm”, press release, Brussels, 24th November 2009,  available at http://europa.eu/rapid/
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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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고 있으며, 칩셋은 이를 위한 기본
장치이며, 퀄컴의 행위는 경쟁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한 행위
이다. 우리는 퀄컴의 이러한 행위가 유럽 소비자들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힘.
○ EU 경쟁당국이 지적한 퀄컴의 위반사항은 배제적 지급(Exclusivity
payment)과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으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개별적인 심사보고서를 퀄컴 측에 전달하였으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배제적 지급(Exclusivity payment) : 2011년 이래, 퀄컴은 주요 스마트
폰 및 태블릿 생산기업에 대해 상당 수준의 돈을 지불하여 자신이 생
산한 칩셋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EU 경쟁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생산기업이 다른 경쟁업체의 칩
셋을 구매할 인센티브를 사라지게 해서 3G와 4G 시장의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존재하여 유효하게 적
용되고 있음을 지적함.
-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 : 2009년과 2011년 사이 다른 칩
셋 제조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칩셋을 판
매하였으며, 이는 칩셋 후발경쟁업체인 Icera가 더욱 개선된 데이터 
전송속도로 퀄컴을 추격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EU 경쟁당
국은 퀄컴이 스마트폰 생산업체에 판매한 3G(UMTS) 칩셋의 가격이
원가 이하의 판매로 Icera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
하게 의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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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경쟁당국은 2015년 7월 상기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
여 현재 심의 중이며, 퀄컴에 대해 유사한 심의를 진행한 한국, 중국
등 다른 경쟁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나. 중국의 퀄컴 사건25)
○ 2015년 2월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이하 ‘중국 공정위’)는 중국 반독점법
(Anti-Monopoly Law; AML)에 의거하여,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0억 8,800만 위안(약 9억 7,500만 달러)을 부과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결정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정한 벌금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 수준임.
- 퀄컴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약속함.
○ 중국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퀄컴은 시정 계획(rectification plan)
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퀄컴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실시권자들에게도 2015년 이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시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난 2013년 중국 휴대폰 제조 기업들은 퀄컴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

25) Qualcomm(2015.2.9), “Qualcomm and 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Reach Resolution”,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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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
컴에 대한 반독점행위 조사를 시작함.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퀄컴이 중국 기업들과 퀄컴이 보
유한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할 때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 책정 기준에 대해 퀄컴 측과 합의함.
-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4G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3.5%의 실시
료를 퀄컴사에 지급하며, 3G 관련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5%의 실
시료를 지급함.
○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퀄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기
간 내에 성실히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힘.
- 퀄컴의 Steve Mollenkopf 사장은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은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성과이며, 앞으로 중국의 고객
과 사업 파트너를 지원하는 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부연함.

다. 한국의 퀄컴 사건(2009)26)
○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DMA 이동통신 기술을 라이선싱하면서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할 시

26) ����������������������������������������������������������������
공정거래위원회(2009.12.30) 의결 제2009-281호. 공정거래위원회(2009.7.23), “공정위, 퀄컴
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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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로열티, 비퀄컴 모뎀칩을 사용할 시 5.75%의 로열티를 차별적
으로 적용하는 등 경쟁사의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
은 실시료를 부과함.
- 제조사에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구매량의 대부분을 퀄
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함.
- CDMA 이동통신 기술을 제조사에 라이선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
멸한 이후에도 종전 기술 로열티의 50%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
록 약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
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되
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위반(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되므로 273억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림.
○ 2009년 공정위의 의결에 대해 퀄컴은 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 조건
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불복하였으며,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의 제1심을 관할한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 19일 판결을 선고
함.27)
- 서울고등법원은 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와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에 대해 공정위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 중 일
부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퀄컴

27) ������������������������������������
서울고등법원(2013.6.19) 선고, 2010누3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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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시정명령 중 취소된 부분은 공정위가 부품가격 공제방식에 의한 차
별행위를 금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CDMA2000 방식의 모뎀칩을
특정하여 법 위반을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 부분을 넘어 모든 부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함.
- 본 판결에 대해 퀄컴과 피고인 공정위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3두14726호로 진행
중임.

(2) 돌비 사건(2015)28)
1) 사건 개요
○ 국제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피심인 돌비는 한국사업자들과 라이선
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시정명
령 부과를 결정함.
-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코딩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돌비
의 허가가 필수적임.

28) ���������������������������������������������������������������
공정거래위원회(2015.8.3) 의결 제2015-125호. 공정거래위원회(2015.8.5), “음향 표준 기술
보유 사업자 ‘돌비’의 불공정 거래 조건 개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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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행위사실 및 위법성 여부
○ 돌비는 사용권을 받은 사업자(라이선시)가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및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쟁의무를 거래 조건에 설정하
여, 라이선시가 특허의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함.
○ 라이선시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실제로 침해·참용한 경우 이외에
도 침해  남용의 우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을 설
정함.
○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제조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제조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선시에게 손해배상과 제반 감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함.
○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 발명 등의 권리를 제3자에 라이선스할 수 없
으며 돌비에만 배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함과 동
시에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 행사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
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함.
 조치 내용
○ 피심인인 돌비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거래상지
위 남용행위)으로 확인된 행위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
-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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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수정하여 재계약하도록 함.

(3)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간 기업결합 승인 사건(2015)29)
○ 2013년 9월 2일,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와 모바일 단말기사업 인
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1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
합을 신고함.
-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관련 특허를 보유한 마이크
로소프트가 단말기 생산까지 할 경우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 특허
권을 남용하여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
여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제시하였으며, 2014년 8월 27일 마이크로소
프트는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 요소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시
정방안을 제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함.
○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 2015년
5월 19일부터 40일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2015년 8월 24일 공정위는 동의의결과 함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
였으며, 특허권의 행사 중 특히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동의의결의 주

29) ���������������������������������
공정거래위원회(2015.8.3) 의결 제2015-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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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효력은 7년간 유효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FRAND 조건으로 제공
하겠다는 약속을 항상 준수하여야 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 제조사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
여 표준필수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를
청구하여서는 안 됨.
- 마이크로소프트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실시권자
가 (그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한 특허를 제
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위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양수인이 재
양도할 경우에도 재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약
속 없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본 건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소송이 아닌 기업결합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판결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기업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시
킨 조치로서 의미가 있음.

제4장
요약 및 결론

 특허권자의 권리는 특허 허여의 조건으로 특허의 사용료인 실시료
(royalty)를 청구하거나 정당한 실시권 없는 자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로 구성됨.
- 표준필수특허의 침해금지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FRAND 확
약을 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협상 중 특허권자의 침
해금지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임.
-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
상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가 이에 불응할 시에 대해 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①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② 표준특
허의 경우 FRAND 선언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③ FRAND 선언을 한 이후 그와 다른 행동을 하
는 경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④ FRAND 선언한 특허를 양도하거
나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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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⑤ FRAND 원칙에 맞는 실시료는 어떠한 것인지, ⑥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이 되는지 등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이나 경쟁당국의 결
정이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음.
- 다음 <표 4-1>은 제3장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임.30)
<표 4-1> 표준필수특허 관련 분쟁사례 유형별 정리
사례 유형

사례명

주요 내용

- 화물차의 화물 상하차 시의 차량구속장치와 관련한 경쟁업체
인 Rite-Hite와 Kelley사 간의 특허분쟁사건으로 특허권자의 손
Rite-Hite vs. Kelley
해배상을 판단하는 범위를 해당기술이 포함된 부품이 아닌 관
사건(1983)
련제품의 전시장적 가치(Entire Market Value Rule)를 기준으
로 판단하는 판례를 남긴 사건
침해된
권리와
배상범위의
판단30)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
(2013)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를 활용해 생산되는 마이크로소프
트 “Xbox” 게임기와 윈도우에 대해 특허실시료를 부과한 모
토로라 제안의 불합리함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특허
실시료 산정기준인 기존의 Georgia-Pacific 요소를 수정하여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의 기준인 Microsoft 기준을 마련
한 사건
- Microsoft 기준은 실시료 산정에 있어 일반특허와 달리 표준필
수특허 보유자는 FRAND 선언을 준수할 의무를 강조하고 제
품의 상업적 수익성보다는 표준필수특허 자체로 부가된 가치
에 초점을 맞춤

- 화웨이가 ZTE를 상대로 제기한 LTE 관련 표준필수특허 침해
소송에 관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화웨이 vs. ZTE
예비적 평결을 요청함에 따른 판결로, 특허권자가 특허 사용
사건(2015)
자를 상대로 한 침해금지가처분 청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 사건
- 애플의 디자인특허 소송에 대한 반소의 성격으로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 침해에 관한 일련의 소송임
삼성전자 vs. 애플 - 세계 각국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일본, 네덜란드 등의
사건(2013)
국가에서 삼성의 침해금지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였으
며, 미국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
국 실행되지 못함
(계속)

30) 최현경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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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 유형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사례명

주요 내용

-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이유로 독일 법
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EU 경쟁위가 판단한 사건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
애플 vs. 모토로라 허권자가 침해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①
사건(2014)
잠재적 실시자가 재정위기 등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경
우, ②잠재적 실시자의 자산 관할권이 손해배상 청구시 집행
할 수 없는 관할권에 속한 경우, ③잠재적 실시자의 계약의사
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 화웨이가 InterDigital을 상대로 중국심천법원에 ①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특허권 행사, ②FRAND 확약에 근거한 실시료
율의 확정에 대한 소송을 한 사건임
화웨이 vs. Inter- - 피고인 InterDigital이 화웨이에 특허계약조건으로 화웨이의
Digital 사건(2014) 특허실시권의 무상제공 요구와 끼워팔기 등을 요구한 것을 시
장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하고 제3자에 비해 높은 실시료율을
지적하며, 적정 실시료율은 제품가격의 0.01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

- 무선통신 단말기 인도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마이크로맥스
마이크로맥스 vs. 와 통신표준 GSM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에릭슨 간의 소송
적정 에릭슨 사건(2016) 으로 실시료율 산정의 기초(base)를 단말기 판매가가 아닌 칩
셋 가격으로 결정한 인도 공정위의 결정임
실시료에
대한
- 에릭슨이 D-Link에 대해 자사의 통신표준필수특허의 침해에
판단31) 에릭슨 vs. D-Link 대해 제소한 사건으로 1심법원은 장비당 15센트의 손해배상
사건(2010)
액을 결정하였으나, 미국연방 항소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
가 최종재의 가치가 아닌 칩셋이어야 한다고 판단함
- 애플과 에릭슨이 2007년 아이폰 출시 이래 유지해오던 라이선
스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2015년 1월 연장에 합
의하지 못해 애플이 에릭슨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애플 vs. 에릭슨
에 제소한 사건임
사건(2015)
-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플릿 가격에 근거한 실시료는 과다하며
프로세서 칩셋에 근거한 실시료가 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으나, 결국 2015년 12월 매출의 0.5%를 실시료로 지불할 것
을 합의하고 종결된 사건임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EC 퀄컴 사건
(2009)

- 2005년 에릭슨, 노키아, 텍사스인스트루먼처, 브로드컴, NEC,
파나소닉 등이 퀄컴이 유럽 3G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
허 실시료를 부당하게 높게 받고 있다는 이유로 EC에 신고
한 사건
- 신고기업들이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 사건임
(계속)

31) 최현경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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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 유형

사례명

EC 퀄컴 사건
(2015)

주요 내용
- 2009년 조사 철회 이래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EU 경쟁당국이 다시 조사를 시작한 사건임
- EU 경쟁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퀄컴의 위반행위를 후발 칩
셋 생산 경쟁업체인 Icera 등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①스마트폰 생산기업에 경쟁칩셋 생산기업에 자사제품
구매의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 등의 지급(Exclusivity Pament),
②원가 이하 판매(Predatory Pricing)의 위법사실을 밝힘
-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

-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특
허사용료에 대해 3G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3.5%의 실시료 3G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5% 실시료 부과를 동의하고, 실시료 산
중국 NDRC 퀄컴
정의 기초(base)를 판매가격의 60% 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으
사건(2015)
로 동의함
- 구체적인 실시료 판단의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적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평가됨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 한국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적 실시료 부
과 등 불법행위를 한 퀄컴에 대해 2,730여 억원에 해당하는 과
징금 및 시정명령을 함
한국 퀄컴 사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내용은 ①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실시료 부과, ②퀄컴에서 모
(2009)
뎀칩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해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③특허
권 소멸시에도 종전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불공
정 계약 내용의 추가임
- 2009년 이후 퀄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로 심사보
한국 퀄컴 사건 고서에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 실시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협
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 책정 시 최종상품인
(2016)
스마트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
는 혐의를 제기함
- 2016년 12월 말에 심의 종결된 사건임
- 유무선 반도체 칩 제조회사인 브로드컴이 퀄컴이 FRAND 조
건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남용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법원은 브로드컴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연방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브로드컴 vs. 퀄컴 - 연방법원은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으
로 ①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민간의 표준설정 과정에서, ②특
사건(2009)32)
허보유자가 필수 전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도적인 허위약속(intentionally false promise)을 하고, ③표준
화기구가 그 약속을 신뢰하여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켰으며,
④그 특허 보유자가 이후 FRAND 확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
경쟁적 행위라고 제시함
- 합의로 종결된 사건임
(계속)

32) 최현경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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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 유형

사례명

주요 내용

- 미국 FTC는 델 컴퓨터가 이미 “VL-bus” 표준규격 설정 시 특허
권 침해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준 상황에서, 이 표준으로 출
시된 컴퓨터들이 시장에서 성공하자 특허권을 주장하는 행위
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규정
- FTC가 위와 같은 이유로 델 컴퓨터에 동의명령(consent order)
델 컴퓨터 사건 을 내리고 이에 따라 델 컴퓨터는 향후 VESA의 “VL-bus” 표준
(1995)33)
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함. 동의명령
및 합의서를 통해 델 컴퓨터는 “향후 10년 동안 ① 표준화 과정
에 참여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이며, ② 표준화 단체가
서면으로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에 포함된 자사의
특허를 고의로 밝히지 않았다면 표준을 실시하는 그 누구에게
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함
- 국제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돌비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
특허권
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권
남용에
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이 내
대한
려진 사건
경쟁법적
돌비사건(2015) - 돌비의 위법행위는 ①특허계약상 사용자가 특허의 효력 및 소
판단
유를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특허를 실제로 침해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남용의 우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③사용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양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있음
- 공정위가 201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모바일 단
말기 사업 인수합병 계약에 있어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표준필수특허 관련 사항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준수의무를 제시하고 동의의결한 사건임
노키아 사건(2015) -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①FRAND 의무의 준수, ②판매금지
명령 및 수입금지 명령 청구의 금지, ③특허계약 시 특허실시
자에게 보유한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의 금지, ④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양도할 시에도 양수인에게
①~③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동의를 받을 것 등임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 표준특허의 특허권 행사와 관련하여 권리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대
부분의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특허 제정 초기부터 FRAND 선언을 하
33) 최현경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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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데, 이때 선언을 한 표준특허와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
어 볼 수 있음.
- 판례는 FRAND 선언을 한 경우 권리행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 애플 vs. 모토로라 사건(2014)에서 EU 경쟁위는 FRAND 선언을 한 표
준필수특허권자가 침해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① 잠재적 실시자가 재정위기 등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잠재적 실시자의 자산 관할권이 손해배상 청구 시 집행할 수 없는
관할권에 속한 경우, ③ 잠재적 실시자의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로 한
정함.
- 삼성전자와 애플은 여러 국가에서 여러 건의 표준특허 분쟁을 벌였
는데 일본,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FRAND 선언한 삼성의 침해금지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판단함.

 표준필수특허 제정 시 특허선언을 하지 않고 표준제정 이후 관련시
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얻게 된 후 실시료를 청구하는 경우
- 통상 특허매복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신의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키
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 문제가 됨.
○ Wang vs. 미쓰비시 사건(1997)에서 Wang사는 특허 취득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SIMM 표준 설정에 관여하여 표준화를 도움. 그러나 이
때 Wang사는 이미 특허출원을 한 상태로 SIMM 표준 설정 이후 특허
를 취득하고 미쓰비시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제4장 요약 및 결론

53

- 법원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판단
은 표준필수특허를 경쟁법적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단순 특허
침해소송으로 다룬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가 경쟁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된 최초의 사
건은 램버스 사건(2008)으로 램버스사는 JEDEC 메모리기술 표준화
시 참여하여 자신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추후 실시료를 부과함.
- 이때 FTC는 시정명령으로 램버스사의 실시료를 제한하였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FTC가 배제적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정명
령을 취소함.
- 같은 사건이 EC에서도 제기되었는데 경쟁위는 이것이 특허매복은
아니나 과도한 실시료가 문제가 된다 하여 미국의 동의의결과 유사
한 제도인 시정방안으로 종결함. 그러나 이때 과도한 실시료의 기준
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함.

 표준특허의 양도나 특허권을 소유한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이
전 특허권자의 FRAND 선언이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 그대로 승계
되는가의 여부
- 특허는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허권만 양도되거나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라 이전되기도 함. 이런 경우 이전의 특허권자
가 선언한 특허정책의 효력이 문제됨.
○ N-data사건에서 표준특허의 최초 소유자인 National사는 낮은 실시료
로 특허를 허여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이후 이 특허권을 획득한 V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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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사와 N-data사가 이 선언을 따르지 않고 고액의 실시료를 청구함으
로써 FTC가 제소
- 이 사건은 FTC나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까지 가지 않고 N-data사가최
초 조건을 따르기로 동의함으로써 동의의결로 종결됨.
- 동의의결로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특허권 취득회사가 최초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표준특허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표준으로 설정되
기 전 최초의 선언이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적절
하다고 할 수 있음.

 표준특허에 적용되는 실시료 산정 고려 요소 : 마이크로소프트 요소
○ 특허의 실시료를 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원칙은 조지아퍼시
픽 요소34)인데,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표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
여 조지아퍼시픽 수정요소35)를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
(2013)에서 적용함.
-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2013)은 FRAND 선언을 한 모토로
라가 최종생산재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실시료를 요구하자 마
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실시료가 과다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법원은 H.264 표준에 대해서는 단위당 0.555센트를, 802.11 표준에
대해서는 단위당 3.471센트를 인정함.
34) Georgia Pacific vs. United States Plywood 사건에서 법원이 15가지의 특허산정 시 고려 요
소를 제시함.  
35) 마이크로소프트 요소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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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료율의 기반(base)을 최종재로 할 것인지 부품으로 할 것인지
의 문제
○ 적절한 실시료의 판단이 되는 기반(base)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전체시장가치규칙(Entire Market Value Rule)과
최소판매가능 특허실시 단위(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의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음.
- 판례에 따라서는 실시료율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정 사
안을 고려하여 해당 특허가 기여하는 바가 완제품인지 아니면 부품
인지에 따라 특허 본래의 가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임.
- 최근 무선통신 단말기의 적정 실시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단은
SSPPU에 근거하여 단말기 가격이 아닌 칩셋의 가격을 실시료 산정
의 기초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많았는데, 이러한 실시료
율의 산정기준은 표준필수특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의 가치를 너
무 과소평가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함.
○ 일반특허의 경우 Rite-Hite vs. Kelley 사건(1983)은 특허권자의 손해
를 판단하는 범위를 해당 기술이 포함된 부품이 아닌 관련제품의 전
체시장가치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이후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서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 애플 vs. 에릭슨 사건(2015)에서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플릿 가격에
근거한 실시료는 과다하며 칩셋을 기반으로 실시료가 산출되어야 한
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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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2015년 12월에 매출의 0.5%
를 실시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종결됨.
○ 화웨이 vs. 인터디지털 사건(2014)에서 중국 법원은 FRAND 선언을 한
인터디지털의 표준특허 실시료율이 0.01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
함.
○ 마이크로맥스 vs. 에릭슨 사건(2016)은 인도에서의 표준필수특허 관
련 최초의 판결로 실시료율 산정이 최종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특
허와 직접적 관련 없는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보아 실시료율
의 산정 기반을 최소판매가능단위(SSPPU)로 판단
○ 에릭슨 vs. D-Link 사건(2010)에서 1심법원은 단위당 15센트의 손해배
상액을 결정하였으나, 미국연방항소법원은 RAND 선언을 한 특허임
을 배심원들이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손해액 산정
의 기초가 최종재의 가치가 아닌 SSPPU인 칩셋이어야 한다고 판단함.

 표준필수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화웨이 vs. 인터디지털 사건(2016)에서 인터디지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중국 법원은 2,000만 위안의 배상을 판결함.
○ 우리나라 공정위는 2015년 국제음향표준특허기술(AC-3 등)을 보유
한 돌비36)사가 국내 사용자와 사용권 계약 시

36) �����������������������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웨덴 법
인)가 시정조치 대상 기업임(공정위 보도자료,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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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효력 등에 대해 부쟁의무 부과,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침해  남
용한 경우 이외에 침해  남용의 우려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사용권을 받은 사업자(라이선시)가 취
득한 이용 발명 등 권리에 대해 돌비에 배타적 양수권을 부여하고 제
3자에 대한 사용권(라이선스)를 금지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 사용권
을 받은 사업자(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 발명 등 권리 중 특허된 권
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행사할 경우 사용권(라이선스) 계약을 즉시 해
지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37)
○ 2009년 에릭슨, 노키아 등이 퀄컴의 과도한 유럽 3G 표준 실시료에
대해 EC에 신고하였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고철회로 종
결됨.
- 이후 2015년 EU 경쟁당국이 다시 조사를 시작함. EU 경쟁위는 심사
보고서를 통해 퀄컴의 위반행위를 후발 칩셋 생산 경쟁업체인 Icera
등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자사제품 구매의 대가로 불법 리베
이트 등을 지급(Exclusivity Payment)하고 원가 이하 판매(Predatory
Pricing)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위법 사실을 밝힘.
○ 우리나라에서도 퀄컴의 이러한 행태가 문제가 되어 공정위가 직권
조사함. 퀄컴은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표준화기구에
서 FRAN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모뎀칩셋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수직통합독과점자로 다음의 권리 남용 행위를 함.38)
37) ���������������������
공정위 보도자료(2015.8.5).
38) ����������������������
공정위 보도자료(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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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표준필수
특허에 대해 FRAND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칩셋 공
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함과 동
시에 휴대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
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사 특허를 자사에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39)
-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 함께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표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표준이 단순 표
준인지 또는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인지를 표준 채용 단계 이전
부터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표준은 기술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표준필수특허의 경
우는 특허실시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두 경우에 기업의 대응이 달
라야 하기 때문임.
-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면 FRAND 선언을 한 특허라도 일정한
실시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음. 물론 특허권자가 청구한 특허실시료
가 과다한 경우 소송을 통해 조정이 가능함.
- 그러므로 기업은 사용하려는 기술이 단순 표준인지 일반특허인지,
39) ����������������������
공정위 보도자료(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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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표준필수특허인지를 구별하여 각 기술의 형태에 맞는 대응을
하여야 함.

 최근 표준특허분쟁 추이를 보면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
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40)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소송까
지 가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사례로
기록되기는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특허침해의 경고를 받게 되면 소송을 통해 대
응하기보다는 분쟁을 제기한 특허권자나 대리인과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거나 실시료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
결함.
-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소송 대응능력이 낮고, 국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대비 분쟁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시
료 지불 합의 등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대응 방식은 실제 표준특허의 과도한 실시료 책정 등에 대응
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특허가 포함된 표준을 따라 생산을 하는 경
우 표준특허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초기 단계부터 분쟁이 생겼
을 경우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예
4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3)에 의하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에 의한 중소기업 제소 건
수가 2008년 5건에서 2011년 14건, 2012년 33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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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따르며 공정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 이와 유사하게 표준특허에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지침이 필요함.
 다양한 표준필수특허 분쟁사례를 통해 법원이나 각국의 경쟁당국의
판단에 의해 관련 논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분쟁의 쟁점마다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음.
- 특히,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 적정한 실시료 수준
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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