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석사 학위논문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한 재 성



- ii -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준  석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한  재  성 

한재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

해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특허기술을 뜻한다. 즉 기술표준을 활용해야하

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표준특허권자와 특허 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는 기술표준이 속한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표준특허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쟁법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적어도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

정 부분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에서 주를 이루기 시작했

다. 이 때 표준특허권자에게 표준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

정해야하는지 문제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법원이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 개입했던 사례

는 Microsoft v. Motorola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산정한 실시료율이 당초

표준특허권자가 주장한 실시료율의 2000배의 1밖에 되지 않아 관련 업계

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반면 CSIRO v. Cisco Systems

사건에서의 1심 법원 판결은 침해자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16배에 달하

는 금액을 표준특허권자에게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표준특허분쟁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의

문제는 소송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액 규모의 여하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기술표준이 속한 당해 시

장경쟁질서에서 배제되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다.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 법원은 표준특허분쟁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는 산정방안에 대한 무수히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표준화기구전기전자기술협회(IEEE)에서도

표준화 정책상에 합리적 실시료율 산정에 대한 명문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특허 보유 수량이 2015년 기준 전 세계

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학계와 실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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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정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

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표준특허분쟁이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미국 판

례를 중심으로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표준특허권자가 당해

특허발명이 갖는 가치 이상의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특허위협’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기술표준에 대한 개별적인 특허부품의 실시료

총합이 사업자의 총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실시료 과적’ 문제이다.

만약 기술표준이 속한 사업 분야에 시장주체들이 앞서의 특허위협과 실

시료 과적의 문제로 시장참여를 주저하게 된다면 특허법의 취지가 몰각

될 수 있음은 물론 시장경쟁 질서가 악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표준특허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기술간 상호 호환성 증진과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하는 기

술표준의 공익적인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가능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

다.

앞서의 맥락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FRAND 실시

료’(Fair, Reasoa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로 한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여러 나라 판례들을 살펴보면 표

준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피고가 FRAND 선언 위반을

들어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FRAND 실시료 이상의 손해배상액

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준특허권자

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역시 기 지급받아야 했을 FRAND 실시료로

제한되는 경우를 수차례 목도할 수 있었다. 기술표준이란 제 3자의 실시

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침해자가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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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표준특허권자에게 어떠한 ‘일실이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기에 그러한 판례들의 동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FRAND 실시료

로 한정된다면,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FRAND 실시료

를 산정해야하는지 문제된다. 법원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표준특허권자가 동종 혹은 유사 사업자와 체결했던 라이선스

에서 산정된 실시료 지급조건이나 혹은 표준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와

유사한 특허에 대한 실시료인 비교라이선스(Comparable License)이다.

비교라이선스에서의 실시료 지급 조건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산정

되었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에 대한 당해 시장에서의 가치평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분쟁에서 특

허풀 실시계약이 비교라이선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허풀은 특

허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실시료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FRAND 선언의 목표와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허풀에 속한 특허들의 중요도가 모

두 획일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교라이선스로 삼는 데에

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실시료를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비교

라이선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미국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했었던 가설적 협상 모형에 입각하여 FRAND 실시료를 산정

할 수 있다. 이 때 표준특허권자가 사후적으로 얻게 되는 시장지배력에

따른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 문제를 방직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이 표준

으로 설정된 바로 직후의 시점을 가설적 협상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

다고 보았다.

가설적 협상 모형에 입각하여 표준특허발명이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

할 때 법원은 가치평가 대상의 범위, 즉 당해 특허발명이 표준으로 설정

됨에 따라 발생한 기술의 증분가치를 FRAND 실시료 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한다. 기술 간 상호운용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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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standardization)에 따른 가치는 표준특허권자의 노력이 아닌 표준

설정작업에 참여한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이러한 가치를 실시료 수입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요컨대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한 가치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특허발명

이 갖는 가치만을 손해배상액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표준특허의 가치평가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침해품에서 특허요소와 비특

허요소를 분리시켜 특허발명이 침해품에 기여한 가치만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하는 가치할당(Apportionment)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준특허의 경우

먼저 전체 상품에서 기술표준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측정해야하고 당해

특허발명이 기술표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특허가 갖는 발명의 가

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대체기술 간 경쟁상태를 전제로 특

허발명간 비교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증분가치규칙이 표준특허

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는 표준으로

설정되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는 표준특허

에 대한 대체기술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준으로 설정되기 직전

시점에서 당해 특허발명이 대체기술들과 갖는 증분가치를 평가하는 변형

된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시료 단위(base)를 전체시장제품

이 아닌, 최소판매실시단위로 설정해야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침해

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시료 지급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

시료 단위와 관계없이 실시료율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에

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 앞서의 가치할당 작업은 문제의 표준특허뿐

만 아니라 기술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실시료 총액이 어느 규모로 형

성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는 삼성 대

애플 사건이 유일한데 당해 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의 침해자의 이

익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물론 앞서

사건에서 삼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액수 자체가 기 지급받아야 했을

‘실시료 상당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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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라이선시가 부담하게 될

실시료 부담이 커지게 되어 기술표준 시장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시

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표준특허침

해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일실이익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를 그

대로 인용해주기 보다는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

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 표준특허, FRAND, 특허위협, 실시료 과적, 손해배상액,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 실시료, FRAND 실시료

학 번 : 2016-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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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분쟁을 기점으로 국내 학계와 실무에서 특허

자체 보다 표준특허라는 개념이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중 단언컨대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이슈는 표준특

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였다. 표준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하지 않게 되면 잠재적 실시권자의 시

장접근 자체가 차단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의 한계 문제는 실무에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

제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경쟁법적 이슈와 특허법 남용의 문

제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하면서 예외 없이 표준화기구

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잠재적 실시권자를 대할 것을 약

속하는 FRAND 선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FRAND 선언에 따라

잠재적 실시권자의 특허 실시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표준특허권자의 침

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가장 친 특허적인 정

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FRAND 선언의 구속력에 터잡아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식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1) 표준특허에 기한 권리행사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의

1) 애플 대 모토롤라 제 1심 법원에서는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는

그 자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고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역시 eBay 판결의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기술표준의 특성상 무수히 많은 사업체들의 실시를 전제

로 한다는 점에 입각했을 때 2심의 연방항소법원은 표준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기 곤

란하다는 점을 근거로 Motorola의 청구를 마찬가지로 인용하지 않았다. Apple

Inc. v. Motorola, Inc.,April 25, 2014, 2014WL1646435. eBay 판결의 4가지 원칙

이란 연방대법원이 특허권자의 침해금지명령이 인용되지기 위한 요건으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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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2) 다만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가 경쟁법적 제재를 받아야하는지, 특허권 남용에 해당

되는지, 계약위반 혹은 금반언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는지 등 구체적으

로 어떠한 논리로 터 잡아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상 다

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본 글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표준특

허분쟁양상이 손해배상액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의 새

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였다.

먼저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액 산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한 양도수량을 특허권자의 이익률로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 두

가지 방법은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에게 발생했을 이익(‘일실이

익’3))이라는 점에서 제3자의 보편적 실시를 전제로 하는 표준특허의 경

를 설시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1) 특허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었을

것 (2)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충분하지 못할 것

(3) 원고와 피고가 겪은 어려움을 비교형량했을 때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 보장

될 필요성이 있을 것 (4)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을 것으로 요약된다. eBay

Inc. v. MercExchange, L.L.C. May 15, 2006, 547,126 S.Ct. 1837.

2) 유럽에서는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규율하고 있으며 제

한된 조건 하에서만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 보다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Motorola v. Apple 사건

등에서 침해자가 FRAND 선언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허권자

가 입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njamin C. Li', THE GLOBAL CONVERGENCE OF

FRAND LICENSING PRACTICES: TOWARDS "INTEROPERABLE" LEGAL

STANDARDS, BERKELEY TECHNOLOGY LAWJOURNAL,[Vol. 31:AR

2016], 444-445 참조; 비슷한 분석을 담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 박준석, 표준특허

의 제문제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法學제54

권 제4호 (2013. 12.), 147-148면.

3) 우리 입법자는 특허침해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 및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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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과연 그러한 일실이익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하지만 우리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에서는 특허권자

가 주로 ‘침해자의 이익’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방법을 원용해왔다.4) 국내

에서 발생했던 표준특허분쟁인 삼성 대 애플 사건을 예로 들면 삼성은

애플이 특허침해로 얻은 영업이익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면서 법원

에서는 그러한 이익액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주로 문제되는 우리 특허실무 경향과 일실이익 산정이 곤란

한 표준특허의 특수성이 결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표준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둘째로 침해자의 이익이 주로 문제되는 우리 실무경향에도 불구하고,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실시계약 체결로 지급받

았어야 했을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표준특허에 대

한 합리적 실시료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계에서도 표준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도록 우리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는 다양한 특칙들을 마련해놓고 있는

데 해당 조문을 토대로 특허침해사건에서의 일실이익 개념을 구체화해볼 수 있

겠다. 가령 동법 제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

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서 침해행위에 따른 물건의 양

도수량을 곱한 값”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침해자

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주고 있다.

4) 이는 미국 특허실무와 상당히 대조적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침해에 대

한 손해액 특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되, 특허의 무단실시로 인한 합리적 실시

료와 그 이자 비용을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한다” (35 U.S. Code § 284 -

Damages)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자는 애당초 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표준특허분쟁에서도 손해액 범위에

대한 논쟁은 없었으며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안은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October 03, 2013, 2013WL5593609;

ERICSSON, INC. v. D–INK SYSTEMS INC, August 06, 2013, 2013WL

4046225);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December 03, 2015, 2015WL778366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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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많지 않은 실정이

다. 표준특허의 경우 일반 특허와 달리 기술표준으로서의 가치가 결합되

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평가에 따른 실시료 산정이 일반 특허보다 더욱

복잡한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기반으로 우리 법제에 맞는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기준을 마련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표준특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던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각 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

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 장에서는 표준특허의 개념 및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표준특허 분쟁에서 손해배상제도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 2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표준특허가 손해배상액 산정 시 다른 특허와 달리 취급될 수 있는 부분

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다뤘다. 국내에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미국, 유렵, 그리고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의 사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준특허는

기술표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 시 일실 이익이

라는 손해를 상정하기 곤란하고 침해자가 기 지급했어야 했을 표준특허

의 합리적 실시료만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준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주장했을 경우 법원

은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해줄 것인지 문제되는데 본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중심적으로 진행하였다.

제 4 장에서는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이 표준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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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실시료로 국한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Microsoft 사건에서 법원은 표

준특허가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새로운 기

준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제 5 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표준특허분쟁

과 관련하여 우리 실무가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제언해보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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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준특허의 개념 및

표준특허분쟁에서의 손해배상

제 1 절 표준특허의 의의

1. 표준특허의 개념

표준이란 물건 개념 방법 절차 등에 관해 통일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한 약속을 의미하고 표준

화란 그러한 표준을 설정하여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5) 표준이 구축되려

면 표준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시장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약속의

형식을 빌려 표준을 설계해야한다. 하지만 시장주체들이 개별적으로 계

약 등의 형식을 빌려 표준을 설정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시장주체들은 표준화기구라는 하나의 단체를 형

성하여 조직적으로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정보

통신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설정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표준화기구는 누구나 표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관련 시장에

서의 기술 간 상호호환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특허권과 같이 지적재산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게 된다. 만약 독점 배

타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이 표준과 결합하게 되면 특허권자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백서(2007), 표준화의 정의 및 의미, 2면

6) 실제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 2015년에

발간한 국제표준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를 살펴보면 대다

수가 기술과 관련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글은 기술을 규율하는 특

허법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다른 설명이 없으면 표준은 기술표준을 칭

하는 것으로 한다. 원문은 https://www.iso.org/files/live/sites/isoorg/files/archive

/pdf/en/international_classification_for_standards.pdf 12-1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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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해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술표준이 이

루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차 높은 수준의 기술들이 표준으로 설정될 필요

성에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기술표준을 구성하는 기술에 특허가 부여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7) 이 때 표준화기구는 당해 시장주체가 자신의

기술에 지적재산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게 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잠재적 실시권자를 대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선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특허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

게 된다.

요컨대 표준특허란 기술표준을 이루면서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해 기술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특허인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라 약칭)

가 실무나 학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다. 기술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

이지 않은 특허의 경우는 당해 사업자가 대체기술을 실시하여 기술표준

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특허와 관련된 논의와 별 반

차이를 빚지 못하기 때문이다.

2.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하는 이유

기존까지는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동기

유인 중 하나가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당해 시장에서 독점

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표준특허권

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높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특허위

7) 전기통신 및 정보처리 분야에서는 사전표준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

술을 개발한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기술의 고도화로 다수의 특허들이 기술표준 분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설정과정에서 특허가 부여된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한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심사관 김형철, 특허청 지식재산21-기

술표준과 특허권의 문제,(2000), 기술표준과 지적재산권의 대립 부분 참조.



- 8 -

협 등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당해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효과를 불러일으

키는 표준특허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8)

최근 여러 기업들은 표준특허를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저

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탈피하고 안정적인 실시료 수입을 창출하기 위

한 의도로 자신의 특허기술을 표준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표준화를 통해 당해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얻기 보다는 기술표준을 이

루는 기술에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로열티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표준화기구는 우수한 기술표준이 개발될 수 있

도록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표준화 작업에 유입하

기 시작하면서 각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다.9)

요컨대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유인은 실시료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본질과는 다르게 표준특허는 모든

시장 참여주체들이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는 실시료 수입을 주된 수익창출의 원천으로

서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8) 가령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서 과도한 실시료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면 표준특허권자의 그러한 행위

는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내지 4호(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표준특허

권자의 권리행사가 우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 내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다룬 문헌으로는 한서희, 표준특허권자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년) 참조.

9)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성하게 표준특허를 개발하여 실시료 수입을 올

리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다. 또한 LG 전자의 경우 미국

디지털방송과 관련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니사 회사를 인수하여 약 1억

달러의 실시료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표준특허 확보 전략 및 사례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길라잡이, 특허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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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가. FRAND 선언의 의의

특허발명이 기술표준가 결합하게 되면 배타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특

허권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다른 경쟁자가 기술표준시장

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10)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위해 표준화기구는 지식재산권 정책(IPR)을 마련하여 특허권

자에게 사전에 자신의 기술이 특허출원 단계에 있거나 특허등록 되었음

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거나11) 표준설정 이후 실시계약 상대방을 ‘공정하

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FRAND(Fair, R

easonable and Non-discriminary, 이하 'FRAND')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12) 이 때 사전공개의무는 특허매복행위와 같

은 특허권의 기회주의적 행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정

보의 사전 분석절차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이고 다른 방법

으로도 표준특허권자의 기회주의적인 권리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표준특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13) 즉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

10) 표준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고 이

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침해금지권을 발동함으로써 기술표준 구현이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경쟁시장에서 그러한 사업자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수진. "표준특허의 Unwilling Licensee 와 역홀드업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44

(2014), 100-104면 참조.

11)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Rambus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있다. 당

해 사건에서 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Rambus가 표준설정 과정에서 자신의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공개하

지 않았고 그에 따라 (1) 표준화기구는 Rambus의 발명을 표준화에서 제외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2) 그러한 발명에 FRAND 선언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전적 협상에 따라 실시료가 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

거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1)과 (2)

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러한 FTC의 주장을 배척하였

다. Rambus Inc. v. F.T.C., 522 F.3d 456 (2008) *439 및 *464

12) 박준석, 앞의 논문, 115-116면.

13) 오승한.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11.2 (2012),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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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바로 FRAND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준화기구가 표준특

허권자에게 요구하는 FRAND 조건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FRAND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FRAND 선언에서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이 갖는 의미

(1) 개념상의 모호성

FRAND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14) 다만 FRAND 조건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밝힌 미국 하급심 판례15)가 있

긴 하지만 실시료 산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나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해결

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

큼 선례가 제시한 방식들을 그대로 따르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처럼 FRAND 조건의 의미를 표준화기구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

는 이유는 표준화에 참여하는 개개의 특허권자들이 상업적 실시의 일환

으로 실시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많은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도 FRAND의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화됨에 따라

14) 다만 비교적 최근인 2015년 2월에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화 기구는 특허권자와 라이선시에게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정을 제공하고자 특허정책 제 6절 특허와

관련한 부분의(IEEE-SA Standards Board Bylaws)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

상의 내용에는 합리적(Reasonable) 실시료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표준특허의 자벌적 라이선싱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

는 기준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EEE-

SA Standards Board Bylaws 5p. 원문은 https://standards.ieee.org/develop/polici

es/bylaws/approved-changes.pdf. 최종검색일 2018.01.01.

15) FRAND 실시료 산정 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이슈 되었던 사건은 Microsoft v.

Motorola 사건으로 상기 판결에서 Robart 판사는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실시료 상

당액과는 차등을 두면서 새로운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제시하고 표준특

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체결될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에 대

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2:l0-cv-01823-JLR

(W.D. Wash. 2010). 판결문 원문은 https://www.essentialpatentblog.com/wp-con

tent/uploads/sites/64/2013/05/2013.04.25-Microsoft-Motorola-RAND-Decision-A

nnotated.pdf을 참고 할 것. 최종검색일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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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의 감소로 얻는 편익 보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만 실시계약을 체

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다수의

표준특허권자들은 FRAND 조건이 현 상태와 같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16)

또 다른 이유로는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간 계약이 개별 특

허마다 각각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을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표

준특허들의 묶음을 단위로 실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FRAND

조건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곤란한 점이 제시되기도 한다.17)

앞서의 이유들로 FRAND 조건은 불가피하게 불명확하고 모호한 특징

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RAND 조건은 여전히 표준특허권

자의 특허 남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은 물론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

용하고 있다.

(2) 공정성과 합리성 및 비차별성의 의미

먼저 FRAND 조건상의 공정성 개념은 독점규제법상의 의미와 계약상

의 의미로 나뉠 수 있다. 공정성의 개념은 합리성과 비차별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Fair를 생략한 채

'RAN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18) 한편 공정거래법상의 공정의

개념은 시장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예컨대 표준특

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 개념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19)

16) Rudi Bekkers and Andrew Updegrove, A study of IPR policies and practices

of a representative group of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world wid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2012), 104p.

17) Rudi Bekkers and Andrew Updegrove, 앞의 논문, 104p.

18) 미국에서는 Fair을 제외하고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라는 표

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RAND 조건과 유럽의 FRAND 조건의 의미

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Rudi Bekkers, and

Andrew S. Updegrove, 앞의 논문, 1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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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약법상의 공정 개념으로는 계약의 내용이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

으로 가령 우리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불공정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정의 개념을 계약의 당

사자의 절차상의 의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시계약이 이루어질

때 양 당사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합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20)

이러한 공정성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FRAND 조

건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표준특허분쟁에서 당사자 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합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성’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지 경제 이

론은 워낙 다양해서 개별적인 사건마다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

계에서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원용되

었던 방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협상을 진행

했을 때 합의에 이르렀을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판단하는 가설적 협

상 모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1)

비차별적 요건의 의미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표준특허

권자가 라이선시(licensee)에게 모두 동일한 FRAND 실시료를 지급해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시의 시장규모와 지분에 따라 실시료율 책정

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가령 당해 시장에서 거대한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다른 영세사업체 보다 당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더 놓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양 자의 실시

료가 동등하게 산정될 수 없고 더 높은 실시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다.22)

19) 윤기승,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실시권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중

앙대 법학논문집 제39집 제1호(2015). 280면.

20)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

연구 11.3 (2016): 69면 참조

21) Chisum, Donald S. "Chisum on patents.", 2017, art I. Treatise on the Law of

Patentability, Validity and Infringement ,CHAPTER 20 Remedies, § 20.07

Reasonable Royalty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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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표준특허분쟁에서 FRAND 조건 상 비차별적 요건의 의미가 문제

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최근 영국 왕립 재판소(‘Royal Courts of Justi

cse’) Birss, J 재판관은 FRAND 실시료율 산정 시 비차별적 요건이 충

족될 수 있으려면 라이선시의 사업규모 등이 아니라 라이선스 대상이 되

는 발명의 가치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

은 동일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라이선시 모두에게 동일한 실시료율

지급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그간 학계와 특허실무에서 비차별적 요건의 의미에 대해 다른 해

석을 제시한 것이었다.23)

제 2 절 표준특허의 권리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표준특허와 특허위협(Patent-Holdup)

특허위협이란 실시허락을 거절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무기로 하여 특허

발명이 객관적인 보유하는 시장가치 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실시료 지급

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24) 실시권자는 특허기술을 개발한 업자에게 정

22) Gilbert, Richard J. "Deal or No Deal-Licensing Negotiations in Standard-Setti

ng Organizations." Antitrust LJ 77 (2010): 855, 33p; 이와 반면 몇몇 경제학자들

은 비차별적 요건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모든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실시료 지급

조건을 전제로 어떠한 차별 없이 기술표준을 실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Carlton, Dennis W., and Allan L. Shampine.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FRAND."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

cs 9.3 (2013), pp. 545-546.

23)Unwired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Co. Ltd Huawei Te

chnologies (UK) Co. Ltd, THE HIGH COURT OF JUSTICE CHANCERY DIV

ISION PATENTS COURT [2017] EWHC 711 (Pat), Date: 05/04/2017, 175. 원

문은 https://www.judiciary.gov.uk/wp-content/uploads/2017/04/unwired-planet-

v-huawei-20170405.pdf. 최종검색일 2018.01.01.

24) 특허위협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술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patent hold-up”을 키워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은 인용횟수(impact factor)를 갖

고 있는 Mark A. Lemley &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2007), [Vol. 85:1991 2007]상에 정의되어 있는 개

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전체 제품에서 당해 특허발명이 극히 작은 일부를

차지할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권자가 특허제품의 R&D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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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보상으로서 기술적 가치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지급해야할 것이지만

특허위협의 상황에서는 실시권자가 실시허락계약이 지연되어 시장진출이

늦어지는 등의 불이익 내지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따른 관련 업계의 영

구적 퇴출을 두려워한 나머지 당해 특허발명이 갖고 있는 가치 이상으로

실시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위협은 표준특허에만 국한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5) 따

라서 표준특허 분쟁에서 특허위협이 특별하게 다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

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표준설정 이후 표준화 기구가 다른 기술

로 전환할 수 없을 만큼 당해 발명이 기술표준 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대체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26) 이러한 상황에서 표

준특허권자가 만약 실시허락을 거절하게 되면 잠재적 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 없이 기술표준을 구현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시장에 접근할 수

조차 없게 되는데 이 때 표준특허권자는 일반 특허에서 발생하는 특허위

협 보다 훨씬 과도한 실시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당해 기술이 갖는 내재적 가치 이

상의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서 독점규제법 등의

투자를 기울인 상태라면 특허위협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편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위협에 대해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특허청(USPTO)이 관세법 337조에

근거한 배제명령 조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자발적 FRAND 협약에 규율 받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한 정책적 언명”에 따르면 표준특허에서의 특

허위협은 “대체기술이 선택될 수도 있었던 표준설정 이전단계에서는 가능하지 못

했지만 표준설정 이후 강화된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다른 경쟁자를 시장에서 아

예 배제하거나 특허사용에 대한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

였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and united states patent &trademark

office,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January 8, (2013), 4p.

25) 침해자가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상태라면 당해 특허가 표

준으로 설정되었거나 FRAND 확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허권자는 특허위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특허와 표준특허의 실시료 산정방법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문헌으로 Jorge L. Contrerast and RichardJ. Gilbert,

A unified framework for rand and other reasonable royalties, berkeley

technology lawjournal, [Vol. 30:2 2015], 1486-1487 참조.

26) 이황,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 (Hold-up) 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저스티스 (2012), 198면 참고.



- 15 -

공적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음은 물론 기술혁신을 목표로 하는 특허법의

취지와 상충하며 당초 FRAND 협약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

로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특허위협은 법률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내 학설상 특허위협을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

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특허위협은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점규제법 등 경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표

준특허 실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 시장참여가 활발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표준특허 적용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궁극적으

로 당해 표준 분야의 혁신을 저해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 소비

자 후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

협에 대해 독점규제법 등의 경쟁법 적용을 통한 공적 규제를 가하는 것

에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하며 이러한 태도는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의

규제에 대한 문제는 상사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권법제

내에서 사인 간의 분쟁해결에 집중하는 민사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전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둘째로 기술의 발전과 이용도모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입각하

여 특허위협을 제어하는 논리가 있다. 특허법의 법 목적에 반하는 특허

권 행사는 특허권 남용을 의미하며 하는데 이는 미국의 형평법상의 원리

에 근거하고 있다. 비록 특허권 남용의 항변이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판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공정규제의 성격을 띠는 경쟁법 적용과는 다른 고유한 영역으로

서 특허권 행사가 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기술발전과 이용도모라는 특허법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특허위협은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28)

27) 이황, 앞의 논문, 195-203면 참고.

28) 박준석, 앞의 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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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허위협을 계약 위반 혹은 신의칙 내지 선행행위와 모순

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는 논리

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허권자의 FRAND 선언행위가 계약에 있어 상

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사표시인 청약에 해당

된다고 봄으로써 거래 상대방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갖고 있다거나29)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제 3자’가 바로 잠재적 실시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상의 효력에 따라 특허권 침해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

리30)에 근거한다.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선언에 계약상의 효력을 인정

한다고 할지라도 실시료 지급 조건이 FRAND 조건, 죽 공정하고 합리적

이며 비차별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후술하는 Motorola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Motorola의 실시료 지

급 요구가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 판례

가 고안한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에 근거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인 Ge

orgia-pacific 요소들을 표준특허의 특징에 맞게 수정 변형하였다. 이러

한 Robart 판사가 제시한 기준은 비록 계약 위반 사건에서의 합리적 실

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표준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

정으로 미국 특허법 제284조상의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유용한 선례로서 기능하고 있다.

2. 표준특허와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

생명공학 혹은 반도체 산업과 같이 수많은 표준특허기술들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기술표준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다수의 특허발

명에 대해 실시료를 지급해야한다. 이 때 기술표준 구현을 위해 당해 사

업자가 지급해야할 실시료 총액이 사업자가 거두어들이는 이윤과 같아지

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처럼 당해 사업자가 실시료 부담

29) FRAND 선언에 계약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던 대표

적인 사례로는 삼성 대 애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

39552 판결)과 Apple v. Samsung,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판결이 있다. 당해 사건에서 애플은 삼성이 ETSI의 지식재산권 지침에 따라 FR

AND 선언한 것이 청약(offer)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30) 본 사건에서의 Robart 판사는 Motorola의 FRAND 확약이 제 3자를 위한 계약

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밝혔다.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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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장경쟁질서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버리는 현상을 실시료 과적

(Royalty Stacking)이라고 한다.31)

표준기술 이외의 대체기술을 실시하려면 표준 이외의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전환비용(switching-costs)을 감내해야하는데 표준

특허권자는 전환비용 범위 내에서 실시료를 마음껏 인상할 수 있게 된

다.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표준의 경우 하나의 기술표준에 무수히 많

은 표준특허들이 집적되어 때문에 한명의 표준특허권자라도 높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시장주체들이 느끼게 되

는 실시료 부담은 엄청날 수 있다. 심지어 특허기술을 우회 설계한 대체

기술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확보해나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

문에 표준특허의 실시료 과적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32)

당해 표준특허권자가 요구하는 실시료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을 이루고

있는 다른 표준특허권자들이 실시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실시료 지급을

구하는지에 따라 실시료 과적은 큰 영향을 받는다.33) 가령 스마트 폰의

경우 와이파이 기술을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

러 표준특허권자들에게 실시료를 지급해야한다.34) 잠재적 실시권자가

802.11 기술표준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표준특허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실

시허락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불해야할 실시료 총액은 약

$50달러에 이른다.35) 이처럼 실시료 과적은 기술표준을 구성하는 특허들

31) Mark A. Lemley & Carl Shapiro, 앞의 논문, 2010p.

32) Mark A. Lemley & Carl Shapiro, 앞의 논문, 2017p.

33) Mark A. Lemley & Carl Shapiro, 앞의 논문, 2011p. 가령 제품 판매업자가 여

러 특허권자 중에 A라는 특허권자에게 이미 높은 범위의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제품 판매업자가 B라는 특허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실시료는 전체 순

이익에서 A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했던 실시료를 차감한 범위에서 책정될 것이다.

만약 제품 판매업자가 특허기술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제품개발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상태라면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각각 높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한다고 할

지라도 제품 판매업자는 기술고착에 따라 실시료 총합이 판매업자의 순이익에

근접할 정도까지 특허권자의 실시료 지급에 응하게 될 것이다.

34) Armstrong, Ann K., Joseph J. Mueller, and Tim Syrett. "The smartphone

royalty stack: Surveying royalty demands for the components within modern

smartphones." (2014), 6p.

35) Armstrong, Ann K., Joseph J. Mueller, and Tim Syrett. 앞의 논문. pp. 24-26.



- 18 -

회사명 실시료($400 기준) 최대 실시료율

Lucent Technologies $10.000 + 제품 당 5% ~$20

Agere 제품 당 5% $20

Motorola

제품 당 2.25%

(기업이 요구한 실시료율)

$0.008

(법원이 산정한 실시료율)

$9.00

Innovatio IP Ventures

$3.39~$36.90

(기업이 요구한 실시료율)

Wi-Fi 칩 당 $0.0956

(법원이 산정한 실시료)

$7.20

Sisvel Patent Pool

제품 당 €0.71
(상호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제품 당 €0.86

(상호실시허락이 거절되었을 
경우)

$1.18

Via Licensing 가격 차등제
개체당 $0.55~$0.05 $0.55

Ericsson

$0.05

(기업이 요구한 실시료율)

제품에서 특허당 $0.05

(법원이 산정한 실시료율)

$0.50

Total $50.23

표 1. 802.11 기술표준 특허의 실시료 총액(Armstrong, Ann K., Joseph J.

Mueller, and Tim Syrett. 앞의 논문 참조)

각각이 어느 규모에서 실시료가 책정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실시료 과적문제는 쿠르노 보완 모형(Cournot complements)36)으

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들이 당해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특허가 갖는

36) 쿠르노 효과는 보완적인 상품들을 공급하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독점적 이윤

과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면서도 가격은 하락시킬 수 있는 효과를 뜻한다. 반면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의

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시료 과적 문제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

해서는 권남훈 홍대식,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정보법

학 제15권 제2호(2011), 127-128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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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이상의 높은 금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하게 됨에 따라 실시료

과적이 발생한다고 본다.37) 특허권자들은 이러한 쿠르노 모형에 따른 부

작용을 해결하고자 특허풀(patent-pool) 혹은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

ensing', 우리말로 ‘상호실시허락계약’)을 활용하게 된다.

요컨대 실시료 과적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자가 기술표준에 아예 접근하

지 못하게 되어 시장경쟁 질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실시료 산정 시 침해자가 기술표준

에 대해서 지급하게 될 실시료 총액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에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실시료를 전반적으로 완

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료를 산정하게 된다.

제 3 절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1.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갖는 의의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

리와 타인의 무단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

다. 만약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를 실시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이

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침해는 무형자산인 만큼 침해가 용이하고 특허권자 입장

에서도 침해성립과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입증곤란으

로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법제는 특허권자의

입증편의와 법원이 겪는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칙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정한 규모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은 특허법의 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정한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명에 대

37) Mark A. Lemley & Carl Shapiro, 앞의 논문, 20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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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특허권이 형해(形骸)화 됨은 물론 기술을 개발하

기 보다는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유인할 것이기에 당초

특허법이 달성하고자 했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가

능성이 생기게 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중점

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게끔 적절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해야함은 물

론이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면 특허권의 남용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양 당사자의 형평에 맞게 손해액 산정

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 제750조의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750조는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세분화해보면 ①특허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

실이 있어야 하고 ②위법(불법)행위가 존재해야하며 ③행위자에게는 책

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④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⑤위법행위

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될 수 있어야 한다.38)

먼저 요건 ①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특허법 제130조

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면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과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입증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침해자가 과실의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이를 정당

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혹은 자신의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할 것이다.39)

38)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Ⅱ, 박영사(2010), 142면

39)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15006 참고할 것. 당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허

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

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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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경우 하나의 기술표준에는 수 천 가지가 넘는 무수히 많은

특허기술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침해혐의자에게 특허기술들을 일일이 확

인하여 타인의 특허기술을 회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물론 표준화기구가 당해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시킬 때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사전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의무의 강도가 느슨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40) 침해자는 침해발생 이전 주의를 기울인

다고 하더라도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에 특허

가 부여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에 특허가 부여되어있음을 숨기고 있

다가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 당해 사업자들이 해당 기술표준 분야에 진출

하려고 했을 때 기회주의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허매복(pat

ent ambush)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법적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사정은 침해자가 과실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

는 항변사유가 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으로서의 ② 불법행위(위법성)란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에 대해 독점을 인정해주는 특허권을 침해하

여 타인의 발명을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표준특허

의 경우 마찬가지로 침해자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표준으로 설정된 특허

발명을 실시했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요건인 ‘손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익침해가

없었을 때의 재산적 상태와 법익침해가 있었을 때의 재산적 상태의 차익

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 분야에서 특

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

시하였다.

40) 이황. 앞의 논문, 316-317면 특허조사의 어려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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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는 소위 차액(差額)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41)

만약 표준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다거나 제3자와 실시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하는 ‘차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42)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실시료 상당액을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에

는 그 자체로서 객관적 이용가치가 화체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실시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객관

적 이용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본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

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손해’가 발생했다

고 볼 수 있게 된다.43)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인 요건 ⑤는 발생한 손해

중 어느 정도 범위까지 위법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후술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표준특허분쟁에서 손해배상제도의 중요성 대두

표준화기구가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허용한 취지 자체가 표준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표준기술의 사회적 공

유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각국의 법원은 예외 없이 표준특

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빌미로 과도하게 높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 법리 내지 경쟁법 등 그 어떠한 논리에 터 잡는다 하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4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해의 의미를 차액설의 관점에서 제

시한 대표적인 국내 판례로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이 있

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

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도 같은 취지의 판결요지를 남긴 바 있다.

42) 사법연수원, 특허법 연구, (2015), 517면 참고.

43) 정상조 박성수, 앞의 책,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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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

게 되면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다. 표준은 기술의 보편적인 실시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FRAND 조건

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제3자

의 실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 3자의 실시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표준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적정한 범위에서 배상해줄 수

있게 하는 구제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인 것이다.

본 글은 실제로 표준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떤 방식으

로 제기되고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충분한 논

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앞서 침

해금지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 역시 FRAND 조건의 취지 및

목적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배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인데 이는

표준특허 분쟁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 4 절 소결

앞서 표준특허의 개념과 FRAND 선언의 의의, 그리고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

다.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최소한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

은 자명하지만 기술표준이 갖는 공익적 성격과 FRAND 선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구

체적으로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와 기준과 관련한 논

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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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제 1 절 문제제기

표준특허의 잠재적 실시권자44)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표준특허를 실시

했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때 법

원은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확

정지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사법상 대원칙인 실손해배상에 따를

때45) 표준특허권자가 손해액 증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표준특허권자에

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표준특허권자가 ‘합리적 실시료’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표준특허가 제3자의 실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

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가 기 지급받았어야 했을 실시료를 초과한 범위

의 손해액은 잠재적 실시권자의 반증에 의해 손쉽게 배척될 가능성이 높

다. 이에 따라 실제 표준특허침해분쟁에서는 양 당사자가 손해액으로서

FRAND 조건에 부합한 합리적 실시료(이하 ‘FRAND 실시료’)가 어떻게

44)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통상실시권(우리 특허법 제102조)내지 전용실시권을(동법 제100조)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표준특허의 경우 일정한 조건(가령 ‘FRAND’ 선언에 명시

된 조건)하에서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실시허락을 체

결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는데 당해 기술표준이 속한 시장에서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나마 실시허락을 체결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입각하여 표준특허권자와 실시허

락을 체결하여 조만간 표준특허를 실시하게 될 시장참여자들을 본 글에서 통틀

어서 ‘잠재적 실시권자’라고 칭한다. 한편 표준특허 침해소송에서 잠재적 실시권

자는 ‘피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침해혐의자’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으

로는 나지원, 앞의 논문, 5면; 윤기승, 앞의 논문, 277면 등.

45)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으로 ‘구체적 실손해의 전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88.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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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활을 걸고 다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하에서는 표준특허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 국의 법원이 손해배상액

범위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표준특허분

쟁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범위는 FRAND

조건에 부합한 합리적 실시료에 한정되어야 함을 논증해보도록 한다.

제 2 절 비교법적 논의

아직 국내에서는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가 집중적

으로 다뤄진 사례가 없었다.46) 반면 근래에 미국을 중심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문제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국내에서도 바람직

한 손해배상액 산정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학계와 실무에서 초두의 관심

을 불러일으켰던 해외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라고 본다.

표준특허분쟁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두루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국 법원이 집중적으로 심리했던 사안은 상

이했다. 먼저 법원이 FRAND 실시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직접 산

정했던 사례들은 주로 미국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럽

대륙의 경우에는47) 양 당사자들이 실시료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FRAND 선언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혹은 그러한 행동이 당해 시장에

경쟁 제한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판단하는데 주력할 뿐 구체적인 손

해배상액 산정 문제는 법정 밖에서 양 당사자의 라이선싱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48)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의 경우 침해자가 계약위

46) 국내 유일한 표준특허침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

39552 특허침해금지 등 사건(소위 ‘삼성 대 애플사건’)에서도 애플의 삼성 표준특

허침해에 대해 삼성의 침해금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퉈졌을

뿐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

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본 절 3. 라. 를 참고 할 것.

47) 단일국가로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점

유율이 25.6%에 달한다. 반면 표준특허보유국 상위 10개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제

외한 모든 국가가 유럽연합(EU)이라는 점에서 유럽이 미국 다음으로 표준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앞의 책, 115면,

48) 이러한 현상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은 미국 특유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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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따른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리적인 로얄티가 어느 범위에서 산정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우

리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을 표준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

준 반면 일본에서는 손해배상액 청구 범위가 FRAND 실시료 이상의 일

실이익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권리남용으로 법원이 배척하였다. 그밖에

인도의 사안에서는 침해소송 중 법원이 잠정적 실시료(interim royalty)

를 책정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국 법원이 판단했던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1. 미국 판례의 입장

미국 판례들을 살펴보면 표준특허권자가 미국 특허법상 일실이익

(lost-profit)을 제외한 ‘합리적 실시료’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구하게 되

면서 법원에서는 어떠한 범위에서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가 책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pple v. Motorola 1심 법원에서 Posner 판사는 Motorola의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추가적으로 ‘898 표준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점

문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Leonard, Gregory K., and

Mario A. Lopez. "Determining RAND Royalty Rates for Standard-Essential

Patents." Antitrust 29 (2014), p.86; 또한 법원행정처 발간 2016 사법연감에 따르

면 국내 1심 특허소송에 관계된 외국인 중 30.3%가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

났다. [사법연감] 외국인 특허소송, 미국인 '최다'…1심 판결 평균 '225.5일', [뉴

시스], 입력 2016.09.28 06:06, 최근검색일 2017.09.12.; 반면 영국에서는 분쟁에 휘

말렸을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의한 해결 보다는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독일의 경우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

는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구하고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은 법적

밖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sie Middlemiss Laura Balfour Slaughter May, Patent

litigation in the United Kingdom: overview, Practical Law,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2016), 21; Wolfgang Kellenter Hengeler Mueller, Patent

litigation in Germany: overview, Practical Law,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2016),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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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로 증명된다면 손해액으로서의 FRAND 실시료가 Motorola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구제해줄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비록 본 사건에서 합리적

실시료 이외에 일실이익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

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FRAND 실시

료가 표준특허권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전체 범위라는 점을 시

인해주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49)

Innovatio 사건에서도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피고인 제조업체 측은 Innovatio 특허를

보유했던 이전 권리자들이 802 와이파이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를 합리적

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할 것에 표준화기구인 IEEE와 합의했다

는 점을 주장하면서 Innovatio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법위는

FRAND 라이선스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Holderman 판

사는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면서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를 구체

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50)

또한 Ericssson 사건에서 Davis 판사는 Ericsson이 FRAND 확약에 동

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Ericsson이 자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범위가

FRAND 확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리적 실시료로서 허용된 금액을 초

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51)

CSIRO 연방항소법원 역시 802.11 와이파이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조건이 가설적 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및 이에 따라 CSIRO와

Radiata와 맺었던 TLA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 이상의 금액을 CSIRO

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2)

49) Apple, Inc.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915 참고.

50)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1, *2, *3 참

고.

51)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Inc.,August 06, 앞의 판례, *22.

52)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앞의 판례,

*1306 및 *13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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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판례들이 합리적 실시료를 초과한 일실이익 배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공통적인 이유에는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협약에 따

른 의무가 지워졌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특허법 법리상 일실이익 증명요

건이 굉장히 까다로움은 물론53) 우리 특허법처럼 손해액 특칙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표준특허권자가 합리적 실

시료를 이외의 일실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

인다.

2. 유럽 판례의 입장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했을 때 침해

자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경쟁법54)에 위반된다고 항변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 Commission, ‘EC')으로 하여금 표준특허권자의 침해

금지권 등의 행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

단을 요청하는 식으로 분쟁 양상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

발생했던 주요 표준특허분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당해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권

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불법

으로 이용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이 얻은 순이익의 3%를 실시료로 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라이선스가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

어 원고는 최소한 앞서의 실시료 상당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53) 일실이익 산정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관계로 미국 특허소송 상 손해액 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바로 ‘합리적 실시료’라는 점을 강조한 국내 문헌

으로는 이헌수. "미국 특허소송에서 합리적인 실시료 (reasonable royalty) 에 기

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LAW & TECHNOLOGY 8.1 (2012): 3-28면 참고.

한편 미국의 제6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자가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4

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을 성공시켜야하는데 (소위 ‘Panduit test’) 구체적으로는

(1) 특허제품에 대한 수요, (2) 구매가능한 비침해 대체품의 부존재, (3)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조 및 마케팅 능력, (4) 특허침해가 없었으면 권리자에게 발

생했을 이익 이다. 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Inc., 575 F.2d

1152(6th Cir. 1978).

54)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 내지 109조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인수합병, 국가

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유럽

경쟁법(European competition law)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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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시하였다.55)

또한 Motorola와 Apple 간 표준특허분쟁에서 EC는 침해 여부가 불투

명한 상황에서 피고 측에게 항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표준특허권

자가 제품 ‘iPhone 4S’를 포함시킨 상태에서의 실시료를 지급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이 당해 사업자가 제품 당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써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56)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시장 지배적 지

위의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판시한 바 있어 주목을 요한다. 화웨이와

ZTE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ETSI에 속하는 수많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

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침해 소송 중에 있었다. 침해소송에 앞서 선결적

판결을 의뢰받은 본 법원(the referring court)은 표준특허권자인 화웨이

가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ZTE를 상대로 행사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

상청구권, 침해품 회수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심

리하였다.57) 법원은 화웨이가 사전에 ZTE에게 특허침해라는 사실을 통

지했고 ZTE가 라이선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서면으로 실시료 지급방법

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점 및 그러한

청약에 대해 ZTE가 신의성실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화웨이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시장에 현존하

는 경쟁자의 기술표준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점을 인정

하였다.58) 결론적으로 CJEU는 앞서의 사실에 비추어 화웨이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행사가 TFEU 기능조약 제102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59)

최근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FRAND

55) Federal Court of Justice, May 6, 2009 KZR 39/06 OLG Karlsruhe LG

Mannheim [The German Orange Book Standard Decision] III. The part of the
judgement ordering the defendants to render accounts and establishing their
obligation to pay damages is also correct 부분 참고.

56) CASE AT.39985 - MOTOROLA - 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ENTIAL PATENTS, 29/04/2014, 387 부분 참고.

57)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16 July 2015, CASE C‑170/13,

40-41 참고.

58)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앞의 판례, 71,72,73.

59)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앞의 판례,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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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율 산정에 직접 개입하여 FRAND 실시료율을 산정했는데 이러한

분쟁은 피고 측은 Unwired Planet이 제시한 실시료율이 앞서와 마찬가

지로 TFEU 제102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

하면서 시작되었다.60)

요컨대,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표준특허 분쟁들을 살피건대, 표준특허권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당해 기술표준에 속한 시장에서 경쟁 제한

적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 이상 청구범위에 대해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경쟁 제한적 효과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라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범위는 그러한 표준특허의 FRAND 실시료라가 볼 수 있다.

3. 아시아 국가에서의 판례 입장

가. 일본

일본에서의 애플 대 삼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라

이선스 교섭에서 삼성이 보였던 여러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실시료 지급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삼성이 신의성실 원칙상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삼성의 특허

권 행사는 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61)

하지만 2심에서 법원에서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하였다.

삼성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먼저

‘실시료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가 매우 불

공정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인용 가부를 판단해

야하고 둘째로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애플이 라이선스를 받으려 하지 않

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설시하였다.62)

60) Unwired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Co, 앞의 판례.

6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２５年２月２８日 第３８９６９号 (2013년 판결) 債務不存

在確認請求事件, 원문은月http://www.ip.courts.go.jp/vcms_lf/H25ne10043_org1.pd

f 106-107면 참고. 최종검색일 2018-01-01.

6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5月16日 平成25年(ネ)策10043号(2014년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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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와 지연이자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의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인용 판결

을 내리게 되었고 FRAND 실시료 범위 내에서만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

었다.

나. 중국

Huawei v. InterDigital 판결에서 2G, 3G, 4G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표

준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IDC는 화웨이를 비롯한 다수의 전기통신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Huawei

는 IDC가 FRAND 협약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위반의 반소를 제기하

였다. 중국 Huaweil 판결에서 IDC는 사인 간 라이선싱 교섭과정에 법원

이 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강제실시절차와

FRAND 실시료율 산정에 공통점을 근거로 중국 특허법 제57조 및 제58

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접

FRAND 실시료율 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전

중앙인민법원은 2013년 2월 4일 IDC가 FRAND 협약을 위반했음을 이유

로 무선장치에 대한 화웨이의 실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0.019%를 넘

지 않는 금액을 실시료율로 책정할 것을 명하였다. 양 당사자는 광동 고

등인민법원에 항소했는데 광동고등법원은 FRAND 실시료율로서 0.019%

를 확정지었다.63)

다. 인도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이하 ‘Ericsson’)은 델리고등법원에

은 http://www.ip.courts.go.jp/vcms_lf/H25ne10043_zen1.pdf 1면 상단 판결요지

부분 참고. 최종검색일 2018-01-01.

63) Lee, Jyh-An. "Implementing the FRAND Standard in China.",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Vol. 19, No. 1, 2016), pp.48-51.

사건 영문명으로는 Guangdong High People’s Ct,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InterDigital (IDC), Yue Gao Fa Min San Zhong Zi No. 3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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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및 3G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갖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델리고등법원은 침해소송

중 침해자가 표준특허를 실시함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잠정적 실시료

(interim royalty)를 산정하였다. 먼저 Ericsson과 Micromax 사이에서의

FRAND 실시료율과 관련해서는 Ericsson이 그동안 다른 라이선시들과

맺었던 26개의 라이선스 합의서를 토대로 Micromax의 침해상품 판매

액에서 약 0.8에서 1.3% 범위 내의 실시료율(interim royalty)을 산정하

였다.64) 한편 Ericsson v. Gionee 사건에서 법원은 앞서 Micromax와 잠

정적으로 합의했던 실시료율을 근거로 Gionee가 자사의 침해상품판매액

의 약 1.25%에서 2% 정도를 실시료로 지불할 것을 명했다.65) Ericsson

v. Intex 사건에서도 델리고등법원은 앞서 판결과 비슷하게 Intex에게 침

해 제품의 판매액에서 0.8~1.3% 사이의 잠정적인 실시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66)

라.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 대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

(1) 국내 표준특허 현황

전 세계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는 2015년 기준 총 782개에

달하며 보유량으로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관 별 가

장 많은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순위로는 1위가 삼성 2위가 ETRI, 3위가

LG 전자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총 360개로 다른 기관 보다 압

64)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Mercury Elecs. & Another, Interim Appli

cation, 12.11.2014, CS(OS) 442/2013, Page 1 of 5 참고. 원문 http://lobis.nic.in/

ddir/dhc/GSS/judgement/17-11-2014/GSS12112014S4422013.pdf, 잠정적인 실시료

란 침해소송 도중 침해혐의자가 표준특허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시료 지

불액을 의미한다. 최종검색일 2018-01-01

65) Delhi High Court,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Gionee Communicatio

n Equipment Co. Ltd & Another, Interim Application, on Oct. 31, 2013, CS (O

S) No. 2010 of 2013, 5 참고. 원문은 http://delhihighcourt.nic.in/dhcqrydisp_o.as

p?pn=211053&yr=2013. 최종검색일 2018-01-01.

66) Delhi High Court,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Intex Techs. (India) Lt

d., Interim Application, on 13 March, 2015, I.A. No. 6735/2014 in CS(OS) No.1

045/ 2014, 158 부분 참고. 원문은 http://lobis.nic.in/ddir/dhc/MAN/judgement/16

-03-2015/MAN13032015S10452014.pdf참고. 최종검색일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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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표준특허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다.67)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표준특허 강국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법원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

다. 이는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실손해배상

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수한 법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68)

국내에서 표준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으로는 삼성 대 애플 사건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이 iPhone 4, iPad 2를 판매하면서 삼

성 표준특허 발명을 무단 실시한 점을 인정하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국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한다.69)

(2) 삼성 대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

1) 사건개요

원고는 .이동 통신 분야인 3GPP/UMTS(이하 “3GPP")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표준특허를 FRAND 조건으로 실

시권을 허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서를 ETSI에 제

출하였다.

67)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 길라잡이, (2016) 115-116면 참고

68) 미국과 달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규제 사례가 거

의 없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특허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

중 하는 것이라는 분석으로 박준석, 앞의 논문, 167면,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

회는 퀄컴이 모뎀칫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표준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등의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은 물론 기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사

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 및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 시정명령 부과-, 보도자료(2016년 12월 28일)

참고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 39552 특허침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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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3GPP 표준을 구현하고 있는 iPhone 4, iPad 2를 판매했는데 이

때 3GPP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원고의 등록번호 제330234호, 제

913900호에 관한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했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으며 원고가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법원은 피고에게

영업이익액 약 40.000.000원 및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률 등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또한 피고의 전체 이익률이 곧 피고

제품 판매 영업이익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 제품

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기여하는 정도, 마케팅이나 디자인 등 원

고의 특허와 무관한 요소들이 피고 제품에 미친 영향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나, 피고 제품의 각 출시일 이후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제품 매출액은 합계 [비공개]에 달하는 점, 피고 제품

을 포함한 피고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 영업이익률이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각 특허가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점, 피고의 모회

사인 애플이 원고와의 표준특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표준특

허 별 실시료율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의 제품별 판매로

인하여 얻은 영업이익액은 최소한, 원고가 각 특허 침해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 구하는 금액인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해 추정되는 손해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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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특허분쟁에서 각 나라 법원이 취한 입장

미국

원고가 ‘합리적 실시료’(FRAND 실시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하면

법원이 구체적인 FRAND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양상

유럽
표준특허권자가 제시한 FRAND 실시료가 TFEU 제102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양상

일본

FRAND 실시료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

(애플 대 삼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중국 계약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FRAND 실시료율 산정(Huawei 판결)

인도
침해소송 중 법원이 잠정적 실시료율(interim Royalty)로서 FRAND

실시료 산정(Ericsson 판결)

한국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4조 손해액 추정규정에 의거하여

침해자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삼성 대 애플 판결)

표 2. 국가별 표준특허 분쟁양상

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들어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표준특허침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

정하였고 원고가 특허법 제128조 제3항(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하여 손

해배상청구 하면서 법원은 피고에게 영업 이익액 약 40.000.000원 및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정리

앞서 각 국 법원이 표준특허분쟁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와 관련된 부

분들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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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1. 표준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청구범위

가. 문제의 소재

일본의 애플 대 삼성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표

준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범위가 권리남용 법리에 근거

하여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당해 재판에서 법원

은 FRAND 실시료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반대로 FRAND 실시료 상당액 범위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에서는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청구하려 하고 법원은 특허권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여 양 당사자의 형평에

맞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서 일본에서의 애플

대 삼성 판결은 그 판결의 해석상 표준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 범위 자체가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로 제한되어야 한다

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논리가 타당할 수 있을지 면

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간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 있어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70) 이처럼 특허권자가 최대한

70)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허권자에게 유독 인색한 태도를 보여 온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는 다른 IP 강국과 비교했을 때 특허

권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인용액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데 한국지식재산연

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약 5

천 9백만 원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14배인 4.9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2015 지식재산권백서, 제3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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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손해액으

로 인정되는 국내 특허실무 현실에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권리 행사가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먼저 일본 지적고등재판소가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FRAND 실시료를 넘는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된

다고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일본 애플 대 삼성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

삼성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애플은 삼성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제기하였다. 1심 동경지방재판소에서는 삼성

이 사전에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행

사 자체가 권리남요에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지적재산고등재

판소는 FRAND 실시료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FRAND 실시료 상당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애플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렸다.71)

법원은 애플의 제품이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고 라이선스 계

약 성립 없이 유효한 특허권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삼성은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 때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

될 수 있는지를 집중 심리하였다. 법원은 FRAND 조건에 부합한 라이선

스 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FRAND 조건에

부합한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구분하여 각 청구

가 허용될 수 있는지 심리하였다. 먼저 FRAND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표준화기구인 ETSI가 제시한 IRP 정책에

주목하였다. 동 정책은 UMTS 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자가 UMTS 규격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

중 적어도 표준화기구 ETSI의 회원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4.1 항 등

환경 구축 1.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추진 261면 참고.

71) 知的財産高等裁判所, 앞의 판결, 1면 상단 판결요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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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시에 표준필수특허가 공개 되고 6.1 항 등에 따라 표준특허권

자가 FRAND 선언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

었을 때 잠재적 사업자가 표준특허권자와 정당하게 협상을 진행했다면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신뢰하게 됨은 물론이며 그

러한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준특

허권자가 본건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에 기하여 FRAND 라

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앞서와 같은 기대를 품고 UMTS 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

람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 또한 표준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UMTS

표준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실시료 수입을 얻을 수 있

었으며 ETSI의 IPR 정책이 요구하는 FRAND 선언의 취지는 표준특허

권자 스스로의 의사로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제 3자에게 FRAND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FRAND 라이선스 비

용 상당액을 초과한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허용할 필요가 높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법원은 표준특허권자가 상대방이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 할 의향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다면 FRAND 라이선스 비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앞서의 상대방은 원래

FRAND 선언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 FRAND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으로 한정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때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앞서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

재함에 비추었을 때 법원은 상대방이 FRAND 라이선스를 취득 할 의향

이 없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하였다.72)

한편 FRAND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법

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허용하였다. UMTS 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자는 FRAND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을 향후 지급할 것을 상

정한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했고 ETSI의 IPR 정책 3.2 항에서 지적재산

권 보유자는 타인의 실시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것

7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앞의 판결문, 128-1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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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FRAND 라이선스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FRAND 선언에 이르는

과정 및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상대방이 주장

입증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권리남용에 해

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73)

다. 앞서 판결이 갖는 문제점

앞서 판결이 갖는 독특한 점은 피고 애플이 삼성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액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논거로 민사법상의 권리남용 이론을 활용했다

는 점과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그러한 권리남용에 근거한 항변

을 일부 인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권리남용법리를 국내 특허실무

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표준특허권자가 과다한 범위에

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 금액 모두가 법원에 의해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

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74) 특허침해사건에서 법

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허권자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가 청구한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방식으로 손

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법원이 표준특허라고 하여 손해

배상 청구범위를 사전에 제한할 마땅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

7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앞의 판결문, 131-132면 참고.

74) 우리 민법 제2조(신의성실)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남용 요건의 주관

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국내 판례로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 4042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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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방향으

로 논의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범위까지 특정 금액으로 한

정하게 된다면 잠재적 실시권자가 협상에 임할 유인이 없어지는 역특허

위협(reverse patent hold-up)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특허 주장

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청구범위를 따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액은 양 당사자들이 어떠한

주장 증명을 했는지를 토대로 손해액 인정 범위를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열릴 방향을 취하는 것이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 모두의 형평

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임은 분명하다.75)

다만 침해자가 사전에 표준특허권자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려고 한 상

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실시료를 넘는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기는 곤란하겠

지만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앞서의 사정, 즉 협상 과정에서

표준특허권자가 보였던 신의에 어긋난 태도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

려할 수는 있다고 본다. 침해자가 사전에 표준특허권자와 성실하게 협상

에 임하려 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어쩔 수 없이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침해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러한 사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76)

라. 소결

요컨대 표준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해서는 제

한이 가해질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청구범위와 별개로 법원에서 표준특

허권자가 표준특허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 대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75) 나지원, 앞의 논문, 299면 참고.

76)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판례법상 인정되는 책임제한의 근거로서 손해의 공평한 분

담, 신의이나 형평 등의 일반원칙을 다룬 문헌으로는 이은영. "판례상 책임제한의

의미와 정당화."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36.2 (2012). 592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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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판단

가. 표준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의 유형

표준특허권자가 침해혐의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특허법 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

보면 먼저 양도판매가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일실이익 유형(동조

제2항 및 제3항),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침해

자 이익 유형(동조 제4항), 특허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동조

제5항)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실시료상당액 유형이 존재한다.77) 표

준특허권자는 이와 같은 방법들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혹은 소송전략상 각 방법 모두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주

장할 수도 있다.78)

77) 특허침해사건에서 우리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공격방법에 대해 위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헌

으로 송영식 등, 지적소유권법 상 제1판, 육법사, (2008), 664면.

78) 우리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

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

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

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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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사상의 대원칙79)에 입

각했을 때 법원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앞

서의 여러 공격방법들 중 특허권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다른

조항을 원용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송법적 논의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 이외의 일

실이익 산정이 매우 어려운 표준특허분쟁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다. 가

령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양도판매가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주장했지만 그러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

로 실시료 상당액 규정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지, 혹은 처분

권주의에 따라 어떠한 손해배상액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학설의 대립

2016.3.29.>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

정할 수 있다.

79) 민사소송절차의 대원칙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 범위

를 특정하고 소송을 종결시킴에 있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 처분에 맡기

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하고 이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한편 변론주의란 소송의 해결과 공판자료의 수집을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권능

과 책임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에서도 특허권자는 우리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게 되고 손해액은 주요사실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허권자가 직접 구체적인 손

해액을 입증해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요컨대 특허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액 범위는 특허권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주장된 금액에서 어느 범위

만큼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

사 (2014), 36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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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설

특허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어느 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것 없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

우 다른 유형의 계산방법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은 이른바 간

접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자백이 있어도 법원을 구속할 수 없

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만약 실시료 상당의 손해

액 산정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법이 보장

한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인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다.80)

일본에서는 이러한 학설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원고가 양도

판매가액(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그러한 추정이 복

멸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선해하여 실시료 상당액 규정(제2항)을

주장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손해액 산정은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을 갖고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요율이 나타나지 않아도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81) 만약 실시료 상당액

규정(제5항)을 일종의 최소한도의 배상액을 인정해주는 법정손해액으로

이해한다면 원고가 제5항을 명시하여 주장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청구액

으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82)

2) 부정설

부정설에 따르면 먼저 우리 특허법 제128조의 각항의 규정들은 특허권

자의 손해액 증명을 돕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80)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311-312면 참고.

81) 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저스티스], 통권 43 (1997), 40-41면 참

고.

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24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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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동조의 양도판매가액 규정이나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용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특허권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그 규정의

취지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83) 또한 제128조의 각 항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간접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본 조가 인과관계의 추

정에 관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각 항에 따른 주장은 요건사실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주장 없이 법원이 다른 유형의 계산방법

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이는 변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

용될 수 없다.84)

3) 검토

생각건대 부정설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특허법 제128조는 특허

권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가 주

장하지도 않은 계산방법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을 것이다. 물론 긍정설은 특허권자에게 최소한의 손해액으로서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해주기 위한 논리구성으로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를 보호하

기 위한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손해액 산정 시 법관의 개입 범

위를 넓히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할뿐더러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이익에 반한다

고 본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가 어떠한 주장을 펼쳤느냐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합리적인 손해액

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원고의 주장별 판단

법원은 표준특허권자가 어떠한 손해액 산정방법을 주장했는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야한다. 다만 표준특허가 갖는 특수성에 입각했을 때 표

83) 양창수. "특허권 (特許權) 침해 (侵害) 로 인한 손해배상 (損害賠償) 시론 (時

論)-특허법 제 128 조 제 1 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법조 54.9 (2005), 66-67면

참고.

84)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2007), 362-36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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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허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바 이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법 제128조 제2항과 제3항(양도판매가액 규정)에 대해서는 표준

특허의 경우 일실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사안임을 유념해야 한다. 즉 기

술표준의 경우 통상 수천가지의 표준특허들로 구성되는데 기술표준의 극

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몇몇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하여 전체상품에 대

한 양도판매가액 내지 침해로부터 발생한 이익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하게 되면 특허발명 이외의 요소들에 대한 보상이 표준특허권자에게 지

급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법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지 않고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잉배상은 더

더욱 우리 법 현실과 어울리지 않으며.85) 결론적으로 앞서의 규정으로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

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논리는 제4항(침해자의 이익 추정, 이하 ‘손해액 추정 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표준특허의 특성상 피고가 얻은 이익이 표준특허

침해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는 그 인과관계가 곧바로 추정될 가능성

이 일반적인 특허침해소송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피고의 반증에 의

해 인과관계가 손쉽게 복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86) 물론 앞서

85) 우리 특허법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고자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특칙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은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즉 경과실만 있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

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특허 개

수가 워낙 많고 라이선싱이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타인의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곤란하며 본 조

에 의해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경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86) 가령 디자인권 침해사건인 2010. 12. 9 선고 2010나69706 판결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액이 확정되었지만 피고가 문제된 제품 외에 타 제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발

생한 소득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특별히 다른 주장을 펼치지 못

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바 있고 또한 저작권 침해사건인 2011. 7.

20 선거 2010나85753 판결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티셔츠에 부착하여 수익

을 거두었지만 법원은 그러한 티셔츠 상에 부착된 사진저작물 이외의 요소가 판

매 향상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지 않은 이상 티셔츠를 판매한 총이익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침해자의 이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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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제3항은 표준특허 사안의 경우 아예 문제되지 않는 반면 동법

제4항은 상대방의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 대 애플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표

준특허권자인 삼성이 제4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피고

애플이 그러한 추정을 복멸시키지 못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을

표준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87)

결국 표준특허침해사건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손해액은 동법 제128조 제5항(실시료 상당액 규정)의 특허권 실시료

상당액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2항 내지 4항은 표

준특허 사안에서 아예 적용가능성이 없고 인과관계 복멸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특허권자와 침해자가 집중적으로 법적공

방을 하게 되는 것은 제5항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 산정일 것이다.88)

한편 제7항은 그 구조상 제2항 내지 제6항과 양립 불가능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89) 표준특허권자의 손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하여

규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그러한 추정

을 번복시키기가 용이하다는 분석을 한 문헌으로 박준석. "지적재산권 침해의 손

해액 입증 곤란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에 관하여.",인권과정의 Vol. 438 (2013),

86면 참고.

87)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배경에는 원고의 특허와 무관한 요소들이

피고 제품에 미친 영향 등을 배제할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의 각 특허가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점,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이

원고와의 표준특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표준특허 별 실시료율 등의 사

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한 40.000.000원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

렸다. 이처럼 표준특허권자가 손해액 추정규정을 활용할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

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 입증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당초 주장한 손

해액의 범위 자체가 많지 않았고 법원은 ‘표준특허 별 실시료율’을 고려하여 침해

자의 이익을 산정했음에 비추었을 때 향후 다른 사건에서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

시료를 초과한 범위에서의 침해자의 이익이 표준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 장, 제 4 절 을

참고할 것.

88) 표준특허는 여러 잠재적 실시권자들과 동시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하진 못해도 사업규모가 비슷한 사업자들이 표준특허권자에게 지

급했던 실시료 선례는 있을 수밖에 없다.

89)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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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의 실시료 상당액을 고려하는 것조차 배제해야할 때 비로소 제7항

상당한 손해액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표준특허권자가 특

허법 제128조에 따른 공격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법원이 제7

항에 근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액이 산

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라. ‘상당한 손해액’ 규정에 입각하여 산정될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재량에 기한 상당한 손해액 조항

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확립된 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90) 즉 법원이 상당한 손해

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기 보다는 사안별로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객

관적으로 수긍할만한 손해액을 산정해야한다는 법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1)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경험칙을

벗어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인데 표준특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즉 제2항부터 제6

항이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에서 비로소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손해액

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90) 최지선, 앞의 논문, 129면. 대상 사건 8건 중에서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실시료

율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경우 및 업계 통상실시료율을 손해액로 산정한 경우 각

각 1건이고 나머지는 법원이 합리적 재량에 근거하여 정성적으로 손해액을 산정

했다고 한다. 법원이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

정했을 때 실시료 상당액에 근접한 금액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 판례로는

2012. 1. 12, 2011나39801 및 그 원심인 2011. 4. 22, 2010가합88946가 있다.

9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량에 기

한 상당 손해액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

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상당 손해액 규정이 법원으로 하여금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

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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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만약 손해배상액이 합리적 실시료 이상으로 책정된다면 결과

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기술표준을 실시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실시료

액수가 과도하게 커져버려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인데 이는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하면서

FRAND 의무를 부담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지

적재산권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당하게 행사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92)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 역시 공정거래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소결

앞서 표준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 범위와 법원에 의해 실질

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표준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가해질 수 없다. 우리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했을

때, 즉 원고가 심판을 구하는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해서는 판단

을 할 수 없기에93) 가령 표준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으로 청구이유에 제4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했을 경

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는 「저작권

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

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는 표준특허권

의 정당한 권리범위에서 벗어난 행위의 예시로서 “부당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

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법원

이 표준특허권자에게 실시료 상당액 이상의 손해액을 인정해주면 라이선시 입장

에서는 결국 비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실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

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FRAND 실시료 이상의 손해액을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

해주는 것은 표준특허권자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93)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14),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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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법원이 일실이익 혹은 실시료 상당액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직권

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표준특허권자는 크게 세 가지의 공격

방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양도판매가액에 따른 일실이익을 주장하는 방

법, 둘째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 이외에 손해

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

다.

하지만 표준특허권자가 일실이익 등을 포함한 손해액을 침해자에게 주

장한다고 하더라도 표준특허권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표준특허의 특성상 일실이익 자체가 문제

되지 않고 손해액 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주장 하더라도 침

해자의 반증에 의해 그 인과관계가 손쉽게 복멸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표준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맞는 실시료 범위 내에서 손해액

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현실적으로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 4 절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문제되는 우리 특허 실

무 현황 및 해결방안

앞 절에서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는 ‘실시료 상당

액’에 제한되어야 함을 논증했다. 하지만 우리 특허 소송의 실례(實例)들

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특허권자들은 손해액 추정 규정인 ‘침해자의 이익’

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표준

특허 분쟁이었던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자의

이익이 어떻게 산정되어야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퉈졌다. 따라서 표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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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분쟁에서 ‘실시료 상당액’만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는 이론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표준특허권자가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

하여 침해자의 이익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했을 때 법원은 어떠한 범

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하는지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 우리 특허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에서는 ‘침해자 이익’이 문제됨

가. 손해액 추정 규정의 법적 성질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액 추

정 규정의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이익반환설과 입증편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익반환설은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유무를 불문하고 침해자가 특

허침해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반환시키는 것이 본 항의 취

지라 보는 반면, 증명편의설은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액 산정 시 특허권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주는데 본 항의 의의가 있다

고 보고 있으며 입증편의설이 다수설이다.94) 입증편의설에 따르면 침해

자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자신이 얻은 이익액 보다 적다는 것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앞서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게 된다.95)

이러한 손해액 추정 규정은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발달되어 있는

데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집행지침(IPR ENFORCEMENT DIRECTIV

E)에도 침해자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

다.96) 반면 미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 규정이 특허법 개정에 의해 삭제되

94) 이러한 설명으로는 박성수, 앞의 책, 92-94면 참고. 그 밖에 종래의 학설로 논의

되어 왔던 것으로 손해평가설과 예시적 손해개념 규정설이 있다. 손해평가설은

본 규절을 단순히 입증편의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손해배상의 범

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본다. 반면 예시적 손해개념 규정설은 손해액 추정규정이

특허권자의 손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손해개념을 규정한 것

이라고 한다.

95) 안원모, 앞의 책, 196면 참고.

96)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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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삭제된 이유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소송이 지연된

다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된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면서도 실시료 상당액 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배

상액으로 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

에 대해서는 일실이익(lost profit)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진다.97)

요컨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토대로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입증하면 피고의 반증이 없

는 한 그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우리 특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고 있음

우리나라 특허실무에서 특허권자는 양도판매가액 규정, 손해액 추정 규

정, 실시료 상당액 규정 등 세 가지가 중에서 가장 많이 원용하는 주장

은 바로 이 손해액 추정 규정이라 볼 수 있다.98) 이러한 특허 실무는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손해배상 원칙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독일의 경우에도 전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약 75%가량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근거로 주

장한 사건이라고 한다.99) 우리 특허실무에서 특허권자가 실시료 상당액

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만약 특허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게 되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tion 6 Damages and legal costs Article 13 Damages 1. 부분을 참고

하면 “법집행 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침해자가 얻은 부당한 이익

(unfair profits)을 고려해야한다”라고 한다.

97)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자세한 내용은 각주 5를 참고할 것.

98) 최지선, 앞의 논문, 76면 참고.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2009.11-20156.30 사이

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진 67건의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 추정 규

정만을 주장한 경우는 56.5%(3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공격방법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99) 정차호 장태미.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개정방안." 법

학논집 18.3 (2014), 24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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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지급하거나 무단으로 실시하고 사후

에 특허권자가 문제 삼았을 때 실시료 상당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지

급하거나 양자는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

행위를 유인할 뿐 특허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100) 따라서 특허권자는 통상의 실시료 상당액 보다 높은 금

액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해주는 동 규정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

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 책정과 관련한 학계와 실무에

서의 논의가 방대하게 이루어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이 Panduit

판결에서101) 법원은 일실이익 증명 요건인 ‘Panduit test’가 충족되지 못

했을 때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가 무조건 이

기게 되는 상황(heads I win, tails you lose)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자세히

설시하였다. 특허권자가 Panduit test의 4가지 요소를 증명하여 일실이익

을 손해액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한 경쟁업체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했을 때 통상의 실시료만

100)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128조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통상의 실시료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실시료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력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9), 416면; 또

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개정하여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법론적 논의도 대두되고 있

는데 이러한 주장은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미하여 통상의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

도록 동 규정의 해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장태미,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론 및 입법론, 성균관대학

교 박사학위논문(2014), 271면

101)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575 F.2d 1152(1978).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기술에 특허가 허여되어 있는 경우 침해혐의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총 4가지 존재한다. (1) 먼저 경쟁업체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대신에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침해 대체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2) 둘째로 특

허권자와 직접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하고 특허상품을 적

법하게 제조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3) 셋째로 잠재적 피해자는 경쟁업체가 소

송의 위험을 무릎 쓰고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법을 취한 다음 계약을 파기하고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

는 방법이 있다. 본 판결에서의 법원은 경쟁업체가 세 번째 방법(특허침해를 저

지르는 것)을 취할 때와 2번째 방법(적법하게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취할

때의 상황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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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면 될 것이어서 적벌하게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권자 보다 오히

려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법원은 특허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실

시료 보다 높은 액수를 합리적 실시료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

다. 대표적으로 확립된 실시료 보다 높은 금액의 손해액을 인정해줬던

Monsanto Co. v. McFarling 판결102)을 들 수 있었는데 연방항소법원은

배심원이 특허권자였던 Mosanto가 통상적으로 체결했던 라이선스 실시

료 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로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103) 법원은 Monsanto의 통상적인 실시료로 특허권자에

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게 실시계약을 체

결하는 다른 농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이익을 챙기게 하는 것으로

McFarling과 같은 침해자들에게 뜻밖의 횡재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판

시하였다.104)

이처럼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인정해왔던 미국 법제와 달리 엄격한 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미국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다. 앞서 미국의 표준특허 분쟁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법원에서는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가 집중적으

102) Monsanto Co. v. McFarling 488 F.3d 973, 977-81 (Fed. Cir. 2007). 피고인

McFarling은 총 세 번 항소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된다. 첫 번째 사

건은 Monsanto Co. v. McFarling, 302 F.3d 1291 (Fed. Cir. 2002)이었고 마지막

사건에서는 McFarling은 연방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

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McFarling v. Monsanto Co., 128 S. Ct. 871 (2008).

103) Monsanto Co. v. McFarling, 앞의 판결, Monsanto는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작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씨앗을 구매했던 Mississippi 농부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Monsanto는 유전자 변형 씨앗을 오직 한번만 재배하

여 수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약을 농부들과 체결했는데 이러한 계약

(Technology Agreement)은 특허권자에게 포대 당 $6.5, 씨앗 유통 업자에게는

포대 당 $22 지급을 조건으로 하였다. 농부들이 실시계약을 어기고 재차 유전자

변형 씨앗을 이용했는데 1심법원은 Monsanto에게 포대 당 $40의 실시료를 손해

액으로 인정하였고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긍정하였다.

104) Monsanto Co. v. McFarling, 앞의 판결, at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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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특허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

상액 산정이 문제가 된다면 표준특허권자는 우리 법 제128조 제5항의 실

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지 않고 손해액 추정 규정이나 여

타 일실이익 규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표준특허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 산정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

가. 문제의 소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주장할 때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함에 따른 낮은 손해액 인용율로 인해

서 ‘실시료 상당액’을 주장하기 보다는 침해자의 이익에 근거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표준특허는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권리인 만큼 타인이 무

단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했다고 하여 표준특허권자에게 기 지급되었어야

했을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한 침해자의 이익이 과연 표준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준특허에서 만큼은 FRAND 조건

에 부합한 합리적 실시료가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손

해배상액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침해자가 표준특허를 실시함에 따라 얻은

이익액 중 ‘실시료 상당액’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서 ‘침해자의 이익’에 해

당되는 부분에 ‘실시료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

어 있다고 본다면 표준특허권자가 주장한 침해자의 이익에서 실시료 상

당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법원이 일부인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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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해자의 이익과 ‘실시료’ 상당액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허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이 있다. 수익접근법이란 특허권이 지는 소득창출능력을 중심

으로 특허권이 거두어들였던 순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뜻한다.105) 양 당사자가 특허 실시계약을 위한

협상에 임했을 때 특허실시로 인하 창출될 수 있는 수익에 근거하여 실

시료 지급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접근 모델은 합리적 실시

료 산정을 위해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Georgia-Pacific 기준에서도 나타

나는데 법원은 제13번째 요소인 “특허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실시료를 책정하게 된다.106) 한편 우리나라 삼성 대 애플 판결

에서도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개정 전)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고의 모회사인 애플이 원고와의 표준특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제

시한 표준특허 별 실시료율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는데 역으로 침해자

의 이익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에도 양 당사자가 제시했던

실시료율을 판단기준으로 삼음을 알 수 있다.107) 요컨대 특허에 대한 실

시료 상당액과 침해자가 특허실시로 얻은 수익 내지 영업이익액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실시료 보다 같거나 높은 범위에서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실시료 상당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일부 인용 가능

우리 대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개정 전)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

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

105) 특허청 전기사무관 김희곤,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 고찰(2), 지식재산21,

2003년 1월호.

106) Georgia-Pacific 13번째 요소로는 “The portion of realizable profit attributable

to the invention as distinguished from non-patented elements, significant

features / improvements added by the infringer,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business risks”,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May

28, 1970, 166 U.S.P.Q. 235.

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특허침해금지 등, 2012.8.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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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설시하여108) 이익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부 학설109)에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뜻하는 이

익이란 특허발명의 실시 그 자체가 아니라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하여 실시 그 자체의 가치를 표

상하는 실시료 상당액은 본 항에서의 이익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

을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액 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이익’ 개념을

굳이 엄격하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표준특허사건

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손해액 추정 규정에 근거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청구

했을 때 만약 ‘실시료 상당액’이 침해자가 얻은 이익 개념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볼 경우 법원은 침해자의 반증에 따라 표준특허권자의 청구를 전

부 기각시켜 표준특허권자는 어떠한 손해액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탄생한 규정인 만큼 본 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한편 동법 제128조 제5항에는 실시료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항

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최저한의 손해

배상액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110) 설사 실시료 상당액 규정 이외에

표준특허권자가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이익액 중에서 ‘실시료 상당액’ 만큼

은 최저한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 소결

라이선시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실시료 보다 당해 특허 실시를 통해

108)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1831 판결.

109) 정상조 박성수, 앞의 책, 227면 각주 280면 참고.

110) 최저한의 손해액으로 보는 근거로는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허발명의 객

관적 이용가치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료 상당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상조 박성수, 앞의 책, 23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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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특허권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특허 침해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라이선시가 특허 무단 실시로 얻게 된 이익을 추정할 때 특허

권자에게 지급했어야 했을 실시료 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은 범위로 산정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침해자의 이익과 실시료 상당액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법이 ‘이익’ 개념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

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해자의 이익에는 실시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준특허분쟁에서는 합리적 실시료에 상응하는 금

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침해자의 이익’은 현실적으로 표준특허권자에

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합리적 실시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정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3. 표준특허분쟁에서만큼은 ‘실시료 상당액’을 다투는 것이 현명함

앞서 우리 특허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주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표준특허분쟁에서도 당사자가 손해

액 추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했을 때에는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중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연장선상에

서 표준특허권자의 입장에서도 침해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에 근거하여 손

해배상액을 주장하는 것이 표준특허분쟁에서만큼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해도 법원의 인용액은 낮음

우리 특허법 제128조상 손해액 추정 규정은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부담

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추정

규정을 활용했을 때 정작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손해액은 매우 적은 실

정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손해배상 법리의 대원

칙인 실손해배상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 본 규정에 따라 손해액이 추정

된다고 하더라도 침해자의 반증에 있으면 특허권자가 주장한 손해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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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당 부분이 복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해자가 그러한 추정을

복멸시킬 경우 침해와 손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실제 손해액에

국한에서만 배상받게 된다. 또한 특허권자가 스스로 제품의 제조 판매

행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침해자와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

라면 특허권자에게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액 추

정 규정은 더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111)

우일나라 삼성 대 애플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인 삼성은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하여 삼성의 비스케줄링 전송 특허(975)와 패킷 데이터 송수

신 관련 특허(900) 실시로 발생했던 영업이익에 국한해서만 청구했는데

청구한 금액으로는 제품 별(iphone 3GS, iPhone4, iPad1, iPad2)로 900

특허에 대해서는 5백만 원, 975 특허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이었다.112) 삼

성이 보유했던 3GPP/UMTS("3GPP"라 함)의 표준특허인 975 특허 및

900 특허가 전체 3GPP 기술표준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특허

732개 중113)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는 마찬

가지로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영업이익액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

분에 대해서만 청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수많은 기술들이 밀집

되어 있는 기술표준 분야에서 일부의 표준특허 침해로 발생한 영업이익

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할 경우 표준특허권자는 침해자의 반증에 의해

111)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모두 침해자의 이익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 특

허권자가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면 이익의 상실이

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규정이 적용되려면 권리자가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영선, 앞의 책, 413면 참고;

이에 따라 본 규정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법 제2항(개정 전)

규정의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본다”라고 변경함으로써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

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차호 장태미, 앞의

논문, 281면 참고.

112) 가령 iPhone 4의 경우 국내 최초 출시일인 2010.9월부터 2012.3.31.일까지의 누

적판매량이 수백만만 대로 추정되고 출시가격이 99달러(한화 1백만 원)이었다.

반면,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900특허 및 975 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얻었다고

추정되는 법원에 의해 산정된 영업이익액은 900 특허의 경우는 5백만 원이었고

975 특허의 경우는 1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사실상 애플이 각 표준특허를

실시했을 때 지불했어야 했을 실시료 상당액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113) David J. Goodman, 3G CELLULAR STANDARDS AND PATENTS, IEEE

WirelessCom June13, 2005, pp.4-5 참고. 원문은 <http://eeweb.poly.edu/dgoodm

an/wirelesscom2005.pdf>. 최종검색일 2018.01.01



- 59 -

그러한 손해액 추정의 상당 부분이 복멸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손해액 추정규정을 활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

규모는 실시료 상당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나. ‘실시료 상당액’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표준특허권자가 ‘실시료 상당액’ 규정을 활용했을 때 얻는 가장 큰 이점

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침해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지급

과 별도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표준특허발명을 계속적

으로 실시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표준특허권자가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면 양 당사자는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해 산정된 합리적

실시료 규모는 향후 침해자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불해야할 실시료 판단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게 되면 실

시료 상당액에 근접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더러 향후에 또 다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를 놓고

침해자와 실시료 협상을 벌어야 한다. 미국의 Microsoft 사건에서와 같

이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했을 때 침해자가 표준특허권자가 사

전에 FRAND 조건에 반하여 과다한 실시료 지급을 요구했음을 이유로

계약위반의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기라도 하면 분쟁의 양상이 더욱 커짐

은 물론 표준특허권자는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해야할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114)

114) 미국의 경우 가령 Microsoft 사건과 같이 법원이 FRAND 선언에 계약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점차 호소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해자가 FRAND 선

언의 계약법적 효력에 터 잡아 계약위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일실이익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여도 소송의 상대방은 표

준특허권자의 계약위반사실에 근거한 따른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분쟁의 양상은 표준특

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가 어느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하는지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되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선언행위에 계약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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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표준특허분쟁에서만큼은 양 당사자의 갈등의 근원이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가 어느 범위에서 책정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준특허권자는 침해소송 외에도 침해자와 또 다시 FRAND 실시

료 산정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표준특허권자는 처음부터 실시료 상당액 규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액

을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 향후 우리 특허 실무도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으로 나아갈 것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책정되는 실시료 보다

손해배상액으로서 책정되는 실시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일본은 일찍이 1998년 특허법 개정에서 제102조 제3항 실시료 상

당액 조항에서 앞에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개별적 구체적 사

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통상이라는 문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침해사실과 관계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115)

이러한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대법원은 실시료 상당액 산정 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특허발명의 객관적

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

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

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

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는 FRAND 선

언의 계약법적 효력과 관련한 애플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박준석, 앞의 논문,

118-199면 참고.

115) 안원모, 앞의 책, 268면; 조영선, 앞의 책, 416면; 박성수, 앞의 책, 29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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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였다.116) 이러한 판시는 미국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근접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효과적으로 달

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료가 책정될 수 있게 기준을 제시

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는 실시료 상당액 규정을 활용하여도 법원은 ‘통상

실시료’에 국한된 금액이 아니라 침해사실과 관련한 주변 사정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손해전보의 측면에서 꼭 불리하

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11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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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오래전부터 법원이 직접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만약 법원이 직접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율을

산정하게 되면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당해 지식재산권자와 먼저 실시계약

을 체결하지 않고 먼저 무단 실시한 이후 법원이 정해주는 실시료율 만

큼만 지급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17) 또한 일각에서는 법원이 실시료율을 산정하

게 되면 증거조사 등 소송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실시료를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

래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의해 실시료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118)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 각국 법원은 FRAND 조건에 부합한 표준특허

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가령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Motorola가 표

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라이선스를 부여해야한다는 점을 확정했다

117) 법원이 직접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율 산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논문으로 Merges, Robert P. "Contracting into liability rul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llective rights organizations." California Law

Review (1996), pp.1308-1316 참고. 한편 일부학자들은 FRAND 실시료와 강제실

시절차에 따라 산정되는 실시료가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

를 사법당국이 직접 책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다만 FRAND 라이선스는

표준특허권자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율 지급을 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탄생하였고 강제실시절차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를 공중에 개방함으

로써 공익을 도모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으로는 Ragavan, Srividhya, Brendan Murphy, and Raj Davé. "Frand v.

Compulsory Licensing: The Lesser of the Two Evils." Duke L. & Tech. Rev.

14 (2016) 참고.

118) Cotter, Thomas F.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FRAND royalties." Tex. Intell. Prop. LJ 22 (2013), 343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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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러한 FRAND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실시료율이 어느 범위에서 책

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판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법원이 FRAND 실시료율 산정에 개입하게 되었다.119) 또한 중국

Huaweil 판결에서 IDC는 사인 간 라이선싱 교섭과정에 법원이 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강제실시절차와 FRAND 실시

료율 산정에 공통점을 근거로 중국 특허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접 FRAND 실

시료율 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20) 최근 영국 Unwired

Planet 판결에서도 Birss 판사는 양 당사자가 제시했던 라이선스 선례들

을 토대로 직접 FRAND 실시료 범위를 산정한 바 있다.

이렇게 법원이 직접적으로 FRAND 실시료 산정에 개입하게 되는 판결

례들이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었다. 앞 장에서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FRAND 실시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는데 본 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등장하고 있는 FRAND 실시료 산정과 관련한 다

양한 선례들을 바탕으로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구체적인 기

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직까지 법원이 직접 FRAND 실시

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우는 미국에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국 판례에서 다루었던 FRAND 실시료 산정기법들 중심으로

분석하였다.121) .

119)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5 참고.

120) Lee, Jyh-An, 앞의 논문, 67p.
121) 물론 최근 중국의 Huawei 판결이라든지 혹은 최근 영국의 Unwired Planet 판

결처럼 다른 법제에서도 법원이 FRAND 실시료 산정에 개입하는 경우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지만 각 판례 모두 미국 판례에서 제시되었던 방법들을 원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Huawei 판례에서 중국 광동고등법원이 FRAND 실시료

율 산정을 위해 제시했던 4가지 기준들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기준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미국 Microsoft 판례에서 Robart 판사가 제시했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2)표준 그 자체의 가치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 및 (4)전체 상품에서 당

해 표준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영국

Unwired Planet 판례에서 Birss, J 판사는 비록 미국의 Georgia-Pacific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FRAND 실시료율 산정을 위해 비교 가능한 라이선

스들을 활용했다는 점 및 전체 기술표준이 차지하는 실시료의 상한을 정한 다음

표준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서 오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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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논의 - Microsoft

사건을 중심으로

1.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산정

기준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료 상당액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특허발명에 대한 업계의 확

립된 실시료 관행이다. 하지만 법원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라 실시료 상

당액을 산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라이선스가 일회성에 그친 계약에 불과

하면 안 되며 단순히 침해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실시계

약이 아니어야 하는 등 다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확립된 실시료 이외의 방법으로 합리적 실시료에 의

한 손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가설적 협상 방식이었다. 가설적 협상 방식에서는 라이선싱 체결을 원하

는 양 당사자를 가정하고 이들이 협상에 임했을 때 합의에 이르렀을 실

시료를 계산하게 된다. 가설적 협상 방식에 의할 때 법원은 단순한 추측

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시점까지 있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122)

가설적 협상 방식에 근거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했던 대표적인 미국

판례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사건을

Robart 판사와 Holderman 판사가 제시했던 기법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 Jyh-An, 앞의 논문, pp 70-74; Contreras, Jorge L. "A New Persp

ective on FRAND Royalties: Unwired Planet v. Huawei.", University of Utah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No. 206, (2017), pp 6-7 참고.  
122) ResQNet.com, Inc. v. Lansa, Inc., Feb. 5, 2010, 93U.S.P.Q.2d 1553. 당해 사건

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 작용을 의미하는데, 가설적 협상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추측

(speculate)에서 벗어나 가설을 세워야(hypothesize) 하고 당해 시장의 특성 및

특허침해에 따른 여파에 대한 경재적인 입증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

한 내용은 Ⅲ. Damages 부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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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선례들을 토대로 합리

적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15개의 요소(이하 ‘Georgia-Pacific 기준)들

을 제시하였는데 마지막 15번째 요소가 바로 가설적 협상에 근거한 실시

료 산정방식이었다. Georgia 요소들은 ① 관련 업계의 구체적이고 일반

적인 시장 조건에 대한 요소들과 ② 침해자에 의해 무단 실시되고 있는

제품 혹은 방법발명의 기대수익과 관련된 요소들로 나뉠 수 있다.123)

①전자의 예로 과거에 체결했던 라이선스 내용, 유사상품에 대한 사업

관행과 라이선스, 그리고 특허권자의 라이선싱 방침과 당사자들 간의 관

계를 들 수 있다. ②후자의 예로는 침해자의 기대수익, 다른 기술과의 비

교에서 갖는 유용성과 비침해 대체상품들, 부수적인 혜택과 기타 수입

(convoyed sale), 개량된 부분, 이익배분율, 발전상태와 사업적 성공, 존

속기간 등으로 구성된다.124) Georgia-Pacific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확립된 실시료로 인정될 수 있는 계쟁 특허(in-suit) 라이선싱에

대한 실시료

2. 계쟁 특허와 비교가능한(comparable) 다른 특허발명의 사용에 대

한 라이선스에서의 실시료율

3. 판매지역 제한 여부 및 판매대상과 같은 라이선스의 특성과 범위

4, 독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실시권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

별한 실시 조건을 부과하는 등 특허권자의 확립된 정책(established

policy)과 마케팅 프로그램(marketing program)

5.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시(licensee)의 상업적 관계, 예컨대 같

은 사업 직렬의 같은 지역 내에서의 경 쟁 여부 혹은 그들이 발명자

123) Chisum, Donald S, 앞의 책 같은 부분 참고.

124) Chisum, Donald S, 앞의 책, 같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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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획자(promoter)인지 여부 등

6. 라이선시의 다른 생산품 판매의 촉진에 있어서 당해 특허품의 판

매효과; 비특허 제품 판매에 있어서 라이선서에 대한 특허발명의 가

치; 그리고 파생적 혹은 부수적 판매의 범위

7.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라이선스의 조건

8. 특허발명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익성, 사업적 성공여부 및 흥행

(popularity)

9. 동일한 결과를 창출하는데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방식

(mode)과 장치에 비해 특허발명이 갖는 실용성 내지 장점

10. 특허발명의 특성(nature), 라이선서가 소유하고 생산되는 특허발

명의 상업적 구현물(embodiment)의 특성 그리고 특허발명을 실시하

는 자에 대한 효용(benefits)

11.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온 범위 및 그러한 사용가치를 증명

해줄 수 있는 모든 증거

12. 특정 사업 관행 혹은 비교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의 책정된 판매

가격 및 이익의 할당 비율

13. 비특허 요소와 구분될 수 있는 특허발명에 기인한 이익의 할당

비율, 예컨대 제조 과정, 경영 리스크, 혹은 침해자에 의해 증분 된

가치 내지 개량 부분

14. 전문가 증언(The opinion testimony of qualified experts)

15. 만약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합리적이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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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렀을 실시료; 즉 신중한 라이선시가

라이선싱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발명을 구현하는 상품을 제조 판매하

기를 원했을 때 지불할 수 있었을 실시료와 라이선스 체결을 원하는

신중한 특허권자가 받아들였을 금액

가설적 협상 방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량적(positive) 접근법과 규

범적(normative)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125) 실제 분쟁의 양 당사자

가 가정적 상황에서 협상에 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합의에 이르렀을 실시

료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을 정량적 모

델이라고 하며126) 이와 반대로 분쟁의 양 당사자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적인 당사자들이 실시료 협상에 임했을 때 받아들였을 실시료

를 규범적으로 평하는 방식을 규범적 모델이라고 한다.127)

전자는 실제 소송 당사자들을 강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실시료

합의를 의무화시키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송 당사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가상적인 당사자들(perfectly reasonable avatar

s)128)이 협상에 자발적으로 응한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토대로

한다. 정량적 접근 모델은 현실세계에서 특허권자와 침해자 간에 좁혀지

지 않았던 입장 차이를 실시료 협상에 그대로 반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125) 정량적 접근법과 규범적 접근법은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전자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접근 방식이고 후자는 가치 측정을 단위로 한 주관적인 접

근 방식이다; http://economics.about.com/od/economics-basics/a/Positive-Versus

-Normative-Analysis-In-Economics.htm 최종검색일 2017-10-31 참고.

126)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1325 (Fed. Cir. 2009),

연방항소법원은 특허권자와 경쟁업체가 침해품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의 8%에 해

당되는 금액을 일시불(lum-sum)로 지불하는 라이선싱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배심원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 추측에 근거한 배상액이라고 판시하였다.

127)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THE HYPOTHETICAL NEGOTIATI

ON AND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TAIL WAGGING TH

E DOG,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VOLUME 16, NUMBER

3 SPRING 2013, 791p.

128)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앞의 논문, 792p. 규범적 접근법에 입

각하여 가설적 협상 모형을 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 Tenney 판사의

Georgia-pacific 판결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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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산정하는데 어떠한 지침도 제공해주지 못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양 당사자가 실시료 협상을 진행할 때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협상 조건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실시료 협상 문제가 침해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

다. 특허권자는 특허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아예 원하지 않거나 혹

은 침해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보다 많은 액수를 실시료 협상의 조건

으로 삼을 수도 있는 반면 침해자는 마찬가지로 실시계약을 거부하거나

특허에 대한 통상의 실시료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량적 접근 모델은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로 이미 특허침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

째로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은 일실이익의 증명이 곤란

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정량적 접근 모델 하에 특허

권자는 자신의 합리성을 십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가

장 이상적인 것은 자신의 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고 특허

를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보다 실시허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수입이 더 클 경우에만 라이선스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하

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실이익 상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요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129)

반면 규범적 접근 모델은 양 당사자가 실시료 협상 진행을 원하는 상황

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규범적 접근 방식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시료 산정이 상당 부분 법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규범적 모델에 입각한 합리적 실시료는 침해자의 판매가 없거나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

액이기 때문에 거의 0에 수렴하는 실시료가 손해액의 하한선이 될 것이

며 반면 상한선으로는 침해자가 특허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될 것이

129)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앞의 논문, pp.792-7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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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0) 규범적 접근 방식은 규범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양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재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상

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양 당사자의 형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131)

가설적 협상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후적 판단(Ex-Ante)을 하게 한

다. 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이후의

사정(Ex-post)에 대해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침해가 발생한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가설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

에서 실시료 협상 시 유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요컨대 가설적 협상 이후 나타난 정보들은 손해배상액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132) 미국 실무와 판례는

130) 하지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침해상품을 초과한 이익 액을 합리적 실시료로 인

정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침해자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Golight, 판결에서는 “침해자의 순이익을 초과한

금액이 실시료로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앞의 논문, 795p 각주 128

재인용(Golight, 355 F.3d at 1338).

131)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앞의 논문, pp.792-796 참고.

132) 가령 상품의 생산단계에서는 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상품 출

시 단계에서 오직 10만 달러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만약 침해 발생 이전

시점에 근거하여 로열티를 산정하게 되면 천만 달러의 매출에 비례하여 실시료

가 산정됨에 따라 특허발명이 보유하는 실제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시

릿료가 산정된다. 반대로 특허상품 출시 전에는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되었지만 출시 이후에는 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을 경우 침해 발생 이전 사전

적 정보에만 입각하여 실시료를 산정하게 되면 발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가치

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

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Fromson v. Western Litho 사건에

서 법원은 Georgia-Pacific 방법론이 서로 적대적인 당사자들이 협상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합의에 이르렀을 실시료 상당액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적 요소가

있고 가설적 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거나 알려지지 않는 정보들을 증거로서 활용

하는 것을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수반된다고 판시하였다. Fromson v.

W. Litho Plate & Supply Co., 853 F.2d 1568(Fed, Cir 1988); 또한

ActiveVideo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이 침해자 측이 제

시한 사후적 판단 요소는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원고 측의 전문가 증인이

제시한 사후적 판단 요소는 증거로서 허용해줬던 부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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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정들이 반영되

어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법관의 재량을 넓혀주는 쪽으

로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표준특허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등장

가. Microsoft 사건에서의 수정된 Georgia-Pacific 기준

Microosoft 사건에서 단독재판을 진행하게 된 Robart 판사는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율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미국 판

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적

용되어왔던 Georgia-Pacific 요소였다. Robart 판사는 일반 특허침해 사

건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인 Motorola가 FRAND 확약에

근거하여 함부로 실시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및 Microsoft와 같은

라이선시는 당해 표준특허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다

른 수많은 표준특허들에 대해서도 실시 계약을 체결해야하기에 실시료

과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Robart 판사는 전

체 상품에서 해당 기술표준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그리고 당해

특허발명이 기술표준의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Georgia-Pacific 요소를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133)

Robart 판사는 표준특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Georgia-Pacific

기준 중 일부를 수정 변형하였고 적합하지 않은 기준은 FRAND 실시료

산정에서 과감하게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대로 유지된 기준

Georgia-Pacific 기준 중 FRAND 실시료 산정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고 판시하였다. ActiveVideo Networks, Inc. v. Verizon Commc'ns, Inc., 694

F.3d 1312, 1332 (Fed. Cir. 2012).

133)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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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준에 대해서 Robart 판사는 별도의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이러

한 요소로는 ‘라이선시가 소송대상이 되는 특허와 비교 가능한 다른 특

허 실시에 대해 지불했던 실시료율’인 2번째 요소(Factor 2), '라이선스

의 성질과 범위‘인 3번째 요소(Factor 3), ’특허 및 라이선스의 존속기간

‘인 7번째 요소(Factor 7), ’자격 있는 전문가의 증언‘인 14번째 요소

(Factor 14)가 있다. Robart 판사는 7번째 요소의 경우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표준특허

의 경우 라이선스 기간이 특허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134)

(2) 폐기된 기준

‘특허권자가 자신의 독점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진행해왔던 마케팅 전략

이나 확립된 정책’은(factor 4)이 FRAND 실시료 산정 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

지급을 전제로 제 3자와의 실시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앞서의 4번째 요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와 라이선시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율한 5번째 요소

(factor 5)는 표준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없다. 한편 ‘특정 사업 분야 내지 비교 가능한 사

업 분야에서 그러한 발명 내지 유사한 발명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확립된 이익 내지 판매가격’에 해당되는 12번째 요소(Factor 12)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FRAND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허에 대한 확립

된 이익률의 경우 FRAND 실시료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3) 수정된 기준(이하 ‘Microsoft’ 기준)

Georgia-Pacific 요소들은 FRAND 조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데

Robart 판사는 다음의 요소들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34)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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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요소(Factor1)인 확립된 실시료(Established Royalty)가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으로 가능하려면 반드시 FRAND 선언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산정되었던 실시료여야 한다고 보았다. Robart 판사는

당사자가 FRAND선언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되었

던 라이선스 협약 내지 특허풀(pool)이 양 당사자의 가설적 협상 시 적

절한 비교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35)

Georgia-Pacific 요소 중 6번째(Factor6)와 8번째(Factor8) 요소는 합리

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 당해 특허발명이 상품 판매에 기여한 중요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특허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당해 표준특허기술이 표준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한 가치

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술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응용된다. 이로써

표준설정에 따라 증가된 가치를 제외하고 기술이 갖는 순수한 가치를 기

준으로 하여 당해 표준과 전체 상품에 특허기술이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

지를 중심으로 실시료율을 산정하게 된다.136)

Georgia-Pacific 9요소(Factor9)는 특허기술이 이전 기술에 비해 갖는

기술적 우위를 뜻하는데 FRAND 실시료 산정에서는 당해 특허 기술 대

신 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대체기술을 고려하는 식으로 변형된다.

표준설정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체기술과 당해 특허기술을 비교하게

되며 이는 Microsoft가 주장했던 증분가치 접근법(incremental approac

h)137)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138)

Georgia-Pacific 10번째 요소(Factor10)와 11번째 요소(Factor11)는 특허

발명의 속성과 침해자의 사용범위와 사용가치를 뜻하는데 앞서와 마찬가

지로 당해 기술이 표준과 라이선시의 전체 상품에 기여한 가치를 기준으

135)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35

136)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36

137) 증분가치 접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본 장 제 5 절. 2. 가. 증분가치규

칙 참고.

138)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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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Georgia-pacific' 요소 수정된 ‘Microsoft’ 요소

1 확립된 실시료
RAND 협약에 근거한 확립된

실시료

2
비교 군에 속하는 특허의

실시료
-(수정할 필요 없음, 이하 ‘-’)

3 실시계약의 속성 및 범위 -

로 실시료를 산정하게 된다. 12번째 요소(Factor12)는 특정 사업 분야에

서의 관행적인 판매가격과 수익을 뜻하는데 수정된 기준에서는 FRAND

확약이 이루어진 특허에 대한 사업관행이 고려되게 된다. 13번째 요소

(Factor13)는 비특허요소와 구별되는 특허요소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고

려하게 되는데 6 및 8 요소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표준설정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기술적 가치만이 실시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며 표준 자체로 발

생한 가치에 대해 특허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특허위협을 초래하고

FRAND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139)

마지막 Georgia-Pacific 15 요소(Factor15)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상에 임했을 때 합의에 이르렀을 금액을 실시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는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

료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이 때 양 당사

자는 FRAND 선언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을 회피함으로써 기술표준이 널리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로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앞서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Robart 판사는 표준설정에 따라 증가된 발명의 가치를 제외한 특허발명

그 자체가 기술표준과 전체상품에 기여한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료가 산

정되어야 하고 라이선시가 다른 표준특허권자들과도 실시계약을 체결해

야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40)

139)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38

140)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례, ORDE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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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자의 확립된 정책 내지

마케팅
적용불가(RAND 확약)

5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관계 적용불가

6
비특허상품에 대한 특허기술의

기여

표준설정효과를 제외한 특허기술의

기여도

7 특허존속기간 및 실시계약조건
RAND 조건 하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

8 상품의 상업적 성공 6번째 요소와 마찬가지

9
기존 기술에 비해 갖는 발명의

우수성

표준설정 이전 대체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기술적 우위

10 특허발명의 특성
표준설정효과를 제외했을 때

특허기술이 표준에 기여한 가치

11 침해자가 발명을 이용한 정도 10번째 요소와 동일

12 동종업계에서의 이익 배분 RAND 확약된 라이선시와의 비교

13
비특허요소와 구별되는

특허요소에 기인한 이익
표준설정효과를 제외시켜야 함

14 전문가 증언내용 -

15 가설적 협상에 근거한 실시료
가설적 협상에 따른 실시료산정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문제 고려

표 3. 기존의 Georgia Pacific 요소와 Microsoft 요소의 비교

나. 가설적 협상 모델(Factor15)에서 협상 시점 판단 문제

Microsoft 기준 역시 양 당사자가 협상에 임했을 때 합의에 이르렀을

실시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가설적 협상 모델(Factor15, Hypothetical

negotiation)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 표준특허의 경우 가설적 협상

시점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침해혐의자 입장에서는 특허 이외의 대체

기술로 전환해서 제품을 생산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가설적 협상 시

점을 뒤로 할수록 실시료 협상 시 특허권자가 유리해지고 반대로 가설적

협상 시점을 앞당길수록 침해혐의자는 다른 기술로 우회 설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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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된다.141)

이처럼 가설적 협상 시점을 정하는 문제는 양 당사자의 상충되는 이해관

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가설적 협상 방식을 적용

하여 실시료를 산정할 때 협상 시점을 어디로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한

다. 법원은 일반 특허 분쟁의 경우 가설적 협상 시점은 침해시점을 기준

으로 하게 된다.

표준특허의 경우 법원이 양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단하여 실시료를

산정하고자 할 때 침해시점을 기준으로 가설적 협상 시점을 고정시켜야

할지, 혹은 당해 특허발명이 표준으로 설정되기 바로 직전이나 설정된

바로 직후의 시점으로 가설적 협상 시점을 고정시켜야 하는지 문제된다.

특허가 표준으로 설정되면 표준특허권자의 협상력은 이전 보다 훨씬 강

화되기 때문에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의 시점인 침해시점을 가설적 협상

시점으로 두게 되면 표준설정에 따른 사후적 요소들이 실시료 산정에 반

영됨에 따라 표준특허권자에게 훨씬 유리해지게 된다.

가설적 협상 시점 판단이 문제되었던 판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앞서의

Microsoft 사건에서 법원은 가설적 협상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특허

위협과 실시료 과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해 특허발명 이외에 표준으로

책정될 수 있었을 대체기술들이 가설적 협상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142)

한편 Innovatio 판결에서 Holderman 판사는 가설적 협상 시점을 표준

으로 설정되기 바로 직전 시점을 협상시점으로 할 것인지 혹은 침해시

점, 즉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고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시장에 출시

했던 시점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양 당사자가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었던 시점과 침해시점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침해시점을 가설적 협상 시점으로 정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논

141) John C. Jarosz & Michael J. Chapman, 앞의 논문, 803p; Michel, Suzanne.

"Bargaining for RAND royalties in the Shadow of Patent Remedies Law."

Antitrust LJ 77 (2010), 904p 참고.

14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1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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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일단락되었다.143)

Ericsson v. D-Link 판결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만약 피고였던 D-Link가

802.11(n)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 Ericsson이 합리적 실시료 보다 많은 금

액의 실시료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을 증명했다면, 법원은 가설적 협상

시점을 표준설정 이전 시점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배심원에게 특허위협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D-Link가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특허

위협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44)

CSIRO v. Cisco 판결에서는 양 당사자가 2002년 5월 그리고 2003년 10

월이라는 고정된 시점에 가설적 협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합의하면서

가설적 협상 시점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145)

생각건대, 특허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를 원

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가설적 협상 시점을 표준으로 설정되기 바

로 직전 시점이나 설정된 바로 직후의 시점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침해혐의자는 기술표준을 구동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그

러한 특허기술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만약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의 시

점에서 가설적 협상이 이루어지면 표준특허권자는 표준설정으로 증가된

특허기술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시료 지급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이다. 표준특허권자가 갖는 협상력의 강약에 따라 당해 발명이

갖는 객관적 가치 보다 부풀려진 상태에서 표준특허의 실시료가 손해배

14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례. *8 참고.

144) 혹자는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위협 가능성을 증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배심원들이 가설적 협상 시점을 표준설정 이전시점으로 두고 판단할 수 있게끔

지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가설적 협상 시점을 어디로 고정시

키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본 안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앞의 판례, [41] 참고.

145)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v. Cisco

Systems, Inc., 앞의 판례,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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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으로 책정된다면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146)

다. 수정된 기준에 특허의 유효성(Validity) 및 침해 여부가 반영될 것

(1) Microsoft 기준은 특허침해 사건이 아니었음

앞서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가 제시했던 기준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등장했던 기준이 아니라 Microsoft가 Motorola가 과다한 실

시료 지급을 요구했음을 이유로 FRAND 계약 위반의 소를 제기하면서

등장했던 기준이었다. 따라서 Robart 판사가 제시했던 가설적 협상 모델

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에는 몇 가

지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실시료를 산정할 시점에서는 침해

된 특허는 유효하다는 점과 침해행위가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한다는 점

이 입증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된다.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남아 있

거나 침해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가 협상

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불확실성 요소는 실시료 산정의 감액요소로 작용

하게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러한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불확실성 요소가 특허권자에게 감액 요소로 작용될 수 없다.147)

146) 한편 일각에서는 표준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 당사자의 협상에 의하여 책정

된 실시료라면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은 합리성을 갖췄다고 하여 설사 특허발

명의 객관적 가치 보다 초과한 범위에서 실시료가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설

적 협상 시점을 굳이 표준설정 이전 시점으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독립된 양 당사자가 협상에 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실시료 지급 조

건은 그 자체로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헌으로 Geradin,

Damien, and Miguel Rato. "Can standard-setting lead to exploitative abuse? A

dissonant view on patent hold-up, royalty stacking and the meaning of

FRAND."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3.1 (2007), pp.113-116 참고. 또한

FRAND 선언에는 표준특허의 구체적인 실시료 수준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가하

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 내용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가 결

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헌인 송재섭. "표

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저스티스 (2014), 231-23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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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nnovatio 사건에서 Holderman 판사는 손해배상 산정 시점에서

는 특허의 유 무효와 침해 여부가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Microsoft

사건에서와 달리 양 당사자가 가설적 협상을 진행할 때 특허의 불확실성

요소가 실시료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148)

(2) 실시료 산정에 있어 특허의 불확실성 요소 배제가 갖는 의의

미국의 여러 판례에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

특허는 유효하고 침해되었다는(valid and infringed)사실의 추정을 허용

하고 있다. 특허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권자는 특허의 유효성 여부

에 대한 특허 무효 확인의 소(declaratory judgement)를 제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불확실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전에 특허권자와 잠재

적 실시권자가 실시계약을 맺을 때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

지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시점에서는 특허의 유 무효와 침

해여부 등의 문제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특허침해가 처음 발생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양 당사자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

면 법원은 사후적으로 판명되었던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149)

147) 정상조 박성수, 앞의 책, 247면 참고.

148)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Holderman 판

사는 Robart 판사가 제시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가 본 사안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설적 협상에 근거하여 실시료를 산정할 때 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Innovatio 사건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FRAND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인 만큼 Microsoft 사건과 달리 실시료율을 정확하게 특정해야한다. 둘째로 본

사건에서는 별개의 절차에서 Innovatio가 보유하는 표준특허의 ‘필수

성’(Essentiality)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가설적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당해 특

허가 기술표준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인지에 대해 다툴 수 없다. 또한 당해 표준

특허 침해 여부와 유효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설

적 협상의 당사자가 특허의 불확실성에 따라 협상상의 유 불리를 점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료 단위가 Wi-Fi 칩임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Innovatio가 갖는 표준특허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전체 상품에서 표준

특허가 차지하는 가치와 기술표준에서 표준특허가 차지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작

업들을 병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49)Chisum, Donald S, 앞의 책 같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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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유효성이 입증된 특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허

권자에게 실시료 협상에서 우위를 제공하게 된다. Database Corp v.

Kontron Inc 사건150)에서는 청구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효성 확인 판결의 결과를 예시로 든 바 있었다.

한편 Hybritech Inc 사건151)에서는 유효 확인 판결내용이 특허권자가 침

해성립 여부를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효성 추정 법리는 합리적 실시료가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책정되는 확립된 실시료 보다 더 높은 액수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

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보다 높은 금액의 실시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효성 추정에 입각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라이선싱을 체결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당사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에서 논의되었던 구체

적인 근거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했던

침해자는 기 지급한 실시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특허권자와 적법하게 라이선싱을 체결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실시권자는

기 지급한 실시료에 대해 어떠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

다.152) 또한 특허 침해행위는 특허권자가 실시계약 조건을 사전에 통제

할 수 있는 소위 감사권(audit)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으

로서의 실시료 상당액이 통상의 실시료 보자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153)

150)Database Corp v. Kontron Inc., March 13, 1986, 786 F.2d 398(Fed, Cir. 1986).

151) Hybritech Inc. v.Abbott Labs., June 17, 1988, 849 F.2d 1446 (Fed. Cir. 1988).

152) 우리나라 대법원도 특허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주장에

대해서 특허권의 독점적 배타적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는

점에 비추었을 때 그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

태에 빠진다고 판시하여 기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환도 구할 수 없음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153) Meier-Beck,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German Law -

Basic Principles, Assessment and Enforcement, IIC 2004,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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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특허의 유효성 추정 법리는 특허권자에게 적절

한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요긴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유효성 추정 법리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엄격한 증명을 요하

는 고의성 법리에 의존할 것 없이 적법하게 실시계약을 체결했던 라이선

시 보다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한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

다.

3. 소결

앞서 Microsoft 사건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기존

의 Georgia-Pacific 기준 중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수정이 가해졌음을

확인하였다. 표준특허에는 FRAND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준특

허기술은 누구에게나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

라 독점적 이용가능성을 전제로 한 일반 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

기준들은 FRAND 실시료 산정에서 적용되지 않게 된다.

반면 일부 기준들은 표준특허가 갖는 특수성에 따라 일정부분 수정이

이루어진다. 먼저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특허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실시료를 산정해야하고 둘째로 표준특허에는 당해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시료 과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치를 제외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의해야할 것으로 Microsoft 기준은 특허침해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특허의 불확실성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Microsoft 기준 적용 시에는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여부가 판단된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바

탕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해나가도록 한다. 먼저 표준특허에 대한 비교라이선스 요건에 대해 살펴

보고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 표준설정으로 발생한 가치를 분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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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근거와 판례에서 문제된 기법들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제 2 절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비교라이선스 분

석: 특허풀 라이선싱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법원이 ‘실시료 상당액’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했던 것은 시장에서 이미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

졌던 라이선스(이하 ‘비교라이선스’)라고 볼 수 있다. 표준특허 분쟁에서

도 마찬가지로 비교라이선스는 유용한데 실제로 표준특허분쟁에서 양 당

사자가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해 제시했던 증거들 중 대다수가 당사

자가 이미 체결했던 라이선스였으며 당해 법원이 어떤 라이선스를 증거

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비교

라이선스를 통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표준특허의 경우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요건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라이선스

에는 소송제기의 위협 아래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특허위협이

FRAND 실시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표준특허분쟁에서 유달리 특허풀

실시계약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허풀 실시계약을

FRAND 실시료 산정 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비교라이선스에 대한 개괄적 논의

가. 의의

비교라이선스란 특허 실시허락계약 조건 중 하나인 실시료를 정함에 있

어서 확립된 실시료, 즉 특허권자가 동종사업자와 체결한 실시료를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혹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과 유사한 특허에 대한 실시

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

을 뜻한다. 특히 특허침해가 발생한 이후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리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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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상당액을 가설적 협상 방식에 근거하여 산정할 때 비교라이선스에

의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Georgia-Pacific 기준

에서 제 1원칙이 ‘확립된 실시료’에 근거한 산정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

다.154)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비교라이선스를 “계쟁 특허에 대한 가설적 라이선

스가 진행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라고 정의하며 만약 비

교라이선스가 “계쟁(係爭) 특허와 식별 가능한 연결점이 없거나 기타 연

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기술 내지 라이선스”라면 비교라이선스로서 판

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55) 이러한 비교라이선스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기법은 시장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정확

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때 증명력이 매우 높은 참고기준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156)

한편 근래 Realtek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LSI의 표준특허와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1) 라이선스에 포함된

특허 (2) 라이선스 시점 (3) 라이선스 기술 실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약 (4) 합의에 있어 다른 고려사항(부가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5) 라

이선스가 소송 혹은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6) 실시료가 일시불(lump-sum)로 지급되었는지 경상실시료로(Running

154) 확립된 실시료란 침해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허발명 실시행위에

대해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실시계약 상의 확립된 실시료를 뜻하는 것으로 특허

발명의 가치가 시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만큼 미국 연방항소법원

은 이를 손해액 산정에 있어 훌륭한 척도(best measure)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ektronix, Inc. v. United States, March 23, 1977, 552 F.2d 343;

Alden W. HANSON. v. ALPINE VALLEY SKI AREA, INC. October 06, 1983,

718 F.2d 1075, 등 참고

155) 이에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산정을 위해 활용하는 비교라이선스 방법의 의의를

설시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August 30, 2012 , 694 F.3d 51,79 (Fed. Cit. 2012) 및 ResONet.com, Inc., v.

Lansa, Inc.,February 05, 2010, 594 F.3d 860(Fed. Cir. 2010)참고.

156) Sidak, J. Gregory. "Apportionment, FRAND Royalites, and Comparable

Licenses after Ericsson v. D-Link." U. Ill. L. Rev. (2016), p.18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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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ty) 지급되었는지 (7) 다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

는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57)

나. 표준특허분쟁에서 비교라이선스

실시료 지급 조건은 라이선싱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일부분이

다. 실제 시장에서 라이선싱에 의해 책정된 실시료 지급 조건은 양 당사

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장가격을 정확

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복합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제품

의 경우 실시료 지급 조건은 양 당사자가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와 그 이외의 요소들의 가치가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기에 다수의 기술들이 밀집되어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그러한 라

이선스는 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표준특허분쟁에서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해 법원이 라이선스 요건을 어떻게 판단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사례 소개

1) 미국에서의 사례

표준특허분쟁에서도 비교라이선스는 실시료 산정 시 다른 증거들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과연 표준특허분쟁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요건을 갖춘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삼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Microsoft 사건과 Innovatio 사건에서 각 법원이 고려했던 비교라이선스

요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가 제시한

라이선스가 FRAND 선언이 이루어졌던 표준특허인지 여부였고 둘째로

당해 라이선스가 침해소송의 위협 하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은 법원이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을 억제하면서 기술표준

의 성공적 채택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맥락

157)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

ORNIA SAN JOSE DIVISION, Signed by Judge Ronald M. Whyte on 2/10/1

4, Case No. C-12-3451-RMW, JURY INSTRUCTION NO.20 24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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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표준특허권자였던 Motorola가

제시한 라이선스들을 모두 배척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torola는 FRAND 실시료율 산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V Tech

Telecommunications(이하 'VTech) Research In Motion Limited(이하

‘RIM') 및 Symbol과의 라이선싱을 증거로 제시했다.

먼저 VTech와의 실시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제기의 위협 아래에

서 제기되었다는 점과 실제 VTech가 Motorola에 지급했던 실시료 금액

이 매우 적었다는 점에서 VTech와의 실시계약이 Georgia-Pacific의 제1

요소인 확립된 실시료로 간주하기에 타당성(relevance)을 결여하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158)

또한 Robart 판사는 RIM과의 실시계약이 비교대상으로 될 수 없는 이

유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RIM과의 실시계약은 매우 광범위한 상호 실시계약

(cross-license)이었는데 가령 802.11과 H.264 표준특허뿐만 아니라

Motorola의 휴대전화 특허 혹은 비-표준필수특허를 모두 포함한 실시계

약이었다는 점에서 Robart 판사는 계쟁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

는 것이(apportionment) 극히 곤란함을 이유로 비교라이선스로 삼는 것

을 거부하였다. 둘째로 RIM과의 실시계약은 Motorola가 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등 소송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를 수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립된 실시료로서 비교대상으

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로 RIM과의 실시계약은 휴대전화 상품

(cellular-compliant BlackBerry products)의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RIM이 휴대전화 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시료도

158)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ORDER 1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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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 안에서는 비디오 압축기술표준과 와

이파이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료 협상인 만큼 이를 참고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넷째로 RIM과 Motorola 사이에 체결되었던 계약 조건을 살

펴보면 802.11 혹은 H.264 표준특허를 포함한 계약과 포함시키지 않은

계약 사이에 조건상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RIM 계약

상에서 Motorola의 표준특허가 유의미한 가치를 갖지 못함을 의미하기

에 비교라이선스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Motorola

는 RIM이 802.11과 H.264 표준을 구현하는 BlackBerry 기기와

PlayBook 태블릿에 대해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를 지급하고 있다

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PlayBook이 RIM 회사에서 그다지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인용

하지 않았다.159)

Motorola는 Symbol Tehchnologies,Inc('Symbol)을 인수하면서 Symbol

이 보유하고 있던 802.11 표준특허들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 계약을 체

결하였는데(Proxim, 'HHP', Terabeam)각각의 계약조건이 FRAND 실시

료율 산정의 참고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먼저 Symbol-Proxim 계약은 FRAND 선언에 구속받지 않았고 계쟁특

허 2개의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이며 소송의 압박 아래 진행되었

다는 점을 이유로 비교라이선스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Symbol-HHP 계

약 역시 마차간지로 이미 만료된 특허에 대한 계약이었다는 점,

Motorola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실시료에 대한 계약이

었다는 점, 소송이 임박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HHP와의 계약이 FRAND

선언을 단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비교라

이선스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Terabeam과의 계약은 계쟁

특허 3개중 2개의 존속기간이 만료했고 나머지 하나는 802.11 표준에서

극히 미미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점과 기술표준 실시를 위한 전체 지

불금액이 Motorola가 청구했던 금액 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인용하지 않았다.160)

159)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ORDER 137-1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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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nnovatio 사건에서도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라이선스들을 제시했는데 Holderman 판

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양 당사자들을 FRAND 실시료율 산정을 위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라이선스들을 제시했는데 법원은 양 당사자의 첨예한 의견 차이로

촉발되었던 실시료 단위 산정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각각의 비교라이선스

적합성을 심리하였다. 먼저 Innovatio는 실시료 단위를 최종생산품으로

하는 비교라이선스를 토대로 벤치마크 실시료율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제조업체 측은 Via Licensing Patent Pool의 실시료율이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olderman 판사는 Innovatio

와 제조업체 제시한 라이선스 모두 비교대상으로 삼기 부적합하다고 판

시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Innovatio는 ① Motorola Mobility, Inc(이하 ‘MMI’)/VTech 라이

선스, ②Symbol Licenses with Proxim and Terabeam, 그 밖의 라이선

스, ③Symbol/LXE 및 Qualcomm/Netgear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제

시했다.

먼저 ①Hodlerman 판사는 MMI와 VTech가 합의했던 실시료율이 규모

가 더 큰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괄교섭(package deal)으

로서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비교라이선스로 삼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Robart 판사는 Vtech가 MMI의 802.11 표준과 H.264 표준에 대해 지급

했던 실시료가 굉장히 적은 규모였다는 점과 그러한 합의가 Motorola와

Microsoft간의 소송이 시작되었던 바로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현실적으로도 법원은 MMI와 VTech 간의 계약이 802.11 표준과

H.264 표준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802.11 기술표준의 가치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

컨대 법원은 Robart 판사가 MMI-VTech 계약이 보다 큰 규모의 계약상

160)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ORDER 141-1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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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중대한 소송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

행되었다는 점,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실시료가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Microsoft 사건을 등지고 Motorola가 VTehc와 전략적으로 실시료 협상

을 맺고자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MMMI-Vtech 실시계약은 비료라이선

스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161)

Innovatio는 ②Symbol Technologies(이하 “Symbol")와 Proxim 그리고

후에 이를 인수한 Terabeam간의 실시계약 내용을 비교라이선스로 주장

하였다. Symbol과 Proxim 간의 실시계약은 침해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졌

는데 Symbol은 배심원 평결에서 Proxim의 Symbol 특허를 침해한 사실

에 대해 승소 평결을 받았다. 이후 배심원은 Proxim이 기존에 판매했던

와이파이 바코드 스캐너에 대해 6%의 실시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Symbol은 침해금지를 청구했는데 이후 곧 바로 양 당사자

는 장래에 있을 판매실적에 대해서도 6%의 실시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Proxim을 인수한 Terabeam은 Proxim과 Symbol 간

의 상호실시계약(cross-license)까지 인수하지 못하면서 Symbol로부터

침해소송을 제기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6%의 FRAND 실시료율에 합의

하였다.162)

Holderman 판사는 Symbol의 계약이 비교라이선스가 될 수 없는 두 가

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Symbol의 실시계약은 소송의 위협

아래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배심원 평결에서 $22.9 백만 달러의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침해금지명령의 가능성 아래에 놓여있

었던 만큼 Holderman 판사는 Proxim과 Symbol 간의 계약조건은 802.11

표준특허의 가치에 입각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소송의 영향에 따라 결

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라이선스로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당해

배심원 평결의 결과도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

로서 기능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P

roxim이 FRAND 협약 아래 계약조건을 제시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었는

161)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결, *31 및 *32 참고.

162)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결, *31 및 *32 참고.



- 88 -

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

으며 결국 Symbol-proxim의 라이선스가 FRAND 선언이 고려되지 않은

실시료 협상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로 법원은 Innovatio는 Symbol

계약의 실시료율만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로 Symbol과 Proxim 및 Terab

eam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의 실시료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Innovatio와 제조업체

는 가설적 협상에서 Symbol의 라이선스를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63)

Innovatio는 ③바코드 리더를 생산하는 LXE와 Symbol 간의 라이선스

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Innovatio가 제출한 증거 상에서 Symbol이 어느

정도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고 Symbol의 특허가 802.11 표준에 어느 정

도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Symbol과 LXE 간 실시계약상 합의에 이르렀던 실시료에서 Symbol의

특허가 802.11 기술표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핵심인

반면 이에 대해 Innovatio가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 못했다면 양 당사자

가 가설적 협상 시 그러한 실시계약을 비교라이선스로 고려했을 가능성

은 희박했을 것이라고 보았다.164)

또한 Innovatio는 Netgear와 Qualcomm 간의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제시하면서 당해 라이선스는 침해소송 위협 없이 양 당사자가 적당한 거

리(arm's length)를 유지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Qualcomm이 총 33.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오직 23개의 특허에 대해서만 실시료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비교라이선스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

법원은 Qualcomm-Necgear의 라이선스는 셀룰러 연결(cellular

connections)에 관한 "4G 표준“에 대한 802.16과 802.20에 대한 실시계

약이었기 때문에 이와 상이한 802.11 네트워크와 802.16/20 네트워크의

상업적 가치를 비교 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16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결, *31 및 *32 참고.

164)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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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유로 Innovati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65)

한편 제조업체(‘The manufactures‘) 측은 Non-RAND 라이선스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FRAND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 FRAND

선언이 없는 라이선스가 활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Lynde가 제시한 CSIRO 라이선스와 ARM chip

라이선스의 계약 조건만으로는 Innovatio 특허와 비교했을 때 앞서의 라

이선스에서 제시되었던 특허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에 불충분하

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Lynde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166)

결론적으로 법원은 앞서의 이유로 Innovatio와 제조업체 측에서 제시했

던 비교라이선스 모두를 배척하였다.

앞서 두 법원이 비교라이선스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으로 제시했던

FRAND 선언의 유무와 소송제기의 위협에서 체결되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Ericsson 판결에서는 앞서 판결들과 달리 그러한 FRAND 선언

이 이루어지지 않은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Ericsson 1심 법원에서 피고 측은 Ericsson이 제시한 라이선스들이

FRAND 의무에 따라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Ericsson

이 제시한 라이선스들에는 특허위협 혹은 기술고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피고 측은 표준설정 이후

표준특허권자는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당해 특허발

명이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 시점에 체결되었던 라이선스만을 증거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David 판사는 당해 라이선스가

FRAND 조건에 따라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비교

라이선스의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Davis 판사는

Ericsson가 부담하는 FRAND 선언상의 의무는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로

165)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결, *35.

166)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결, *35 및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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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이선시들은 Ericsson이 FRAND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167)

한편 Ericssson 판결의 연방항소법원은 마찬가지로 법원에 제시된 비교

라이선스들은 증거로서의 허용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증명력

의 강약이 중점적으로 판단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라이선스들의 실시료 지급 조건이 본 안에서 문제된 특허의 가치

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데 비교라이선스에는 상호실시허락 계약 조

건과 같이 문제의 특허 보다 더 많은 특허들을 다루는 경우와 복합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에서 가치의 비율을 측정하는 식의 라이선스인 경

우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다만 법원은 복합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비교라이선스를 활용함에 있어 증거법적인 주의사항을

설시했는데 전문가 증인은 배심원에게 가치할당이 적절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제품에서 당해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168)

그밖에 최신 사례로는 CSIRO 판결이 있는데 표준특허권자인 CSIRO와

반대 당사자인 Cisco가 인수했던 와이파이 무선 칩 제조회사인 Radiata

간 체결되었던 TLA 라이선스에서 체결된 실시료 지급 조건이 CSIRO와

Cisco 사이에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연방항소법원

은 Cisco가 Radiata를 인수하면서 TlA 라이선스 조건을 두 번이나 변경

했다는 점 및 그 과정에서 CSIRO와 Radiata 간 존재했던 특별한 관계

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해당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비록 표준특허권자가 완전하게 동일한 침해자와 체결했던 기

존의 라이선스가 아니더라도 두 당사자 간 체결되었던 라이선스로 볼 수

있을 만큼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169)

167)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Inc.,August 06, 2013, 2013 WL 4046225,

*17 참고.

168)Ericsson v D- Link, December 04, 2014, 113U.S.P.Q.2d 1001, B. Damages 1
Admissibility of License Evidence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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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에서의 사례

독일 Düsseldorf 지방법원은 Lawrence Communication v. Vodafone 판

례에서 원고가 제시한 실시료 지급 조건이 FRAND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였는데 법원은 라이선스가 침해금지권의 압박 하에서 체결되었

다는 점이 따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비교라이선스는 FRAND 실

시료율 산정 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170)

또한 Sisvel v. Haier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동 법원은 비교라이선스를

다뤘다. Sisvel은 Nokia로부터 이동통신표준과 관련한 350개가 넘는 특

허를 양수받은 상태에서 Haier에게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한 상태였다.

Haier는 과거에 Nokia가 칩셋 공급업체인 Qualcomm과 체결했던 라이선

스를 예로 들면서 본인 역시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에 따라 Sivel과

라이선스를 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Sivel은 Nokia의 표준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Qualcomm이 제조한 칩셋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Haier 제시했던 Nokia와 Qualcomm간의

라이선스는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 추측에 근거한 라이선스라고 판단하면

서 증명의 실패를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71)

(2) 검토

비교라이선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의 우려와 다르게 FRAND 조건에

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발명이

169)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December

03, 2015, 117 U.S.P.Q.2d 1527, *1306 및 *1307 참고.

170) Peter Meyer, How much is FRAND: First evaluation of an exact amount by

a German court, 22 April 2016. 원문은 http://www.elexica.com/en/legal-topics/i

nformation-communication-and-technology/22-how-much-is-frand-first-evaluat

ion-of-an-exact-amount-by-a-german-cou, 최종검색일 2017-12-30.

171) Pentheroudakis, Chryssoula, and Justus Baron. "Licensing Terms of Standard Es
sential Pat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2017). p.98 참고. 판결문 원문은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nov
ember-2015/The-Dusseldorf-Regional-Court-76930, 최종 검색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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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객관적 가치 이상의 실시료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표준특

허권자는 그 이하로 실시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실시료 조건은 시장가치평가에 따른 효율성을 담보할 가능

성이 높은 것이다.172)

표준특허분쟁에서 비교라이선스 방법의 중요성을 설시한 유럽과 미국의

판례를 각각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각국 법원은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

료 산정에 있어 비교라이선스는 양 당사자가 가설적 협상에 임했을 때

합의에 이르렀을 조건을 따로 판단할 필요성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굉장

히 유용한 접근법이라 보고 있다. 비교라이선스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가 지불했던 실시료는 가설적 협상 시점 시 비침해 대체기술 실시

에 발생하는 비용 등 다양한 시장 조건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뢰성이 높은 증거인 것이다.173)

요컨대 각 국의 법원은 FRAND 실시료율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를 우

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허발명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라이선스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4) 다만 어떠한

172) Sidak, J. Gregory. "Apportionment, FRAND Royalites, and Comparable

Licenses after Ericsson v. D-Link." U. Ill. L. Rev. (2016): p. 1826 참고. 비교라

이선스는 특허권자와 그 상대방이 당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체기술과 비교했을 때 당해 발명이 갖는 효용을 종합 고려하는 과정에서 도출

된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실시료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는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한 대표적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로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 v. Marvell Technology Group, Ltd., 807 F.3d 1283 (2015)

*1304 참고, 마찬가지로 FRAND 실시료율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 방법이 매우

유용함을 소개한 문헌으로 Baron, Justus, Chryssoula Pentheroudakis, and

Nikolaus Thumm. "FRAND Licensing in Theory and in Practice: Proposal for

a Common Framework." (2016), 5p; Sidak, J. Gregory. "The Meaning of

FRAND, Part I: Royalties."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9.4

(2013), pp.1000-1007 참고.

173) Apple Inc.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1326. 당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판결을 인용했는데

LaserDynamis 연방항소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해 기 체결되었던 라이선스는

당해 시장에서 특허발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데 가장 신뢰성이 높은 증거라고 판시하였다.

174) 미국의 어느 유력한 학자는 FRAND 실시료율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1) 라이선스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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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약 선례가 손해액 산정 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

립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175) 라이선스의 특허기술이 갖는 기

술적 경제적 복합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당해 표준

특허발명이 보유할 시장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라이선스

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176)

2.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특허풀 라이선스의 활용가능성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의 활용 측면에서 특

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풀 라이선싱이 실시료 책정에 활용되는 경

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허 보유 기업들이 당해 시장에서 특허

실시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표준특

허를 확보하여 특허풀에 가입하는 것인 만큼177) 표준특허와 특허풀은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 있는 특허가 개별적인 특허인지 특허 포트폴리오인지 (2) 라이선스가 계쟁특

허 FRAND 협상에 근접해있는지 (3) 특허권자가 당해 표준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만약 직접 실시하고 있다면 표준특허권자는 일실판매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라이선스에 반영하여 라이선시에게 더 높은 실시료 지급을 구하게 될 것)

(4) 라이선스에 특허발명 이외에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상호실시허락계약이 있었는지 (5) 소송제기의 위협 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6) 라이선스 실시료 지급 조건이 일시불에 의한 것인지 혹은 판매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실시료율인지 여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dak, J.

Gregory, 앞의 논문, pp.1002-1007 참고.

175)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한 Georiga-Pacific 요소처럼 모든 특허분쟁에서 일률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으로 Th

e Sedona Conference, The Sedona Conference Commentary on Patent Reasona

ble Royalty Determinations -A Project of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

oup on Patent Damages and Remedies (WG9)-, December 2016 Edition, 11p

참고.

176) 이러한 견해로는 Kristopher A. Boushie, The Importance of a Reasonable Ro

yalty License Comparability Analysis in Patent Litigation, STOUT, September

01, (2013), 원문은https://www.stoutadvisory.com/insights/article/importance-rea

sonable-royalty-license-comparability-analysis-patent-litigation, 최종 검색일 20

17-10-31.

17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분야 주요 특허풀 분석 - MPEG LA 특허풀을 중심으

로”, 발행연월일 2007-03, 233-23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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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발명을 상업화 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일반특허와 마찬가지로 크게 개별 라이선싱과 특허풀을 통한 활용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개별 라이선싱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만나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는데 표준분야에서 특허 분쟁으로 의

미 있게 다뤄지는 영역은 기술의 집약도가 높은 정보통신 분야라는 점에

서 개별적으로 당사자가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경우 보다는 특허풀을 통

해 여러 기술에 대해 패키지 형식으로 동시에 실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178) 하나의 기술표준에는 수 천 가지의 기술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입장에서 특허마다 개별적으로 라이선

싱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표

준특허의 경우 특허풀과 같은 일괄 라이선싱이 선호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허풀은 기술표준의 당초 취지에 부합한 라이선싱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표준특허는 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목표로 하면서도 표준개

발과정에서 양질의 기술을 제공한 발명자에게도 합리적인 보상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특허풀은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특허기술 이용 활

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표준의 탄생 배경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

다. 표준화와 특허풀이 연계되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MPEG-2 특허풀인데 동영상압축과 관련한 공적 표준인 MPEG-2를 구

현하기 위한 필수특허 보유자들이 합의하에 특허들을 풀링화하여 일괄적

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형성하였다.179)

이하에서는 특허풀 라이선싱이 실시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사례

들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78) 정보통신업계와 같이 복합기술이 요구되고 기술 상호 간 호환이 필요한 분야에

서 특허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디지털

방송심사팀(전기억, 박진우, 최성진), “국내 특허풀의 결성전략에 관한 소고”, 지

식재산 21 2007년 07월호 통권 제100호, 2007, 88면.

179) 윤성준 길창민.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7 (2007), 2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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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 소개

(1) Microsoft 사건에서의 특허풀 라이선싱

앞서 Microsoft 사건에서 Motorola는 X-box 제품 당 2.25%, 즉 제품

당 약 $9을 실시료 지급 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실질적으로 법원이

Motorola에게 인정했던 실시료는 칩 가격을 기준으로 3.972 cents였는데

양측이 주장했던 실시료율을 비교해보면 대략 2000배나 차이가 났다. 이

처럼 당해 사건에서 FRAND 실시료율 산정 시 표준특허권자와 잠재적

실시권자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던 것은 법원이 특허풀 실시계약을 비

교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풀 실시계약이란 여러 개의 표준특허들을 결집시킴으로써 제3자와

패키지 형식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특허풀

라이선싱은 특허풀에 속한 특허의 개수에 따라 가치를 균등하게 평가하

는데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들은 특허풀 실시계약 보다는 라이선시와

개별적으로 실시계약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이 특허

풀 실시계약에 따라 산정된 실시료율을 비교라이선스로 삼을 때 당해 특

허발명이 과소평가될 우려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 특허마다 기

술표준 구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중요도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이다.180)

특허풀을 비교라이선스로 삼았던 대표적인 미국 판례로는 Microsft 사

건과 Innoavtio 사건이 있다. 먼저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가 어

떠한 법리를 근거로 특허풀 실시계약을 Motorola의 표준특허 실시료율

산정을 위한 비교라이선스로 삼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bart 판사는 FRAND 선언의 목적, 즉 기술표준이 널리 채택되고 표

180) Lerner, Josh, and Jean Tirole. "Public policy toward patent pools."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8 (2007), 1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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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특허풀 실시계약

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특허풀 실시계약에는 특

허 개개의 중요도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 침해가 잦고 낮은 가치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속해있다는 점, 이에 따라 특허권자에 대해 지

나치게 낮은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판시했

다.181)

Robart 판사는 Motorola의 H.264 표준특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Microsoft가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던 MPEG LA H.264 특허풀 실시계약

을 검토하였다.

Robart 판사는 MPEG LA H.264 특허풀에 275개의 미국 표준필수특허

와 Apple, Cisco, Fujitsu, Ericsson, LG, Microsoft, Sony 등을 포함한

기술선도 업체들이 특허풀 실시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1100명이 넘

는 라이선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해 특허풀 라이선싱이 기술표준이

널리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특허

풀에 참여하고 있는 Microsoft, Motorola 등의 기업들은 특허풀 참여를

유인할 만큼 높으면서도 사업자들이 대체기술로 우회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범위에서 실시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점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설시했다. 이에 따라 Robart 판사는 MPEG LA

H.264 특허풀을 Motorola의 H.264 표준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182)

Robart 판사는 Motorola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와 기타 H.264 표준

과 관련된 모든 특허들이 MPEG LA H.264 특허풀에 모두 포함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전체 특허풀 실시계약에서 당해 Motorola의 표준특허

가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실시료율의 하한을 산정하였다.(개체 당

0.555 cents) 이 때 Motorola는 자신이 보유하는 H.264 표준특허들이 기

181)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 149-161 참고.

182)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 1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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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표준에서 특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183)

Robart 판사는 두 번째로 Motorola가 보유한 802.11 표준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Microsoft가 제시했던 Via Licensing 802.11 특허풀 실시

계약, Marvell Wi-fi Chip 라이선스,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하

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 InteCap의 증언을 토대로

FRAND 실시료율을 산정하였다.

먼저 Via Licensing 802.11 특허풀(이하 ‘Via 특허풀’) 실시계약은 앞서

제시되었던 MPEG LA H.264 특허풀과 달리 표준특허권자 및 관련 사업

자들의 특허풀 참여가 저조했음을 이유로 Robart 판사는 일부 보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Via 특허풀에 관련 표준특허들을 추가하여 실시료율을

산정하였다. Robart 판사는 Motorola의 특허는 Via 802.11 특허풀에서

10.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WiFi 칩당 6.114 cents를 산

정하였다.184)

또한 Robart 판사는 Marvell Semiconductor Inc(이하 "Marvell")가

WiFi 칩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했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실시료 상당액을 802.11 FRAND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 비

교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였다. Marvell은 재판 시점에서 Microsoft

에게 Wifi 칩당 $3.00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3에서 $4의

실시료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Marvell은 자사의 Wifi 칩을 생산 할

때 802.11 표준규격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특허와 디자인 및 노하우(영업

비밀)에 대해 칩 가격 당 1%(개체 당 3~4cents)를 지급조건으로 ARM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전문가 증인인 Och는 ARM과 Marvell 간

의 실시 계약은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영업비밀까지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1%의 실시료율은 FRAND 실시료 산정에 있어 상한선이 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RM 실시료율을 “특정 사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책정된 실시료율”로 판단하면서 802.11 표준을 가

183)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 173 참고.

184)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 184-18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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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케 하는 Wifi 칩 가격 당 1%, 즉 3~4 cents 정도를 Motorola의 802.11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의 상한으로 보았다.185)

마지막으로 InteCap은 WiFi 칩 가격에서 0.5%로 책정된 실시료율을 제

시했는데 이에 대해 Robart 판사는 그러한 실시료율은 전체 802.11 와이

파이 표준에서 Motorola 특허가치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실

시료 과적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료율이라고 판시하면서 당해

특허풀 실시계약을 토대로 칩당 0.8에서 1.6 cents의 실시료율을 산정하

였다.186)

결과적으로 Microsoft 법원은 각각의 실시계약에서 산정된 실시료율의

평균값인 3.741cents(0.8 +3.5+6.116/3)를 실시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Motorola는 표준특허 실시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자사가 주

장한 라이선스가 아닌, 특허풀 실시계약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위

법이 있음을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 불복했다.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

이 특허풀 실시계약이 양자 간 체결되는 실시료 지급 조건 보다 낮은 실

시료율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풀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특허풀

실시 계약에 반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심 법원이 이미 보정을 거쳤음

을 들어 그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H.264 특허풀에 대해서는

Motorola가 자사의 특허가 특허풀에 속하는 다른 특허들 보다 더 가치

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1심 법원의 판결 법리를 그대

로 유지하였다. 한편 Motorola가 제시했던 VTech Communications,

RIM agreement, Symbol Technologies와 라이선스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1) 침해소송 제기의 위협 하에 놓여 있다는 점, (2) 라이선스에 표준특

허가 아닌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3) 실시료의 상한 및 만료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배척하였다.187)

185)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 189-192 참고.

186) Microsoft v. Motorola, 앞의 판결, ORDER 199 참고.

187)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696 F.3d 872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2012) *1043, *1044, *10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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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항소심은 마찬가지로 1심 법원이 FRAND 실시료율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법적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 Innovatio 사건에서의 특허풀 라이선싱

한편 Innovatio 사건에서도 피고인 제조업체 측은 제조업체(The manuf

actures) 측은 ①The Via Licensing Patent Pool, 및 ②Non-RAND 라이

선스를 비교대상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Holderman 판사의 판결요지

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 측 전문가 증인인 Dr. Lynde는 Via Licensing Patent Pool이

제시한 실시료율을 비교라이선스로 제시하였다. 특허풀 라이선싱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풀 관리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제출받은

특허가 802.11 기술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인지 여부를 심사한 후 잠

재적 실시권자에게 802.11 기술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들 모두에 대

해 동일한 비율로 라이선스 지급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Dr. Lynde는 특허풀에 의한 실시계약이 모든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비율의 실시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료 과

적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허풀 라이선싱에 의하면 실시

료를 지급받은 후 기술의 상대적 가치(relative merit)를 고려하는 것 없

이 특허풀 내의 특허권 개수에 비례하여 특허권자에게 실시료 수익을 분

배하게 되는데 Via 특허풀은 $0.05에서 $0.55의 실시료를 청구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Dr. Lynde는 Innovatio의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

시료로서 0.03 cents 내지 4.16 cents를 제시하였다.188)

Holderman 판사는 특허풀에 의한 실시료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고 있

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법원은 Via 특허풀이 802.11 표준특허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FRAND 선언의 목적 달

188)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September 28, 2012, 2012WL4477215, *35

및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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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실패했음을 이유로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Holderman 판사는 Via 특허풀은 특허의 기술적 특

성에 따라 실시료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Innovatio의 특허가 802.11 표준에 중간 이상의 중

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Via 특허풀의 실시료를 비교대상으로 삼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앞서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Via 특허풀

을 비교라이선스로 인정했는데 이는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특

허의 실시료를 산정할 때 적합한 것일 뿐 본안에서는 Innovatio의 특허

가 기술표준 구현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

대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앞서의 이유로 Innovatio 판결에서 특허풀 실시계약

을 비교라이선스로 삼지 않았다.

나. 비교라이선스로서 특허풀 활용가능성 검토

앞서 Innovatio 판결에서는 문제의 표준특허가 802.11 기술표준에서 중

간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제시한 특허풀 실시

계약은 당해 표준특허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이유로

배척되었다. 반면 Microsoft 판결에서는 Motorola가 보유한 표준특허들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MPEG LA H.264 특허풀

이 H.264 기술표준이 성공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큰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근거로 Robart 판사는 이를 비교라이선스로 삼았다.

이처럼 특허풀이 FRAND 실시료율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당해 특허발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표준이 성공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FRAND 선언의 취

지에 맞게 라이선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

겠다. 최근에 있었던 독일의 맨하임 지방법원 판례 역시 당해 특허풀 라

이선싱이 특허발명의 가치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앞서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준다.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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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 라이선싱은 FRAND 선언의 취지와 부합한 측면이 존재하여 표

준특허의 합리저 실시료 산정 시 실시료 과적 등의 경쟁 제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법원이 특허풀 실시계약을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

한 비교대상으로 삼을 경우 일률적으로 특허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각각

의 중요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료를 산정한다면 FRAND 선언의 취

지에 부합한 방향으로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3 절 FRAND 실시료 산정 시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

한 기술적 증가분의 반영 여부

1.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한 기술적 가치의 반영 문제

가. 문제제기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면 친 경쟁적적 효과(pre-competitive)와 함

께 기술 간 상호호환성을 도모하고 기술의 중복투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190)에서 특허발명의 가치는 표준설정 이전 시점 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 때 표준설정효과에 따라 증분된 가치를 FRAND 실시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술표준과

특허발명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세분화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다.

189) Taylor Wessing, Mannheim Regional Court differs from Higher Regional Co

urt of Duesseldorf on requirements for FRAND offer, March 8 2016. 당해 법원

은 NTT v. HTC 사건에서 WCDMA SIPRO 특허풀과 LTE Via 특허풀 중 일부

에 대한 NTT의 특허에 대한 청약이 FRAND 실시료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했는데 NTT는 자사 보유의 특허가 특허풀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

는지를 명확히 했고 WCDMA 및 LTE 표준에 대한 전체 실시료와 특허풀 전체

에 대한 실시료를 참고하여 NTT가 보유한 특허의 실시료율을 계산했다는 점에

서 FRAND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https://www.lexology.com/library/

detail.aspx?g=5aab315a-2cce-4720-9d78-51e830cc2342 최종검색일 2018.01.01.

190) J. Gregory Sidak, 앞의 논문, 18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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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첫 째로 표준특허권자가 대체기술로의 전환비용만큼 높은 실시료를

라이선시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일반적인 특허위협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다. ⑵ 둘째로 특허발명이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당해 업계에 속

한 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호환성 증진에 따른 네트워

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처럼 표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특허발명

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⑶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가치가 우

수하여 이러한 발명이 역으로 기술표준이 보다 널리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기술표준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허권을

기회주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증분가치는

‘hold-up value’191)에 해당되어 당연히 실시료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야

한다. 반면 세 번째는 특허발명이 오히려 기술표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인데 이는 당해 특허발명이 기술표준에 기여한 가치는 결국 특허발

명 자체가 갖는 가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실시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인데 표준화기구가 기술

의 다양성 설계(diversity design)를 억제192)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증분가치 내지 거래비용 감소효과에 따른 가치가 표준특

허 실시료 협상 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

다.

나.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한 기술적 가치의 증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표준설정 과정은 기술 개발자와 잠재적인 표준기술 실시자 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해 발생한다. 가령 IEEE(전기전자기술협회) 같은 경우 기술

승인, 표준초안 작성, 찬반투표, 이사회 검토, 표준 발행 등의 엄격한 단

19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ORDER 39, Robart 판사는 표준

그 자체가 갖는 가치를 실시료 산정에 포함시키게 되었을 때 이러한 증분 가치를

‘hold-up value’라고 표현하였다.

192) J. Gregory Sidak, 앞의 논문(주107), 186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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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토대로 기술표준을 정하며193)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개발업자는 자

신의 기술이 표준설정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는 특허권자가 표준설정 단계에서 투입한 노력 및 투자에 대해 어느 정

도 보상받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194) 기술 실시자는 기술간 상호운

용 및 호환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비용으로 누리는 반면

그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도록 혁신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인 기술 개

발자에게는 표준화에 따른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표준특허의 취지, 특허법 본래의 목적, 그리고 형평의 측면에서 불합리하

다고 볼 것이다.

표준설정에 따라 더 많은 잠재적 실시자로부터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지만

양적인 보상과 표준설정효과에 따른 효용을 실시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

느냐 하는 질적인 보상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설사 양적인 측면에

서 보다 많은 잠재적 실시자에게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그 자체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다면 여전히 기술

개발업자는 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실제로 Motorola 사건에서 기술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할

때 표준설정효과를 배제하면서 표준기술의 실시료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

정되었는데 Motorola는 애당초 요구한 액수의 0.05%(0.0005)만큼밖에 보

상받지 못하였다.

표준화기구가 제시한 지식재산권 정책(IPR)상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표

준설정효과에 따른 증분가치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특허법과

193)윤성준, 길창민.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7 (2007), 8면 참고

194)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사업가에게 시장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혁신과

경제성장은 큰 동기 유인으로 작용하며 획득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가

격을 높이는 행위는 그것 자체가 반경쟁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법

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

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January 13, 2004, 124 S.Ct. 8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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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FRAND 선언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근거는 발견

하기 어렵다. 특허권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한 최대한 높은 실시료를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은 미국 판례법에 의해 확립된 대원칙임

은 분명한 만큼195) 시장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특허권자가 적법하

게 취득한 시장독점을 통해 실시료를 청구함에 있어 반독점법은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이 보장하고 반독점법이 허용하고

있는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합리적인 실시료를 책정한다는 명목으

로 표준화 과정에서의 기술보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무시한 채 기술 그

자체의 가치에 근거해서만 로얄티를 인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196)

한편 표준특허와 관련한 최신 사건으로 Unwired Planet 판결에서

Birss 판사는 미국 Innovatio IP Ventures 판례와 Ericsson v. D-Link

195)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이 특허권자로 하여금 독점권에서 연유하는 협상력을 바탕

으로 자신이 협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실시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특허제품의 판매 내지 실시를 비트허제품의

판매 내지 실시와 끼워팔기를 함으로써 공중의 영역에 속하게 된 기술의 독점범

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것은 특허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

용은 Brulotte v. Thys Co., November 16, 1964, 85 S.Ct. 176 참고.

196) 표준설정으로 발생한 효과를 사전 실시료 협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데 합리적인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표준으로 설정하

면서 자신의 발명의 가치가 상승하는 일명‘표준화 효과’를 기대고 이를 협상에 반

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Teece, David, and Edward F. Sherry. "Public Policy

Evaluation of RAND Decisions in Apple v. Motorola, Motorola v. Microsoft, in

Re Innovatio, and Ericsson v. D-Link.", Tusher Center for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Capital Working Paper No. 8((2016). p.32. 한편 이와 다른 관점에서

표준화 작업은 지적재산권 수요자와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하방시장에서의 제품

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협상과 합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표준화 참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가격을 낮추려는 담합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될 위험이 존재한다. 표준화기구

참여자들 간의 담합으로 발생하는 FRAND 실시료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Daniel

g. swanson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antitrust law

journal(2005, vol. 73), pp.13-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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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취했던 방식, 즉 특허발명이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시점에 합의

에 이르렀을 실시료가 FRAND 실시료를 의미하는 사전적 접근법을 본

법원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Briss 판사는 FRAND 선언의

그 어떠한 내용도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및 그러한 기술표준을 구현하는 제품의 가치로부터

실시료를 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 양 측의 전문가 증인 의견에 동의하였다. 요컨대 법원은 표준

설정에 따라 증가한 기술적 가치와 기술표준이 구현된 제품의 가치가 실

시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97)

다. 검토

표준 설정에 따른 증분가치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바, 그 주장의 근거로는 다음의 이유들을 들 수 있다.

먼저 ①표준설정에 따라 강화된 시장지배적 지위에 힘입어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실시료율에 따른 실시료 지급을 주장

한다면 이러한 특허위협(hold-up)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표준설정에 따른 증분가치를 포함시키지 않고 표준 채택 이전

(Ex-ante) 대체기술들과 경쟁상태에 놓여있을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료

를 산정한다면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표준

설정에 따른 증분가치를 실시료 산정에 포함시키게 되면 당해 사업자가

전체 기술표준에 대해 지급하게 될 실시료 총액이 증가하여 실시료 과적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허발명이 갖는

객관적 가치에 근거해서만 실시료가 산정되어야한다. 또한 ②표준화에

197) Unwired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Co. Ltd, 앞의 판

례, p.21 및 p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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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술적 가치의 향상은 당해 기술 개발자의 노력과 투자를 토대로

형성 되었다기보다는 시장거래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표준설정 이전에 기술 자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만 당해 기술자에게 보상을 해주면 충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보다 많은 라이선

시에게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③양적인 측면(volume)에서의 충

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과소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

려하는 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문제되었던 최근 미

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198) 실제로

CSIRO 판결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기술의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표준설

정에 따라 발생하는 증분가치를 기술표준에 접근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발명의 가치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를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특허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199)

만약 표준설정효과에 따른 증분가치를 실시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그러한 증분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끄러운 비탈길

‘(Slippery Slope)로 비유될 수 있는데 표준화에 따른 증분가치를 실시료

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협상테이블에서의 특허권자의 입지가 점점 높아지

게 되어 특허위협의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198)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앞의 판결(연방항소법원); Commo

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앞의 판례(연방항소법

원).

199)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앞의 판례(연

방항소법원), *13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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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설정과 사전적 접근방식(Ex ante)

앞서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한 가치의 증가분이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

료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Microsoft 사건

에서 Robart 판사가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취했던 사전적 접근 방

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사전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실시료

를 책정함에 있어 표준설정 이후에 증분 된 가치를 실시료 산정에 반영

할 수 없고 기술 그 자체가 갖는 가치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Robart 판사는 이와 같은 증분가치는 표준설정으로 시장지배력 강화

에 따라 발생하는 Hold-up value라고 지칭하면서 실시료 산정에서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표현했는데200) 이러한 주장은 시장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경제학 이론들을 단위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FRAND' 조건 상의 합리적인 실시료는 당해 특허기술이 다른 기술들과

개방적인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었을 때 산정될 수 있는 실시료를 의미

하는 것으로 표준설정 이후 기술고착화에 따른 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으

로 인해 실시료가 증액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201)

표준설정에 따른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즉 특허위협을 억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적 경매모델(Ex Ante Auction Model)이 제시

되고 있다. 먼저 ‘경매모델’을 살펴보면 특허 실시료 산정 시 특허권자는

최종생산품 제조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시료는 당해 특허기술이 대

체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되는지에 달리게

된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이 최종생산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0)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ORDER-39: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contribution of the patented technology apart from the value of
the patent as the result of its incorporation into the standard, the latter of
which would improperly reward the SEP owner for the value of the standard
itself.".

201) Daniel g. swanson william j. baumol, 앞의 논문,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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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생산가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적의 특허기술 A

가 개체 당 ‘5’의 비용을 초래하고 차선의 대체기술 B가 ‘6’의 비용을 초

래한다면 특허기술 A에 대한 특허권자는 양자의 차액인 ‘1’만큼의 실시

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당해 특허를 실시함에 있어 개체

당 반복생산비용인 C가 발생한다면 C와 더불어 다른 대체기술과의 비교

에서 얻는 1의 합만큼(C+1)의 실시료가 산정된다.202)

이러한 ‘경매모델’이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도 적용된다면 기술이 표준

으로 설정됨에 따라 기술고착으로 발생하는 비용만큼 표준특허권자가 실

시료 지급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최종생산품 제조업

체가 특허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산업설비에 ‘3’이라는 비용을 이미 투자한

상태라면 표준특허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실시료는 기존의 ‘1’과 앞서 제

조업체가 투자했던 ‘3’의 고착비용이 더해져서 총 ‘4’의 범위 내에서 실시

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기술고착에 따라 발생하는

‘3’의 비용은 표준특허권자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발생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가 그것에 대해 실시료 지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이러한 기회주의

적 특허권 행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권자

에게 FRAND 조건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료 지급 조건을 제시

할 것을 요구함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만약 ‘경매모델’이 대체기술과의 경쟁적인 상태인 표준설정 이전시점

(Ex-ante)에서 진행된다면 당초 특허권자는 표준설정에 따른 시장지배

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표준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발명 그 자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만 실시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특허발명이 표준

으로 설정되기 이전 대체기술들과의 경쟁상태에 놓여있는 시점을 기준으

로 양 당사자의 가설적 협상이 진행된다면 FRAND 선언에 부합한 합리

적 실시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Robart 판사는 이러한 경제학적 이

론을 배경으로 Motorola의 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는 가설적 협상 시점이

표준 설정 이전의 시점으로 되어야 하고203) 대체특허기술들과 비교했을

202) Daniel g. swanson william j. baumol, 앞의 논문, pp.20-21.



- 109 -

때 갖는 증분가치를 토대로 실시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 4 절 표준특허 가치할당(Apportionment) 문제

전체 침해제품에서 특허가 기여한 부분이 일부에 지난다면 법원은 특허

발명의 가치와 다른 비특허요소들의 가치를 할당하여 당해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에서 기여한 가치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한다. 일

찍이 미국 법원은 앞서의 가치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침해

자가 문제의 특허가 전체 침해품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임에

도 특허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까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과잉배상의 부담

을 안게 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해왔다.204)

표준특허분쟁에서 이러한 가치할당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제품

에는 수많은 기술표준들이 구현되어 있음은 물론 하나의 기술표준에도

수천가지의 필수특허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당해 표준특허가 제

품 내에서 기여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손해액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205)

표준특허에 대한 가치 할당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앞서의 판례들을 살

펴보면 ① 전체 상품에서 기술표준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측정하고 ②문

제의 특허가 기술표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단계를

203)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ORDER-21 참고.

204) Love, Brian J. "Patentee overcompensation and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Stanford Law Review (2007): pp. 268-269.

205) 지난 몇 년 동안 특허분쟁에서 가장 주를 이루고 있었던 스마트 폰 분쟁을 예

로 들면 하나의 스마트 폰에는 대략 250.000개의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에서도 WI-Fi, H.264, Cellular Baseband Chip, MP3 등 수천가지가 넘는 기술표

준과 그와 관련된 필수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기술표준 분야에서 수

많은 특허들이 군집을 이루는 현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가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Lim, Daryl. "Standard

essential patents, trolls and the smartphone wars: triangulating the end game."

(2014); Armstrong, Ann K., Joseph J. Mueller, and Tim Syrett, 앞의 논문;

Layne-Farrar, Anne, and Michael A. Salinger. "Bundling of RAND-committed

patents." Research Policy 45.6 (2016): pp. 1155-11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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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준특허침해사건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가치할당

(Apportionment) 방법

거쳐 표준특허발명이 갖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

다. 이는 특허발명이 갖는 가치를 침해제품에서 어떻게 할당하여 손해액

을 계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는데 기존의 논의에서

기술표준에서 당해 표준특허가 차지하는 기여도를 측정해야한다는 문제

를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표준특허의 가치할당 문제가 특별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①기술

표준의 경우 통상 수많은 필수특허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비특허요소를

포함한 가치할당이 이루어지면 자칫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과 ②전체 제품에서 기술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고 추가적

으로 해당 기술표준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산정하는 이중 구조

를 거쳐야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먼저 ①은 전체 기술표준 실시에 필요한 실시료 총액이 과도하게 누적

되어 발생하는 실시료 과적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법원이 FRAND 실시

료 산정 시 실시료 과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

한 ②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분가치규칙(incremental rule)과 실시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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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ty Base) 산정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1. 실시료 과적을 반영해야하는 FRAND 실시료

가. FRAND 실시료 산정 시 실시료 과적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

표준화기구가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싱 할 것

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는 기술

표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표준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표준설정작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표준특허침해가 발생하여 법원이 FRAND 실시료율을 산정해야할

경우 표준특허권자가 위와 같은 FRAND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FRAND

선언이 달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한 방향으로 실시료를 산정

해야한다. 만약 당해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가 합리적 실시료를 초과한

범위에서 책정됨에 따라 잠재적 실시권자가 전체 기술표준을 실시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실시료 총액이 과다하게 누적되었다면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은 FRAND 선언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

은 당해 표준특허 실시료가 갖는 합리성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이 널리 채

택되도록 하는 FRAND 선언의 취지에 근거하여 기술표준 전체를 실시

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실시료 총액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FRAND 실시료를 산정해야할 것이다.

실시료 총액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개개의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산정 시 실시료 과적의 문제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실제 분쟁에서 법원이 실시료 과적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여

FRAND 실시료를 산정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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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원고인 Motorola가 제시한 실

시료율만큼 다른 표준특허권자들이 실시료 지급을 구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료 과적 문제를 진단하였다. Robart 판사는 실시료율의 상

한을 정하면서 실시료 과적이 회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당해 표준특허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전체를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전부를 고려하여 FRAND 실시료율을 산정하였다.206) 합

리적인 라이선시는 표준특허권자와 가설적 협상에 임했을 때 합리적 당

해 표준특허 뿐만 아니라 전체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금액가지 고려하여 실시료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여 FRAND 실시료율의 상한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207)

한편 Motorola는 X-Box 제품의 가격에서 1.15%에서 1.73%의 실시료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Robart 판사는 802.11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최소 92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92개의 사업체가

Motorola의 요구대로 실시료 지급을 구한다면 802.11 표준 구현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총 실시료 금액이 전체 상품가격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법원은 Motorola가 제시한 실시료율은 실시료 과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실시료율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08)

Innovatio 판결에서 Holderman 판사는 실시료율 산정 시 실시료 과적

을 고려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았다. 가령 법원은 어떤 특허 포트

폴리오가 전체 기술표준에서 25%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가

치만큼 실시료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별개의 소송에서 특

206)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539.

207) Microsoft Corp. v. Motorola, 앞의 판례, Inc, paragraph 540.

208)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456. 한편 Motorola는

H.264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X-Box 판매가격의 0.68%에서 0.84%를 청구하였다.

Robart 판사는 H 264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최소 52개가 존재하는

데 각 사업체 모두가 Motorola가 제시한 조건과 동일하게 실시료 지급을 구한다

면 Microsoft는 H.264 기술표준을 실시함에 있어 전체 상품 가격에서 35.36%에

서 43.68%를 실시료로 지급하게 된다.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

례, paragraph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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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포트폴리오 이외의 표준특허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기술표준에서

75%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25%로 측정되

었던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법

원은 실시권자가 기술표준 실시를 위해 지불하게 될 전체 실시료 액수의

관점을 고려하여 전체 기술표준에서 당해 표준특허가 차지하는 가치를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209)

Ericsson 판결에서 1심 법원의 Davis 판사는 실시료 과적에 대한 우려

는 단순히 가설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는 없으며 실증적이고 경험

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어야만 손해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

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Davis 판사는 피고 측의 증인인 Dr. Perryman

가 802.11 표준과 관련한 상품에 실제로 과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

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는 점210)을 들어 D-Link의 실시료 과

적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211) 한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D-Link가

배심원들이 실시료를 산정할 때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에 대해한 상세

한 지침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단순히

기술표준에 수천가지의 특허기술들이 집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실시료 과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는 실시

료 과적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그

러한 주장을 배척했다.212)

209)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앞의 판례, *9 및 *10.

210)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inc, 앞의 판례, *18.

211) VirnetX, Inx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은 가설적인 분석틀에 불과할 뿐 사실관계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

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 VirnetX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는 Ericsson 판결의

취지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쉬 협상 이론이란 특허기술로 발생한

증분적인 이익에 대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협상을 진행할 때 50대 50의 비

율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VirnetX은 손해액 산정 시 이러

한 내쉬 협상 이론을 전제로 하되 Apple이 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

을 감안하여 45대 55로 증분 이익을 배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

은 내쉬 협상 이론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은 “사실관계와 충분히 부합되지 않고

(insufficiently tied to the facts of the case)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Virnetx, Inc. v. Cisco Systems, Inc., Dec. 16, 2014, 767 F.3d 1308

(2014) V. Damages 부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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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료 과적 판단 방법 검토

앞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산정 시 실시료 과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표준특허권자가 제시한 실시료율을 제한했던 미국의 두 판례

를 검토하였다.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는 실시료율을 산정할

때 당해 특허발명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전체에 대해 라이선시가 지급하

게 될 실시료 총액을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하면서 실시료 과적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마찬가지로 Ericcson 판결에서 Davis 판사는 손해배상액으

로서의 실시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실시료 과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양 판결에서 실시료 산정 시 구체적으로 실시료 과적을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Robart 판사는 당해 표준특허권자가 요구한 실시료율과 동일

한 실시료율로 다른 표준특허권자들이 실시료 지급을 구했을 상황을 가

정하여 실시료 과적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반면 Davis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실시료 과적을 불러일으킨다는 피고의 주장

이 단순히 가정적 상황에 근거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각각의 특허발명들은 기술표준에서 각기 다른 기여도 및 중요도를 갖기

때문에 모든 표준특허들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각각의 실시료

총액을 일률적으로 더해서 실시료 과적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

능성이 높다.213) 또한 실제 라이선싱 관행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실시

료 과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하는데214) 예컨대 상호실시 라이선싱을

212)Ericsson, inc. v. d–link systems, 앞의 판례(연방항소법원), c. Instructions on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부분 참고.

213)동일한 비율로 특허기술이 갖는 가치의 단순 총합을 산정하여 실시료 과적 문제

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상세히 지적한 문헌으로 Layne-Farrar,

Anne, and Koren W. Wong-Ervin. "Methodologies for Calculating FRAND

Damages: An Economic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Law from

China, the European Unio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2017). 4p.

214)Teece, David, and Edward F. Sherry. 앞의 논문.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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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실시료 잔액에 대해서만 실시료 지급을 구하기도 하고 양 당사

자가 암묵적으로 상호 간 특허기술 실시를 묵인하기도 한다. 또한 표준

화기구에 속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명성과 신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과도한 실시료 지급을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가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실시료 과

적 문제를 판단했던 배경에는 Motorola가 보유하고 있던 표준특허가 전

체 기술표준에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Motorola가 보유하는 특허 이외의 다른 표준특허들이 Motorola의 표준

특허만큼의 실시료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시료 과적

문제를 부풀리거나 표준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Robart 판사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

여 실시료 과적을 진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생각건대 실시료 과적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개별적인

사안 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이며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

료 산정 시 기술표준 전체에 대해 라이선시가 부담해야하는 실시료 총액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법원은 FRAND 실

시료 산정 시 실시료 과적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FRAND 실시료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기술 표준 실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실시료가 누

적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표준에서 당해 표준특허가 갖는 기여도 평가

가. 증분가치규칙(Incremental Value Rule)의 의의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

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생산량이 증가될 때마다 발생하는 한

계비용(variable cost)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이론을 증분적 가격

책정이론(Incremental Cost Pricing)이라고 한다.215) 학계에서는 이러한

215) MBA sKool management dictionary에서 “Incremental Cost Prici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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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격이론을 특허 라이선싱 실시료를 책정하는데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증분가치규칙(Incremental value rule)이라고 칭하

고 있다.216)

예컨대 최종판매품 생산업자들은 새로운 상품에 응용될 기술들을 선택

함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기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체기술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 보

다 특허기술을 사용할 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상 수익이 클 때에

만 실시료를 지급하고 특허기술을 실시하려 할 것이다. 즉 당해 특허기

술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침해 대체기술들이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

하고 그것에 대한 실시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증분가치규칙은 앞서의 사실을 고려하여 문제의 특허기술과 경쟁관계

에 있는 비침해 대체기술들을 비교했을 때 당해 특허기술이 대체기술에

비해 갖는 증분가치를 산정한 다음 양 당사자가 가설적 협상에 임했을

때 그러한 증분가치를 실시료 산정의 상한으로 두는 방법을 내용으로 한

다. 이러한 실시료 산정방식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

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해 미국 판례가 제시한

Georgia-Pacific 기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검색 결과, 최종검색일 2017-10-31.

216) 증분가치규칙에 근거한 실시료 산정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으로

Swanson, Daniel G., and William J. Baumol. 앞의 논문. 또한 미국 연방무역위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하여 특허침해

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특허발명이 차선의 기술 보다 갖는 증분가

치를 거래 상대방이 가설적 협상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의 상한선으로 고려

해야한다고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1) 참고, 그밖에 특허기술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하면

서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기법으로서의 증분가치규칙을

비판한 최신 논문으로는 Layne-Farrar, Anne, and Gerard Llobet. "Moving

beyond simple examples: Assessing the incremental value rule within

standard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36 (201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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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Pacific 기준 중 중분가치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

컨대 선행기술과의 비교에서 갖는 당해 특허발명의 가치(Factor 9), 특허

발명 자체의 특징(Factor 10), 전체상품에 대한 이윤에 있어 당해 특허발

명이 기여한 정도(Factor 13) 등217)을 떠올려볼 수 있다. 물론

Georgia-Pacific 기준이 직접적으로 증분가치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해 특허발명이 최종생산품에 기여한 기술적 가치

를 갖는지를 고려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218)

하지만 기술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증분가치규칙이 그대로 적용되

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표준필수특허’라는 용어 그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표준특허 기술표준 구현에서의 필수성을 전제하고 있어

서 기술표준 구현을 위한 표준특허 이외의 대체기술을 상정하기가 곤란

하다. 기술표준을 구현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표준특허 모두를

실시해야한다는 점에서 표준특허의 경우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함께

모였을 때 상승효과를 갖게 되는 결합적 가치(combinational value)를 갖

기 때문에 비교를 통한 기술적 가치의 증가분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증분가치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하다.219)

앞서의 표준특허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Microsoft 사건과

Innoavtio 사건에서 당사자는 가설적 협상 시점을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

217) Utility and advantages of patent property over old modes and devices(Facto

r 9), The natur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character of the commercial e

mbodiment of it as owned and produced by the licensor; and the benefit of th

ose who have used the invention(Factor 10), The portion of realizable profit at

tributable to the invention as distinguished from non-patented elements, signifi

cant features / improvements added by the infringer, the manufacturing proce

ss or business risks(Factor 1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

od Corp., 앞의 판례 참고.

218) Jarosz, John C., and Michael J. Chapman.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nd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Tail Wagging the Dog." Stan. Tech. L.

Rev. 16 (2012): pp. 813-814.

219) J. Gregory Sidak, 앞의 논문, p. 953.



- 118 -

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직전 시점으로 둠으로써 기술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대체기술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허발명의 가치를 실시료 산정 시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으로는 다음과 같다.

나. 표준특허분쟁에서 증분가치규칙 적용례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 Microsoft 측의 Murphy 증인은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모델에

(Ex ante)입각하여 당해 특허발명이 표준에 기여한 증분가치를 토대로

FRAND 실시료율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220) Microsoft는 기

술표준에 당해 특허기술이 기여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으로 표준설정에 따라 증가된 가치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특허기술 고유

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해 특허기술이 표준

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대체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증분가치를 토대

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icrosoft가 증분가치규칙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던 것으로 표준으로 설정되고 실시되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Murphy 증인은 증분가치규칙에 의

한 접근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221)

“바로 그겁니다. 증분가치규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다음과 같은 상황

을 가정해보면 될 거에요: 좋아 Kevin,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술를

발명했고 Bob은 대체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린 당신의 기술 대신에

앞서의 (대체)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기술은 그의 기

술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기여한 증분가치입

니다. 그러한 증분가치를 토대로 당신은 합리적인 실시료로서 받게

될 보상이에요.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증분가치규칙은 이상적인

(ideally) 산정방법이지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220)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75, 76.

22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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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없이 진행되었던 ‘벤치 재판’(bench trial)의 담당 판사였던

Robart는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해 증분가치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Robart 판사는 먼저 증분가치규칙은 현

실적으로 적용되기 매우 어려움을 들었다.222) 이에 대한 근거로 Robart

판사는 IEEE 혹은 ITU와 같은 표준화기구들이 FRAND 조건을 해석함

에 있어 증분가치규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

과 다자간 사전적 협상 과정(multilateral ex ante negotiations)에서 독점

금지와 관련된 문제(Antitrust concerns)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

준화기구들은 라이선싱 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다.223)

또한 특허발명의 가치와 그것이 기술표준에 기여한 증분가치를 연결 짓

는 작업은 매우 복잡한데 Robart 판사는 “당신이 기술표준에서 특허 하

나를 배제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특허로 대체시켰을 때 (교체된 특허뿐

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까지 함께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술표준은

매우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면을 보고 평

가한다. 따라서 복수의 특허로 이루어진 기술표준에서의 증분가치를 산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라고 하였다.

Robart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RAND 확약이 놓인 표준필수특허

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에 기여한 기치 내지 중요

도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24) 또한 Robart 판사는

만약 특허기술에 대한 대체기술들이 기술표준에 대해 동등하거나 비슷한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면 특허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실제가치는 그것의

증분적 기여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Robart 판사는 당해

특허기술과 표준화기구가 기술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대체기술들과

의 비교는 FRAND 실시료를 결정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22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77.

223)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앞의 판례, paragraph 77-78.

224)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paragraph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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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다. 상향식 접근(Bottom-Up) 및 하향식 접근(Top-Down)에 따른

FRAND 실시료

In re Innovatio IP Ventures 사건에서 원 피고 모두 비교 가능한 실

시계약 선례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법원은 FRAND 실시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심리했는데 본 사건에서 피고였던

제조업체 측의 증인 Dr. Leonard는 FRAND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방

법으로 증분가치규칙의 하나인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을 제시하였

다.225) 상향식 접근방법은 Microsoft 사건에서 제시되었던 증분가치규칙

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체들이 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합리적인 대체기술들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침해품의 총 개

수로 나눈 값을 Innovatio의 특허의 개체 당 실시료의 최댓값으로 설정

하는 방법이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1997년 협상시점에서 계약 상대방은

대체기술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Innovatio의 특허

를 실시하는데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Dr. Leonard는 하향식 접근방법(Top Down)을 제안하였는데 하향

식 접근방법은 먼저 Wi-Fi 칩의 평균가격을 토대로 칩 생산자가 칩 판

매로부터 얻는 평균수익을 계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 작업

으로 전체 802.11 기술표준을 구성하는 특허의 개수에서 Innovatio가 보

유한 표준특허의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칩 판매로부터 얻는 수익에 곱

한다. 단순히 표준특허의 개수의 비율에 근거한 방식 이외에도 Dr

Lenard는 Innovatio가 802.11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의 가치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Wi-Fi 칩 판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에 곱하

게 되는 변수를 산정하는 여러 대안적 방법들을 제시했다.226)

먼저 Holderman 판사는 앞서 Microsoft 사건을 인용하면서 복합적인

225)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37.

226)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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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표준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증분 가치를 산정

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움을 이유로 상향식 접근방법을 배척하였다. 제조

업체측은 특허기술이 대체기술에 비해 갖는 증분가치는 거의 0에 수렵하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허권자가 0에 수렵하는 실시료에

합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낮은 액수의 보

상을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발명가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을

초래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기술표준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대체기술과의 비교를 실시료율 산정에서 고려한다고 하더

라도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만큼 당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하락시키

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27)

반면 Holderman 판사는 하향식 접근방법을 제시한 제조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하향식 접근방법은 칩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칩 가격에 대한 한계이익을 실시료의 상한 값으로 두기 때문에

잠재적 실시권자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대해야한다는 FRAND 조

건을 충족할 수 있고 실시료 과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또한 법원은 하향식 접근방법은 특허기술의 가치측정 과정에서 다

른 실시계약 선례를 고려할 필요 없이 Innovatio 특허가 갖는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Holderman 판사는 재판 당시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FRAND 실시료율 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은 Microsoft 사건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FRAND 실시

료 산정과 관련한 선례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향식 접근방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228)

라. 검토

증분가치규칙은 경제학의 가격책정이론으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이를 특

허가치평가에 적용시키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표준특허의

경우 기술표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

227)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37.

228)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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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정 전 단계에서 대체기술들과 갖는 증분가치를 실시료 산정의 기준

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특허가치가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

존의 증분가치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표

준 그 자체의 가치를 표준특허와 완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고 기술 간 경

쟁상태를 가정함으로써 표준특허가 갖는 객관적 가치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FRAND 실시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실시료 단위(Royalty Base) 산정 문제

가. 실시료 단위 산정 문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

특허 라이선싱에 대한 실시료 지급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비례

산정에 근거한 실시료(Running Royalty, ‘경상실시료’) 지급 방식과 정액

산정(Fixed Payment, ‘고정실시료’)에 의한 방식이 존재한다. 고정실시료

에 의한 방식은 사전에 지급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계약

으로 인한 수입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시의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그러한 사업 성공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는 단점

이 존재한다. 반면 경상실시료는 라이선시의 상품판매량 등 사업성공 여

하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정실시료

와 반대로 실시료 수입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다.229)

실시료 단위 산정의 문제는 경상실시료에 따른 지급 방식에서 논의된

다. 경상실시료 총액은 실시료율(Royalty rate)과 실시료 단위(Base)의

곱으로 산정된다. 실시료율은 기술이 갖는 객관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

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실시료 단위의 경우는 실시료

총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당해 특허 기술을 실시하는 최소단위의 부품으로 해야 하는지에 다툼이

229) BRISTOWS, IP Licensing Handbook, February 2011, pp.7-9. 원문은 https://

www.bristows.com/.../IP%20Licensing%20Handbook.pdf. 최종검색일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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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규모면

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230) 특허권자들은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계약상대방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최소 판매단위를 실시료 단위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에 대한 전체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을 전체시장가치규칙(Entire Market Value Rule, 이하 ‘EMVR’)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EMBR’이 적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Rite-Hite Corp

판결231)이다. Rite-Hite Corp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이 전체 상

품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는 정도로 침해상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실시료가 산

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반대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실시료 단위로

해야 한다는 SSPPU(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이하 ‘SS

PPU') 이론이 등장하였다. 미국 판례는 SSPPU에 따른 실시료 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

다.232) 첫째로 침해제품이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었을 때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비-침해 구성요소

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둘째로 배

심원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EMVR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상품의

가치에 과도하게 치우치게 됨에 따라 비특허요소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

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SSPPU는 배심원이 그러한 편

견을 갖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증거법적 원칙

(Evidentiary rule)에 더욱 부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233)

230)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 Motorola는 X-box라는 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실시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Microsoft는 기술표준을 구현하는 최

소실시단위인 chipset을 기준으로 실시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양 당

사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실시료 금액의 차이는 무려 2000배에 달하

였다.

231) Rite-Hite Corp. v. Kelley Co., Inc., June 15, 1995, 1995 WL 358097 참고.

232)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앞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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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준특허의 경우 기술표준을 구현하고 있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

는 단위라면 실시료 단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다만 실시료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표준특허의 최소판매실시단위는 기술표준

을 구현하는 최소단위의 부품이 될 것이며 반면 전체시장가치이론에 따

른 단위는 그러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는 최종생산품이 될 것이다.

나, 사례 소개

표준특허라고 실시료 단위 산정방법을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가 주장한 실시료 단위가 얼마만큼 특허발명이 갖는 가치를 객관

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설사 전체시

장제품을 실시료 단위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시료율을 충분히 낮출

수만 있다면 실시료 과적 등의 문제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234) 따라서 실시료 단위 산정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국 법원이 표

준특허분쟁에서 FRAND 실시료을 산정을 위해 실시료 단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33) 한편 일각에서는 SSPPU에 따라 실시료를 산정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지나치게

낮은 보상만을 제공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합리적 실시료 내

지 FRAND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EMVR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는 SSPPU에 입각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면 특허

기술이 하방시장제품에 갖는 영향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 기술간 상호 보완효

과를 배제하게 된다는 점, 큰 실시료 단위에 낮은 실시료율로 산정하는 것 보다

작은 실시료 단위에 높은 실시료율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이 당해 사업자가 감

수하는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실시료 단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는 Sidak, J. Gregory. "The Proper Royalty Base for Patent

Damages."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10.4 (2014), pp. 989-1037

참고.

234) 표준특허의 실시료 단위를 산정할 때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에 필수적이라는 사

실이 입증되었다면 최소판매실시 단위가 기술표준을 구현하고 있는 전체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FRAND 실시료 산정 시 EMVR과 SSPPU에 따른 구분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Sidak, J. Gregory. "The

Meaning of FRAND, Part I: Royalties." 앞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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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의 사례

1)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 특허풀 실시계약을 비교대상으로

한 실시료 단위

Robart 판사는 H.264 표준과 802.11 표준에 대한 특허풀을 실시료율 산

정의 적절한 척도(indicator)라고 판시하였다. 이 때 비디오 압축기술인

H.264 표준과 와이파이 표준인 802.11 표준에 대한 특허풀에서 실시료가

일정한 실시료율(percentage based royalty, ‘요율실시료’)이 아닌 품목당

일정한 금액(cents per unit, ‘종량실시료’)으로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1심

법원은 Motorola의 특허에 대한 실시료율 역시 품목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종량실시료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35)

2) In re Innovatio 사건에서의 실시료 단위

Innovatio는 FRAND 실시료 단위를 랩탑(laptop), 태블릿(tablet

computers), 프린터(printers),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등 WI-FI 기

능을 탑재한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nnovatio의 계산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째로 전체 상

품 가격에서 "Wi-Fi 요소“(feature factor)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비율

을 계산한 뒤 둘째로 앞서 산정된 금액에서 다른 802.11 표준특허 포토

폴리오에 대한 비교라이선스를 통해 산정된 벤치마크 실시료율

(benchmark royalty rate) 곱함으로써 최종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36) Innovatio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시료를 산정

하게 되면 액세스 포인트는 $3.39, 랩탑 컴퓨터는 $4.72, 태플릿은

$16.17,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와 같은 재고품목 추정장치(inventory

tracking device)는 $36.90에 이르게 된다. 이와 반면 제조업체는 Wi-Fi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동전 크기의 실리콘 장치인 무선 chip을 기

준으로 실시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조업체 측은 Wi-Fi

235)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례, ORDER-8

236)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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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가격의 가중평균을 계산하고 그러한 가중평균가격에서 실시료가 허

용될 수 있는 최대금액인 품목 당 이윤을 산정한 뒤 Innovatio의 표준특

허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비율(apportion)에 따라 최종적으로 chip 당

0.72 센트에서 3.09 센트 범위 내에서 실시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237) (피고 측의 접근방법을 대상 판결에서 "Top Down"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표현하였다.)

Holderman 판사는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목표인 만큼 여러 복합요소들로 구성된 전

체상품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할 때 특허권자가 비-침해 요소에 대해서

까지 부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소판매특허실시단

위(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에 따라 실시료를 산정해야한

다고 판시하였다.238) Innovatio는 특허 청구항을 실시하기 위해 최소한

액세스 포인트와 단말기(stations)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최소판매

특허실시단위는 최종생산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제조업체

는 Lucent Technologies 연방법원 판례239)를 인용하면서 Wi-Fi chip을

기준으로 실시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측 증인이 최종생산품을 기준으로 특허 요소(patented features)가

차지하는 비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증명의 실

패”를 이유로 Wi-Fi chip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념할 것은 Holderman 판사가 Innovatio의 증명의 실패를

이유로 Wi-Fi chip을 실시료 단위로 정한 것이지 chipt이 실시료 단위

237)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12

238)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12; LaserDyn

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August 30, 2012, 2012 WL 3758093 ; Co

rnell Univ. v. Hewlett–.Packard Co.,March 30, 2009, 2009 WL 1082485 .

239)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앞의 판례, *14. 피고 측

은 Lucent 연방항소법원판결을 인용하면서 최소판매실시단위는 Chip이라고 주장

하였다. 당해 판결에서 Lucent의 특허발명에는 컴퓨터와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키

는 방법을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연방항소법원은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Microsoft Outlook 소프트웨어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자료를 배심원에게

증거로서 제공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연방항소법원은 컴퓨

터장치에 대한 내용이 청구항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법원은 컴퓨터장치를 실시료

단위로 고려하지 않았다. (Lucent Techs.,580 F.3d at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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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이라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GPNE Corp. v. Apple Inc., 사건에서의 실시료 단위

GPNE는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시료

단위 책정이 문제되었다. 이 때 GPNE는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로서 법

원은 실시료 협상 과정에서 Apple을 상대로 협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

허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240)

GPNE 측 증인 Mr. Dansky는 Apple의 iPads를 실시료 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pple 측 증인인 Mr. Meyer는 베이스밴드 프로세

서 칩(이하 ‘칩’)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해야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pple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칩을 기준으로 실

시료를 책정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241)

법원의 앞서와 같은 판단 배경에는 SSPPU 이론의 정책상의 목적이 있

었다.242) 먼저 SSPPU 이론은 전체 상품에 대한 수익이 배심원으로 하여

금 손해배상액을 산정에 편향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GPNE 측은 최소판매실시단위가 Apple이 판매하고 있는 ‘IPad’ 제

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SSPPU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

허권자에게 최소판매실시단위를 결정하게끔 선택권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SSPPU 이론은 특허발명이 갖는 가치를 초

과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법원은 최소판매실시단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특허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

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240) GPNE Corp. v. Apple Inc., April 16, 2014, 2014 WL 1494247.

241) GPNE Corp. v. Apple Inc., 앞의 판례, C, Dispute over 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부분 참고.

242) GPNE Corp. v. Apple Inc., 앞의 판례, C, Dispute over 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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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lden Bridge Tech. Inc. V. Apple 사건에서의 실시료 단위

Golden Bridege Tecch(이하 ‘GBT’)는 3GPP 기술표준에 대한 필수특허

의 보유자로 Apple의 무단 실시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GBT는 특허 비실시 기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

실이익 발생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GBT는 Apple이 판매하고

있는 전체상품을 기준으로 실시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은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GBT는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책정하는 사업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

만 그러한 사실은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았다. 두 번째

로 GBT는 iPhone과 iPad가 그것 자체로 최소판매실시단위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지만 GBT는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체 상품이 아닌 ‘베이

스밴드 프로세서’에 특허발명의 특징이 있었음을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LaserDynamics 사건을 인용하

면서 침해제품이 최소판매실시단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에게

는 침해 상품에서 특허발명의 가치가 차지하는 기여도에 대한 비율산정

(apportionment)에 대해 입증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243)

5) Wi-Lan v. Alcatel-Lucent 사건에서의 실시료 단위

Wi-Lan은 Alcatel-Lucent를 상대로 HSPA 기술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본 사안

에서 원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일시불로의 실시료 지급(lump-sum

damages)을 청구하였는데 이 때 실시료를 측정함에 있어서 실시료 단위

를 전체상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최소판매실시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다. 피고 측은 만약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측정하게 된다면 특허기술의 가치에 HSPA 기술표준

의 가치를 부당하게 더한 값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게 됨을 이유로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만

243) Golden Bridge Tech. Inc. V. Apple., May 18, 2014,2014 WL 2194501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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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원고 측이 전체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측정하

려면 당해 특허발명이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상품의 수요

를 견인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고 판시하

였다. 법원은 원고의 특허가 HSPA 기술표준을 이루는 HSDPA 기술

(‘HSPA’는 High Speed Packet Access의 약어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뜻한다)의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전체 상

품 대신 최소판매실시단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244)

6) CSIRO v. Cisco Systems Inc., 연방항소법원 판결에서의 실시료 단

위

특허권자인 CSIRO는 무선신호의 반사 및 교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경쟁사인

Cisco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245)

원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Cisco가 비교대상으로 제

시했던 TLA 실시료율이 Radiata에 의해 판매된 칩 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Cisco가 제시한 실시계약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을 배척하였다. Davis 판사는 “칩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책 가격을 산정할 때 책을 물리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표지, 종

이, 잉크의 가격으로만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산

정방식은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뿐

그것의 실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못 한다”라

고 평가하였다.246) 원심 법원은 CSIRO와 Cisco가 가설적 협상에 임했을

때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요율의 일정부분이 할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244) Wi-Lan Inc. v. Alcatel-Lucent USA Inc.,June 28, 2013, 2013 WL 10404065.

ANALYSIS 부분 참고.

245)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앞의 판례(연

방항소법원).

246)C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앞의 판례(1심

법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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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가 최종생산품 당 고정 비율(flat rate)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연방항소법원은 실시료 단위가 최소판매실시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리했는데 만약 당해 사건에서 제시된 비교 기준

이 되는 라이선스가 특허발명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이 전체상품을 실시료 단위로 하더라도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47)

(2) 중국에서의 사례

1) 광동인민고등법원 판례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2013년 2월 4일 IDC가 FRAND 확약을 위반했고

Huawei(이하 ‘화웨이)가 IDC의 2G, 3G, 그리고 4G 표준필수특허 실시에

대한 라이선싱 실시료율로 화웨이 무선기기의 실제 판매가격의 0.019%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248) 이에 대해 화웨이와 IDC는 광

동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는데 2013년 10월 16일 광동고등인민법원은 선

전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광동인민고등법원은 앞서와 같은

판결을 유지한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체상품

을 기준으로 실시료 단위를 책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시료 과적문

제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249)

2) 퀄컴이 제시한 실시료율에 대한 중국경쟁당국의 제재

2015년 2월 10일 중국경쟁당국(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국가발전과개혁위

247) C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앞의 판례(연

방항소법원), *1304.

248) Lee, Jyh-An. 앞의 논문, p.49 각주 81 재인용.

249) Li, Benjamin C. "The Global Convergence of FRAND Licensing Practices:

Towards Interoperable Legal Standards." Berkeley Tech. LJ 31 (2016): 429.,

456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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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이하 ‘경쟁당국’)은 중국 반독점법 제47조에 근거하여 퀠컴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과태료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250) 경쟁당국은

퀠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도매가격에 근거하여 실시료

율을 책정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실시료를 계약상대방에게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경쟁당국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쟁당국의 명령에 부합하는 방향

의 시정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퀄컴은 실시료 단위와 관련하여 중국에

서 판매되는 기기에 대한 퀄컴의 3G와 4G에 관한 필수특허의 실시계약

을 체결할 때 전체 상품의 도매판매가격에서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

시료 단위로 할 것임을 약속했는데251) 이는 전체 상품을 실시료 단위로

하는 기존의 사업관행은 유지하면서도 단위 자체의 가격은 하향 조정되

는 식의 해경발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인도에서의 사례

Micromax Informatics(이하 ‘Micromax')는 상대편 Ericsson이 표준필

수특허에 대한 과도한 실시료 지급을 구한다는 이유로 경쟁법 제

19(1)(a)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인도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에 제기하였다.252) Micromax는 Ericsson이 전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의 유일한 특허권자로서 칩을 기준으로 실시료

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핸드폰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액수

의 실시료 지급을 구했다고 주장하였다. Micromax는 스마트폰에서 요구

되는 칩에 대한 실시료가 일반 핸드폰에 비해 10배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러한 표준특허권의 남용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250) H. Stephen Harris, Jr. ,& Strawn, An Overview of the NDRC Decision in

the Qualcomm Investigation, CPI Antitrust Chronicle July (2015), pp.2-3 참고.

251) Qualcomm and 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Rea
ch Resolution, February 9, 2015. 원문은 http://files.shareholder.com/downloads/

QCOM/3864235320x0x808060/382E59E5-B9AA-4D59-ABFF-BDFB9AB8F1E9/Q

ualcomm_and_China_NDRC_Resolution_final.pdf. 최종검색일 2018-01-01

252)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Micromax Informatics Ltd. v. Telefonaktie

bolaget LM Ericsson, Case No. 50/2013. 원문은 http://www.cci.gov.in/502013.

최종검색일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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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도 경쟁 위원회는 Ericsson의 실시료율은 FRAND 조건에

반함이 명백하며 표준특허의 실시료는 잠재적 실시권자의 상품에서 당해

표준특허가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함에도 스마트 폰을 구

성하는 다른 기술적 요인들에 기인하여 청구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해 Delhi 고등법원은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에 근거

하여 Micromax로 하여금 기기의 판매가격(net selling price)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FRAND 실시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253) 이는 결과적

으로 최종생산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FRAND 실시료를 책정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퀄컴

이 제시했던 실시료 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는 행위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심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 효과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퀄컴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허억류

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심인들은254) 구체적인 실시료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

방적으로 휴대폰 전체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실시료 조

건을 강제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는 (i) 피심인들의 특허와 무관하

게 휴대폰 제조사 고유의 혁신으로 인한 휴대폰 가치 상승에 대해서

도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ii) 또한 피심인들이 이

동통신 표준별로 나누어 라이선스 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도 장기ㆍ

영속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 변화에 따라 자

신들의 표준필수특허 비중이 감소하는 등 특허 가치변화와 관계없이

유사한 실시료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53)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Intex Techs. (India) Ltd., 앞의 판례.

254) 퀄컴의 시장지재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5시감2118, 의결

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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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제시한 실시료 조건은 동법

제3조의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홍 따른 기타 부당한 방

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상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

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255)

다. 검토

앞서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했는데 적어도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실시료 단위 산정 시 전체 상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EMVR)에 각 국의

법원이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표

준에는 수천가지의 다양한 특허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시장

에서 유통되는 최종생산품을 실시료 산정의 단위로 삼게 된다면 특허권

자가 비-특허적 요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보상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판매단위를 기준으

로 실시료를 책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에 부합하다는 것이 앞서의 판

결들의 핵심 골자였다.

또한 특허에 FRAND 확약이 지워졌다는 점에서 특허권자는 잠재적 실

시권자에게 합리적인 실시료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실시료로서 청

구하는 것은 제한되는데 Microsoft 사건에서 Robart 판사가 지적했던 것

처럼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료가 산정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SSPPU이론은 FRAND 확약의 취지에 부합한 실

시료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어느 정도

의 보상액이 지급되느냐가 본질이지 실시료 단위가 최종 생산품이냐 혹

은 최소판매실시단위이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가령 핸드폰 단말기의 가격이 500$이고 Wi-Fi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칩

255) 퀄컴의 시장지재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앞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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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10$라고 했을 때 802.11이라는 와이파이 기술표준 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의 0.0001%로 하거나 혹은 Wi-Fi 칩의

0.05%로 하거나 둘 다 실시료가 0.005$로 책정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다. 즉 특허권자가 최종생산품을 기준으로 실시료 단위를 설정하여 손해

배상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시료율을 충분히 낮게 책정하여 당해

특허기술이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만 있다

면 실시료과적과 특허위협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

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료 단위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최종생

산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시료율을 낮춤으

로써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최소판매실시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시료율을

높임으로써 특허권자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범위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것이다.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시료 단위 자체 보다는 궁

극적으로 침해자 혹은 실시권자가 표준특허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실시료

를 지급하게 되는지가 중요하며 이 때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으로 인해

경쟁질서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퀠컴에 대한 과징금 부여한 경우

를256) 비롯하여 현재까지 SSPPU에 따른 실시료 산정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과 SSPPU는 애당초 특허발명이 기여하지 않은

부분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포함될 수 없도록 제동자치 역할을 할 수 있

256)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퀠컴이 스마트폰 판매금액의 5%를 실시료로 구하는 것

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라고 칩셋의 가격을 기준으로 FRAND 실시료가 산

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퀄컴 1조원 과징금] 불공정 거래로 배불리는 ‘특허 괴

물’에 세계 첫 철퇴 공정위, 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의미·전망 2016-12-28

18:18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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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적어도 SSPPU에 따라 실시료 단위를 산정하게 된다면 기

술표준의 공익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본

다.257)

제 5 절 소결

앞서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FRAND 실시료로

한정된다면,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FRAND 실시료를

산정해야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표준특허권자가 동

종 혹은 유사 사업자와 체결했던 라이선스에서 산정된 실시료 지급조건

이나 혹은 표준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와 유사한 특허에 대한 실시료인

비교라이선스(Comparable License)이다. 비교라이선스에서의 실시료 지

급 조건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에 대

한 당해 시장에서의 가치평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분쟁에서 법원이 특허풀 실시계약을 비교라

이선스로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허풀은 특허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실

시료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FRAND 협약의 목표와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허풀에 속한 특허들의 가치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교라이선스로 삼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

다.

만약 소송 양 당사자들이 FRAND 실시료를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비교라이선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과거에 미국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

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했었던 가설적 협상 모형에 입각하여 FRAND 실

시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표준특허권자가 사후적으로 얻게 되는 시

장지배력에 따른 특허위협과 실시료 과적 문제를 방직할 수 있도록 특허

257) 전 세계적으로 최소판매실시단위에 따라 FRAND 실시료율이 책정되고 있다는 분

석으로 Li, Benjamin C, 앞의 논문, pp. 451-4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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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표준으로 설정된 바로 직후의 시점을 가설적 협상의 기준시점으

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가설적 협상 모형에 입각하여 표준특허발명이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

할 때 법원은 가치평가 대상의 범위, 즉 당해 특허발명이 표준으로 설정

됨에 따라 발생한 기술의 증분가치를 FRAND 실시료 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한다. 기술 간 상호운용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표

준화(standardization)에 따른 가치는 표준특허권자의 노력이 아닌 표준

설정작업에 참여한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이러한 가치를 실시료 수입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요컨대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한 가치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특허발명

이 갖는 가치만을 손해배상액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표준특허의 가치평가 대상이 확정되었다면 침해품에서 표준특허요소와

비표준특허요소를 분리시켜 특허발명이 침해품에 기여한 가치만을 손해

배상액에 반영하는 가치할당이(Apportionment)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준특허의 경우 먼저 전체 상품에서 기술표준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측

정해야하고 당해 특허발명이 기술표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과거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특허가 갖는 발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대체기술 간

경쟁상태를 전제로 특허발명간 비교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증분

가치규칙이 표준특허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는 표준으로 설정되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로 자리매김한

상태에서는 대체기술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준으로 설정되기 직

전 시점에서 당해 특허발명이 대체기술들과 갖는 증분가치를 평가하는

변형된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실시료 단위(base)를 전체시장제품이 아닌, 최소판매실시단위로

설정해야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기술표준에서 당해 표준특허의 필

수성(Essentiallity)이 증명되기만 하다면 최소판매실시단위가 기술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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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 있는 전체시장제품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 앞서의 가치할당 작업은 문제의 표준특허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실시료 총액이 어느 규모로 형성되는지를 충

분히 고려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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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우리나라 법제에 부합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연구

제 1 절 우리 법제상 ‘실시료 상당액’ 산정 기준

1. 서설

표준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실시료로 한정되었을 경우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근거로

한 표준특허권자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법원은 FRAND 조건에 부합

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법제상 손해배상액으로서

의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표준특허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한다.258)

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개요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259) 적극적 손해란 소송비용 내지 피해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출하게 된 비용을 뜻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권리자의 이익을 의미하며(이를

강학상 ‘일실이익’이라고 표현한다. 이하 ‘일실이익’)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칭한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에서도 앞서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258) 우리 판례에서 법원이 실시료 상당액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원고가 제3자와 맺은 실시료 계약이긴 하지만 그 외에 우

선순위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문헌으로 최지

선,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6),

143면 참조.

259) 박성수, 앞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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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극적 손해의 경우 주로 침해품 조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든

지 혹은 시장에서 침해품을 격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발생

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적극적 손해는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정형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분쟁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많다.260) 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우리 판례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문제의 핵심은 소극적 손해로 발생한 ‘일실이익’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이루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점에서

침해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 특허권자 본인이 자신의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자

를 상대로 침해가 없었으면 권리자에게 발생했을 이익 등 소극적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우리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는데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값을

손해액으로 하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특허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최소한의 손

해액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3.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을 때 원고는 손해의 발생

여부, 불법행위와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모두 입

증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권자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근거하

여 실시료 상당액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타인의 표준특허 무

단실시로 본인에게 실시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

260) 심미랑.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실시료 상당액." 안암법학 37.단일

호 (2012): 653-688. 6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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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타인의 표준특허 무단실시행위와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실시료 상당액은 어떻게 산정되어

야 하는지 입증해야하는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대다수가 특허비실시 기업(Non-Patent-Practicing)에

속한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허락

계약만을 체결하여 실시료 수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261) 만

약 경쟁업체가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했다면 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

는 특허발명에 기한 실시허락계약을 통해 사업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시허락계약을 통해 실시료를 수익할

수 있는 특허의 사용가치는 특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근거한 실시료 상당액은 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

계는 따로 입증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262)

요컨대 표준특허권자가 동법 제12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실시료 상당액’을 어떻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4. 실시료 상당액 산정 시 기준 시점에 대한 논의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개정 2016.3.29.)은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

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시점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한정하여 산정할 것인지 혹은 사실심

의 변론종결시까지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산정할 것인지 문제된

다.263)

261) 가령 와이파이와 관련한 802.11 표준과 관련한 표준특허분쟁에서 약 84%

가 NPEs와 연루되어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로

는 Contreras, Jorge L. "Assertion of Standards-Essential Patents by Non-Pr

acticing Entities." (2015). 6p 참조
262) 정상조 박성수, 앞의 논문, 240면-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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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실시료 상당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통설은 특허권자가 통상실

시권을 설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시료에 상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

약 통실실시권 설정계약 선례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동종기술에 대한

실시료, 국유특허권 사용허락방식에 의한 산정, 순이익 3분법 등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264)

하지만 점차 우리 학설은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실시료’’가 앞

서의 의미에서의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을 때

오히려 침해자가 적법하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발명을 실시한 자보다

유리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265) 이

에 따라 본 조의 실시 상당액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밝혀진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야 산정해야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266)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3항(구법)에 의하여 특허발

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

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

술 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

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

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

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

263) 정상조 박성수, 앞의 책, 245면 참조.
264) 송영식 등, 지적소유권법 상 제1판, 육법사, (2008), 596면.

265) 침해 억제의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사후적 요소를 반영하여 실시료를 상향조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박성수, 앞의 책, 305면 및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제4판,

(2013), 511-512면 및 손경한 편저, 新 특허법론, 법영사 초판, (2005),817면 참조.

266) 정상조 박성수, 앞의 책,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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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

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

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67)”

이처럼 손해액으로서의 통상의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시점을 침해시

가 아닌 변론종결시로 보는 이유는 앞서 학설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침

해시로 볼 경우 사업수행의 리스크로 말미암아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료

가 지나치게 소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리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부여하고자 통상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 등 사후적 요소들을 인정하여 변론종결시

까지 다양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

하기 위해 앞서와 같은 판결요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제시

1.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할 때 주의할 것

앞서 우리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입각한다면 실시료 상당액을

근거로 표준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법원은 변론종결시까

지 있었던 다양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표준특허의 경우 실시료 산정 기준 시점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술표준이 갖는 가치 혹은

표준설정에 따라 증가된 가치가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26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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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만약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

한다면 기술표준의 가치 혹은 표준설정에 따라 증가된 가치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표준 그 자체의 가치와 표준설정에 따라 증가 된 가치를 실시료 산

정에 반영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이 될 수 있음

은 물론 실시료 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국내에서 표준특허 침해사건이 발생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에 의한 ‘실시료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경우 변론종

결시까지의 모든 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우리 판례의 법리를 따

름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할 경우 표준설정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적 증가분

을 배제해야하며 다만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여부 등과 같이 침해시점 이

전에는 불확실하게 판단되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

분은 비록 당해 발명이 표준으로 설정되는 시점 이후의 사정이라고 하더

라도 당연히 실시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 법제에 부합한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제시

앞서 우리 대법원이 특허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해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소들을 나열하

면 다음과 같다.268)

⑴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26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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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⑶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⑷ 당해 기술 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⑸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⑹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⑺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⑻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⑼ 기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미국 Microsoft 사건에서 법원은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실시료 산

정을 위해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적용해왔던 Georgia-Pacific 요소

를 일부 폐기 수정했는데 그러한 변화된 기준을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적용시켜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당해 판결에서

법원은 Georgia-Pacific 기준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이유로 첫째

표준특허권자는 모든 잠재적 실시권자들과 FRAND 실시료 지급을 조건

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점과 둘째 잠재적 실시권자는 기술표준

구현을 위해 여러 표준필수특허를 모두 실시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시료

과적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269)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특허 실무

역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판결이 지

적했던 것처럼 표준특허가 갖는 특수한 요소를 반영하여 실시료 상당액

산정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9)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앞의 판결, paragraph 51 및 paragraph 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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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표준특허를 이루는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

이 유의해야할 것은 당해 발명이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

로 특허발명과 기술표준의 가치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

로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면 사후적으로 기술 간 상호 운용과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가치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법원은 그러한 기술적 가치

의 증가분을 배제시키고 당해 발명이 갖는 고유한 기술적 가치에 근거하

여 가치를 평가해야한다.

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동일한 표준특허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실시

계약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자가 FRAND 선

언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기술표준을

구현하려는 제 3자와 실시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면 그러한 실시계약 상

의 실시료 지급 조건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이 때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풀 실시계약이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앞 장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특허풀에 속한

표준특허 군집에서 당해 표준특허에 대한 중요도가 정확히 평가되었다면

그러한 특허풀 실시계약을 비교라이선스로 활용가능하다

다.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앞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당해 표준특허에 대해 침해자와 기존에 체결

했던 실시계약 선례가 존재하다면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일

것을 전제로 그러한 라이선스를 비교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라. 당해 기술 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원고가 속한 동종 기술 분야에서 유사 특허발명에 대해 책정된 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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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원이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두 가지의 경우와 달리 그 활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해

특허발명이 FRAND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술표준 구현에 필수

적인 특허가 아닌 경우 동일 기술 분야의 유사 발명이라 할지라도 실시

계약 상 전혀 다른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반드시 당

해 라이선스에 표준특허가 갖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하는

것이다.

마.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잔여 보호기간이 실시료 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

가 될 수 있다. 라이선스의 기간은 표준특허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체

결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표준특허의 잔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

하여 실시료 산정에 반영해야한다.

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실시료 산정 시 특허권자가 발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고려하는 배경

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혹은 제3자

와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표준특허는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 이용 형태

를 고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70)

사.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표준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

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대체기술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특허발명이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 시점에서 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다른 유사 기술들과 비교하여

270) 송재섭, 앞의 논문, 2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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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측정해야한다.

아.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특허 가치 평가 방법 중에 하나로 당해 특허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법이 있음을 앞서 설명한 바 있

다. 마찬가지로 침해자가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여 어느 정도의 수

익을 거뒀는지를 고려한다면 표준특허가 갖는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271)

바. 기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실시료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기타 요소로는 라이선서가 독점권을 유

지하기 위해 실시해왔던 정책 내지 마케팅 프로그램, 특허권자와 실시권

자가 어떠한 사업적 관계인지 등이 있다.272)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표

준특허의 경우 적용되기 부적합한데 표준특허권자는 FRAND 선언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제 3자의 기술실

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정

책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3자와의 라이선스와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 산정

앞서 우리 법제상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들을 나눠서 검

토하였다. 이 때 당해 특허권자가 제 3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한 바 있다

면 그 라이선스에 따른 실시료 지급 조건이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장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됨을 앞서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특히 특

271) 표준특허는 기술의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침해자가 표

준특허의 무단 실시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앞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표준특허의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272) 이러한 예시로 Georgia-Pacific 기준에서 제4요소(특허권자의 확립된 정책)와

제5요소(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사업적 관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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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자가 제 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

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고 설시했는데273) 이 때 어떠한 경우에

침해자에게 유추 작용하는 것이 불합리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 비교라이선스 적용에 대한 국내 현황

특허권자는 기존에 체결했던 라이선스 실시료 지급 조건을 토대로 실시

료 상당액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표준특허침

해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쉽게도 삼성 대 애플사건을 제외하고는

표준특허침해 사건이 국내 법원에서 문제된 사례는 없었으며 그마저도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다투어졌기 때문에 국내에는 표준특허침해사건에

서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특허분쟁은 아니었지만 앞서 살펴본 CD 제조공정 사건에서 대법원

은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

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74)

특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쟁 전반에 걸쳐 법원이 권리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라이선스에서의 실시료 지급 조건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로 삼았던 판례들이 여럿 존재한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제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시계약상의 로열티 조건을 참고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래반주기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침해 사건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뤘다.275) 특히 손해배상

27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호 판결

27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호 판결

27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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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산정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기 체결했던 라이선스에서의 사용료 혹

은 업계에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의 의미를 구체화했는데 이에 대한 부

분은 다음과 같다.

“음악저작물은 저작물에 따라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

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

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

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

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

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

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

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신기한 아기나라 테이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서의 법리에 따라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5. 23. 체결된 이 사건 3곡에 대한 저

작권 이용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3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을 산정하였음은 옳다고 판시하였다.276)

한편 ‘헬로우키티 사건’에서는 피고가 방송사인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

지 않고 드라마 관련 상품화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문제됐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과

각 상품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급하였을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손

해배상액을 산정했던 부분에는 어떠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

27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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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77)

나. 표준특허분쟁의 비교라이선스 요건

향후 국내에서 표준특허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실시료 상당액 산정 시

비교라이선스가 다투어진다면 제 3자와의 실시계약상 실시료 지급 조건

이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앞서 노래반주기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들을 응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⑴ 표준특허권자가 당해 표준특허에 관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

시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이 우선이 될 것이다.

⑵ 동일한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이 없다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

는 실시료가 2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⑶ 이밖에 표준특허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표준특허 실시와

관련하여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실

시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

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

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은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앞 장에서 특허풀 라이선싱에서 체결된 실시료 조

건이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

다. 이 때 법원은 그러한 실시료 지급 조건이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인지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만약 특허풀 전체에서 당해 표준특허

27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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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 이상의 중요도를 갖고 있음에도 특허풀을 구성하는 다른 표준특

허와 동일하게 가치가 책정되었다면 그러한 특허풀 라이선싱은 비교대상

으로 삼기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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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외국기술에 대한 강력한 특허권 보호로 인해 국내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보복조치로 어쩔 수 없이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대와 달리, 현재의 우리나

라는 적어도 특허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여느 나라와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특허강국에 진입했음은 분명하다. 특히 기술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표준특허’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

럽 다음으로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한 경쟁사 애플의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실질적인 권

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침해업체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침해금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반드시 해당 특허기술을 실시해야만 표준기술을 실시하

여 제품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명령

을 내리는 것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분쟁 양상은 표준특허권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손해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바, 본

글은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일반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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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표준특허가 특별하게 취급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밝혀내

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특허가 표준으로 설정될 때 표준특허권자는 잠재적 실시권자를 대

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된

다. 즉 표준특허권자에게 합리적 실시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표

준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누군가 표준특허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표준특허권자가 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은 실시료 상당액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만약 표준특허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에 국한된다면 침해 발생 이전 양 당사자 간 실시

료 협상 시 나타났던 어려운 문제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그대로 이

어지는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FRAND 실시

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준특허는 기술표준의 가치와 특허발명이 갖는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데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의 FRAND 실시료를 산정할 때 전체 침해

품에서 기술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고 그러한 기술표준에서 문제

의 특허발명이 갖는 가치를 가려내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기술표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분가치를 실시료 협상에 반

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특허발명이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섭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실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권

리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구제해줄 수 있는 만큼 산정되어야 할 것이

지만 자칫 과한 범위에서 책정되면 당해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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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손해액이 책정된다면 표준

특허의 특성상 그 여파가 다른 잠재적 실시권자에게도 미칠 수 있게 된

다. 요컨대,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FRAND 조건에 부합한

실시료로 산정되어야 하며 기술표준이 갖는 가치와 특허발명이 갖는 객

관적 가치가 철저하게 분리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표준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 예상한다. 본 논문은 주로 미국

의 사례에서 제시되었던 기준들을 분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법원이

실시료 상당액 산정을 위해 적용했던 논의와 대응시키는 작업을 진행했

는데 이러한 작업이 표준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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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about calculating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HAN JAE SEONG

College of Law, Intellectual Property LL.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ndard Essential Patent('SEP') means patent that is essential for

adopting standard into own's products. So the owner of SEPs could

have a strong market power in standard related business in that

everyone should use the SEPs for market entry. Lots of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legitimacy to restrict the right for the owner of

patent to invoke the injunctions. Now the key to solve the disputes

surrounding the SEP related issues is how to calculate the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P.

The goal of study is to provide several criteria of calculating the

damages for SEP based on the rulings and researches of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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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of America. When rewarding damages for infringement of

SEPs,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wo things in mind;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If market participants in

standard are reluctant to be engaged in the market for fear of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not only would there be

significant harmful effects on fair competition order, but also

the main objective of patent law that facilitates development of

technique would be neglec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lower

the damages for SEPs as possible as we could not so much

like in other cases of calculation for patent damages.

There has been only one sentence for rewarding damages for

SEPS in our society; Samsung v. Apple litigation. The court

calculated the damages including the infringer's profits without

consideration for several problems related t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his could be explained by our identical

patent litigation practices that the owner of patents mainly

utilize the special provisions of calculating damages regulated in

Article 128 patent law, which specifies the presumption of

infringer's profits for the damages. However, we should not

allow the additional damages for the SEPs except the

reasonable royalties to prevent the danger of antitrust problems

with overcompensation for damages.

In order to calculate the resonable royalties of SEPs for

rewarding damages, we need to take two steps: One is to

apportion the value of standard itself from other components of

products. The other apportionment process is to separate the

SEPs in suit from other unrelated SEPs. When evalu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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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s value to calculate the reasonable royalties, we should not

include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patent in the process of

being adopted into standard because those ex-post values do

not come from the investment and efforts of owner of SEP.

Also the concept of incremental value rule could be applied by

presuming the alternative technologies at the time before the

SEPs were adopted into standard. The royalty base of SEPs

should be the base that reflects the objective values of SEPs

and does not include the non-infringing factor's values. Finally,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total royalties for the infringer to

pay for using the standard when calculating the royalties of

SEPs.

I hope that this study can be useful guidelines for calculating the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Ps in the future.

keywords :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FRAND, patent hold

up, royalty stacking, rewarding damages, infringer's profits,

reasonable royalties, FRAND royalties

Student Number : 2016-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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