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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허락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
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이전을 목적
으로 하는 합의(technology transfer agreement)는 당사자간 자유로
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사적 계약이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의 대
상인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으로서 사회적 구속성을 가진다. 그
러므로 지식재산권 행사에는 경쟁법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때 기
술이전합의와 같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서 핵심
문제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 제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에 관한 규제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기술이전합의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의 접근방식은 어떠하여야 하
는가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다른 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쟁법에서
도 법적 안정성과 법 적용의 탄력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요구가 있
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이 정교하게 구축한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제3자의 이익 간 균형을 경쟁법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식재
산권의 경쟁법 적용에서 법적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기술혁신 과정에서 동태적 경쟁(dynamic competition)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탄력성 내지 유연성이 필수불
가결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는 후속 혁신의 유인과 같은 경쟁촉진효과를
내재하고 있어,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기술
이전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술이전합의는 시장 참여자
(market player)간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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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런데 잠재적 합의 당사자가 이와 같은 기술이
전합의에 경쟁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기
술이전합의 촉진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술이전합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법 적용에 따른 규제상 위험을 사전에 구체화·
명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동태적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해 경쟁당국에게 폭넓은 판단 여
지 내지 재량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재량통제의 수단으
로서 명확한 규범적 기준은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 해석론 내
지 입법론을 통해 가능한 최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
쟁법적 접근방식의 기본 방향성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 관해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한다. 법 제59조에서 엄
격한 요건 하에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행사
에 대한 법 적용은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의 2단계 심사구조
를 따르게 된다. 다만 자칫 각 단계에서 기술이전합의가 경쟁에 미
치는 영향을 중복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법 적용의 복잡성과 비효
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에서도 적용제외 심사는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마저도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러한 관행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한편,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safety zone)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
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은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 합의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안전지대의 설정 기준 또한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시장점유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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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부당성 심사에서 기술이전합의의 위법성 표지인 경쟁
제한성 및 불공정성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기준이 심사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부당
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는 법 제59조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 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점, 적용범위에서 특허권 이외의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유추
적용하도록 한 점, 불공정거래행위는 심사지침의 적용에서 배제하
고 있는 점, 공정거래법 체계와의 연결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체계 및 기술(記述)상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기술이전합의에 관하여 참고할만한 해외 법제로 EU 의 기술이
전에 관한 일괄예외규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기술이전 가이드라인(Technology Transfer Guidelines)
을 검토하였다. EU 경쟁법상 일괄예외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적
용예외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동 규칙상 예외요건
이 충족된다는 점만 입증하면 TFEU 제101조(3)의 모호한 예외요건
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일괄예외제도는 수범자에
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EU 경쟁법상 TTBER은 시장점유율 기준 외에도
규범적 가치 판단을 통한 사전(ex ante)의 입법 작용을 통해서 중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당해 제한을 포함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일
괄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안전
지대를 설계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기준만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전제된 규범적 기준을 수용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TT

가이드라인은

경쟁제한성을

기술간

경쟁(inter

technology competition), 경쟁자 봉쇄(foreclosure of competitor),
기술내 경쟁(intra technology competition)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나아가 합의의 유형별 및 합의에 존재하는 제한별로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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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고려요소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정거래법
상에서도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최대한으로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 외에도 TT 가이드
라인이 기술이전합의에 한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TFEU 제101조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점 등에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선
방향에 제공하는 일련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
안을 제안한다.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는 우선 법 제59조의 합목
적적 해석론을 시도한다. 이때,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판단
하는 기준은 이원적(二元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허법
적 관점에서는 산업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법상
당해 권리를 인정한 취지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법적 관점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경쟁제한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과 달리 규범적 가치판단의 개입이 결여된 사실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특허법의 목적과 취
지에 반(反)하는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스스로의 기능에 의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에
서 필요하다. 나아가 직권규제주의에 따라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개
입을 위한 요건은 경쟁당국에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특허권
의 행사가 정당하지 아니함은 경쟁당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행사’와 같은 불확정개념
은 수범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행위 시
점에 알기 어렵게 한다. 나아가 경쟁당국과 법관은 적용제외를 인
정하기보다는 일단 부당성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 제59조의 적용제외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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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을 수범자가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한 안전지대의
도입을 제안한다. 다만 설정기준에서 시장점유율 외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특정한 제한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통한 규
범적 기준의 마련도 필요하다. 즉 열거된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쟁당국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지대 내
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심사면제의 효과를 인정하되, 기술이
전합의에 대한 심사지침과 심사지침내 안전지대에 관한 근거조문
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는 우선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
을 기술이전합의의 당사자의 관계나 합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세분화하고,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봉쇄효
과의 규범적 기준으로 대체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이
전합의에서의 불공정성은 절차적 불공정성과 내용상 불공정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 판단구조는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과 라
이선시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며, 기술확산에 관한 공익
역시 형량의 일(一)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시권자가 입은 불
이익의 정도가 거래질서를 저해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심사지침이 강행규범인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은 물론이고 수범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즉, 적용범위는
기술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고, 일반적 심사 원칙에서는 적용제외
요건을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이 적용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기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유형에 부합하게 체계를 재편하고, 중첩되는 행위 유
형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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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허락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합의(technology transfer agreement)는 당사자 간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기술보유자는 합의에서의 협상력 우위를 위해 보
유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 외 제3자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잠재적

계약

당사자의

협상에

대한

유인

(incentive)이 증가되고, 기술보유자의 협상력은 강화된다. 따라서 기술이
전합의는 기술보유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라는 국면에서 조망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의 하나이므로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를
가지며, 그 행사에는 경쟁법이 적용된다. 다만 지식재산권은 혁신 유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로부터 수여(受與)된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이다.
즉, 자연적 권리라기보다는 분명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권리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의 개입이 자칫 지식재산권법에서
추구하는 고유한 정책 목적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하에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은 경쟁법 외의 영역의 법과 정책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에,
정교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접근은 어
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기술이전합의는 시장 참여자(market
player)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등 거래비용 자
체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법의 적용 가능성에 의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기술이전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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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위험(risk)은 사전에 최대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잠재적 당사자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행위규범이 관건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서도 지식재산권 행사에 관한 최근 몇 년 간 주목할
만한 판결과 심결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이하 ‘글락소 사건’이라 한다.)에서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적용제
외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처음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인 퀄컴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 오랜 심사기간을 거
쳐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등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크고 작은 적용사례가
축적되어 왔다.「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
사지침’이라 한다.)은 2000년 처음 제정된 이후로 5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다만 이론 내지
실무의 초점이 주로 표준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나 오리지널 제약사
와 제네릭 제약사간 역지급합의와 같은 특수한 지식재산권 행사 유형에
있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식재산권의 일반적 행사행위 즉, 비(非)표
준특허권자의 라이선싱이나 수평적 경쟁관계의 특허권자간 라이선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
인다.
그런데

표준특허권자의

경우,

표준화

전

단계에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선언 즉,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실
시에 관한 선언을 한다. 이에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특허권 행사행위에
대해서는 FRAND 선언에 대한 효력부터 논의가 출발하므로 일반적인 지
식재산권 행사행위와는 그 시작점이 다르다. 나아가 미국에서의 촉발되
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역지급합의의 경우, 오리지날 제약사와 제
네릭 제약사간 소송분쟁의 종결합의로서 미국에서의 특허-의약품 연계제
도와 긴밀히 관련한다. 반면, 기술이전합의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유형이고, 관련시장의 정적경쟁에서부터 동정경쟁에 이르기까지 영
향을 미칠 잠재성이 높다. 이에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기술보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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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원칙으로서 우선 다루어져야 하고, 일반적인 기술
거래에서의 경쟁법적 규범 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이 글은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Technology Transfer Agreement)에
관한 논문이다.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EU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예외규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TTBER)
과 그 가이드라인에 일정 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은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객관적 평가와
이를 기초로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논
의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보다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에 비중을 두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은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의 규제를 비
판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그 중 제1절은 논의의 전제로서 지식재산권 행
사에 경쟁법적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논증한다. 제2절은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상 제반 쟁점을 검토한다. 즉, 다른 합의와 구분되는
기술이전합의의 특징을 살피고, 경쟁법의 적용 단계별 쟁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합의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의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법조, 규제실무를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문제
점과 한계를 지적한다.
해외에서 기술이전합의와 관련하여 참고할 법제로는 EU 경쟁법 상 기
1) 유사한 관점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선행 연구로는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 원칙적 법리의 확인,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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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전합의에 관한 일괄예외규칙(TTBER)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제3장
은 EU 경쟁법 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EU 경쟁법
제101조의 공동행위 규제와 일괄예외제도를 개관한다. 그리고 EU 경쟁
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을 서술하고, TTBER 내의
합의와 TTBER외의 합의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법 제59조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이때 해석론의 한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론을 추가로 제안한다. 나아가 부당성 심사단계에서는 경쟁
제한성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불공정성(不公正性)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하여 공정
거래법과의 정합성, 합리성, 명확성의 기준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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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쟁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
제 1 절 지식재산권 행사와 경쟁법
I.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규범적 한계
1. 특성
(1) 경제적 특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아이디어, 발명, 발견, 부호, 이미
지, 표현물 또는 경제적 가치 있는 지적 창작물(광범위하게는 ‘정보’)이
다. 그리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
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법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기술 혁신(특허법, 영업비밀법) 또는 창작물의 발전(저작권)이라
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완전무결성(integrity of market) 보장
이라는 목적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무형물(無形物)인 정보와 지식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정보와 지식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선 정보 내지 지식과 같은 무형물은 비경합적
(non-rivalrous) 성질을 가진다. 즉 타인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권리자의
실제 이용이 저해 받지 않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임의 이용이 없더라도
권리자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커지지도 않는다.2)3)
2)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
판례연구(2011), 1014면
3) 따라서 라이선싱을 통한 특허의 소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겨둔 양을 감소시
키지 않는다. 이는 특허풀에 강력한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는데, 이는 제품향상기
술이 많은 생산자들 사이 심지어 전체 시장에 의하여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Herbert Hovenkamp, ‘Competition for Innovation’, Colum. Bus. L.
Rev.(2012), p.8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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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식재산의 특징으로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존재한다. 비
배제성은 타인의 접근을 쉽게 하는 속성이 있어, 누구라도 적은 비용으
로 복제된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된다.4) 그러나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하고 무임승차를 방치하게 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매몰비용(sunk
cost)인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혁신가(innovator)는 자신의 투자비
용을 회수할 수 없음을 예측하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산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경제적 유인이 지식재산의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보상이론(reward theory), 유인이론(incentive theory) 혹은 발명
동기 이론(invention motivation theory)이라고 한다.5)
(2)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 ‘물권(物權) 유사의 법적 권리’로서 배
타성(exclusivity)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가령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특허법 제94조). 나아가 특허권자 등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이와 같이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일종의 ‘배타적 권리’로서 ‘물권에 준(準)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동법 제201조)이 ‘물권’에게 ‘물권’으로서 실
효성을 주기 위한 것처럼6), 지식재산권법제도 지식재산권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소유권의 침해에 준(準)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권 실시에 대한 독점·배타권이 타인에 의
4)

진도왕, 지식재산권의 해석도구로서 재산권(Property)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9권제4호
(2013.2), 170면.
5) Thorsten Kaseberg, Intellectual Property, Antitrust and Cumulative
Innovation in the EU and the US, Hart Publishing(2012), p.21.
6)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2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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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해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으면 사실 권
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권의 핵심적 가치는 금지청
구권에서 나오는 확실한 위협이었다.7) 이와 같은 물권적 보호방식은 우
리나라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35 U.S.C 제284조는 고의침해에 대한
가중손해배상(혹은 증액손해배상, enhanced damages)을 인정하고 있다.
2. 규범적 한계
지식재산권도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는 사권(私權)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 행사에도 민법상 권리남용 원칙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단, 이러한 입장에서도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할 것인지 대해서
는 입장이 나뉜다.8) 또한 특허법의 상당부분은 사법영역에 속하므로 특
허법상의 명문 규정 없이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공정거래
법과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9) 나아가
7)

F.Scott Kieff, Removing property from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nded?) pernicious impacts on innovation and competition, Ct. Econ.
Rev. 25(2011), p.6.
8) 특허권의 남용도 소유권 등 대세적 권리처럼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
반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 독점규
제법 위반 등 독자적 권리남용 항변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특허권 남용의 항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은 침해자의 이익에 반하고 둘째, 특허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쉽게 제한하면 발명의 인센티브를 희생하는 것이며 셋째, 법관의 자
의적 판단 내지 판단의 모순 가능성이 높으며 넷째, 전략적 특허분쟁으로부터 법관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유럽 및 독일 등의 비교법적 상황도
그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독일의 경우 일반적 특허권 행사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판례는 없으며 독점규제법 위반인 특허권 행사에 기한
권리남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조영선,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2013), 161-163면): 한편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와 같은 특정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만 권리남용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필요치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남용 이론과 일관성이 결여된 해석이고 주관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태도는 권리남용규정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박정희, 특허
침해소송 등에서의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한 심리판단, 특허판례연구(개정판),
박영사(2012), 522면).
9) 권영준,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문제, 산업재산권 제36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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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남용원칙은 권리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해,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는 유효성이 부인되는 경우라서 민
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원형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도 있다.10) 반면 지식재산권의 본질을 경제적 도구설로 파악하는 입장에
서, 지식재산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지식재산권법의 공공정책을 위
반한 권리자는 공익침해자이므로 권리외관의 적법성을 갖출 수가 없어
민법상 권리남용의 요건을 특허남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 관점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허·저작권을 행사하
는 권리자에게 민법상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권리 행사자에게
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만을 가할 주관적 의사’를
충족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11)
한편,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
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
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라
고 하여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시를 하였고,12) 다만 진보성 흠결의 경우
에도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에 대
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
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
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
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신규성 흠결뿐만 아

187-188면.
10) 강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2014), 17면.
11) 오승한,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2011), 94면.
12)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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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진보성 흠결의 경우에도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
다.13) 또한 대법원은 상표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
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행사의 사법상 제
한 가능성은 그 적용상 한계14)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가령 특허권의 배타성(exclusivity)이 남용되는 경우, 특허법은 특
허권에 대한 보호방식을 전환하기도 한다. 즉 물권적 보호방식에서 채권
적 보호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15) 이때 채권적 보호방식은 손해배상
원칙에 따른 보호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최근에는 특허법
에서의 물권적 보호원칙의 비효율적 남용을 비판하거나,17) 특허권 보호
에서 손해배상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18) 이러
1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에 기초
하여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발명
의 특허청구범위 제31항 중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
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은
선행기술에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청구범위 제31항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
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4) 사실상 법원에서 특허권 남용의 채택은 ‘무효선언에 갈음한 권리남용’으로 특허
권 침해소송이나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
우에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대신 특허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우회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박준석, 앞의 논문, 1019면).
15) 특허권의 보호객체인 정보는 비전유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배
타적 지배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특허의 배타성과 그에 따른
필연적 선택은 아니다. 즉, 특허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정책적 선택의 문
제라는 것이다. 이에 특허권의 배타성이 남용되는 경우, 특허권의 보호방식에 전
환을 통해 특허의 배타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남수경, 손해배상원칙의 특허제
도에의 적용, Law&Technology 제11권 제6호(2015.11), 50-54면 참조).
16) Daniel Krauspenhaar, Liability Rules in Patent Law, Springer(2015), p.22.
17) Daniel Krauspenhaar, Id, p.22.
18) 심미랑,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원리로서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배상원칙, 안암
법학 제29권(2009), 428면(이러한 논의의 근거로는 아래와 같다. 즉 오늘날 특
허실시 협상은 예측이 어려운 시장상황에 따른 가치평가의 불확실성, 상품화 과
정의 복잡성, 불분명한 권리범위, 다수의 당사자 관계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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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방식의 전환은 특허법에서도 이미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
시권 설정의 재정 사유(특허법 제107조)나 특허침해자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103조), 무효심판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10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권자의 통상실시권(제18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122조), 특허권의 효
력제한기간 중 선의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81조의3 제5항), 직무발
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발명진흥법 제10조) 등 특허법이나 발명
진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의 법정실시권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시
권의 제한은 결국, 발명 이용의 확산을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결국 지식재산권은 이를 수여한 지식재산권법
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내재하고 있다.19)
결국 지식재산권도 사권으로서 사회적 구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지식재산권법 내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특허법은 특허권을 준(準)물
권적 위치에서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구속적인 권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권리 제한에 있어서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규범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본질적
의문은 권리 제한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제한의 근거가 지식재산권 법 내·외에 있는
지 여부는 제한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래비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권 보호에서 손해배상원
칙을 도입하는 경우 후속기술개발을 위해 복잡한 교섭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
고, 침해의 우려로 인해 기술개발을 회피하지 않게 되므로 특허대상의 확대와 기
술의 복합화에 따른 비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9) 다만, 특허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손해배상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본다. 이는 본래 미국의 판례가 형평법에 따른 독특한 지위에 기반한 것이고 우
리나라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자동적으
로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이미 존재하는 명문의 규정을 축소
해석하여 구제의 폭을 좁히는 예이다(권영준, 앞의 논문(2011),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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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쟁법적 한계
지식재산권도 사회적 구속성에 의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행사에 있
어서 경쟁법적 우려가 있고, 권리 제한의 경쟁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한
된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경쟁법적 우려는 무엇인가. 첫째,
지식재산권의 행사는 ‘재산권(property rights)의 특성’에 의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재산권은 법적 지위(legal position)를
양도가능하게

하거나

거래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공동행위(bilateral

conduct)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20) 수평적 조정(horizontal coordination)
의 경우에서 이러한 행동은 시장력(market power)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은 적용 가능한 계약법의 결합을 통해 특허
권자에게 다른 제3자와 자신의 행위를 수평적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특허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는 단독행위(예를 들어, 거래거절이나
정보공개 거부)와 공동행위(라이선싱)와 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지는 행
위를 가능하게 한다. 가령, 크로스 라이선싱의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기술 진보를 달성하게 하고, 특허권의 배타적인 독점력을 완화시킨다.
그 외에도 기술의 확산의 촉진, 보완적 기술의 통합 이용, 라이선스 비
용의 절감, 불필요한 소송회피 등의 이점이 있다.21) 그러나 이러한 크로
스 라이선스(cross license)에는 기업 간의 담합에 의한 가격고정행위
(price-fixing)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면, 지식재산권은 그 자체가 진입장벽(a legal barrier to entry)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경쟁제한효과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즉, 대체가능
한 기술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은 기술과 상품 시장에서의 독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태적 해악(harm)이외에도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지식재산권자의 전략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방해
20) Thorsten Kaseberg, supra note 5, p.19 이하 내용 참조.
21) 김정홍, 기술혁신의 경제학 제2판, 시그마프레스(2003),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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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동태적 경쟁에도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기술이 혁신시장,
기술시장 또는 상품시장에서 투입요소(input)이라면 혁신과 새로운 시장
의 선택은 차단될 것이다.22) 결국 지식재산권의 행사에는 그 재산권적
속성과 배타적 속성으로 인하여 정태적 내지 동태적 경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경쟁법적 우려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 지식재산권 행사의 제한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공정거래법상 모든 금지규정은 일반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공정거래법
은 제12장 적용제외에서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59조(무체
재산권의 행사행위),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
와 같은 영역제외는 당해 영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효력을 포괄적으
로 배제하는 적용제외의 성격을 가진다.23) 여기서, 사실 공정거래법 제
59조는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명시적 적용 근거가 된다.
즉 동 조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반대해석 하자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 조문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법 제59조의 조문에서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법 제59조는 결국 지
식재산권과 같은 국가가 인정하는 독점·배타적 권리도 역시 그 행사가
부당하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라
고 할 것이다.

22) Thorsten Kaseberg, supra note 5, p.19.
23) 이봉의,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제3권(1991),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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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이전합의와 경쟁법
I. 기술이전합의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기술이전합의는 기술의 양도, 이용허락, 투자, 교육훈련,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한 기술혁신을 포함한 활동이기도 해서 개
념 정의가 매우 어렵다. 다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업무매
뉴얼 및 표준계약서 I」에서는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선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24)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기술창출형계약으로서 공동연구개발계약(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연구개발위탁계약(consignment agreeme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이 있고, 기술양도형계약으로서 기술양도
계약, 합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 있다. 또한 기술담보형계약으
로 질권설정계약과 양도담보계약이 있으며, 기술대여형계약으로 라이선
스계약, 재라이선스계약(sublicense), 크로스 라이선스계약(cross license),
패키지 라이선스계약(Package licencse), 하도급계약(subcontract), 옵션계
약(option license)이 있다.25) 다만 모든 기술이전의 유형이 경쟁법적 관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공동연구(R&D),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경우 기술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종의 제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I(2010), 11면.
25) 윤선희·조용순, 기술이전계약론, 법문사(2013), 31-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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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특징
기술이전합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와 달리 거래비용이 높아
합의 성사가 용이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한편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교
환비용으로, 교환은 첫째 교환할 상대방을 찾는 것, 둘째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셋째, 합의가 이행될 것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
고 각 단계에서 탐색비용(search cost), 교섭비용(bargaining cost), 집행비
용(enforcement

cost)이

발생한다.26)

특히

교섭비용은

유보가치

(reservation value, threat value)와 잉여의 크기와 관련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사적(private)인 경우에는 협상을 방해한다.
우선 기술이전합의는 탐색비용이 높다.27) 기술 수요자나 공급자는 필요
기술 및 수요기술을 검색할 때, 개별 기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
여야 하고, 검색을 하더라도 각 기술거래 기관별 상이한 기술 분류 체계
와 기술정보 포맷은 기술의 수평적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28) 또한 기술
에 대한 권리는 경계(범위)와 유효성이 불확실하다. 가령 특허권은 전형
적으로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의 영역을 획정하는 것은 용이한 반면에, 특허의 권리보호범위를
결정하는 특허청구항(claim)은 규범적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의 범위를 정
확히 재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허에 있어서는 사전에 특정 기술의 이
용이 특허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29) 그러나 기술 권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가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으므로 결국 정보

26) Robert D. Cooter, Thomas Ulen, 한순구 역, 법경제학 제6판, 경문사(2012).
110면 참조.
27) 지식재산권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침해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 형식의 비용과 지대
추구 비용을 수반한다.
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기술거래·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기관 간 네트워
크 구축 방안, 특허청 연구용역 보고서(2007.11), 4면.
29) Daniel Krauspenhaar, supra note 16,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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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입법을 통해 기술이전
의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 자체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
이다. 일본의 특허 활용실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특허 활용은 자사실
시가 중심이고, 수익창출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30) 뿐만 아니라 특허 도입이나 이전에 있
어 적절한 특허의 존재나 상대방을 발견하기 어렵고, 특허의 가치를 판
단할 수 있는 아웃소싱이 미국 등에 비해 활발하지 않아, 특허거래비용
자체도 높은 편이다.31)
그런데 기술이전합의는 친경쟁적 효과를 내재한다.32) 즉 라이선싱, 상
호라이선싱, 혹은 기타 기술이전은 생산의 보완적 요인과 실시허락된 기
술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통합은 지식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비용 감소와 새로운 상품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 또한 기술의 이전은 혁신가로 하여금 그 발명으로부터 실시
및 로열티 지급을 통해서 발명 및 개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도록 함으
로써 혁신적인 노력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가령 비실시 특허권자는 그
상당수가 소기업, 개인발명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명을 실시하
지 못하는 경제주체일 수 있다. 이에 기술이전합의는 직접 실시할 수 있
는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식재산권자에게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의 특허
는 후속발명이 선행발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할 수 없을 때 이를 차단
한다. 예를 들면, 기계에 대한 특허는 그 기계에 대한 개량발명을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이선싱은 차단 관계에 있는 기술의 이용을 가능
하게 하여, 후속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식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사용 영역에 대한 제한은 라이선서가 그 지식재산을 가능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경쟁적인 이점을 가지기도 한다.

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 12면.
3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의 보고서, 12면.
32)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2016), 2.3.
이하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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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형태의 배타성은 라이선시(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된 기술을
구현한 상품의 상업화나 유통에 투자를 장려한다. 나아가 실시허락된 재산
을 또 다른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이러
한 제한은 다른 라이선시나 라이선서들이 실시권자의 투자에 무임승차하
지 못하도록 실시권자를 보호한다. 또한 틈새시장에서 라이선서가 자신
의 기술을 경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라이선스를 장려할 수 있
다.
II.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1. 수평적 관계 및 수직적 관계 구분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인지, 수직적 관계인지 혹은 둘 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33) 수평적 관계인지 혹은 수직적 관계인지 여부는 경쟁자
관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시장에서 경쟁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라도 상품시장에서 경쟁자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복합적 특성을 가지는 관계도 존재한다. 즉, 기술보유자가 기술시장
에서 라이선싱을 하면서 상품시장에서 라이선스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품시장에 참여한다면, 하나의 기술이전합의가 수직적 관
계가 될 수도 있고, 수평적 관계도 될 수 있다. 한편, 수평적 관계의 기
술이전합의는 기술간 경쟁(intra-technology)에 영향을 미치고, 수직적 관
계의 기술이전합의는 기술간 경쟁 또는 기술내 경쟁(inter-technolog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4) 그런데 경쟁자간 기술이전합의는 비경쟁자간 기
술이전합의보다 경쟁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된다.35) 특히 경쟁자가 진정
33)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2016), 3.3
34) 수직적 경쟁제한 내지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라는 개념은 명확하
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수직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수평적 경쟁제한과 다른
고려요소로 제시되는 ‘브랜드내 경쟁제한’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수직적 경쟁제
한을 규제하는 경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으로는 이봉의, 독일경쟁법, 법
문사(2016),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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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ine)

카르텔을

하려는

경우,

기술이전합의(licensing)은

협력

(cooperation)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거나 감독하는
효과적 수단을 제공한다.36) 한편, 비경쟁자간 기술이전합의가 관련시장
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수평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조정(coordination)을 촉진하는 경우에도 경쟁에 해로울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가 보완 관계에 있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직적 특성의 전형을 가진다. 예를 들면, 라이선서는 주요 영업 분야에
서 연구개발을 하고, 제조업체인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개발한 기술의
라이선스를 구매한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제조한 상품에서의 부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제조업체일 수도 있고, 또는 라이선서가 상품을 제조하고 라이선시는 주
로 유통 및 마케팅을 운영하는 형태일 수 있다.37)38) 따라서 하위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보유자가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부품시장에 참여하는
기술보유자가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혹은 제조업자인 기술보유자가 유
통을 위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로 수직적 관계의 기술이전합의를 구분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쟁(라이선시 사이의 기술간 경쟁)
은 경쟁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쟁(기술 내 경쟁)의 중요한 보완 요
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술간 경쟁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소비자들에게

35) TTBER guideline para 27.
36) Steven Anderman· John Kallaugher, Technology Transfer and the EU
Competition Rules : Intellectual Property after Modernization, Oxford
Press(2006), p.217.
37)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2016), 3.3
38) 오늘날 기술이전합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실시특허권자의 경우, 사실 그와
같은 사업모델의 등장은 특허권의 강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정상적인 것일 수
도 있다. 이에 특허괴물과 같은 부정적 인식의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특
허권의 강화는 기술시장의 활성화, 기업의 특허활용 확대의 결과를 가져 왔는데,
기업의 특허활용이 종래의 기술 전유성을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이었다면, 기술시
장으로 인해 사업화 이외에도 특허권을 통한 기술이전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실
현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이창주, 특허권 강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전 유형의 구분 제안,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4호(2013.12),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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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즉각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경쟁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간
의 추가 경쟁을 촉진시킨다.39)40) 이와 같이 기술이전합의가 수직적 관계
인지 수평적 관계인지에 따라 관련되는 시장이 다르며, 경쟁제한의 양상
이나 동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법 심사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
함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직적 거래제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
어지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브랜드내 경쟁제한의 측면과는 달리
접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이전합의에 있어서도 기술내 경쟁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는 브랜드내 경쟁제한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
즉, 라이선시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재판매사업자가 아
니기 때문에 라이선시간의 경쟁은 제품의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시장획정
경쟁법에서 관련시장은 사업자의 어떠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고자 그 행위가 사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통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범위를 먼저 정하여야 하기에
수용되는 개념이다.41) 관련시장은 크게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거래의 객체별 또는 단계별로 용도와 기능이 묶인 시장으로 상품
의 대체가능성과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후자는 일반
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
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하여 거래상대방을 교체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42)
39) TTBER guideline para 27.
40) 다만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맥락에서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
업자이다. 따라서 유통업자로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로서 독자적 상
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재판매에 필요한 수직 계약의 경우보다 라
이선시 간의 경쟁은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의 범위가 넓다
고 할 수 있다(TTBER guideline para 27).
41) 권오승 편, 독점규제법 제4판, 법문사(2015), 25면.
42) 권오승 편, 위의 책(2015), 27면.

- 18 -

한편 기술이전합의의 거래 객체로서 기술은 투입요소(input)의 일환으로
제품이나 생산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는 투
입 시장과 생산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
제품을 판매하며 제품의 생산에 관해 겹치는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권리
를 가진 두 사업자간의 기술이전합의는 기술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즉 기술이전합의는 라이선스된 기술을 이
용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또는 중간 상품에 대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가질수 있다. 여기서 제품 시장은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 상품
과 구매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특성 및 사용 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때
계약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된다.43)
그러나 기술의 경우 기술 자체가 상품이 되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44) 이러한 관련 기술시장은 라이선스 받은 기
술에 대한 권리와 라이선시의 입장에서 기술의 특성이나 사용 목적, 로
열티를 고려하였을 때,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권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
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시장은 지식재산권이 재화와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에 기술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
냐하면 묵시적 라이선스로 판매되는 특허된 상품의 경우 해당 기술은 판매
상품의 필수 부분으로 라이선스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시장에서 지리적 시장은 관련 사업이 제품이나 기술 라이선스의 수
요와 공급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쟁 조건이 충분히 동일하며 경쟁 조건
이 다른 지역의 조건과 확연히 달라 주변 지역에서 구분되는 지역을 말
한다.45) 기술시장의 경우 지리적 시장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
는데, 기술은 무체물로서 비배타성, 비배제성의 특성에 따라 운송비용,
생산량 등에서 일반 재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이전합의는 혁신시장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상품시장과 기술시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43) TTBER guideline para 21.
44) Antitrust Guidelines for
3.2.2. 이하 참조.
45) TTBER guideline para 2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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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llectual

Property(2016),

왜냐하면 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하는 제품을 대체
하게 될 향상된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의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합의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46) 혁신은 잠재적 경쟁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합의가 제품시장과 기술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고려요소가 된
다. 별도로 혁신시장을 획정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도 있다. 즉 기술이전합의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초기 단계에서 연구 개발을 판단할 수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합의가 체결 된 이후 충분한 양의 연구개
발을 위한 경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점
에서 혁신시장은 연구개발시장이다.
다만 혁신시장은 현재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연구개발 활동에 초
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운영자가 연구
개발 활동에서 기밀유지 요구로 인해 관련 투자를 공개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설령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공정 가치 판단의 결여로 인해
투입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은 혁신시장의 특성상 매출액 중심의 시장점유율은 그 산정이 어렵거나
혁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7)
3. 부당성 심사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은

생산적(productive),

배분적

(allocative) 또는 동태적(dynamic) 효율성의 세 가지 범주에서 이해된다.
이 중 동태적 효율성은 기업이 새로운 생산물이나 새로운 생산과정을 소
개하는 부분를 의미한다. 기업 간 경쟁은 주로 가격경쟁, 즉 가격과 양
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동태적 환경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이 아닌 ‘혁
신’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기업 간 가격경쟁은 동태적 환경에서는 부
적절할 수 있다. 동태적 효율성은 기술 진보의 역동적 환경 속에서 소비
와 투자의 극대화(optimization)를 의미한다.48) 오늘날 경쟁은 지속적이고
46) TTBER guideline para 26. 이하 내용 참조.
47)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II.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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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빠른 제품의 발전에 대한 경쟁이고, 이러한 경쟁은 가격 경쟁 이
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동태적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다.49) 이러한 동
태적 효율성이 가지고 오는 사회적 후생(welfare)은 위의 세 가지 경제적
효율성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기술 경쟁은 혁신을 두고 경
쟁하는 것이며, 동태적 효율성 증대에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
합의는 기술의 이용에 따른 후속혁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태적 경쟁
에 기여한다. 결국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부당성 판단에서는 동태적 효율
성, 즉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쟁법 심사는 정태적 경쟁 모델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모델은 경쟁법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으나, 동태적 경쟁 분석에서 동
모델은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동태적 분석의 활용 증가에 대
한 제안의 실제 가치는 반독점 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예측적 사실 분석
(predictive fact finding)에 관여할 때, 직면하는 제도상 한계의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50) 왜냐하면 동태적 경쟁이라는 개념을 부당성 판단에
서 고려하는 것인 단순히 정책적인 선호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으
로서 고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태적 경쟁을 규범적으로 수
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법기관과 경쟁당국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 한계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방식
1. 미국의 접근방식과 EU의 접근방식
1890년 셔먼법(Sherman Act) 제정 후, 집행 초기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은
독점을 부여하는 권리인데 반해 반독점법은 독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
로 이해되어 양 법은 상충관계로 인식되었다.51) 그러나 점차 지식재산은
48) Pinar Akman, the Concept of Abuse in EU Competition Law, Oxford and
Portalnd, Orecon(2012), p.22.
49) Id, p.22.
50) Dugals H. Ginsburg·Joshua D, Wright, Dynamic Analysis and the limits of
Antitrust Institutions, Geo.M.Univ L.& Eco, v78(201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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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권리를 창출하지만 배타성은 시장지배력과는 다른 것이어서 특허
권자라고 하더라도 경쟁상 우위를 가지지 못할 수 있고, 현대 반독점법
이 문제 삼는 것은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일정한 경쟁제한적 행위가 존재
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상호보완관계로 이해
되었다.52) 실제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20세기 초에는 10년 정도 된 셔먼
법의 금지영역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다.53)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남용 행위를 억제하는 요청이 증가하였다. 법원
은 초기에는 특허권 남용 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
하였고,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점차 특허권의 반경쟁적 행위가 독점금
지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54)
그런데 미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는 1970년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DOJ)가 발표한 “Nine No-No’s”를 주목하여야 한
다. 즉, DOJ는 일정한 내용을 포함한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당연위법
(Per Se Illegal)으로서 도전(challenge)하겠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라이선시에게 비(非)특허상품의 끼워팔기, 재판매제한, 개량기술 이전의
무, 배타적 거래, 배타적 라이선스, 패키지 라이선스의 강제, 부당한 기
술료 산정, 제조방법특허로 만든 제품의 최종제품 용도 및 고객제한, 실
시권자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이었다.55) 즉, 특허권이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문제의 지식재산권 행위가 지식재산권법이 부여
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식재산권 범위 이
론을 차용한 결과였다.56) 그러나 획일적 규제에 대한 비판으로 소송 실
51) ABA, Antitrust Section of Antitrust Law,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Handbook(2d ed. 2015), p.40, 이호영, 앞의 논문(2016), 84면에서 재
인용.
52) ABA, Antitrust Section of Antitrust Law, Id, p.40, 이호영, 위의 논문, 84면
에서 재인용.
53) ABA, Antitrust Section of Antitrust Law,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Handbook(2007), p.2. 판례로는 Bement v. National Harrow Co.,
186 U.S. 70 (1902), Henry v. A. B. Dick Co., 224 U.S. 1 (1912)를 참조.
54)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Mfg. Co., 243 U.S. 502
(1917).
55) ABA, supra note 53.
56)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IT분야 특허권 남용행위 외국 사례 검토,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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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는 많은 행위가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 해결되었다.57)
결국, 1981년에 들어서 Nine N0-No’s는 폐기되고, 합리성의 원칙에 기초
한 판단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당연위법에서 ‘위법일 수 있는 것’으로 평
가되는 제한조항에 대해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적어도 같은 수준의
경쟁촉진적 근거도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58)
이러한 기조는 1998년 제정된 ‘국제 반독점 집행지침(1998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에서 라이선스상의
거래제한을 무임승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보고, 시
장 구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선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결된다.59) 그리고
DOJ는 1995년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지침(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1) 지식재산권법과 반독점법은 혁신 촉진과 복지 향상이라는 공
통 목적을 가지고, 2) 다른 형태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에도
동일하게 반독점의 일반 원리를 적용하며, 3)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시장지배력을 반드시 부여한다고 추정하지 않으며, 4) 라이
선싱이 친경쟁적 이점을 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은

경쟁에

미치는

해악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는

안전지대(safety

harbour)를 설정하였다. 오늘날 미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은 유체재산권과
동일한 원리를 지식재산권에 적용하고 있으며, 각 행위 유형별로 경쟁제
한효과와 동적 효율성 제고 등의 정당화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60)
한편, 흥미로운 점은 제약분야의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에 관한 일련의 사건에서 미 연방법원의 판례에서 당연위법을 적용한
판례61), 배타적 범위 내는 적용면제, 배타적 범위 외에는 합리의 원칙
회 연구용역보고서(2010), 20면.
57)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의 연구보고서, 20면.
58) 이문지,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기업법연구 제17집(2004), 297면.
59) 이문지, 위의 논문, 297면.
60) 이호영, 앞의 논문(2016), 86면.
61) In re Carψem CD Antitrusr Lir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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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 62),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본 판례 63)이 혼재
되어 있었는데, 최근의 FTC v. Actavis Inc 판례 64)에서는 특허권의 배
타적 범위 내에서도 합리의 원칙을 통한 경쟁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또 하나 미국의 접근방식에서 특이점은 반독점법과 무관하게 발전한 특
허권 남용 항변에서 점차 경쟁제한성을 요구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특허권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Posener 판사로 인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65) 즉 Posner 판
사는 USM Corp. v. SPS Technology, Inc. 사건66)에서 남용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의 우려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그 포괄적 범위로
인해 특허보유자의 권리가 약화되는 불확실성에 처해질 것이라고 명시하
였다. 이에 대해 Robert Merges는 “반독점법은 특허권자가 부적절한 시
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론(precise
methodology)을 발전시켰으며,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남용의 형평법적 교
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추가하였다”라고 보았다.67)
그 이후 Federal Circuit의 초기 판결인 Windsufring Int’l, Inc. v. AMF,
Inc.68)에서는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하였다는(with anticompetitive effect)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주심 판사인 Markey는 Posner 판
사의 USM 사건에서의 의견을 인용하며, 최근의 경제 분석은 당연 위법
으로 반경쟁적이라고 보는 라이선싱에 내재한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Robert Hoerner은 ”ㄹ지배적인 대법원의 선례를 포함
해서 현존하는 판례법에서는 독점 형태의 특허 남용의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관련시장의 판단 혹은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이 요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 놀랄만한 선고“라고 보았다.69) 그리고 이러한 연방순회법원
62) VaIIey Drug αmpany v. Geneva Pharmaceuticals, Inc.
63)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64) FTC v. Actavis, Inc., 570 U.S. ___, 133 S. Ct. 2223 (2013).
65) 조원희, 앞의 논문, 108면.
66) USM Corp. v. SPS Tech., Inc., 694 F.2d 505(7th Cir. 1982).
67) Marshall Leaffer, Patent Misuse and Innovation, 10 J. HIGH TECH. L.
142(2010), p.155.
68) Windsufring Int’l, Inc. v. AMF, Inc. 803 F.2d 661 (Fed. Cir. 1986).
69) Robert J. Hoerner, The Decline (and Fall?) of the Patent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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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권 남용 접근법은 지방법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추종되었다.
어떤 법원은 피고가 반경쟁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제도의 남
용을 보이는 행태라 하여도 위반행위의 주장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특
허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접근법을 택하였다.70) 최근의 순회
법원 판결들도 초창기 판결과 동일한 맥락이나, 반경쟁적 효과의 검토
와 합리성의 원칙 분석을 더 강조하고 있다.71)
한편, EU는 각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법제가 점차 조화되고 있으나 여
전히 상이한 배경 하에서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에 관한 경쟁법 및 정책
이 발전하여 왔다.72) 따라서 EU 경쟁정책은 TFEU 제345조에 의해 보호
되는 자국의 지식재산 정책의 핵심(core)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을 위
한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하기 위한 균형 작업을 수행
하여 왔다.73) 가령 EU 법원은 EU 경쟁규칙이 지식재산권의 존재
(existence)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 행사(exercise)에는 특정 제
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지식재산권의 관점과 EU 경쟁정
책의 경제 기준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74) 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합
Doctrinein Federal Circuit, 69 ANTITRUST L.J.(2002), p.697.
70) Daryl Lim, Patent Misuse and Antitrust: Rebirth or False Dawn?, 20 Mich.
Telecomm. & Tech. L. Rev(2014), p.334. 관련 판례로는 Seaboard Int’l, Inc.
v. Cameron Int’l Corp. No. 1:13-CV-00281-MLHSKO,2013 U.S. Dist. Lexis
106784, at *8 (E.D. Cal. July 30, 2013).
71) 조원희, 앞의 논문, 114면.
72) Thorsten Kaseberg, supra note 5, p.205.
73) Thorsten Kaseberg, Id, p.205.
74) Jonathan D.C. Turner, Intellectual Property and EU Competition Law, Oxford
Press(2016), p.6 ; 관련 판례는 이하와 같음. 38/87 Volvo v Veng judgment §8
CJ; 53/87 CICRA v Renault judgment §11, CJ; 144/81 Keurkoop v Nancy
Kean Gifts, CJ;56,58/64 Consten and GrundigvCommission,CJ;T-65/98
Vanden Bergh Foods v Commission §§170-171, GC, appeal dismissed on
other grounds in C-552/03P Unilever v Commission, CJ; 90/38 Bay-o-nox
§§7-61, EuC; and see also C-347/03 Friuli-Venezia Giulia judg- ment
§§118-134, CJ; C-306/93 SMW Winzersekt judgment §22, CJ; C-200/96
Metronome Music v Musik Point Hokamp judgment §21, CJ; T-6/01
Matratzen Concord v OHIM §54, GC; T-201/04 Microsoft v Commission
final judgment §691, GC; 37507 Astra-Zeneca §741, EuC, appeals dismissed
on other grounds in T-321/05 AstraZeneca v Commission, GC, C-457/10P
AstraZeneca v Commission, CJ; 39985Motorolaﾧ509, EuC; C-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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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관한 경쟁정책, 특히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위한 일괄예외규칙의
변화를 통해서 혁신의 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범적(legalistic) 접근에
서 경제적(more economic) 접근으로 이동하여 왔다.75) 즉, EU 경쟁법이
허용하는 또는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을 충분하
게 제공할 수 있는 규칙(rules)의 발전과 적용,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가
특정한 경우에 반경쟁적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 분석의 사용 사
이에 균형이 요구된 것이다.76)
다만 경제분석의 사용에 있어서는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관련
시장의 경제 분석은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균
형을 맞추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77)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얻는 것은 사업자나 경쟁당국
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당국이
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평가를 예측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거
나 과도한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이다.78)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경제 분
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비효율적이고, 재산권의 이용과 사업을 수행할
자유는 행정적 재량(administrative discretion)이 아니라 법(laws)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79) 이와 같은 고
려는 특히 EU 경쟁법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왜냐하
면 기업결합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80)
미국의 접근법은 거칠게 말하면, 적용제외, 당연위법, 합리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궤도 변화는 미국 내 특허
권 강화의 움직임81), 시카고 학파의 부상과도 맞물려 있겠으나, 경직되
고 형식적인 접근방법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방법으로의 변화를 시
UPCTelekabelv Constantin Film judgment §§51, 61-63, CJ.
75) Thorsten Kaseberg, Id, p.205.
76) Turner, Id, p.7.
77) Turner, Id, p.7.
78) Turner, Id, p.7.
79) Turner, Id, p.7.
80) Turner, Id, p.7.
81)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연구보고서(20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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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조에서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라이선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안전지
대의 도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EU 접근법에서 핵심은 EU 현대
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
의 법적 결과에 대해 가능한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rule)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바로

그

결과물이

EU

경쟁법의

현대화

(modernization)에서 이루어진 TTBER의 개정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제3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술이전합의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
경쟁법의 접근방식에는 크게 행위별로 자세하게 규칙(rule)을 정한 후
이를

사안에서

직접

적용하는

방식과

개괄적이고

원칙적인

기준

(standard)만을 정한 후에 법 위반을 판단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를 규칙
기반 접근방식(또는 형식기반), 후자를 기준기반 접근방식라고 한다. 다
만, 이러한 접근방식의 구분은 경쟁법의 고유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법 이론에서도 등장한다. 로널드 드원킨(Ronald Dworkin)에 의하면 규칙
은 명쾌하게 정리되고, 고도로 관리가능하며 예측가능한 반면, 기준은
유연하게 작용하면서 각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하며, 그 결과 도
출된 결론의 선례성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82) 그
리고 규칙은 일반적으로 기준보다 단순하며 집행에 비용이 적게 들고,
수범자와 법원에게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한다.83) 규
칙기반 접근방식은 규범의 명확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기준기반 접
근법은 규범의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84) 그런데 기준기반 접근방식이
필연적으로 효과기반 접근법이나 경제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방식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법에서 규칙기반 접근방식에서 기준기반
82) D. Kenndy, Form and Substance, 89 Harv. L. Rev(1976), pp.1687-1689.
83) Posner, R., Antitrust Law,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1), p.39.
84) 법학에서 규칙과 기준에 기반한 접근법에 관한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한 연구로
는 Pierre J. Schlag, ‘Rules and Standard’, 33 UCLA L. Rev. 379(Dec.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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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으로의 변화는 시카고 학파의 이론에 따른 영향으로 경쟁법 심
사에서 경제 분석이 강조된 결과로 설명하는 관점도 있다.85)
한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방식으로는 명확한 규범을
강조하는 규칙/형식기반 접근방식이 선호된다는 주장이 있다.86) 경쟁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집
행은 허용되지만, 제한 조건은 가능한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87) 이는 지식재산권법이 정교하게 구축한 지식재산권자와 제3자간 이
익 균형을 경쟁법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경쟁법이 가능한 명확한
규범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사실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 합의 당사자간 정보비대칭 등에 의한 높은 거래비용은 기술이
전합의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이미 시장 내에서 재화의 특성에 기인하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생성되고 그것이 기술이전합의의 활성화를 저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법 적용에 의한 불확실성이라도 어느 정도 해
소된다면, 기술이전합의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경쟁법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보다 의식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위험은
합의 이전에 최대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잠재적
당사자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행위규범이 관건일 것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접근방식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
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탄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가능하
다. 특히,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단계에
서 상품시장 외의 기술시장이나 혁신시장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당성 판
단 단계에서도 동태적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오히려 법
집행의 경직성은 혁신시장 내지 동태적 경쟁 보호의 관점에서 경계하여
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법 적용의 탄력성을 강조한
결과, 자칫 경쟁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의 여지를 넓혀 혁신에 부정적 영
85) Daniel A. Crane, ‘Rules Versus Standard in Antitrust Adjudication’, 64
WASH. & LEE L. REV.49(2007), pp.49-50.
86) Nicolas Petiti, The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Intersection in
European Union Law(2016), p.36.
87) Regibeau, P. & Rockett, K. Id,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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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적 법 집행은 지
식재산권자가 사전에 스스로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곤
란하게 하여 기술이전합의 자체와 이를 통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법 적용에서는 정당화 사유에 대한 판단을 통해 구체적 타당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결국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
한 경쟁법의 접근방법에서도 명확한 법규범과 이를 통한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한편,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접근법에 의존하는 것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88)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적 접근법에서 차용되는 분석 툴(tool)이 정적 경쟁
을 기초로 하고 있어 동태적 경쟁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SSNIP 테스트도 정태적 시장의 상황 판단
에는 유용하나 미래의 동태적 변화까지 감안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절
하지 않다.89) 나아가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화 사유의 존재, 예를 들어 혁
신 촉진의 효과를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경제 분석을 통한 입증은 불가
능에 가까워서 혁신가의 혁신 유인 보호에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한편, 경쟁법에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입
법 장치로서 ‘안전지대(safety zone or safety harbour)’가 있다. 이는 일
정 요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면제나
적용제외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특히 기술이전합의
에 대한 안전지대는 제도의 이점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90) 왜냐
하면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심사면제 내지 적용면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법적 안정성이 제공되면서, 기술이전합의가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88) 비록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서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나, 기술이전
합의에 관해서는 그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89) 권남훈, 모바일 분야의 동태적 혁신과 경쟁:NHN/다음의 구글 신고사건을 중심
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2012), 16면.
90) Yo sop Chioi, Andreas Heinemann,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 Licensing
Agreements: The WorldWide Convergentc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Eur Bus Org Law Rev 17(2016) ; 한편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 적용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적확실성의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는 최요섭, 앞의 논문, 440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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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기술이전합의의 경우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 획정, 부당성 판단에서 쉽지 않은 실무상 적용문제에 봉착한다.
따라서 수범자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런데 안전지대는 수범자가 안전지대 적용을 위한 구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우선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91) 그
외에도 기술이전합의에서 안전지대는 지식재산권 영역과 경쟁법 영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제 3 절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
I.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적용 법조
1. 체계 개관
기술이전합의가 경쟁자간 합의라면 수평적 경쟁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자간 경쟁제한적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제19조의 부당공동
행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가 비경쟁
자간 합의라면 수직적 경쟁제한이 문제된다. 흔히 수직적 경쟁제한은 사
업자간 관계를 기준으로 경쟁관계가 아닌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경
쟁제한행위로 이해된다. 혹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참가 사업자가 속한 시
장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행위를 의미하기
도 한다.92) 따라서 수평적 경쟁제한과 수직적 경쟁제한의 구분에는 경쟁
자간의 관계인지 여부가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하고, 그러한 합의가 합의
일방 당사자가 속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이나 EU 경쟁법이 수직적 경쟁제한을 수직적 합의로서 카르

91) 안전지대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수범자는 스스로의 행위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이상의 관련시장획정 단계나 부당성 판단 단계를 위한 자체 심
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92) 이봉의, 앞의 책(2016),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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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로 규율하는 것과 달리,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하고 불공
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율한다.
왜냐하면 국내 다수 학설과 판례는 수직적 공동행위 내지 합의에 대해서
는 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93) 다만, 적용된다는
입장94)에 따르면, 수직적 관계의 당사자 간 기술이전합의에 대해 법 제
19조가 적용될 것이다.
한편, 수직적 경쟁제한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필요로 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
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
계가 문제된다. 학설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 규제기
관이 양자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양
자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으로 구분된다.95)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듯하나, 실제
로는 중복 적용하는 사례도 있는 등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96) 대법원은
포스코 판결에서 양자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고97), 현대
93) 수직적 공동행위의 부당 공동행위로의 규제 여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수직적 공동행위는 공정거래
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포섭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94) 대표적으로는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경
영법률 제21집 제4호(2011) 참조.
95) 이기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경
제법연구 제14권1호(2015), 56면 이하 참조.
96)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 사건 심결에서 ① 이 사건 심결의 법 위반행위
가 현대차 사건판결의 인원채용 제한행위의 목적, 태양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② 행위사업자가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이
며, ③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판매대리점의 비율이 56%로 현대차 사건의 비율
인 2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아니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거래내
용의 불공정성과 더불어 경쟁제한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특
히 현대차 사건판결에서 설시된 “경쟁력 약화와 서비스 질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
축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
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포스코 판결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기준과
그 입증책임. 법집행에 있어서는 현대차 판결에서 제시한 복잡한 관련매출액의 계
산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
공정거래행위는 그 행위 유형뿐만 아니라, 규제 실무에 있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
여 그 중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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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판결에서는 문제된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
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양자의 성립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98)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제3조의 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금지된 남용행위의 유형으로서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부당한 출고조절,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부당한 시장진입제한 및 부당한 경쟁사업자
의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등의 5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법 제3조 제7호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
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요소로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열거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
위는 수직적 거래제한과 관련한 행위 유형으로서, 기술이전합의에 있어
서 적용 가능한 행위 유형으로는 법 제3조의2 제1항제3호의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행위와 동조 제5호의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를 들 수 있다.
수직적 관계에서의 기술이전합의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기술보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
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표준특허로 선정된 기술의 보유자라
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관련시장이
기술시장이냐, 기술이 적용된 상품의 시장이냐에 따라 시장점유율 산정
97) 즉 동 판결(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
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
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평
가·해석하여야 하므로”라고 판시하여 양 자를 구분하고 있다.
98)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6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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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달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 특허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시장 내 다른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가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직적 공동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술보유자의 남용행위라면 적용법조가 공정거래
법 제3조의2가 되어야 할 것이나 시장지배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라면 공정거래법상 다른 적용법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부당한 공동행위
수평적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
조이다. 법 제19조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9조제1항은 (1) 가격협정, (2) 거래조건협정,
(3) 공급제한협정, (4) 시장분할협정, (5) 설비제한협정, (6) 종류·규격제
한협정,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협정, (8) 입찰담합, (9) 기타 경쟁제한
적 사업방해활동·제한협정 등 9가지의 부당한 경쟁제한적 합의의 유형
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제19조제2항은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

술개발. (3) 불황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6)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 6가지로 열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가하여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2 이상의 사업자 간에 법 제
1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
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즉 합의의 존재와 부당성 및 경쟁제한성이 부당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이다. 한편 기술이전합의가 연구·기술개발의 목적
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이거
나, 법 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적용의 예외나 제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인가제도와 적용제외
는 카르텔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인가제도는 행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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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전에 경쟁당국에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적용제외의 경우 사전적
으로 경쟁당국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공동행위가 문제가 되는 때, 즉
행위 이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99)
한편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
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
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100) 특히 가격협정, 입찰담
합 및 시장분할협정 등 소위 ‘경성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뚜렷
하고 직접적이며 이를 상쇄할 만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서 미국이나 EU 등 각국의 판례나 실무에서는 문제 행위의 경쟁제한성
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거치지 않고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101)
반면, 공정거래법은 가격에 관한 합의 등 소위 경성 카르텔에 대해서도
당연위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경성 공동행
위와 연성 공동행위를 구분하여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체로 시장획정 후에 경쟁제
한효과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02) 한편, 부당성의 해석론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나, 예외적인 경
우에는 부당성 요건을 소극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효과와 다른 국민경
제상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3)
4.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99) 지철호, 공동행위 인가제도, 경쟁법연구 제20권(2009.11), 241면.
100) 대법원 2002.3.13. 선고 996514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101) 권오승 편, 앞의 책(2015), 180면.
102) 이봉의,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과거와 미래, 경쟁법 연구 제23권
(2011), 199면.
103) 이봉의, 위의 논문,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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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로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1)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3) 부
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4) 거래상 지위의 남용, (5) 구속조건부 거
래 및 사업활동방해, (6) 부당한 지원행위, (7)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7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표지는 공정거래저해성으로 경
쟁제한성 뿐만 아니라 불공정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기술이전합의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구속조건부 거래
및 사업활동 방해를 규정하여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
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구속조건부거래
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함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규
정하고 그 판단기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
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기술이전합의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므로 특히 기술
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주요 적용법조라고 할 수
있다.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법 제29조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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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성이나 부당성 등과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다. 다
만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성 항변을 인정한
다. 한편,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RPM)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재판매업자에게 제조업체의 상품을 특정
최저 가격 혹은 그 이상이 가격으로 판매할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수직
적 계약을 뜻한다. 라이선서가 라이선스 기술을 통합한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라이선스의 조건부로 정하는 경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문
제될 수 있다.
II. 기술이전합의 규제 실무
1. 심사지침
(1) 심사지침의 성격
공정거래법 또는 법 시행령은 위임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고시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 관한 법 제
3조의2는 제2항에서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제6항은 이를 고시로 위임하
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시
의 규정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104)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016.3.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7호)은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위임
근거가 없어서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
문에 심사지침에 규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상 개
104) 대법원 2001.12.24. 선고 99두11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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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구속하는 내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연성법(soft law)으로서 수범자
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으로서 사실상 기능한다.
한편, 심사지침은 2014년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존에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
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으로 일원화하였다. 따라서 불
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수직적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대체
된다.
(2) 심사지침의 내용105)
심사지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
산권행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기술(記述)은 지식재산권인 특
허권을 중심으로 한다. 즉 개별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식재산권별 특수성
을 고려하여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심사지침을 유추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지식
재산권 행사라 하여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
한)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일반적 심사 원칙에서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은 관련 산
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
한다는 인식을 밝힌다. 또한 기본 원칙에서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여받은 지식재산
권의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한다. 그러
나 심사지침에 의하면 외형상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이더라도
105) 이하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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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질이 지식재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 지식재산권의 행사라도 그 실질이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질이 정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양(兩) 기
준을 모두 적용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사지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일정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상 각 금지 행위에 위반되
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행사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
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
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침
Ⅲ.에서 ‘부당하게’라는 표현은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상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법성 판단시 고려사항으로 관련시장획정 방법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거래대
상에 따른 시장획정을 할 때는 통상적인 상품·용역이 거래되는 ‘상품
시장’ 이외에도 실시허락계약 등의 형태로 관련 기술이 거래되는 ‘기술
시장’과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기술․공정을 위한 특정한 연구개
발과 관련된 ‘혁신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경쟁제한효과 분석으로 기본적 고려사항은 관련시장의 가격 상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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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
의 비용상승 효과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경쟁제한의 효과가 큰 경우로서, 일반
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필수 생산요소와 같은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지식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의 행사로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가능성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
이 크다고 본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단, 위법성 판단 시
고려대상이 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보다 경쟁제한 효
과가 더 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
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
는 지식재산권 행사 시점에 즉시 발생하는 효과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기
술혁신의 촉진을 통한 상품 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을 통해 향후 관련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을 포함한다. 단, 이러한 효과의 발생이 막연하게 기대되는 수준에 그쳐서
는 안 되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기준에서 기술이전합의와 관련된 기술양도계약과 기술실시
계약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우선 특허권 취득에 있어서는 주요 영업부분
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수, 그랜트백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나아가 실시허락과 관련하여는 실시허락의 대가, 실시허락의 거절,
실시범위의 제한,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를 규정한다. 특허풀과 상호실
시허락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상호실시허락과 관련하여서는 특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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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일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분쟁과
정의 합의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체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I. 총칙

적용범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행사
동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지
식재산권 행사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의 부당
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기본원칙
II.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적용
일정한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법
에 개별조문에 위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심사원칙

서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요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관련시장 획정 – 상품시장, 기술시장,
위법성판단 시
고려사항

혁신시장
경쟁제한 효과분석 – 기본적 고려사항,
경쟁제한의 효과가 큰 경우, 효율성 증
대효과 고려
가.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특허권의 취득

양수
그랜트백

소송을 통한
III. 구체적
판단기준

특허권의 행사
실시허락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표준기술 관련

실시허락의 대가
실시허락의 거절
실시범위의 제한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
특허풀
상호실시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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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행사
특허분쟁과정의
합의
특허관리저문사업
자의 특허권 행사

2. 심결례
(1) 심결 내용
기술이전합의의 규제 사례는 적은 편이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권 등 지식재산권 행사 또는 취득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은 대부분 표준필수특허의 행사에
관한 것이었고, 아주 일부 사건에서만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아닌 특허권
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아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상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기술이전합의
① 퀄컴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거래상지위남용 건(2009년 심결)
퀄컴 등에 대한 2009년 심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특허권을 보유
한 사업자가 FRAND 선언을 한 후 차별적으로 로열티를 적용하는 행위
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106) 이 외에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2000용 휴대폰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이들 휴대폰 제조
사가 제조․판매하는 CDMA2000용 휴대폰에 장착되는 모뎀칩 중 피심인들
모뎀칩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106) 송재섭,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권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2014,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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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2000용 RF칩
(RFL, RFR, RFT, IF 등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이들 휴대폰 제조사가
제조․판매하는 CDMA2000용 휴대폰에 장착되는 RF칩 중 피심인들 RF칩
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
다. 위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이라고 판
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이동통신기술을 사용
하도록 하면서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허기간이 종료되거나
특허가 무효가 된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
결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거래상 지위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과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둘 다 특허 기술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기타의 요소에서는 “CDMA 및 WCDMA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독점력과

기술개발의

계속성,

차후의

Amendment 라이선싱 계약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CDMA
및 WCDMA 이동통신용 부품 및 장비 제작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거래과
정에서 피심인들의 요구 또는 제시 조건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자기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시
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기타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
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는 우선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특허권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는 배타
적인 지배권으로, 특허 사용권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로열
티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다.
나아가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
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즉 “특허기술의 독점적 실시권을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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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인정하거나 지나치게 장기에 걸쳐 인정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
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하여,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특허권이 소멸하고 그 기술은 ‘공지의 사실’이 되
어 더 이상 특허권을 주장하거나 그 대가로 실시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 제3조 9호
에서도 특허권 등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실시권자가 기술료를 내도록 하
는 행위는 산업재산실시허락계약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으로 규정하여, 이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
허권 소멸 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피심인이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
문에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은 더욱 커진다고 판단하였다. 한
편 합리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을 줄 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반면 이 규정의 편익은 오로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피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성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② 퀄컴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거래상지위남용 건(2017년 심결107))
퀄컴 등에 대한 2017년 심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심인들은 모
뎀칩셋 제조ㆍ판매에 필수적인 자신들의 CDMA, WCDMA 및 LTE 등 이
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 범위를 제
한하고(행위 1),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려면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107) 2015시간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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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이러한 계약 행태와 사업구조에 기초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피
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당한 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 라이선스 조건만을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필
요한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
라 실시료 조건을 요구하여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자신 및 자신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행위 3), 이러한 각 행위들은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으
로 연계되고 순환되어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공정거
래위원회는 행위 1ㆍ2ㆍ3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
이선스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이 관련 시장이라고 판단하였고, 행위 2ㆍ
3과 관련하여서는 휴대폰 제조사와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에서 피심인들이
자신의 모뎀칩셋 공급과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시장은 모뎀칩셋 시장이고 그 지위가 행사되는 시장은 이동통
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이다. 또한 그 효과는 다시 모뎀칩셋 시
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품시장인 모뎀칫셋 시장과 기술
시장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여 고려하
고 있다. 한편 행위 2ㆍ3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중첩적으로 적용하였
다. 전제는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후자는 거래상대방의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거래관
행 및 통상 대등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아무런 대가없이 FRAND 조건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③ 돌비의 거래상지위남용 건108)
돌비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가. 거
108) 2014서감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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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대방이 라이선스 대상 권리의 효력범위소유권 귀속 관계를 다투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를 다툴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거래조건, 나. 거래상대방이 라이선스 대상 권리를 침해 또는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조
건, 다.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규모에 비해 현저히 미미한 기준을 거래상
대방이 보고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 부담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래 조건, 라. 거래상대방이 라이선스 기술 이용 과정에서 이
용발명을 통해 취득한 권리 및 판매 등을 통해 취득한 라이선스 기술 관
련 권리의 처분과 행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유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
다. 동 심결에서는 적용제외 판단은 생략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된 사건인데도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심사지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 사
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유형인 불이익제공행위의 부
당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지재권 심
사지침은 지재권행사에 대한 법 적용의 일반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법 위반의 논리적 구조가 유사한 측면을 근
거로 지재권심사지침을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2) 비표준특허권자에 의한 기술이전합의
① 코백(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건109)
코백(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공정부분의 공사와 관련한 특허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
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사업자를 지정하고, 고율의 하도
109) 2006서경0442, 2006서경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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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비율과 선급금 지급의무를 규정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보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피심인은 철도교량공사 전문기술사업자로서 철도교량공사 관련 특허를
14종(등록 중 5종 포함) 보유한 사업자였다. 철도교량공사는 철도교량공
사 중 유도상화공사에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이 있는데, 특허공법은 밀어
넣기식 공법으로 피심인의 특허기술이 유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런데 발
주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입찰시 밀어넣기 공법으로 사전에 결정함에 따라
낙찰자들은 유도상화공사 공법 중 밀어넣기식 공법의 국내 유일의 특허
기술 보유자인 피심인과 특허기술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
심인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들에게 하도급 사업
자를 지정하고 고율의 하도급비율을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
구하고, 선급금 지급의무 규정을 설정한 것은 비전문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특허공법이 사장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그러한 요구가 특허권자
로서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의 사장방지와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철도교량공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낙찰자들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피심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하도급 비율도 95% 또는 100%로 정하였으며, 낙찰자가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40% 또는 50%에 이르는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공
정거래를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SKT의 거래상지위남용 건110)
SKT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대방에게 특허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권 무효, 취소, 미등록 등의 사유로 효력
110) 2011시감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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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술사용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상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동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9조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 사
건 행위는 특허권이 무효, 취소, 미등록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용료 지급 등 계약서 상 의무 조항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인 바, 이는 특허법이 보장하는 권리 범위 내에
존재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한 바 있다. 그리고 심사지침을 인용하면서 동 심사지침 또한 “‘부당
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 제59조의
적용에 의거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
다.”고 하였다. 한편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상지위남용
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더해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즉 “만약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출원 후 20년이
경과하여 배타적 권리가 소멸한 특허기술, 또는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
지 못한 비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
술 이용에 각종 제한을 부과한다면, 이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후속 기술 혁신에 걸림돌
로 작용하여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심결 분석
사실 표준특허권 외 특허권의 행사 행위에 대한 심결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의 규제실무에 대해 일반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자면, 우선 적용제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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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용제외 심사단계가 생략되거나, 형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가
령, 코백 사건에서는 적용제외 판단은 생략되고, 부당성 판단에서 정당
화 사유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반면, SKT 사
건 심결에서는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허권은 무효, 취소, 미등록되어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행
사 행위가 특허권의 외형상 행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
하면 제59조의 적용제외를 논할 여지가 없었던 경우이다. 나아가, 같은
사건에서 문제된 그랜트백과 같은 개량기술의 이전의무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심사가 생략되었다. 그 외 돌비 사건에서는 적용제외 심사에 대한
판단, 즉 1단계의 심사는 생략되었다. 한편 퀄컴 등의 사건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문제된 행위는 우선 지식재산권의 행사의 외형적 범위를 넘
어선 행위이므로 제59조의 적용 여지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
이다.
한편 코백 사건에서는 비전문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특허공법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하도급사업자를 지정한 제한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 과정이 있었다. 특히 비표준특허권의 경우에
는 기술이전의 허락에 관한 구속적/비구속적 의무가 없어서, 기술보유자
의 정당한 이익에 따라 특정 조건(코백 사건에서는 하도급사업자의 지
정)이 전제되어야만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는 해당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임승차 등이 방지되지 않아 기술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즉 기술이전에 불가피
한 조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기술이전합의와 비표준특허권자의 기술이전합의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
는 것이다. 그리고 퀄컴 사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에서 보면,
표준특허권자와의 기술이전합의 협상에서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의사의 구속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돌비 심결에서는 피심인이 표준특허권자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여기서는 심사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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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공동행위임에도 불공
정거래행위 유형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활용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 점에서 심사지침과 실무상 운용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
는 것이다.
III. 기술이전합의 규제에 대한 평가
1. 적용제외 심사
(1) 2단계 심사구조(two step analysis)
공정거래법상 개별 조문의 위반은 ‘부당성’을 요건으로 한다. 예를 들
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각 유형도 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조문의 행위요건이
충족된 이상, 법 위반 여부는 부당성 심사에서 판단된다. 그런데 법 제
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
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된
다. 따라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용제외 심사(1단계)와 법 위
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당성 심사(2단계)가 개별로 필요하다. 결국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2단계의 심사구조(two step
analysis)에 따른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구체
적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서 정하게 하는 위임 근거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적용제외 여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서 경쟁당국과 법관의 판단 영역에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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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 제59조가 기술이전합의를 포함
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
는 것은 동조의 규정 방식에서 바로 알 수 있다. 비록 정당한 행위의 판
단기준에 관한 여러 해석론이 시도되었으나,111) 종래 다수설인 본래적 행
사와 비본래적 행사로 구분하는 입장112)은 지식재산권의 본래적 행사 개
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적용
제외 심사 단계와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113)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적용제외 규정이 지식재산권 행사
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실제로 기여하는 바 없이, 오히려 법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조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114)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서도 적용제외 심사 판단이 형식적 수준
에 그치거나,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러한 관행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111)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당해 권리의 행
사가 시장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독점규제법의 관점에서의 판단
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신현윤, 경제법 제6판, 법문사(2014), 140면, 손영화, 지
식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판례월보 제361호(2000), 34면 참조, ; 특
허권 남용 자체에 대한 기준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독점규제법에서는 특허권
행사가 관련 시장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강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2014), 9면, 조영선,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2013), 152면 참조.
112) 장정애, ‘지적재산권의 독점규제법 상 예외조항에 관한 고찰-미국법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8(2009), 284면 ; 구재군,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의 관계, 사법행정 제41권 제7호(2000)’, 17면.
113) 나영숙,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의 비교분석
을 중심으로’, 경제법 연구 제14권 제1호(2014), 346면.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미친 영향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경쟁법의 적용 면제 여부 판단과 적용을
전제로 한 후의 위법성 판단에 반복하여 고려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법 체계를 정비하거나 현재의 적용 구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14)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원칙적 법리의 모색’, 2016년
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131면. ; 다른 폐지하여야 한다
는 견해로는 정영진, “표준화와 공정거래법-지식재산권 남용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2권 제6호(2006), 28면 참조, 해당 조문이 궁극적으로는 불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정호열, 경제법 제3판, 박영사(2010), 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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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무상 운용과 규범 간 불일치도 있다. 즉 법체계상으로는 지식
재산권 행사에 관한 심사는 적용제외 심사 후 부당성 심사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부당성 심사단계에서 정당화 사유의 항
변이 제출되면서, 동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가 판단되
기도 한다. 즉,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의 단계의 명확한 구분 없이
부당성 심사에서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판단이 서로 혼재되어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상 관행의 당부(當否)를 차치하고라도, 규범과
실무 간 괴리는 그 자체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어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안전지대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공동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그리고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기술이전
합의에서 심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지대에 관한 사항은 부당공동행
위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상 안전지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우선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에 의하면 공동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시장을 획정하
고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
참여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종료한다(제2-1단
계～제2-3단계). 그러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참여사업간의 경쟁제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 등을 심사한다. 즉, 안전지대 설정에서 있어서 시장점
유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20%이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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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에 의하
면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
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
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한
다. 다만 안전지대는 법 제23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에 한정된다.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라고 하여 자동적으
로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안전지대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용되며 상기 행위유형에 대해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등이 작을 경우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불공정성(unfairness) 위주로 심사하
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안전지대 설정
기준은 시장점유율로서 10%이며,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 합
계액을 기준(20억 원)으로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시장점유율 산정이 기술시
장을 기초로 하는 것인지, 상품시장을 기초로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또한 기술이전합의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안전지대의
기준 설정에서 기술이전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115) 또한 수범자의 입장에서 안전지대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
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기술이전합의와 같이 기술시장에서의 시
장점유율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
제에도, 시장점유율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심사지침 등을 통해 전혀
115) 김희은·강일, ‘기술이전 합의에 대한 EU 및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쟁저널
(2014), 142면. ; 상기 논문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이 기술시장을 기초로 하
는 것인지, 상품시장을 기초로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기준이 되는
점유율 역시 공동행위 심사기준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상의 점유율과 동
일하여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특수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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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지대 적용효과로서 심사면제는
여전히 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있는 탓에 수범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2. 부당성 심사
(1) 경쟁제한성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
관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지식재산권 행사 시점에
즉시 발생하는 효과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기술혁신의 촉진을 통한 상품
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을 통해 향후 관련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 단, 이러한 효
과의 발생이 막연하게 기대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
다. 이에 대해 판례와 심사기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반해,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의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수반된다는 일반적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평가가 있다.116) 또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서 각 행위 유
형별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지침의 내용만으로는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이 충분히 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경쟁제한성의 판단기
준이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이다. 또한 각 행위 유형별, 예를 들어 특허권
의 취득, 실시범위의 제한,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 등의 행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당성의 판단요소를 일부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단요
116)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서강대학
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2015),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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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라 위법성을 징표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117)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의 내용을 합의 당사자간의 관계나
합의가 미치는 시장에서의 효과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거나 합의에
존재하는 제한별로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기술이전합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그에
대한 예측이 경쟁당국의 역량의 범위 외에 있는 경우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혁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의 자의적 판단 개
입의 여지가 넓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경제
분석은 정태적 경쟁에 특화되어 있어서, 동태적 경쟁의 판단에서는 신뢰
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동태적 경쟁으로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규범적 기준과 적절한 방식이 심사지침 등
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불공정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외국 법제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체계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표지인 공정거래저해성은
실무 및 이론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위법
성의 고려요소를 일원적 혹은 다원적으로 볼 것인지 부터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 공정거래저해성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각 유형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은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판
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거래거절, 차별
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및 구속조건부거래가 있다. 또한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
117) 예를 들어, 동 심사지침에서 III. 구체적 판단기준 라. 실시허락시의 조건 부과는
계약상품 가격의 제한,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 제한,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거래 제한, 끼워팔기, 부쟁의무 부과, 기술개량과 연구활
동의 제한 권리 소멸 후 이용 제한, 계약해지 규정을 위법성을 징표하는 행위로서
나열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법상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위임
근거가 없는 심사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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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법성을 판단하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경쟁제한성 또는 경
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반면 경쟁수단의 불
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중 사원판매 및 기타의 거래강제, 그리고 사업 활동 방해가 있
으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은 거
래상 지위남용이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저해성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각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되는 것과 같이, 기술이전합의에 고유한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 기준 내
지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특히나, 기술이전합의에 대해 가
능한 법질서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정거래저해성, 특히 ‘불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심사에서 불공정성과 같은 비경쟁적 요소
(non-competition factors)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국제 예양(comity of
nations)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실제로 제기되기 때문
이다.118) 특히 국제 기술이전합의가 빈번한 현실은 이러한 지적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든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에서 문제되는 불공정성에 대
한 합리적 해석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심사지침
심사지침은 III. 구체적 판단 기준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
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1. 나. 내지 2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의미가 불확실하
다. 가령 ‘그랜트백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
난 행위의 의미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혹은 공정거
118) Wong-Ervin, Bruce H. Kobayashi, Doglas H. Ginsburg & Joshua D.
Wright, Extra-Jurisdictioinal remedies involving patent licensing, George
Mason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 16-46(2016.12),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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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상 위법하다는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구체적 판단기준에서
적용제외 심사의 기준과 부당성 심사의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보인다.
또한 심사지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지침은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의 행사를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나,
각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식재산권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허
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같은 기술에 관한 산업
재산권적 속성이 강한 권리라서 상표권과 일반적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
산권과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의 심사지침에서 특허권
중심으로 기술된 심사지침을 다른 지적재산권에서 있어서 준용하도록 하
는 방식은 재고(再考)를 요한다. 특히 해외 법제에 비추어 보아도, 가령
일본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지침은 지적재산 중 기술
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에 관한
반독점 지침 역시 상표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술이전합의
에 관한 EU의 일괄예외규칙도 후술하듯 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만을 대
상으로 한다.
한편, 심사지침은 2014년 불공정거래행위 중심의 심사지침을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해 지식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허권
자에 대해서만 경쟁법적 집행을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119) 실제 동 심사지침의 개정 전 연구보고서120)에
서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유형과 불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119)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2015년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시장경제 연구센터 학술대회 발표자료(2015), 37-38
면(즉 “2014년 개정에서 이 규정을 신설한 것과 개정 전 지침에 있던 공정거래저
해효과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을 들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제한성으로 일원화되고 적어도 지식재산권의 단독 행
사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자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표
현되었다”는 분석이다)
120) 이황,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
회 연구용역보고서(2014),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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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잉규제가 발생할 우려를 지
적한 바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한 규제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박이 가능하다. 우선 대다수의 지식
재산권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대다수의 수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경쟁제한성으로 위법
성을 일원화하려는 시도라고 하나, 이는 공정거래법의 체계에 근거한 문
제로서 심사기준을 공정거래법의 체계에 맞게 기술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재권 심사지침은
지재권행사에 대한 법 적용의 일반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남용행위는 법 위반의 논리적 구조가 유사한 측면을 근거로 심사
지침을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문제
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동 심사지침을 실제로 참고하고 있는 이
상, 실제 운용과 행위규범 간의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아가 심사지침은 일반적 심사원칙을 제시한 이후, 구체적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권의 취득,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실시허락,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특허분쟁과정의 합의,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
권의 행사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행위가 공정거래
법의 각 어떤 적용법조에서 문제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공
정거래법의 법체계와의 연결성 내지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
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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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EU 경쟁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
제 1 절 서설
기술이전합의에 대해 참고할 만한 법제로서 EU와 미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EU 경쟁법상 기술이전합의의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는 이유는 우선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판례법으로 형성·발전하
는 미국법에 비해서 EU 법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사실
본고의 주제인 기술이전합의에 관해 미국 역시 라이선싱에 대한 가이드
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을
제정하거나 그 내부에 안전지대를 도입하는 등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EU의
TTBER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강행규범이라는
점에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입법론적으로 참고하기에 상
대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특히, EU 경쟁법은 TFEU 제101조(3)의 적용에서 기술이전합의에 특수
한 일괄예외규칙을 제정한 바, 그 세분화된 적용기준이 공정거래법상 기
술이전합의의 안전지대 설계에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선 EU 경쟁법상 TTBER를 검토한다. 그 외, 우리나라의
심사지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TT 가이드라인까지 검토하여 그 차
이점과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TFEU에서의 지식재산권
유럽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345조는 소유권 제도는 회원국 법제에 따르고, 지식재산권도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자국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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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법에 따른 권리로서 다른 회원국에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 수입을 제
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을 통한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EU의 전신인 ECC 창설의 주요
목적이자 현재 EU의 중심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통합은 다른 국
가의 경쟁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EU 경쟁법상 독특한 규범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 하에서 TFEU 제34조는 수입에 대한 수량적 제한과 동등 효
과를 가지는 조치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수입을 제한하는 행
위의 근거가 되는 회원국의 지식재산권법과 EU 단일시장을 위한 자유이
동(free movement) 원칙 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 TFEU 제36조는 제34조의 수입 제한 조치 금지 및 제35조의
수출 제한 조치의 금지 규정은 공중 도덕, 안보 등과 함께 산업 및 상업
적 권리 보호에서 정당화되는 수출, 수입 또는 물건의 이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후단에서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자의적 차별과 회원국 간 통상의 제
한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문을 통해 그 조정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목적이 된 제품의 판매 측면에서 대상 제품이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동의하에 일단 시장의 유통에 놓인 시점에서 소진
되고, 이 제품을 구입한 제3자가 구입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도 자
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저해하는 제도는 자유이동원칙에
반한다.
즉, 지식재산권의 배타성은 회원국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TFEU 제
345조 규정 하에서 그 존재는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행사는 조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본질적 기능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 TFEU 제36조에 기초하는 자유이동원칙의 예외가 된다. 한
편, EU 법원은 특허권의 ‘본질적 기능’은 발명자의 창조적 노력에 보답
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직접 또는 제3자의 라이선스에 의하여 당해 제
품의 제조 및 최초의 유통을 위한 발명의 배타적 사용권과 침해에 대항
할 권리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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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동행위 규제
I. TFEU 제101조(1)
사업자간 공동행위, 즉 카르텔은 TFEU 제101조가 규율한다. TFEU 제
101조(1)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object)이나 효과(effect)를 가지고, 회
원국 간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 사업자 단체의 결정 및 공모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제101조(2)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TFEU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업
자 또는 사업자 단체이다. 사업자 단체는 사법상 조직된 단체뿐만 아니
라 공법적으로 조직된 단체도 해당한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관
적 요소로서 의사의 합치(concurrence of wills)가 있어야 한다. EU 법원
도 TFEU 제101조(1)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concurrence of wills)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합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122)
TFEU 제101조(1)이 금지하는 합의는 수평적 합의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의 수직적 합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123) 이때 수직적 합의는 공급자와 수요자 내지 영업소와 같이
서로 다른 시장 단계의 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수평적 합의의 예
로는 시장분할 합의와 가격고정 합의, 공동구매 카르텔 등이 있다. 합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TFEU 제101조에 의한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합의가 회원국 간
의 거래와 역내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상당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합의가 회원국 간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

121) Sterling v Centrafarmm Case 15/74, 31 October 1974, para. 9; Merck v
Stephar, Case 187/80, 14 July 1981, para. 4.
122) ECJ 2006.7.13., C-74/0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v
Volkswagen AG, 2006 ECR I 6585.
123) ECJ 1966.7.13. Etablissements Costen SA & Grundig-Verkaufs-GmbH v.
Commission, 1966 ECR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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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에 기초한 가능성이 충분하게 존재하거나, 직·간접, 실제 혹은
잠재적인 회원국 간의 거래에서 단일시장 달성의 목적을 저해하는 방법
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여야 한다.124)
II. TFEU 제101조(3)
TFEU 제101조(1)에 의하여 회원국 간 거래에 영향이 있다고 보아 금지
되는 합의로 판단되더라도 제101조(3)의 기준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
정될 수 있다. 즉 제101조(3)는 적용예외(exemption)의 근거를 규정한 것
이다.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합의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
나, 유통을 향상시키거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2) 소비자가 공정하게 이익의 일부를 향유하여야 하며, 3) 제한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여야 하며, 4) 합의가 문제된 상
품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하여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자의 두 가지 요건은 적극적 요건
(positive)인 반면, 후자의 두 가지 요건은 소극적(negative) 요건이다.125)
예외요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제101조
(1)에서 공동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목적록적 축소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2년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적용예외를 인정할 수 있
는

전속

권한을

부여하였고(소위

‘개별적

적용예외’,

Individual

Exemption), 다시 특정한 범주의 합의에 대해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일
괄예외규칙(Bloc Exemption Regulations, BER)’의 제정 권한을 위임하였
다. 그런데 2003년 제정된 이사회 규칙 1/2003에 따라 개별적 적용예외
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각 사업자는 스스로 예외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문제가 된 경우에 집행위원회, 회원국 법원 및
경쟁당국 등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즉 개정 전에는 적용예
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도록 하였
124) ECJ 1969.7.9., Völk v. Vervaecke, Case 5/69, 1969 ECR 295.
125) 심재한, 카르텔의 금지와 금지규정적용의 면제제도, 경영법률(2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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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개정 후에는 예외여부에 대해 개별 평가에 맡겨진 것이다.126)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신고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관료주의적 강제 혹
은 관료주의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신고의무는 면제되
었으나, 명시적으로 예외를 승인받을 절차적 장치가 없어지게 되면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스템
변화를 통해 적용요건을 명확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이는
일괄적용예외의 규칙 개정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결국 신고제 폐지로 인
해신고 여부에 따라 실체적 측면의 규제가 좌우된다는 문제는 해소된 반
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신고를 통해 사전에 위원회의 결정을 득(得)
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 점도 있다.
한편, 제3항의 입증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요건들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일괄예외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적용예외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동 규칙상 예외요건이 충
족된다는 점만 입증하면 TFEU 제101조제3항의 모호한 예외요건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일괄예외제도는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
과 법적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TFEU 제101조(1)과 TFEU 제101조(3)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1조(1)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제101조(3)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제101조(1)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101조(3)에 의해서
고려되는 것은 공동행위의 경쟁촉진효과와 그 외 정책적 측면의 효과이
다. 제101조(1)와 제101조(3)의 조문간 관계는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
효과의 비교형량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01조(1)의 판단에서는
비교형량을 하지 않는 것인가. EU 법원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의 비교형량은 제101조(3)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101조(1)의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경쟁제
한이 상당한 수준(appreciable)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만 판단된다고 한
다.127) 다만, 최근에는 TFEU 제101조(1)에서도 경쟁촉진효과의 형량을
126) 이봉의. EU 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법학논고 19(2003.12), 17면.
127) 信山社, EU競争法, 信山社(2016), 50면: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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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사례도 있다.128)
그런데 일괄예외규칙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본래 제101조(1)의 요건에 해
당되지만, 일괄예외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01조(3)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제101조(1)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데에
있다. 일괄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제101조(3)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
이다. 왜냐하면, 제101조(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제101조(3)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도그마와는 다르게 실제 운용에서는 수범자는 자신의 행위가 제101조
(1)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장
벽이 고려된다. 따라서 행위자는 행위 이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제101조
(1)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보다 일괄예외규칙의 예외요건
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일괄예외규칙은 제101조(3)
의 모호한 요건과 달리 비교적 상세하며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 4 절 기술이전합의 규제
I. 일반원칙
1. 지식재산권과 TFEU 제101조129)
TFEU의 목적은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시장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법은 특허,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2011], para 20과 인용판례 참조.
128) COMP / Dl / 37.860-MorganStanley / VisaInternational 사건에 대한 유럽위원회
결정 available http : /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37860/
37860_629_l.pdf. VISAInternational에 따르면 MorganStanley 가입 제한에 대한
VISA 네트워크 규칙이 객관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101조제l항 문제
로, 또한 MorganStanley의 배제가 그것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상쇄 가능한 효율
성 증대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제101조제3항의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
129) TTBER Guidelines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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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의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이 권리의 배타적 사용을 허용한
다는 점이 지식재산권이 경쟁법의 적용에서 면제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FEU 제101조는 특히 라이선시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하는 협약에 적용된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EU의 경쟁규칙(union competition rules)간 내재된 갈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 양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혁신은
자유시장과 경쟁시장의 경제에서 필수이고, 역동적 요소로서 기능한다.
지식재산권은 새롭거나 향상된 제품과 절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자를
하도록 사업자(undertakings)를 장려하여, 역동성과 경쟁을 촉진시킨다.
또한 경쟁 역시 사업자를 압박하여 혁신을 촉진한다. 결국 지식재산권과
경쟁은 모두 혁신을 장려하고, 이러한 혁신을 경쟁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TFEU 제101조에 따른 라이선스 합의(licensing agreements) 판단의 경
우, 지식재산권이 대부분 상당한 투자를 수반하며 때로는 위험 요소가
많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태적 경쟁을 감소시키
지 않는 것과 동시에 혁신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신가는 성
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유인을 유지할 수준의 충분한 보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기술에 대한 권리의 라이선스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선스 기술과 생산 자산을 위해 라이선시가 상당한 매
몰 투자(sunk investments)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TFEU 제101조는
당사자의 이러한 사전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는 적용될 수 없다. 한편
TFEU 제101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 분석체계
가 기술 권리의 역동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라이선스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며

친경쟁적

효율성

(pro-competitive efficiencies)을 야기한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기술의 확
산으로 이어지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혁신을 촉진시킨다. 또한 심지
어 경쟁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종종 친경쟁적 효율성을 야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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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FEU 제101조(3)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과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결국 다수의 라이선스 계약은 제101조와 양
립가능(compatible)하다.
2. TFEU 제101조의 적용 원칙130)
라이선스 계약이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해당 라이선스 계약
이 없는 경우 나타나게 될 경쟁의 실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술간 경쟁(경쟁 기술을 사용하는 사
업자 간의 경쟁을 의미함) 또는 기술내 경쟁(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자 간의 경쟁을 의미함)에 해당 합의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TFEU 제101조(1)은 기술간 경쟁과 기술내 경쟁 모두에
관한 제한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1) 라이선스 계약이 해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존재할 실질적 또는 잠재적(actual or potential)
경쟁을

제한하는가,

(2)

라이선스

합의는

계약적

제약(contractual

restraint(s))이 부재하는 경우 존재할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
는가의 두 질문이 분석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분석체계에서는 TFEU 제101조(1)이 경쟁제한을 목적(object)으로
하는 합의와 결과적으로 경쟁제한이라는 영향(effect)을 끼치는 합의를
구분하여야 한다. 합의나 계약상 제한은 그 목적이나 영향이 기술간 경
쟁내지 기술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이다. 경쟁제
한이 목적인 경우는 그 (제한의) 자체 성질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경쟁제한이라는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당해 합의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여 관련 시장의 가
격, 생산량, 혁신이나 재화와 용역의 다양성, 품질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합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부정적 영향은 주목할 만한 수준의 영향(appreciable)을 의미하고,
이는 적어도 하나의 당사자가 일정 수준의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
130) TTBER Guidelines para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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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가지게 되고, 합의가 이러한 시장력의 생성, 유지, 강화를 돕거나
그러한 시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TFEU 제101조(1)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시장력의 정도는 TFEU 제102조
에서 판단하는 시장력의 정도보다 낮다.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해당 제품과
기술의 특성, 당사자의 시장 지위, 경쟁자의 시장 지위, 구매자의 시장
지위, 잠재적 경쟁자의 존재와 진입장벽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합의 당사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반
경쟁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가 가격 상승을 야기한
경우이다. 그러나 라이선스 합의는 친경쟁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라이선스 합의가 친경쟁적이다. 라이선스 합의는 혁신
가들이 최소한 연구개발비용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보상(return)을 얻
게하여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 확산으로
이어져서 라이선시의 제품생산비용의 절감이나 새롭고 향상된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만들기도 한다. 라이선시 단계에서의 효율
성은 라이선서의 기술과 라이선시의 자산, 기술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보완적 자산(complementary asset)과 기술들의 조합은 기존에 불
가능하였던 비용/생산성의 비율(configuration)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라이선서가 갖는 향상된 기술은 라이선시의 효율적인 생산이나 분배 자
산(distribution asset)과 결합하여 생산비용 절감이나 고품질 제품의 생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라이선시의 기술 발전과 활용
을 위한 장애물(obstacles)을 제거하는 친경쟁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특
히 다수의 특허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라이선서의 권리침해 주장의 위험
성을 제거함으로써 설계의 자유(desigh freedom)를 보장받고자 라이선싱
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라이선서가 라이선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
한 지식재산권의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 합의는 라이선시의
제품판매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한다.
라이선스 합의가 TFEU 제101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합의의 친경쟁적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를 TFEU 제101조(3)의 맥락에서 비교형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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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TFEU 제101조(3)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라이선스
합의는 유효하고 실행가능(enforceable)하다. 그러나 경성 제한(hardcore
restrictions)은 TFEU 제101조(3)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한 합의는 대부분의 경우 TFEU 제101조(3)의 첫 번째 두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부분 객관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소비자에 대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요건에서의 필수불가결 테스트(indispensability
test)를 통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합의 당사자가 라이선스 하에서 생
산된 제품이 판매되어야 하는 가격을 고정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낮은 생산량과 자원의 잘못된 분배,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높은 가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제한은 두 기술의 양 경쟁자의 가용성
(availability)에서 야기되는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다.
3. 관련시장획정131)
기술은 투입요소(input)의 하나로 제품이나 생산 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권리의 라이선싱은 상류의 투입시장과 하류의 생산시장의 경
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류의 경쟁제품을 판매하고, 또
한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상류의

기술

권리를

크로스

라이선스

(cross-license) 하는 당자자간 합의는 하류의 관련 재화와 서비스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크로스 라이선스는 상류의 기술시
장과 아마도 다른 상류의 투입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라
이선스 계약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제품
시장(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시장(들)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상
품시장은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하는 계약 제품(contract products)과 구매
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 제품
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된다. 계약 제품은 최종 및/또는 중간
131) TTBER Guidelines para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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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시장의 부분이 될 수 있다. 관련 기술시장은 라이선스 된 기술과
라이선시의 입장에서 기술의 특성이나 사용 목적(intended use), 실시료
(royalties) 등을 고려하였을 때, 라이선스 기술을 교체(interchangeable)
또는 대체(substitutable)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된다. 라이선서가 시장에
내놓은(marketed) 기술부터 시작해서 라이선시가 상대적 가격, 즉 실시
료에 있어서 작지만 영구적인 증가(a small but permanent increase)에
대응하여 전환 가능한 기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적 분
석으로는 라이선스 기술 권리를 포함하는 제품 시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라이선스 합의는 혁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는 보통 현존하는 제품과 기술시장
내의 경쟁에 대한 당해 합의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한다. 이러한 시장
에서의 경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하는 제품을 대체하게 될 향상된 제
품이나 새로운 제품의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
는다. 이러한 경우 혁신은 상품시장과 기술시장에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
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잠재적 경쟁의 원천이다. 그러나 제한된 사례에서
혁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합의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에 영
향을 미치거나,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의 극(poles)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합의 이후 충분한 양의 연구개발 경쟁이 효과적
인 혁신 경쟁을 위해 잔존하는가 여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4. 경쟁자와 비경쟁자의 구분132)
일반적으로 경쟁자간 합의는 비(非)경쟁자간 합의보다 경쟁에 더 큰 위험을
제기한다. 그러나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간의 경쟁(라이선시간 기
술내 경쟁)은 경쟁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간의 경쟁(기술간 경쟁)에 중요
한 보완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술간 경쟁은 해당 기술을 활용
하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소비
132) TTBER Guidelines para 27-39.

- 68 -

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경쟁기술을 사용
하는 사업자간의 후속 경쟁을 촉진시킨다. 한편, 라이선싱의 맥락에서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라이선
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된 제품을 재판매(re-selling)하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상품의 재판매에 대한 수직적 합의의 경우보다 라이선시 간
의 제품 차별과 품질에 기반한 경쟁의 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당사자간 경쟁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 당사자가 실제(actual) 또는 잠재적(potential) 경쟁자인지를 판단하
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가 일방적(one-way) 또는 상호적
(two-way)으로 서로를 막아서는(blocking)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양 당사
자는 경쟁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이를 막아서는 위치란 기술에
대한 권리가 다른 유효 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활용될
수 없는 경우나 다른 당사자의 유효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의
기술 권리가 다른 기술에 대한 권리의 개량(improvement)을 포함하거나
이러한 개량이 기술 권리의 라이선스 없이는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이다. 상호적으로 서로를 막는 상태란 기술 권리의 어느 당사자도
서로의 유효 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될 수 없거
나, 다른 당사자의 유효 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관련 시장
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서로 라이선스를
받거나 권리 포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
가 유효하기 때문에 권리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된다.
합의 전에 당사자가 모두 같은 관련 제품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실
제로 제품 시장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라이선스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도 같은 관련 제품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서
로를 막아서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indicator)가 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상품 가격이 작지만 영구히 오르게 되는 것에 대응하여
라이선시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제
품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진입은 라이선시가

- 69 -

큰 매몰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라이선시가 시장에서 진입하기 위해 투자
를 시작하였을 경우 가능성이 높다. 라이선시에 있어 시장 진입이 경제
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면 잠재적 경쟁자라고 할 수 없다.133)
당사자들이 특정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소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이 서로의 사업 수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다. 이는 라이선시가 다른 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
지 않고, 각자의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들이 모두 이미 대체가능한 기술을 각각 라이선싱 하고 있거나,
라이선시가 이미 그 기술권리를 라이선싱하고 있고 라이선서가 라이선시
에게 경쟁 기술권리에 대해 실시허락함으로써 기술시장에 진입한 경우에
는 양 당사자는 기술시장의 실제적(actual) 경쟁자이다. 당사자들이 대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선시가 기술 가격에 낮지만 영구적인
증가가 있다면 스스로의 기술을 라이선스 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기술시장의 잠재적(potential) 경쟁자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경쟁제품을 생산할 때
라이선스 기술이 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라이선시가 가진 기술이 구식이
되거나 경쟁력을 잃는 등의 이유로 관련 제품 시장과 관련 기술시장에서
비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라이선서의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거나 라이선시의 기술을 기존의 시장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나 합의
체결 시점에 이러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경쟁자로 여겨질 수 있다.
II.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칙 내의 합의
1.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칙의 전개
기술이전합의는 친경쟁적 효과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TFEU 제101조
133) 한편 현실적인 경쟁상 제약이 되기 위해서는 진입은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
어야 한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적절하다. 그러나 개별적 사례에서
는 더 긴 시간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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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EU 경쟁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래 특허라이선싱에 관한 일괄예외규칙과 노하우(Knowhow) 라이선싱에
관한 일괄예외규칙이 별개로 존재하다가, 1996년 양자를 통합한 기술이
전합의에 대한 일괄예외규칙이 제정되었다.134)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시에는

TFEU

제101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합의를

EU에

통지

(notification)하면 EU 집행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
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EU 경쟁법의 현대화(modernization)의 일환으로
2004년 규칙 개정을 통해 통지 시스템이 아닌 개별 평가 시스템으로 변
경되었다. 한편, 2004년의 개정 작업에서 변화된 것은 단지 절차법적 부
분만은 아니었다. 실체법적 부분에서는 규범적이고 형식에 기반한 접근
방식(legalistic and form based approach)에서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한
규제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에 기반한 접근방식(more economic and
effects-based approach)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다.135)
그리고 여기에는 수직적 합의와 수평적 합의의 서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과 특정 제한에 따른 비용과 이익 또는 ‘효율성’에
대한 경제 분석을 고려하는 것을 수반하였다. 예를 들어, 수직적 합의
일괄예외에서는 합의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가져왔다. 나아가 제한된 수의 경성 조항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에

의한

제약

(straight-jacket) 완화는 사업자에게 합의안 작성에 더 큰 자유를 부여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보다

경제적

접근(more

economic

approach)”의 하나로서 일괄예외규칙에 들어간 시장점유율 30% 기준에 의
해 제한되었다.
한편,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보고서136)는
1992년의 규제의 단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원회
는 네 가지의 단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형식적
134) TTBER의 정식명칭은 ‘Regulation 31/2014 on the application of TFEU
Article 101(3)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이다.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 실시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예외규칙은 없다.
135) Steven Anderman· John Kallaugher, supra note 36, p.39. 이하 내용 참조.
136) COM(2011) 786 final,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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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탓에 사업자는 적용범위를 인정받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등 동 규칙이 ‘법적 구속복(legal straight jacket)’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괄예외규칙 240/96은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제한된 배타적 라
이선싱 합의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셋째, 규제체계에 경제 현실주의
(economic realism)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령 라이선시가 시장력을 보
유하지 않는 경우 부쟁조항과 끼워팔기가 항상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고,
효율성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제
한적이다. 또한 동 규칙은 수직적 합의와 수평적 합의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시장에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제한이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137) 마지막으로 특정한 예외 조항의 적용은 라이선시가 강한 시
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 특히 경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위원회의 결
정에 의해 수용되었다. 위원회는 수직적 합의의 일괄예외규칙을 모범 모
델(role model)로 하였고, TTBER를 다른 일괄예외 규칙과 조화시키는 데
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수직적 합의에 대한 위
원회의 접근방식 변화에 기인하기도 한다.138) 당시 개정된 일괄예외규칙
들은 적용범위에서의 넓은 유연성, 제한된 수의 경성 제한 조항에 따른
형식 기반 규칙의 폐기, 보다 경제적 접근의 일환으로 시장 점유율 한계치
의 도입, 규칙을 설명하고 관련된 다른 위원회의 정책에 부수적인 지침
(ancillary 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침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개정 일괄예외규칙 772/2004는 2004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
칙 316/2014를 제정하였다. 다만, 2014년의 개정은 2004년의 일괄예외규
칙 개정과 비교하여 근본적 변화가 아닌 부분적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137) 그 예로서 지역적 제한과 고객에 대한 제한이 다른 취급을 받았었다.
138) Steven Anderman· John Kallaugher, supra note 36, p.40.

- 72 -

평가된다. 동 규칙 개정안에서는 시장점유율 한계치 개정도 포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크게 수동적 판매제한부분, 역실시허락의무
및 부쟁의무 부분의 개정에 그쳤다.139) 한편, 동 규칙에 관해 기술이전합
의의 시장점유율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장점유율 한계치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140)
2.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칙 내의 합의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칙의 적용단계는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기술에 관한 권리인가?] → [주된 목적이 제품 생산인가?] → [시장점유
율 한계치를 넘지 않는가?(경쟁자간 합계 20%, 비경쟁자간 각각 30%] →
[합의가 경성제한 또는 배타적제한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 → [TTBER의 적용 불가, TT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별 평가]
(1) 적용효과141)
TTBER의 적용효과는 TFEU 제101조에 대한 적용예외(exception)이다.
따라서 당해 기술이전합의의 사법상 효력도 유효하다. 그러나 TTBER가
적용되지 않는 합의라고 하더라도 TFEU 제101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점유율 한계치를 넘어선다고 하여, TFEU 제101
조(1)에 의한 위법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의를 개별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TFEU 제101조(3)의 예외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이
139) 2014년 TTBER에 대한 개정 내용은 심재한, 지식재산권의 실시계약에 관한 EU
의 개정 경쟁법규 연구, 경영법률 제26집 제1호(2015): 김희은·강일, 앞의 논문을
참조.
140) Thomas Grünvogel, Technologietransfer-Verträge und das Verbot
wettbewerbsbeschränkender
VereinbarungenDie
Verwertung
von
Immaterialgüterrechten im Spannungsverhältnis von Rechtssicherheit und
Ökonomisierung
im
Zeitalter
des
'more
economic
approach'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 Nomos(2013)
141) TTBER Guideline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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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2) 적용대상
1) 기술
TTBER은 기술이전에 대한 합의만을 다룬다. TTBER 제1조(1)(b)에 따르
면 “기술에 대한 권리”란 노하우와 아래의 권리들 또는 이들의 조합
(combination)을 의미한다, 아래의 권리는 특허(patents), 실용신안(utility
models),

디자인권(design

semiconductor

products),

rights),

반도체배치설계(topographies

의약품의

of

보충적보호인증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142) 또는 보충적보호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제
품, 식품육종가 증명서(plant breeder’s certificates), 소프트웨어 저작권
(software copyrights)이다.
2) 이전143)
“이전(transfer)”이란 기술이 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넘어가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전은 주로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로열티 지급
에 대하여 기술 이용을 허여하는 라이선스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데
양도(assignment)도 이전에 해당한다. TTBER에 의하면 기술 이용에 관한
위험 부담이 양도자(assignor)에게 남아 있는 경우, 계약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두 사업자간 체결된 기술 권리 양도(assignment) 합의도 포함된
다(Article 1.1(c)(ii)).
3) 합의144)
합의는 합의(agreement), 사업자 단체의 결정(decision) 또는 동조적 행
위(concerted practice)를 의미한다. TTBER은 기술 권리자인 라이선서

142) 특허권의 연장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럽 각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 제도는 특허만료 후 발효되며 최장 5년간 보호기간을 연장한다.
143) TTBER Guidelines 3.2.2
144) TTBER Guidelines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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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or, 실시허락자)와 사용자인 라이선시(licensee, 실시권자)간 기술이
전합의에 한하여 적용된다.145) 한편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일괄예외규칙
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TTBER은 양자 간 합의에 한하여 적용되고,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다자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 간
합의는 해당 합의가 한 단계 이상의 거래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에도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TTBER은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관하여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하에 생산된 제품의 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라이선스 협약에도 적용된다. TTBER은 합의를
상호합의(reciprocal agreement)와 비상호합의(non-reciprocal agreement)
로 구분한다. 전자는 양 당사자가 동일 또는 개별 계약에서 서로에게 경
쟁기술과 관련하거나 경쟁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허여하
는 합의를 의미한다(Article 1.1(d)). 후자는 한 당사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경쟁기술과 관련하지 않거나 경쟁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기술을 허여하는 합의를 의미한다(Article 1.1(e)).
4) 계약 제품의 생산에 관한 합의146)
라이선스 합의가 TTBER 1.1(c)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된 기술
권리를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계약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
로’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의 목적이 계약 제품의 생산이 아니
라 경쟁기술 발전 저해인 경우에는 TTBER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계약 제품(contract products)이란 라이선스된 기술 권리를 사용하여 생산
된 재화와 용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재판매를 위한 복제품의 생산과
같이 보호받는 작업의 단순 복제나 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라
이선스는 TTBER상의 ‘생산(production)’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147)
TTBER은 라이선서가 기술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허여하여 라이선서만을
위한 특정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sub-contract)에도 적용된

145) 라이선시와 계약 제품 구매자간의 계약은 수직적 거래의 일괄예외규칙 가이드라
인이 적용된다.
146) TTBER Guidelines 3.2.4
147) 이는 유통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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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주된 목적(primary object)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TTBER이 아닌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일괄예외규칙이 적용된다.
3. 시장점유율 한계치(threshold)148)
TTBER은 기술이전합의의 당사자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기술이전합의의 당사자가 경쟁관계라면, 관
련시장에서 당사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경
쟁관계가 아니라면, 각 당사자의 관련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30%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경쟁관계의 당사자간 합의에 대해 엄격한 시장
점유율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점유율 기준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기술시
장뿐만 아니라 상품시장도 포함한다.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계약제품
판매는 경쟁 제품 판매 전체의 부분으로 계산되며, 이러한 경쟁제품들이
라이선스된 기술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계산한다. 따라서
어떤 기술이 여러 개의 계약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각 상품시
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상황에 따라 어떤 상품시장은 TTBER의 적용대상
이 되는 반면, 다른 상품시장은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다.
4. 경쟁제한적 조항
(1)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149)
경성

제한을

포함하는

기술이전합의는

TTBER

제2조의

적용예외

(exemption)가 인정되지 않는다. TTBER은 시장점유율과 마찬가지로 경
성제한도 경쟁자간 합의와 비경쟁자간 합의를 구분하고 있다. 경쟁자간
합의에서는 상호합의와 비상호합의도 구분한다. 우선 경쟁자간 합의 중
에서 상품의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량 제한, 시장 분할 등에 관한 합의는
대표적으로 경성제한에 해당한다(Article 4.1). 그리고 라이선시 소유의
148) TTBER Guidelines 3.3
149) TTBER Guideline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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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경성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150) 예컨대 라
이선시 소유의 경쟁기술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기술의 활용 분야를 제한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러한 기술을 활용
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TTBER 제4조는 경쟁자간 시장 또는 고객 할당을 원칙적으로 경
성제한으로 보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i) 비상
호합의에서 라이선서 및/또는 라이선시가 다른 상대방을 위해 배타적 영
역 내에서 라이선스된 기술 권리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않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할당된 배타적 고객 집단에서 또는 배타적 영역에서 능동적
및/또는 수동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 (ii) 비상호합의에서 라
이선서가 합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라이선스와 다른 라이선시가 경쟁자
가 아니었을 경우, 그 라이선시에게 지정한 배타적 영역이나 배타적 고
객 집단에서의 능동적 판매에 대한 제한, (iii) 라이선시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여분으로서 계약 제품의 능동적/소극적 판매에 대해 제한이 없는
경우, 라이선시가 본인의 이용을 위해 계약 제품을 생산할 의무, (iv) 비
상호합의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라이선스가 허
여된 경우, 특정 고객만을 위해 계약 제품을 생산할 라이선시의 의무
다만 비경쟁자간 합의에서는 공급자-소매자와 같은 수직적 관계에서 유
사한 경쟁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라이선시의 상품 판매가
격 결정을 제한하는 행위나 시장 또는 고객 할당(allocation)이 해당한다
(Article 4.2). 우선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최고 판매가를 설정하거
나 판매가를 조언하는 가능성을 제외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적용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영역 또는
고객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경성 제한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
외가 인정된다. 즉, (i) 라이선서에게 지정된 배타적 영역이나 배타적 고
객 집단에 대한 수동적 판매에 대한 제한, (ii) 라이선시가 자신의 제품의
여분으로서 능동적/수동적으로 계약 제품의 판매에 대해 제한이 없는 경
우, 자신의 이용을 위해 계약 제품을 생산할 의무, (iii) 고객에게 제품을
150) TTBER Article4(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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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라이선스가 주어지는 경우 특정 고객만을 위해
계약 제품을 생산할 라이선시의 의무, (iv) 도매 단계에 있는 라이선시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v) 선별적 배급 시스템
의 구성원이 허가를 받지 못한 배급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한이 그러하다. 한편 개정 TTBER은 라이선시들의 수동적 판매(passive
sale)151)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경성제한에 포함하고 있다. 본래 해당 조
항은 초기 2년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개정 전 TTBER에 있었으나 개정
으로 삭제된 것이다.
(2) 배타적 제한(excluded restrictions)152)
TTBER은 배타적 제한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개량기술의 배타적 그랜트
백(exclusive

grant

back)

의무,

부쟁의무(non-challenge)와

계약해지

(termination) 조항, 당사자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기술 이용 능
력 또는 연구 개발 능력에 대한 제한을 배타적 제한으로 보고 있다. 배
타적 그랜트 백 의무는 라이선시가 라이선스된 기술의 향상이나 새로운
적용의 관점에서 라이선서나 라이선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체적/부분
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허여하도록 하는 라이선시에 대한 간접적/직접적
의무를 의미한다(Article 5.1.(a)). 부쟁의무는 다른 당사자가 EU내에서 보
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도전하지 않아야 하는 간접적/직접적
의무이다. 다만 배타적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된 기술 권리의 유효성
에 도전하는 경우 기술이전합의의 해지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III. 기술이전합의 일괄예외규칙 외의 합의
1. 개별 평가(individual assessment)

151) 수동적 판매란 일체의 광고나 홍보 없이 딜러나 라이선시가 정해진 영역 밖에서
들어오는 구매 요청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152) TTBER Guideline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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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한계치를 초과하거나 합의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
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예외규칙의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합의는
개별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성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괄예외규칙 외의 합의에 대한 위법성 추정
(presumption of illegality)은 없다.153) 라이선스 합의의 경쟁제한효과는
(a) 기술 시장이나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시장에서 활동하
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간 경쟁의 감소, (b) 비용 증가, 필
수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제한, 진입장벽의 증가와 같이 경쟁자들의 봉
쇄효과(foreclosure), (c)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내 경쟁의 감소를 의미한다.154) 다만 경쟁제한적
라이선스 합의도 반경쟁적 효과를 상회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형량은 TFEU 제101조(3)의 판단에서 이루어진다.155)
2. 라이선싱 제약(licensing restraints)
(1) 실시료 지급 의무(royalty obligations)156)
라이선스 합의 당사자들은 라이선시가 지불해야 하는 실시료와 지급 방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실시료 지급 의무는
일시불(lump sum payments)의 형태로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이나 고정된 수량의 비율로 지급될 수 있다. 한편, 경쟁자간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실시료 의무는 가격 고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는 경성 제한으로 분류된다(TTBER제1조(1)(a) 참조). 경쟁자간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실시료 합의(arrangement)는 심지어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
더라도 20%의 한계치 내라면 면제된다. 그 범위 외에서는 경쟁자들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허여하고, 라이선스의 시장 가치와 비교하여 균형이

153)
154)
155)
156)

TTBER
TTBER
TTBER
TTBER

Guidelines
Guidelines
Guidelines
Guidelines

para 156
para 169.
para 174.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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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정도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러한 실시료가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제101조(1)이 적용될 수 있다. 실시료가
균형이 맞지 않는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거나 대체 가능한 기
술을 위해 제품 시장의 다른 라이선시들이 지불하고 있는 실시료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101조(3)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비경쟁자간 합의의 경우 TTBER은 라이선스 기술로 생산된 제품과 제3
자에게 라이선스 받은 기술로 생산된 제품 모두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실
시료를 포함한 합의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료 지급 의무는
제3자의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봉쇄효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부쟁의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TTBER 외에서 당해
제한이 봉쇄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2) 배타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ing)와 판매 제한(sales restrictions)
1) 배타적 라이선스(exclusive and sole licences)
배타적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이나 특정 영토 내에서 라이선
서가 라이선스 기술 권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라이선스 기술 권리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라이
선스를 의미한다.157) 즉, 특정 목적, 특정 지역에 관한 한, 라이선시가 라
이선스 기술 권리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이다. 그
리고 배타적 라이선스는 종종 당사자들이 라이선스 기술을 포함하는 제
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판매 제한을 수반한다.158)
경쟁자간의 상호 배타적 라이선스(reciprocal exclusive licensing)는 경쟁
자간 시장과 고객 할당을 경성 제한으로 규정한 TTBER 4.(1)(c)에 해당
한다. 그러나 경쟁자 간의 상호적 단독 라이선스(특정 지역에서만 제3자
에게 라이선스 하지 않기로 한 라이선스)는 시장점유율 20%까지 일괄예
외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합의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의 경쟁 기
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상당
157) TTBER Guidelines para 190.
158) TTBER Guidelines para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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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시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라이선스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시장에서 단독의 공급자(output source)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
의는 공모(collusion)를 용이하게 한다.159) 한편, 경쟁자간의 비상호적 배
타적 라이선스(Non-reciprocal exclusive licensing)도 시장점유율 20%까지
일괄예외의 적용을 받는다.
당해 라이선스 합의의 배타성이 회원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선서가 문제되는 지역 내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라이선서가 제한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라이선시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해 합의가 제101조(1)를 위반할 가능성이 낮다.160) 비경
쟁자간의 배타적 라이선스에서 개입 가능한 상황은 지배적인 라이선시가
하나 이상의 경쟁 기술에 관하여 배타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TFEU 101조(1)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야 하
며, 라이선스 기술은 시장의 경쟁의 실제 원천(source)이어야 한다. 이때
배타적 라이선스는 제3자인 라이선시들을 봉쇄하고, 진입 장벽을 높게
하여 라이선시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2) 판매 제한
경쟁자간의 상호적 합의에서 능동적/수동적 판매 제한은 TTBER 제4조
(1)(c)의 경성 제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한은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가
실제로 판매를 하였거나 판매할 수 있었던 영역과 고객 집단에 대하여
능동적/수동적 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시장 분할로 고려된다. 경쟁자간
의 비상호합의에 있어 판매 제한이 기술 보급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제101조(3)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라이선서 본인이 기
술의 사용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시장 지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능동적 판매 제한은 라이선서가 라이선스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부재하는 경우
라이선서는 주 활동 범위에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라
159) TTBER Guidelines para 192.
160) TTBER Guidelines para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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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서에 대한 능동적 판매 제한은 특히 라이선시가 할당된 영역에서 상
대적으로 약한 시장 지위을 가지고 있거나 라이선스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제한일
수 있다.161)
비경쟁자간 합의의 경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간의 판매 제한은 시장
점유율 한계치 30%까지 일괄예외가 적용된다.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앞
서 본 경쟁자간의 비상호합의에서의 판단 기준과 동일하다. 비경쟁자간
의 합의에서 라이선시의 판매 제한의 경우 TTBER은 지역이나 고객 집
단에 대한 능동적 판매에 대해 일괄예외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
한은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영역 내에서 라이선스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시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무임
승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101조(3)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162)
3) 생산량 제한
경쟁자 간의 라이선스 합의의 상호적 생산량 제한은 TTBER 제4조(1)(b)
에 명시된 경성 제한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생산량 제한에 관해 라이선
서의 기술이 라이선시의 기술보다 훨씬 개량된 기술인 경우와 생산량 제
한이 계약 체결 이전에 라이선시가 가지던 생산량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
는 경우에는 제101조(3)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101조(3) 적용 시
이러한 제한이 라이선서가 기술을 가능한 널리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163) 비경쟁자간 합의의 라이선시들에 대한
생산량 제한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위험 요소는 라이선시들 간의 기
술 내 경쟁의 감소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효과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의 시장 지위와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한 생산량 제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16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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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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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량 제한이 배타적 영역이나 배타적 고객 집단과 결합되면 그
경쟁제한적 효과가 증가한다. 두 가지 형태의 제한이 결합되는 경우, 당
해 합의가 시장 분할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65) 한편,
비경쟁자간 합의에서 라이선시에게 부과된 생산량 제한은 기술의 보급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경쟁촉진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기술의 공급자로서
라이선서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는 생
산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라이선서가 이러한 생산량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새
로운 기술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실시 범위 제한(field of use restrictions)
실시 범위 제한은 라이선시가 하나 이상의 특정 사용 범위에서 라이선스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하는
라이선서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시 범위 제한은 라이선서가 자신
의 기술을 주 분야가 아닌 분야에 적용하도록 라이선스하게 하여 경쟁촉
진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이선서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나 기
술의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분야에서 라이선시의 활동을 막지 않
는다면, 더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라이선서가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라이선서의) 침
해 주장을 예방하여 설계의 자유(design freedom)를 보장한다는 점도 고
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서는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의
침해 주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개량시킬 수 있는 것이다.166)
5) 자기 사용 제한(captive use restrictions)
자기 사용 제한은 라이선시가 자기 자신의 제품을 생산, 유지, 수리하
는 데에 필요한 수량만큼 라이선스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한이다.
이러한 유형의 제한은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
품을 자신의 생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투입 요소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
165) TTBER Guidelines para 206.
166) TTBER Guidelines para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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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른 생산자들의 제품에 포함되기 위한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는 금
지한다.167) 경쟁자간의 라이선스 합의에서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하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신의 제품에 포함하기 위해서만 생산해야 한다는 의
무를 부여하는 제한은 라이선시가 제3자의 생산자에게 해당 부품을 공급
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이선시가 부품의 실질적인 또는 가능한 공급자였
다면, 해당 합의가 이러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라이선서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준비하면서 라이선
시가 자신의 기술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부품 공급자가 되었
을 경우에는 계약은 계약 전에 존재했던 경쟁을 제한한다.168) 비경쟁자
간의 라이선스 합의에서 자기 사용 제한으로 두 가지의 경쟁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 투입과 공급을 위한 시장에서의 기술간 경쟁제한
과 라이선서가 라이선시들에게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하는 가능성을 높이
는 라이선시 간의 차익거래(arbitrage)의 차단(exclusion)이다.169)
그러나 자기 사용 제한은 경쟁촉진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라이선
서가 부품의 공급자인 경우, 이 제한은 비경쟁자 간의 기술 보급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이 부재하는 경우 라이선서는 라이선
스를 허락하지 않거나 오직 높은 로열티를 전제로만 허락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이런 제한이 없다면, 라이선서의 입장에서는 부품시장에서 자신
을 포함한 직접 경쟁 구도가 생겨나기 때문이다.170)
6) 끼워팔기와 결합판매(Tying and Bundling)
기술이전합의에서 끼워팔기는 라이선서가 하나의 기술 라이선스(the
tying product)를 라이선시가 다른 기술의 라이선스를 얻는 데에나 해당
라이선스에 의해서 라이선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제품을 구매하는 데(the
tied product) 조건부로 묶어 놓을 때 이루어진다. 결합은 두 기술이나
하나의 기술과 제품이 번들의 형태로 같이 판매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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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제품이 필요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라
이선스 기술이 구속 제품 없이는 사용될 수 없거나 번들의 두 부분이 모
두 서로의 존재 없이는 사용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171)
끼워팔기의 주요 경쟁제한효과는 주 상품의 경쟁 공급업체에 대한 봉쇄
효과(foreclosure)이다. 끼워팔기는 라이선서가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주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끼워
팔기는 라이선서가 실시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 상품이 주
상품과 서로 일정 부분 대체 가능하거나 두 제품이 고정 비율로 사용되
지 않는 경우 실시료가 높아질 수 있다. 끼워팔기는 라이선시가 주 상품
의 실시료가 높아지는 경우, 투입 요소(input)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쟁상 쟁점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경쟁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
다. 경쟁제한효과를 인정되기 위해 끼워팔기의 경우, 라이선스는 주 상
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 상품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상품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부재한 경
우 라이선서는 자신의 기술을 반경쟁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이다.172) 그러나 끼워팔기는 효율성 증대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가령 부
상품이 라이선스 기술의 기술상 만족스러운 사용을 위해 필요하거나 라
이선스 하에서 생산된 제품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들이 가지는 품질 기
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173)
7) 부쟁의무(Non-compete obligations)
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부쟁의무는 라이선시가 제3자의 기술이 라이선스
기술과 경쟁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부쟁의무가
제시하는 주요 위험 요소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의 봉쇄이다. 부쟁의무는
또한 여러 라이선서들이 이를 개별 합의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모를 야기
할 수 있다. 경쟁 기술의 봉쇄는 라이선서가 부과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
압력을 줄이며, 기존의 기술들 간의 경쟁을 감소시킨다. 두 경우 가장
171) TTBER Guidelines para 221.
172) TTBER Guidelines para 223.
173) TTBER Guidelines para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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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는 봉쇄효과이고, 분석 체계는 경쟁자간 합의나 비경쟁자간 합의
나 동일하다.174)
봉쇄효과는 잠재적 라이선시들의 상당수가 이미 하나 이상의 기술 원천
에 구속되어 있는데, 경쟁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봉쇄 효과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일 라이선서나 여러
라이선서들이 체결한 합의의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다.175)
그런데 부쟁의무도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의무는 특히 전문 지식과 같은 라이선스 기술의 남용에 관한 위험을 줄
여 기술의 보급을 촉진한다.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서 경쟁 기술을 라이
선스하려는 경우, 특히 라이선스된 전문지식이 경쟁기술을 사용하는 데
에 사용되어 경쟁자들을 유리하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 라이선시가 경쟁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는 실시료 지급을 어렵게 만들
어 라이선스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176) 또한 부쟁의무는 배
타적 영역과 결합하여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투자를 진행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쟁의무나 최소생산
량, 최소 실시료 의무가 라이선서가 홀드 업 문제를 피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필요한 측면도 있다.177)
3. 분쟁해결합의(Settlement agreements)
분쟁해결합의에서 기술에 대한 권리의 라이선스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한 당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여 다른 당사자가 그 기술에 대
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178) 기술 분쟁에서 분쟁해결합
의는 다른 상업적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상호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당사자들은 비용 또는
174)
17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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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등에서 분쟁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며,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라
면, 분쟁을 종결하려고 할 것이다. 분쟁해결합의는 법원과/또는 경쟁당국
의 역량 소모를 예방하고, 후생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효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제거함으로써 혁신과
경제적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앨 수도 있다.179)
대금 지불이나 지연에 대한 대금 지불의 형식을 가지는 분쟁해결합의는
기술에 대한 권리 이전과 관련은 없지만, 다른 당사자가 시장에 진입하
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가치의 이전에 기초하며, 결
국 TFEU 제101조(1)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180) 당사자들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하여 서로의 기술에 제한을 부여하는 분쟁해결합의는 TFEU
제101조(1)에 해당할 수 있다.181) 분쟁해결합의 하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의 기술을 사용하고 합의가 미래의 발전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러한 합의
가 각 당사자들의 혁신을 위한 유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합의는 TFEU 제101조(1)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함
으로써 혁신을 위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경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합의는 TFEU 제10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낮다.182) 분쟁해결합의에서 부쟁조항은 일반적으로 TFEU 제101조(1)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사후에 분쟁의 중심
인 지식재산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합의의 실질적 목적은 분쟁의 합의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183)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은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184)
179)
180)
181)
182)
183)
184)

TTBER
TTBER
TTBER
TTBER
TTBER
TTBER

Guidelines
Guidelines
Guidelines
Guidelines
Guidelines
Guidelines

para
para
para
para
para
para

235.
238.
240.
241.
24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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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풀(Technology pools)
기술풀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기여자(contributor)뿐만 아니라 제3자에
게도 라이선스한 기술을 패키지로 만든 것을 말한다. 구조상 기술풀은
단순히 제한된 수의 당사자들이 집적된 기술의 라이선스가 개별적 집단에
실시허락되도록 하는 조직적 합의(organizational arrangements)일 수 있
다. 이 경우 기술풀은 라이선시들이 단독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85) 그런데 기술풀은 특허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이중 마진을 피하기 위해 누적 실시료에 제한을 걸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풀의 형성은 해당 기술풀에 관한 one-stop 라이선스를 가능하게 한
다. 특허풀은 특히 지식재산권이 널리 퍼져 있으며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라이선서들의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186)
다만 기술풀은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기술풀의 형성은 집적
된 기술의 결합판매(joint selling)를 의미한다. 이로써 당사자간의 경쟁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산업 표준인 경우에는 그 기술을 봉쇄
함으로써 혁신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187)

185) TTBER Guidelines para 244.
186) TTBER Guidelines para 245.
187) TTBER Guidelines para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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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비교법적 분석
경쟁법 외의 관점에서 EU와 우리의 차이점을 보자. EU 경쟁법은 유럽
공동체의 법이지만, 지식재산권은 회원국의 법에 의한다. 즉, EU에서는
경쟁법 및 지식재산권법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며, 이로써 양 갈
래로 분리된 체계로 발전하게 된다.188) 즉, 지식재산권법은 회원국의 영
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그 회원국의 지식재산권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며, 이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결과,
EU 경쟁법은 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한을
EU가 차별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오히려
명확한 규칙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89) 이하에서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양 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차이점과 그로부터 도
출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I. 적용 심사
1. 차이점
(1) 적용제외(除外)와 적용예외(例外)
EU 경쟁법상 공정거래법 제58조 내지 제59조와 같은 적용제외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TFEU 제101조(1)가 목적(object)과 효과(effect)에 기
반하여 포괄적으로 카르텔을 규제함에 따라 제101조(3)에서 적용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1조(3)의 불확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기술이전
합의’에 관한 일괄예외규칙을 제정·운용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공정거래
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와 본래 TFEU 제101
조(1)의 적용대상이나 예외를 인정하는 일괄예외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188) Thorsten Kaseberg, supra note 5, pp.251-252.
189) Nicolas Petiti, supra note 86,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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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적용제외와 일괄예외의 적용에 대한 판단은 그 순서에서 차이점
이 확인된다.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적용제외 심사는 각 행위 유형별 위
법성 심사의 전(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TTBER의 적용예외 심사는
제101조(1)의 심사 이후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법체계상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적용여부는 부당성 심사 단계
에서 항변 사유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EU의 TTBER 역시 법체계상으로
는 TFEU 제101조(1)에 대한 심사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이후에 제101조
(3)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로 TFEU 제101조(1) 위반 여부의 판단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로써 양
쪽 모두에서 실무와 법도그마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 일괄예외와 인가제도
EU 경쟁법상 일괄예외제도와 일견 유사한 공정거래법상 제도로는 공동
행위 인가제도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
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산업합리화(제1호), 연구기술개발
(제2호), 불황의 극복(제3호), 산업구조의 조정(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
기업의 경쟁력향상(제6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가제도는 사전의 ‘인가’를 전제하는 점에서 일괄예외
제도와의 제도상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법 제19조는 인가제의 적용이
되는 공동행위의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여기서 기술이전은
제외되어 있다.
(3) 안전지대 적용 효과와 설정 기준
TTBER의 적용효과는 TFEU 제101조(1)의 적용예외이다. 그런데 우리
심사기준 내지 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의 적용효과는 심사면제이다.
즉, 안전지대의 적용효과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심사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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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달리, 법 적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안전지대는 ‘법’이 아닌 심사지
침 내지 기준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반경쟁성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공동
행위의 외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나 경쟁제한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거
나 개시하더라도 종료하는 ‘심사면제’를 말한다.190) 그런데 EU 제101조
(3)의 적용예외는 경쟁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도입되어 있다. 결국 양자(兩者)는 적용효과의 차이에
따라 그 규정 형식에도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적용예외가 가
지는 효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즉 적용예외의 효
과를 가지는 안전지대를 법 제19조제6항에 근거한 심사기준에서 도입하
는 경우,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U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예외는 시장점
유율 한계치(safe harbor) 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런데 시장점유율 한계치
내라면 절대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규범적 가치 판단
을 통해 정해진 일정한 금지제한(경성제한, 배타적제한)에 해당하는 합의
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한(restriction)을 포함한 기
술이전합의라면, 시장점유율 한계치 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TFEU 제101조(1)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제
101조(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반면 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
대는 시장점유율을 단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경쟁법상 일
괄예외와 우리 심사기준 내지 지침에 도입된 안전지대와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190) 최요섭,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safety zone)의 의미에 관한 논의-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드954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2012),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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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1) 법 제59조에 대한 시사점
EU 경쟁법에서는 공정거래법 제59조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적용제외의 조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공정거래법에는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제외 조문이 존재하지만, EU 경쟁법에서는
‘지식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하나의 판단요소로서
고려될 뿐이다. 즉 TT 가이드라인은 제101조에 따른 라이선스 협약에
관한 판단에서 지식재산권이 대부분 상당한 투자를 수반하며 때로는 위험
요소가 많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91)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법 제59조에
특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EU 경쟁법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권 행사라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각 행위 유형별의 위법성 심사에서 하나
의 고려요소가 되면 되고, 적용제외와 같은 조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가.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입법례를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 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바람직할 것인가.
분명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공통되나, 목적 실현을
법적 수단은 상이하다. 이러한 수단의 차이에서 양 법 간의 충돌이나 긴
장 관계는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제59조의 입법 취
지는 양 법제의 긴장관계를 전제로 경쟁법 및 경쟁정책이 경쟁보호라는
본연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식재산권법 및 산업정책의 보호가치를 고려
하라는 데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59조는 특허법과 경쟁
법의 충돌 영역에서의 그 조화를 위한 지침 내지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
는 조문으로서 그 독자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 제59조의
무용론 보다는 동 조문의 실제적 의미와 기능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 해
석론이 유의미할 것이다.
191) TTBER Guidelines par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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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지대에 대한 시사점
EU 경쟁법상 일괄예외의 효과는 경쟁법의 적용예외이고, 우리나라 공
정거래법의 심사기준에서 도입되어 있는 안전지대의 효과는 심사면제 내
지 예외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여
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적 고찰이 가능하다. 나아가 EU의 일괄
예외의 규정방식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안전지대를 시장점유율 기준
에만 의존하지 않고, 규범적 접근방식에서 더욱 정교하게 설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TTBER은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안전지대를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일반적으
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 결과 시장점유율 기준도 다소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 특수하게 적용되는
안전지대의 설계를 통해 기술이전합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
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나아가 TTBER을 제정하고, TTBER의 적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에 대한 의미, 적용 기준의 판단방식에 대해 상세하
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정한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령,
TTBER은 시장점유율 한계치를 경쟁자와 비경쟁자간을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자와 비경쟁자를 구분하
는 판단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안전지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범자를 배려하고 있는 점도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의 안전
지대 설계에서 참고할 만하다.

- 93 -

II. 부당성 심사
1. 차이점
EU 경쟁법과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서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위법표지로 하는 불공정거
래행위의 조문을 통해 수직적 기술이전합의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192) 반면 EU는 TFEU 제101조(1)의 ‘합의(agreement)’에는 수직적 관
계와 수평적 관계의 합의가 모두 포섭된다. 따라서 수직적 관계의 기술이
전합의는 그 목적상 또는 그 효과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불공정성이 역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EU의 공동체 차원에서는 계약법을 통하여 불공정한 거래(unfair
dealing)에 대하여 사적자치를 의미하는 자율이 아닌 국가개입을 의미하
는 후견이 들어선다. 일반 민사에서 후견의 개입은 보완적이고 최종적인
수단이나, 후견의 개입이 강화되는 흐름은 유럽에서 두드러진다고 한
다.193) 예를 들어,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 of European Law)에서는 실
체적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조항인 제1:102조 제1항에서 “당사자들은 신
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요구, 그리고 이 원칙에 의해 정해진 강행규정 아
래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계
약자유의 원칙의 제한가능성을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다.194)
2. 시사점

192) 다만, 수직적 관계의 기술이전합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도 규제하고 있
으나, EU법과의 대비점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193)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6), 203면.
194) 권영준, 앞의 논문, 203면. “이처럼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이념을 격상시키는
유럽계약법원칙의 태도는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 관점에서 볼 때에는 놀라운 것
이다...(중략) 유럽계약법원칙이, 합리성, 신의성실. 공정거래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통해 법원이 계약에 여러 모습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게 열어놓고 있는 모
습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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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의 시사점
비록 EU 경쟁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에는 불공정성만을 위법성 표지로
하는 행위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않
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 TTBER이 적용되고,
TT 가이드라인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는 점은 주지하여야 한다. 특히,
TT 가이드라인은 TFEU 제101조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점은 지식재산
권 심사지침이 단독의 지식재산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한 점과 구분된다. 또한
기술이전합의는 기술보유자의 시장지배력의 보유 여부를 떠나서 시장 내
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의 행사행위라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기술이전합의에 관해 위법
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내지 그 전제가 되는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의 시사점
EU 가이드라인은 기술이전합의가 시장 내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1) 기술시장이나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에서 운영되
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 간 경쟁의 감소(reduction of
inter-technology), 2) 비용 증가, 필수 투입 요소(essential inputs)에 대한
접근 제한, 진입장벽의 증가와 같이 경쟁자에 대한 봉쇄효과(foreclosure),
그리고 3)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기술 내 경쟁의 감소(reduction of intra-technology)라고 본다. 즉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을 기술간 경쟁, 경쟁자에 대한 봉쇄효과, 기
술내 경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이전합의의 유형별, 그리고
라이선싱 합의상 생산량, 실시범위 등 제한별로 문제될 수 있는 경쟁제한
성과 판단과정에서의 고려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히
EU의 가이드라인상 기술이전계약에의 조건의 경쟁제한성은 주로 봉쇄효
과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상 경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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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은 기준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TT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분화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수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의 적절한 규범적 분석
틀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고찰을 하게 한다. 나아가 동 가
이드라인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의 분석 틀이 정립
된 봉쇄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역시, 동태적 경쟁을 간접적으
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역시 규범적 기준으로서 제시가능하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III. 심사지침
앞서 II. 부당성 심사에서는 심사지침의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법적 검토
라면, 이하에서는 심사지침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분
석한다. 우선 TT 가이드라인은 TFEU 제101조에 한하여 적용된다. 반면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에 동시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따라서 심사지침에서 나열하고 있는 구체적 행위 유
형(특허권의 취득, 실시허락, 소송을 통한 특허권 행사 등)이 공정거래법상
어느 행위 유형에서 문제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비록 TT
가이드라인 역시 비록 연성규범이라 하더라도,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
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 심사지침의 개선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규정 방식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다소 막연하
고 모호한 표현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TT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분명 우리 법 제59조에서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행위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법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탓에, 심사지침에서도 위
법성을 내포한 행위 유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 가령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부당한’,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반복해서 나옴에 따라 해
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반면 TT 가이드라인의 경우 일반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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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제시한 이후의 개별 유형별로 위법성 판단 기준 내지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도 심사지침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바, 개선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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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 개선방안
제 1 절 적용제외 심사
I.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론
법 제59조는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에 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 견해는 동조를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본다. 즉 지식재산
권의 부당한 행사를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한다.195) 지식재산권이라는 배타적 권리 역시 다른 재산권
처럼 경쟁질서 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경쟁법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조문을 불필요한 조문으로 보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96)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모든 개별 조문은 나
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동조의 취지와 목적을 우선하는 해석론을 우선 시도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법 제59조의 적절한 운용은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간의
(외관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
조의 문언 해석과 대법원 판례197)에 기초하여 그 해석론을 제시한다.
1. 적용제외의 의미
법 제59조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기술이전
합의와 같은 지식재산권 행사의 법 적용은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
로 이루어진 2단계 심사구조(two step analysis)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
적용제외 심사단계의 판단은 부당성 심사단계의 정당화사유 존부 판단이
195) 오승한, 권오승 편저, 앞의 책, 67면.
196) 관련 견해로는 각주 114를 참조.
197)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 98 -

나 효율성 증대효과와의 비교형량과 엄밀히 구분되는가. 즉 동조상의 적
용제외를 공정거래법상 개별 행위요건 및 위법성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지식재산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와 같은 의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문의 후단만 놓고 추론하는
경우 더욱 선명해진다. 즉 법 제7조제2항이 일정한 경쟁제한성이 판단된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법 제19조제2항이 동조제1항의 규정
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 제59조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특허권 등 행사에
이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되거나, 정당화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실무상 행위요건이 일단 충
족되는 경우, 부당성 심사단계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항변이 사
업자로부터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용제외를 이해하는 한,
법 제59조의 독자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 제59조의 명문
규정이 없이도 행위요건 충족 후, 부당성 심사단계에서 정당성 항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 제59조상 적용제외는 다른 적용제외 조문과 마찬가지로 개별
금지요건의 충족 내지 위법성 유무를 따지는 과정 없이 공정거래법상 허
용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198) 이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만 부당성
심사에서 정당화사유가 입증됨으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동법이 적용
되지 않는 것과는 구분된다. 즉, 적용제외는 부당성 심사 전에 공정거래
법의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59조의 적용제외 심사
단계는 동법의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결적 단계이며, 이는 부
당성 심사단계와 엄밀히 구분된다. 따라서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지식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나, 만
198)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인권과 정의(2012,12),
135면.

- 99 -

약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특허권 등의 행사라고 인정되
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다. 이에 대한 동법의 행위 유형별 부당
성 심사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법 위반이 되는 것
이다. 결국 법 제59조의 법문의 내용,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형식에 비추
어 보면,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하지 아니한 행사로
판단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그것이 곧바로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아닌 것이다.199)
법 제59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법 제58조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
상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심사 대상이라고 우선 판단하였다(즉, 적용
제외 심사에서 적용여부 판단). 그리고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의 경쟁제
한성을 판단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부당성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존부 판단).200) 이에 비추어 보아도, 적용
제외 심사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과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의 판단은 각 단계별 판단 목적과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적용제외의 요건 1 – 특허법201) 등에 의한 권리

199) 종래 법 조문은 ‘정당한’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
처의 유권해석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는 무체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의미가 당해
지식재산권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인지 공정거래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나, 전자의 의미라면 당해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행위는 항상 정당하
므로, 정당하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삽입구에 지나지 않고, 후자의 의미라면 지적재
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모두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즉 정당한 행위는 당연히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조와 같은 적용제외
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신창선, 지적재산권
의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적용에 관한 연구-특허권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4권(1991)을 참조.
20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 본 논문은 기술이전합의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중 대표적인 특허권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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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 문언상 적용제외 판단은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일
것’과 ‘권리의 행사가 정당할 것’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다. 특허법에 의
한 권리에는 특허권 그 자체와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로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특허침해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이 포함된다.202) 한편,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특허권의 행사란 특허권
자의 특허발명 실시, 실시허락, 특허침해금지의 청구, 그 밖에 널리 특허
권의 법률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특허
법이 명시하지 않은 권리까지 모두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는 특허법 등에
의한 권리라고 보아야 하는가. 적용제외 요건은 그 법률효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능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특허법이 명시하는
권리에 한정하여 법 제59조의 적용제외가 인정된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특허법에 의한 권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발명의 공개 범
위인 ‘권리 범위 내(구체적으로는 특허청구항)’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글락소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적시한 행위 유
형203)은 엄밀히 보면 법 제59조의 특허법에 의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
렵다. 특허권 범위 외의 권리 행사에 의한 사적 계약의 유효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한 것이지, 특허법에 의한, 혹은 특허법이 전제하는 권
리 행사는 아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특허법에
202) 특허권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99조는 특허권의 효력을 특허발명을 실
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한다. 즉 특허권은 적극적으로 특허대상인 발명을 독
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내지 독점권이며,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위
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금지권 내지 배타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 배타권은 특허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체화된다.
203) ①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님이 명
백함에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 ② 특허기간의 만료 후에도 경쟁사업자가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도록 한 경우, ③ 방법의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과 상관없이 특허를 이
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관한 연구 또는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경
우, ④ 특허기간 만료 시까지 경쟁사업자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경쟁사업자가
바로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
생하는 경우, ⑤ 당해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특허에 관련된 연구개
발, 관련 제품의 출시 등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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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법 제59조의 적용제외의 대
상이 아닌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권리 소진원칙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공유 특허권의 행사로서 다른
권리 주체의 공유지분까지 권리자가 행사한 경우 역시, 특허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아니거나, 특허권의 권리 범위 내의 행사가 아니므로 법 제
59조의 적용제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법 등에 의
한 권리 행사가 아닌 경우는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에 대한 판
단 자체가 무의미하다.
3. 적용제외의 요건 2 – 정당한 권리 행사 행위
(1)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의미
적용제외의 다른 요건, 즉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글락소 사건의 대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
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 정의가
아니라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정의를
하고 있다.204) 즉,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정의는 대법원이 또 다른 적용제외 조문인 법 제58조의
요건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시도한 적극적 정의와 대비된다. 즉, 법 제58조의 적용제외 여부가 쟁점
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
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

204) 이러한 동 조문의 문구 해석에 있어서는 적극적 내지 소극적 해석의 차이가 법
적용에 유의미한 결정적 차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법문의
표현이 ‘정당한 행사’라고 되어 있는 한, 이에 대한 적극적 해석 시도가 타당하다
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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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
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
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 것이
다.205) 한편, 글락소 사건의 원심에서는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게 발명을 공개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특
허권이라는 합법적인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본질에 비추어 그러
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로 보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넘어 공개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그 적극적 정의를 시
도한 바 있다.206)
(2) 정당성의 판단기준 – 일원적/이원적 기준
권리 행사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일원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원적이
어야 하는가. 일원적이라면, 그 기준은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중 어느 기
준에 따라야 하는가. 우선 공정거래법의 기준에만 의하는 경우, 동법상
정당한 행위는 개념상 공정거래법 적용을 논할 여지가 없어 법 제59조의
적용제외 조문을 둘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특허법의 기준에만 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여부가 특허법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207) 결국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
준은 공정거래법과 특허법의 기준, 즉 이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20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등 참조.
206)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207) 글락소 사건의 원심은 특허법의 기준에 의한 일원적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
인다.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
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정거
래법의 원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서
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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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적 판단요소
글락소 사건의 판례에 의하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
니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이다. 여기서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특허
법상 각종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취지를 권리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
요가 있다. 가령 침해금지청구권은 시장의 무임승차를 막아 특허권을 실
효성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다.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
권이 없이는 무임승차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워 특허권이 독점 내지 배
타적 권리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권리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판단에서는 그 특허권 행사가 오직 무임승차 위험을 배제
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효과를 가지는지가 주된 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의사
가 없거나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제3자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시 장려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
하며,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따라
서 당해 권리 행사가 실시 장려라는 특허법상 실시권 부여의 목적에 부
합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공정거래법적 판단기준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부당성 심사 단계
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되는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행사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일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 불필
요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다.208) 그러나 판례를 다음과 같이 해
석하는 경우, 법 제59조의 취지와 기능을 적절히 살릴 수 있으리라고 본
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은 경쟁제한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과 달리 규범적 가치 판단의 개입이
208) 이호영,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4집 제4호(2014), 414-4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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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된 사실적 측면의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 따라서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에의 영향에 대한 판단은 부당성 심사단계에서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판단과 구분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가 적용제외 심사
단계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직접적이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더
라도 부당성 심사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판단은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反)하는 권리 행
사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법이 스스로의 기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
법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은 법 제59조에서
특허권 등의 행사행위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두고 있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3) 입증책임 및 정도
마지막으로 권리 행사의 정당성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
는다. 다수설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요건에 대해 사업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론 내지 법리는 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
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민사소송의 구조가 전제된 것이다.209) 따라서 공
정거래법상 입증책임과 그 정도를 논할 때에는 법의 목적, 개별 조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서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입증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권리 행사가 정당하지 아니함을 경쟁당국이 입증하도록 할
수 있다. 본래 사적자치에 개입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개입을 위한 요건은
경쟁당국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입의 요건인 특허권의 행사가 정
당하지 아니함은 경쟁당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증
209) 김창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법학논고 48호(2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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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직권규제주의(職權規制主意)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적법한 행사는 그 정당성이 추정된다. 왜
냐하면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특허권의 행사 그 자체만으로는
경쟁질서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당국이 입증하여야 하는 내용은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입증 정도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
다. 이는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부당성 심사단계와 동등한 수준에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II. 해석론의 한계 및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1. 해석론의 한계와 안전지대의 도입 필요성
상기에서 제시한 해석론에 의하면, 적용제외 심사단계와 부당성 심사단
계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규범과 실무 간의 괴리는 해소될 수 있
다. 그러나 법 제59조는 그 효과의 중대성에 비하여 특허권의 정당한 행
사에 대한 판단이 오직 경쟁당국과 법관에만 맡겨져 있다. 즉,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그에 대한 위임의 근거도 없다. 게
다가 경쟁당국과 법관은 적용제외를 인정하기보다는 일단 부당성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향성은 동 조문의 적용상의 한계를 시사한다. 그 외에도 동조
가 ‘정당한 행사’와 같은 불확정 개념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한, 그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는 수범자가 행위 시점에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범자가 적용제외가 갖는
장점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여 동조가 공
정거래법에 규정됨에 따라 수범자 특히 잠재적 기술이전합의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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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기대치(적용제외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범자는 법 위반행위 정도, 시장점유율의 정도와 무관
하게 규제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210) 기술이전합의는 특허권의 무
효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규범적 측
면에서 보다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입법정책적 배려의 일환으로서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한 안전지대 도입을
제안한다. 동조의 기술(記述)방식 내지 경쟁당국과 법관의 경향성에 의해
적용제외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안전지대 도입을 통해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쟁법에서 안전지대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후규제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2. 안전지대의 도입방안 및 설정방식
안전지대의 설계에서 한 가지 쟁점은 그 효과를 적용예외로 할 것인지, 심
사면제로 할 것인지이다. 심사면제 효과를 가지는 안전지대는 경쟁당국의
행정입법의 재량 내라고 보는 한,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
다. 반면, 적용예외의 효과를 가지는 안전지대는 명확히 재량의 범위 외
라고 볼 것이어서, 엄격한 법률 개정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양
자는 도입 절차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심사면제 효과를 가지는 기술이전합의 안전지대의 도입방안을 검
토한다. 이는 공동행위 심사기준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도입되
어 있는 안전지대에 우선 효력을 가지는 기술이전합의 안전지대를 별도
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심사지침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제정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안전지대 내의 기술이전합의에 인
정되는 심사면제의 효과만으로는 여전히 법 적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범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
능하다. 그러나 수범자의 관점에서는 심사면제의 효과만으로 사실상 적
210) 이봉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업자 준수지침 제
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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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예외와 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심사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심사면제
의 효과만으로 적용예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적용예외의 효과를 가지는 기술이전합의 안전지대로서 법 제
19조제2항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으
면 공동행위의 적용에 예외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
회가 인가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211)하여 사문화된 제도로 평가받는
다.212) 우선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일괄예외제도의 근거나 기
본 요건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방안213)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공동
행위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는 행위
유형을 포섭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는 수직적 거래제한으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 빈번한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그 적용 범위를 한
정한다면 그 적용 영역이 협소하여 도입 실효성이 없다.
나아가 법 제59조의 개정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원칙적으
로 경쟁법의 적용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예외나 심사면
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법 제59조는 적용제외로서 처음부터 경쟁법
의 적용을 전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용제외는 안전지대와
개념상 친하지 않다.
결국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조화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술이전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214) 다만 법적 안정
성의 견지에서 심사지침에 안전지대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211) 해당 건도 기존에 등록된 공동행위의 일부 내용을 축소한 상태에서 공동행위 인
가제도에 따라 인가된 경우이다.
212) 김윤정,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및 일괄면제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경쟁법
연구 34권(2016), 219-220면 참조.
213) 김윤정, 위의 논문, 241면.
214)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불공정거
래행위 심사지침은 제23조제3항에 간접적으로나마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어떠한 위
임 근거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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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과연 안전지대의 도입 자체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행정입법의 재량의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심사지침과 심사지침
내 안전지대 도입의 근거 조문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215)
한편, 안전지대의 설정 방식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가 있다. 즉, (1) 우선 심사지침에 도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시장점유율의
단독 기준에 의하는 방식, (2) 시장점유율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특정
제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나열(네거티브
규정 방식)함으로써 해당 제한이 있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지 않는 방식, (3) 반대로 시장점유율 + 일부 허용되는 특정 제한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포지티브 규정 방식)이다. 그러나
안전지대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수범자에게 보다 유리한 전자의 네거
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단, 공동행위의 심사기준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에 도입
된 안전지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 안전
지대가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만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수단이나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행
위에는 부당성 판단기준으로서 불공정성의 속성상 안전지대를 상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3. 안전지대의 설정기준
(1) 특정제한의 설정
안전지대 설정기준으로 시장점유율 한계치를 단일 기준으로 보고 이에

215) 심사면제의 효과를 가지는 안전지대의 도입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더라도
적용예외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심사지침상의 심사면제 효과만으로 법
원은 구속하지 못하므로 적용예외와 달리 민사소송에서 기술이전합의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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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방식은 재고를 요한다. 즉,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더라도 당해
행위 자체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정거래
법의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특정 제한
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포함하는 기술이전합의는 시장점유율 한
계치 내라고 하여도 안전지대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특정 제
한으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판매 점유
율, 판매 지역 또는 판매처에 관한 제한, 연구개발의 제한 또는 개량기
술 양도의무, 배타적 라이센스 의무 부과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EU
의 입법례에 의하면 안전지대가 배제되는 제한은 경쟁자간 관계와 비경
쟁자간 관계 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216) 즉, EU TTBER은 경
쟁자간 기술이전합의에서는 TTBER이 배제되는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217) 또한 상호적 합의(reciprocal agreement)와 비상호적
합의(non-reciprocal agreement)를 구분할 수도 있다. EU TTBER 역시,
상호적 합의에서 적용예외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경쟁자간 관계에서는 비상호적 합의보다 상호적 합의218)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더 크다고 보아, 안전지대가 배제되는 제한을 다르게 규정할 수
도 있는 것이다.219)
216) 다만 기술이전합의 당시에는 비경쟁자간 관계이었으나, 이후 경쟁자 관계가 된
경우에는 안전지대가 유효하게 적용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EU의 접
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EU의 TTBER과 같이, 합의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 경쟁관계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 비 경쟁자 간의 협약에 관한 경성제한 규정은
협약이 유의미한 정도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장점유율 한계치는 경쟁자가 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217)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쟁자들 간 합의들을 순수한 수직적 합의와 달리
검토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EU와는 달리 경
쟁자들 간의 합의를 현저하게 달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정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
았다.
218) 상호 합의는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로 라이선스된 기술이 경쟁기술이거나 경쟁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219) 예를 들어 경쟁자 상호적 합의에서 판매제한을 부담하는 경우 통상 시장분할로
판단되기 때문에 판매제한에 있어서 비상호적 합의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다. 또한
경쟁자간 상호적 합의에서 비배타적 역실시허락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101조
(3)의 예외 여부를 상세히 조사한다. 즉, 경쟁자들이 개량 기술을 서로 나누어 가지
게 된다면 다른 경쟁자에 대한 경쟁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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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점유율 한계치(threshold)의 설정
경쟁자간 합의가 비경쟁자간 합의에 비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자간 합의에 더 낮은 시장점유율 한계치
(threshold)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수직적 경쟁제한
(vertical restraint)은 본질적으로 카르텔에 비하여 경쟁상 위험을 야기할
소지가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수직적 합의는 통상 개별 거래상대
방의 경쟁상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그치고, 카르텔의 경우와 달리 경쟁
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20) EU의 일괄적
용예외를 참고하여, 비경쟁자간 관계는 30%, 경쟁자관 관계는 20%로 정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221)
다만 시장점유율 한계치를 당사자간 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에 따라
안전지대 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술시장 내지 상품시장에서 합
의 당사자의 관계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분석이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즉 기술시장에서 경쟁자인지 여부는 해당 기술이 일방적(one-way)
또는 상호적(two-way)으로 서로를 막아서는(blocking) 위치에 있는지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서 특허 청구항의 해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합의 당시에는 비경
쟁자 관계였으나, 이후 기술시장 내지 상품시장에서 경쟁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그 처리 방안도 요구된다.222) 결국 이를 판단하
는 구체적 기준을 수범자나 경쟁당국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장점유율의 기준이 되는 시장은 상품시장과 기술시장이 될 수 있다.
어느 한 시장에서라도 시장점유율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안전지
대가 적용되지 않는다.223) 계약제품이 판매되는 관련시장(상품시장)의 경
220) 이봉의, 앞의 책(2016), 111면.
221) 한편 미국의 심사지침은 경쟁자간/비경쟁자간 관계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0%로 정하고 있다.
222)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23) EU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장점유율 한계치가 기술시장과 상품시장 중 하나에는 초
과하지만 양 시장 전부 초과하지는 않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기술시장에서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방시장인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상품시장에서 한계치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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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이선시의 시장점유율은 라이선서의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의 판매와
경쟁 제품의 판매를 기초로 계산된다. 이는 결국 제품시장에서 라이선시
가 가지는 총 판매량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술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점유
율 산정이 곤란할 수 있다. 참고로 EU는 기술시장에서의 라이선서의 시
장점유율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기술을 이용한 모든 라이선시의 제품
판매를 기반으로 계산한다.224) 이 접근법에 의하면 계약 제품과 관련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판매는 경쟁제품의 판매 전체의 부분으로서 계산
되며 이는 이러한 경쟁제품들이 라이선스된 기술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즉, 경쟁제품이 라이선스 하지 않는 내부 기술을 이용
해 생산되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기술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라이선서
의 시장점유율 계산법은 로열티 수입에 기반한 라이선서의 시장점유율
계산에 따르는 실질적 어려움 때문에 수용된 것이다.225)
한편, 미국은 시장점유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에서 기술시장 및 혁
신시장의 시장점유율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그 데이터가 경쟁적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는 경우 시장점유율 외의 다른 기준을 제
시한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기술시장에서 그 제한이 (1) 명시적
으로 반경쟁적이지 않고, (2) 실시권자에게 합리적 비용으로서 라이선스
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관리하는 기술 외에 “4개 혹은
그 이상의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라이선싱 합
의의 그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는 EU의 계산법을 참고하되, 기술시장에서의 시
장점유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대체기술의 존재 및 정도
를 기준으로 하거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예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4) TTBER Guideline para 86.
225) TTBER Guideline para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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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당성 심사
I.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효과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과 관해서는 그 판단요소는 무엇인지, 동태
적 경쟁으로서 기술혁신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기술권리자의 정당화
사유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EU의 TT 가이
드라인에 의하면, 기술이전합의가 시장 내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1) 기술시장이나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에서 운영되
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 간 경쟁의 감소(reduction of
inter-technology), 2) 비용 증가, 필수 투입 요소(essential inputs)에 대한
접근

제한,

진입장벽의

증가와

같이

경쟁자에

대한

봉쇄효과

(foreclosure), 그리고 3)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

내

경쟁의

감소(reduction

of

intra-technology)이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합의는 기술간 경쟁(경쟁기술
을 사용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226)과 기술내 경쟁(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간의 경쟁)에 각각 내지 동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봉쇄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술이전합의에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가
경쟁제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는 매우 적을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에 존재하는 ‘제한’이 가지는 경쟁제한성인 것이다.227) 예를 들
226) 기술이전합의는 기술 간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대체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상호적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쟁자들이 경쟁 기술을
서로에게 이전하며 서로의 기술 발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유하는 상호적 의무
를 부여할 때, 이 두 당사자 간의 혁신 경쟁은 제한 받는다.
227) 해당 제한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당해 기술의 용도나 활용가
치, 해당 제한과 관련 당사자 간의 경쟁관계 유무, 당사자가 차지하는 지위, 시장
전체의 상황(당사자의 경쟁자의 수, 시장집중도, 거래되는 제품의 특성, 차별화 정
도, 유통경로, 신규 진입의 난이도 등),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합리적 이유의 유
무 및 연구개발 내지 라이센스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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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부관되
는 조건 또는 제한이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에 여러 제
한이 존재하고, 그 제한이 별개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각 시장의 경
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기술이 유력한
기술인 경우 일반적인 기술에 비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다. 이때 특정 기술이 유력한 기술인지 여부는 기술의 단순 우열이 아니
라 제품시장에서의 당해 기술의 이용 상황, 우회 기술 개발 또는 대체
기술로의 전환의 어려움,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 보유자가 기술 시장 또
는 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FRAND 선언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표준특허권의 경우 유력
한 기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기술이전합의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가. 지식
재산권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
과는 관련시장의 가격 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혁신저해를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혁신 저해가 독자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사실 혁신은 그 자체가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입증한다는 것은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역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 설령 입증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현 시점에서의 효과일
것이고, 장래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위법성 판단의 독자적 내지 직접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228) 대신 봉쇄효과와 같이 나름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기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다.229) 전술한 바와 같이, EU의 가이드라인상 기술이전계약에의 조건의
경쟁제한성은 주로 봉쇄효과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의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참조).
228) Pl Colomo, ‘Restrictions on Innovation in EU Competition law’,
Society Economy, Working papers(2016, Forthcoming), p.19.
229) Pl Colomo, Id,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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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화 사유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의하면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제한 내지 조건
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경쟁제한성이 보다 적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효율성 증대효과 및 다른 대안의 존재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
장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한편 동 심사지침은 효율성 증대효과와의 비교
형량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보유자가 효율성 증대 외에도 정당화사
유를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정당화사유에는
사업자의 사익과 관련한 것만이 아니라 공익에 관련한 것도 포함될 수 있
다. 이 지점에서 특허법의 정책적 목적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여
지를 둘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판단은 정당화 사유의 존재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화 사유의 존부 판단에서 기술개발
및 라이센싱의 인센티브가 감소에 따른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시권자의 사익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화 사
유로는 기술의 효율적 이용이나 무임승차 방지, 기술 남용의 위험 방지
를 들 수 있다.
다만, 부당성 심사단계의 정당화 사유 존부 판단에 있어, 특허법의 목
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왜
냐하면 이에 대한 판단은 1단계의 적용제외 심사단계에서 이미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불공정성
1. 규제 당위성
일각에서는 불공정성에 기반한 기술이전합의의 규제에 비판적 시각을 제
시한다.230) 그런데 국제적 기술이전이 빈번한 상황에서 국제예양을 고려
230) Wong-Ervin, supra note 118,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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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감안한다거나 하는 등 경쟁법
외의 이유로 소극적인 법집행을 하는 식의 선택은 지나치게 편의에 치중
한 결과이다. 사실 경쟁법은 과도규제와 과소규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법 영역인 바, 그 과도규제의 결과가 다른 법, 특히 특허법의 목적을 저
해하는 연쇄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 집행에서 필
수불가결한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오히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해
석론을 통해서 불공정성 규제의 자의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비규범적 사실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법적 내지 이론적) 근거 없이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동태적 혁신시장과 같이 오히려 시장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적절
하지 않은 사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예방적 차원의 효과
를 누릴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231) 그런데 기술이전합의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비대칭적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232) 따라서 후견적 지위로서 경쟁당국의 개입이 오히려 정당화되
는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합의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의 상대방을 강제함으로써,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특허권 남용이 무효에 기반한 권리남용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면, 실시를 희망하는 자의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불공정성에
기반한 규제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231) 최근 IT 산업에서의 거래거절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적용한 심결례를
보면, 이들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새로이 형성되었거나 이제 막 형성 중에 있는 첨
단산업시장에서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아니나 이들의 거래거절로 그
경쟁자가 당해 사업에서 배제됨으로써 향후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발
판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거래거절에 대하여 불공
정거래행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의 입증 없이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이기종, 앞의 논문, 경제법연구
제14권제1호(2015), 64-65면 참조).
232) 항상 기술보유자가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잠재적 라이센서가 협상력의 우위에 있을 가
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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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론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그 위법성의 표지이
다.233) 이를 공정거래저해성이라고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정
거래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불공정
성은 다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본다. 이하에서는 그간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불공정성을 중
심으로 기술이전합의에 특유한 불공정성의 해석론을 제시한다.
(1) 기술이전합의에서의 불공정성의 의미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선언에서 Fair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검토가 기
술이전합의에서의 불공정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사실 FRAND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편이나, 공정성(Fairness)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규명되지 못
하였다. 여기서 ‘Fair’라는 개념에 대하여 해외 문헌에서는 “Fair(공정함)
이란, 지식과 절차의 문제이며, 종종 법률가들이 ‘정당한 (법의) 절차’라
고 부르는 것에 상응한다. 그것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하
고, 그 절차는 양측을 모두 동등하게 충분히 고려하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양측 모두가 그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본다.234) 국내에서 동 개념은 경쟁에 반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는
23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현대 시장경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약
유형에 대하여 후견적인 성격을 가지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권영준, 앞의 논문, 191면을 참조할 것;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가 강
화되는 것은 현대 계약법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계약법의 범주
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중
요하게 여겨지는 대부분의 계약 유형들에 대해서는 후견적인 성격의 특별법이 제정
되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념적으로는 당사자에 쏠려 있
어야할 계약의 무게중심이 현실적으로 국회로, 규제기관으로, 법원으로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다. 특별법이 늘어나면서 입법적 후견이 커지고, 일반조항의 활용도와
계약해석 분재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법적 후견이 커지며, 행정규제가 늘어나면서
행정적 후견이 커진다.”
234) Larry M. Goldstein & Brian N. Kearse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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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라이선스
합의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강요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
는 조건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35)
한편, 민법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계약의 공정 관점에서 계약의 내용뿐
만 아니라 절차 등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fair’의 개념을 도출할 필요
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236) 왜냐하면 공정성을 단순히 합리성이나 비차
별성을 수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약교섭부터 계약체결 전 과정에 고려
되어야 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살
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37)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FRAND 선언
의 의미를 절차적 의무(Process Obligation)와 종국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조건의 내용적 의무(Content Obligation)로 나눌 수 있다는 입장
도 있다.238)
사실 이러한 논의는 FRAND 선언의 의미에 관한 것이어서 표준특허권
행사의 문제에 한정되고, Fair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술이전합의의 공정성에 관해서
그것이 절차적 공정성이거나, 실체적 공정성이든 간에 나름의 국제적 공
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Aspatore (2004), p27. 원문은 다음과 같다. “Fairness is a matter of
knowledge and process, analogous perhaps to what lawyers sometimes
call ‘Due process’ in legal proceedings. It means that there is a
procedure for arriving at a result, that the procedure gives equal
consideration to both sides, and that the procedure is well known to
both sides before procedure begins.”
235) 윤기승,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실시권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
대법학논문집 제39집 제1호(2015), 280면.
236) 나지원,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 한계에 관한 연구 : FRAND 확약과 권리남용
의 법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6), 222면.
237) 나지원, 위의 논문, 222면.
238) Jorge L. Contreras, “A Market Reliance Theory for FRAND
Commitments and Other Patent Pledges”, 479 Utah L. Rev. (August, 2015),
pp. 497-498; Contreras 교수는 절차적 의무(Process Obligations)로 ① 특허권
자가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를 청약할 의무, ② 실시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 ③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계속할 의무, ④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금지청구를 행사하
지 않을 의무, ⑤ 소송 제기 이전에 독립된 중재인에게 FRAND 조건에 관한 중재
를 구할 것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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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술이전합의는 당사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대체로 기술보유
자는 협상 우위에 있으며, 이로써 비대칭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239) 따라서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절차상 공정성의 결여로 보이는 징표
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의 설정 및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행위의 예측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절차적
공정성은 실체적 공정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단이 간명하다는 점, 사
적자치에의 개입여지를 줄이면서 국제 기술이전합의에서 국제예양을 고
려한다는 점에서 기술이전합의에서의 공정성의 의미를 절차적 공정성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계약 체결
상 절차적 불공정성은 최종적으로(그리고 필연적으로) 계약 내용상 불공
정성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기에 양자의 경계선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라 하더라도 불공정성의 범위를 기능적으로 축소하는
해석론은 결함이 있다. 결국 기술이전합의의 불공정성은 절차적 공정과
실체적 공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240)
(2) 불공정성의 판단구조
기술이전합의의 불공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기술이전합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행사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가 불공정하
239) 실무상 기술이전합의에서 주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거래
강제로 좁혀지는 듯하다. 분명한 것은 거래상 지위는 단순히 특허권자라고 해서 인
정되는 지위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기술은 그 기술 보유자라고 해서 모든 상대방
에게 기술에 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경제적
규모는 기술 보유자를 압도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기 때문이다. 거래상 지위에 대
하여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
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
으면 인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
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
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
240) 공정이 절차적 정의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공평은 실질적 평등의
문제와 연관성을 갖는다(김도균,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912),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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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는 특허권의 행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때 특허권이 재산
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는 공정거래
법의 적용으로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법률
효과적 측면상 권리남용금지 원칙과 일견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민법 제2조제2항의 법문(“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에는 드러나
지 않는 주관적 요건,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권리자가 자기에
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
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 요건은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행
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41)
우선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서 명문상 요건이 아닌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소규제의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
따라서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준(準)하여, 특허권자의 주관적 요건이
경쟁법 적용의 불문요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이전합의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과 ‘라이선시의 불이익’의 비교형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불공정성 판단에는 비교형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
냐하면 실시권자가 입는 불이익을 능가하는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자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벡
(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서 피심인은 비전문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특허공법이 사장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그러한 요구가 특허권자로서
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으나, 시사점은 있다. 즉, 기술이전에 있어서 기술보유자가
특히 전문 지식과 같은 라이선스 기술의 남용에 관한 위험을 감소시킬
24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233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공2003상,80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2009다58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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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아 비교형량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오라클의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
입한 행위에 대해 유지보수 서비스가 쉽게 복제될 수 있어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조치임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같은 불
법복제의 가능성 역시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242)
한편, 권리남용금지 원칙에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간
비교형량 결과가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처
럼, 공정거래법에서도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과 라이선시의 불이익간의
비교형량의 결과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술이
전합의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공익 역시 비교형량의 일(一)
요소가 되어야 한다.243) 왜냐하면 특허권이 정책적 목적에서 수여된 권
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권리의 제한에 대한 판단에서
공익과의 비교형량은 산업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형량 요소로서 공익의 범위는 적절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
는 경우, 경쟁당국의 판단 여지 및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술이전합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공익이란 기술확산 내지 후
속혁신 촉진에 관한 공익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라
이선시의 불이익이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예정되어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취지는 실
시권자의 개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래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242) 다만 이는 불공정성 내에서의 비교형량을 의미하며, 경쟁제한성과의 비교형량이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243) 한편, 특허법에서 특허권자의 계약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실시 허여 결정을 할
때에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이익과 특허권자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복리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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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soft law)이다.244)
그럼에도 엄연히 경쟁당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고, 간접적으로는
수범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심사지침은 법 적용의 일반원칙과 함께
구체적 심사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
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동 심사지침 역시 그 목적을 법 집행의 일관
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심사지침이 강행규범(hard law)인 공정거래법과
체계적으로 조화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
는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선방안을 정합성, 합리성, 명확성의 기준에
서 제시한다.
I. 총칙
심사지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
산권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은 크게 무체재산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권리의 속성과 이
를 인정하는 해당 법 영역의 목적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하나의 심사
지침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심사지침은 기술(記述)의 편의상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의 행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각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식재산권별 특
수성을 고려하여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이를 유추하여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추적용이라는 것은 법률의 흠결 시에 그

244) 연성규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연성규범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
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
들어진 행위 규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
과 법적 효력-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집제2호(2013),
92-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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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으로 인해 동등하게 가치평가될 수 있는 법률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 조문이 아니라 심사지침 전체를 유추적용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부적절하다. 사실 유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오히려 예를 들어 상표권 남용이 문제되
는 경우, 심사지침의 유추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될 공산도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로 심사지침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다. 이는 미국, 일본 그리고 앞서 본 EU의 각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도 일치한다. 이때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 및 디자인보호법 등 전통
적인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에 더하여 식물신품종법, 부정경
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역시
심사지침의 적용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으므로, 심사지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 일반적 심사 원칙
심사지침에 의하면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여받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
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글락소 사건의 대법원의 입장에 의
하면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의 행사라도 당연히 지식재산
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기가 어렵다. 즉,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인지
여부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이 되기 어려운 이상, 개정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특허권의 외형상 권리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
59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권리 소진원칙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
가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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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와도 부합하지 않는 바,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심사지침을 적용함이 타당
하다.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심사지침의 체계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을 기술이전합의의 당사자의 관계나 합의에
존재하는 제한을 구분하여 심사지침에서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
다. 그리고 심사지침상 경쟁제한효과 분석에서는 위법성 판단 시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효율성 증대효과 외에도 사익
내지 공익 측면에서 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화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성 증대효과는 행사 시점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
나, 특허권 행사 이전 시점인 특허권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혁신에
기여한 것에 대한 주장은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또한 기술이전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과 불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와 구분되는 안전지대를
심사지침 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경쟁자간 기술이전합의
와 비경쟁자간 기술이전합의를 구분하여 시장점유율의 한계치를 별도
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가
격, 판매 수량, 판매 점유율, 판매 지역 또는 판매처에 관한 제한, 연구
개발의 제한 또는 개량기술 양도의무, 독점적 라이선스 의무를 부과하
는 것과 같은 제한을 포함한 기술이전합의는 안전지대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지대의 범위 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경쟁
제한적인 기술이전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동
행위 심사지침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에서의 안전지대와
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이전합의 안전지대가 우선적 효력을 가
진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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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체적 판단 기준
구체적 판단기준에서 나열되어 있는 특허권의 행사행위는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과 부당공동행위의 구분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
지행위 등으로 그 행위 유형을 크게 카테고리화하고, 해당 위법성 요건
을 달리 보고 있는 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체계적 구성이라고
보인다. 만약 심사지침이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행위 유형에 맞게 심사지침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
하다. 즉,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구분하여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때,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즉, 시장에
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
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포섭함
이 타당하다. 이 경우 가령,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표
현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기술이전합의에 한정하여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기술양도
행위, 기술의 이용을 거절하는 행위, 기술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기술의 이용에 조건을 붙이는 행위로 유형화하여 각 구체적 행위를 분류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245) 이 경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상위 카테고리에 기술양도행위, 기술의 이용을 거절하
는 행위, 기술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기술의 이용에 조건을 붙
이는 행위의 카테고리를 중분류로 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차별적 실시권의 부여와 같은 부분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에서
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 행위 유형별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표준특
245) 일본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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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자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행사 행위와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표준특허권자의 행사행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만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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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기술이전합의는 기술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
라는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특허권도 사권으로서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는
바, 그 행사에 경쟁법적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이전합의와 같은
지식재산권 행사의 경쟁법 적용에서 핵심 문제는 지식재산권 행사의 제한
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 제한되는지
에 대한 명확한 규범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가이다.
특히, 기술이전합의는 후속혁신의 유인과 같은 경쟁촉진효과를 내재하
고 있어,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경쟁정책적으로도 이를 활성화할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경쟁법 적용에 따른 규제상 위험을 사전에 구체화함
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
래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EU의 기술이전
합의 일괄예외규칙(TTBER) 및 기술이전 가이드라인(TT guideline)을 참고
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적용제외 심사와 부당성 심사의
2단계 심사구조(two step analysis)에 따른다. 이에 대해 자칫 각 단계마
다 기술이전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복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법
적용의 복잡성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동행위 심사기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도입된 안전지대
(safety zone)로는 기술이전합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설
정 기준을 시장점유율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술이전합의의 안전지대
운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기준 등이 해석론 및 이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통해 적절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심
사지침에는 과도하거나 과소한 적용범위, 공정거래법 체계와의 부정합
성, 불명확한 판단기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EU 경쟁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와의 비교법적 분석의 결과,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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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기술이전합의 규제의 개선방향에 다음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술이전합의에 특수한 안전지대의 도입은 법적 안정성을 효과적
으로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때, 안전지대 설정
기준은 시장점유율 기준만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전제된 규범적 기준을
수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TT 가이드라인은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을 기술간 경쟁, 경쟁자 봉쇄효과, 기술내 경쟁으로 구분하고,
합의의 유형별 및 합의에 존재하는 제한별로 그 판단기준과 고려요소 등
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공정거래법상 기술이전합의의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여지는 충분하다. 셋째,
TT 가이드라인이 기술이전합의에 적용범위를 한정하면서 수범자에게 명
확한 행위규범으로 기능하고, TFEU 제101조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 심사지침을 합리성, 명확성,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법 제59조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론을 제안
한다.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은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양자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경쟁제한성, 공정거래저해성과 달리 규범적 가치판
단의 개입이 결여된 사실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또한 직권규제주의에 따라 특허권의 행사가 정당하지 아니함은 경
쟁당국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론을 통해 동조가 공정거래법에서
‘계륵(鷄肋)’과 같은 조문이 아니라 존재의의가 있는 조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기의 해석론에도 동조가 정당한 행사라는 추상적 법개념을 요건
으로 하고 있어 수범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론으로서 기술이전합의에 우선 적용되는 안전지대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때 사전(ex-ante)의 입법 작용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특정 제한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당해 제한을 포함하는 기술이전합의에 대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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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면제의 효과를 가지는 안전지대로
심사지침 내에 도입하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심사지침과 심사지침 내
안전지대 도입의 근거 조문을 공정거래법 내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이전합의는 기술간 경쟁과 기술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봉쇄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 그 경쟁제한성을 구분하여 각각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봉쇄효과의 규
범적 기준을 통해, 긍정적 영향은 구체적인 정당화 사유의 판단을 통해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술이전합의의 불공정성 판단구조는 우선
라이선서의 정당한 이익과 라이선시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다.
이때 특허권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여된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기술
확산과 관련한 공익 역시 형량의 일(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기술
이전합의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기술이전합의의 잠재적
당사자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이전합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사지침의 개선방안은 합리성, 명확성, 정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우선,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유추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부적절하므로, 기술에 관한
권리에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 기본 원칙에서는 지
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의미, 특허권의 권리 행사에 대한 의미
를 명확히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것
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판단기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
위 구분 없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행위만 나열하고 있는 방식에서 공정
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춘 구성 방식으로 재편하고, 중첩적인 행위
유형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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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mpetition Rules on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 Comparative Approach with EU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Block
Exemption Regulation Su Kyung Nam
Competition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s th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the technology
holder to the other person by means of transfer, license or the like.
However, since technology holders have acqui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echnology to retain their superiority in negotiating power,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can also be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echnology
holders. However, si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 kind of social
rights that have limita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exercise of

- 141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ubject to the competition law, regardless
of the right attribute of exclusiv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under the 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MRFTA Ac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the competition law
approa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revitaliz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in the situation that the uncertainty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is not removed to a certain level
before the agreement. In this situation, conscientious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materialize the risk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advance.
Furthermore, this thesis points out the several problems of the
regul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under the MRFTA Act.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the two step analysis based on Article 59 of
the Act could lead to the complexity and inefficiency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When it comes to the safety zone, it does not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and, in the ex-ante
rule making, the normative value judgment is excluded. Furthermore,
the clear and specific criteria assessing competition restrictiveness and
unfairnes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is

not

appropriately

presented through the guidelines. Finally, Guidelines on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ereafter, 'the IP guidelines') has a
systematic problem i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harmonization with
the MRFTA Act, the primary competition law.
On the other hand, the thesis examines the EU TTBER (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and

the

TT

Guidelines

(Technology Transfer Guideline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on technology transfer. The undertakings do not have to
prov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01 (3) of the TFEU if they are able

- 142 -

to prove the requirements of

TTBER. In this respect, the Block

Exemption Regulation system is evaluated as a system that provides
predictability and legal certainty. In addition, the TT guideline specifies
the

contents

competition,

of

competition

foreclosure

of

restrictiveness
competitors,

as

inter-technology

and

intra-technology

competitio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under

the

MRFTA

Act.

At

first,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Article 59 of the Act is presented.
However, the abstract concept of legitimacy has limitations, therefore,
legislation for establishing safety zone subject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is

considerable.

There

would

be

cases

where

it

is

inappropriate to exclude the examination with regard to competition
restrictions, it is reasonable for those agreements to be included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competition

restrictivenes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are first classified
by focusing on the restrictive clauses that exist in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d the interpretation
of unfairness in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First, unfairness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procedural inequity and content inequity.
The judicial structure is to compar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licensees with the disadvantages of the licensees. Lastly,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IP guidelines should be improved not only in harmony
with the MRFTA Act but also in terms of the rationality and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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