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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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특허풀 일반론
	1. 특허풀의 개념
	가. 의의
	나. 구별 개념
	다. 유형

	2. 특허풀의 최근 동향 및 사례
	가. 최근 동향
	나. 사례(MPEG-2 표준에 관한 MPEG LA 특허풀)

	3. 특허풀의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III.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1. 개괄
	2.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가. 목적
	나. 규제대상 및 범위
	다. 체재 및 규제방식
	라. 소결

	3.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
	가. 의의
	나. 견해의 대립
	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라. 판례의 태도
	마.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문제
	바. 소결

	4.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
	가.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나.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
	다. 경쟁제한성의 문제
	라. 불공정성의 문제
	마. 사법상 효력의 문제
	바. 소결


	Ⅳ. 특허풀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
	1. 개괄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가. 의의
	나. 요건

	3. 특허권의 남용
	가. 권리남용금지 원칙과의 관계
	나.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다. 우리 판례상 특허권의 남용
	라. 특허권 남용의 요건 및 효과

	4.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
	가.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의 요건
	나. 특허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다.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관련 문제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나. 침해금지가처분의 행사


	Ⅴ. 특허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제한
	1. 개괄
	2. 미국의 특허풀 규제
	가. 개요
	나.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지침’의 주요 내용
	다. ‘반독점법의 집행과 지식재산권’의 주요 내용
	라. 특허풀의 적법성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판단
	마. 소결

	3. EU의 특허풀 규제
	가. 개요
	나.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다. 소결

	4. 일본의 특허풀 규제
	가. 개요
	나. ‘표준화 및 특허풀 형성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다. 소결

	5. 미국, EU 및 일본의 규제정책 비교
	가. 개요
	나. 특허풀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면제규정
	다. 특허풀의 구성 및 운영
	라. 특허풀을 통한 라이센싱

	6. 한국의 특허풀 규제
	가. 개요
	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주요 내용
	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보완 방안
	라. 소결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