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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표준특허는 기술표준과 특허의 상충되는 요소들이 기술의 혁신과 경쟁이  
라는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물이다 특히 영역에서 기술표준. IT
이 제정됨으로써 제품의 상호호환성과 네트워크효과가 크게 증대되고 규모
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경제적 효과의 , 
관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그렇지만 특정 산업에서 표준이 제. 
정될 경우 진입장벽에 형성되어 관련 사업자들은 그러한 표준을 실시하지 , 
않고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고 표준특허권자가 기술표준의 선점으, 
로 인한 우세적 지위를 남용하여 실시권자들을 위협하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성향의 문제적 행태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표준화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로 인한 폐해를 방  

지하기 위해 특정 특허를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그 특허의 보유자
로 하여금 확약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확약도 표준특허에FRAND . , FRAND
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들을 해결함에 한계가 있는데 확약의 추상, FRAND
성과 애매모함이 그 이유다 나아가 그러한 이유는 확약을 한 표준. FRAND
특허에 있어서 특허법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금지청구권을 
접근함에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하지도 문제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 FRAND
확약은 표준특허를 해석함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은 우선 확약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FRAND . 
그러한 법적 성격에 비추어 확약이 특허법상 구제수단에 제한적 요FRAND
소로 작용하는 이유에서 나아가 바람직한 구제수단의 설시가 고민되어야 한
다. 

주요어: 확약 표준 필수 특허 확약의 법적 성격 손해배상청구권 FRAND , ( ) , FRAND , , 

실시료 침해금지 정지 청구권FRAND , ( )

학  번: 2018-2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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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

지식경제 시대와 더불어 제 차 산업혁명  (knowledge economy) 4 (Fourth  
으로 인해 과학기술과 산업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Industrial Revolution)

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특허와 표준이 결합되는 이. 
른바 표준특허가 나타났고 이는 특히 상호호환성, (compatibility)1)과 네트
워크효과(network effect)2)를 요하는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IT . 
표준특허는 기업의 발전 나아가 종합 국력의 증진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표준 전쟁, ‘ (the Global     
Standards Wars)’3)이 벌어지고 있으며 표준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표준특허분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개 표준특허를 해석함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확약의 법적 성격 실시료의 산정을 FRAND , FRAND
둘러싼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제
한여부가 대두된다.  

확약의 해석 법적 성격 관련 견해의 대립이 첨예하고 다양한 이  FRAND ( ) 
론적 논의가 있으며 각국의 해석론이 많이 다르다 그 책임을 다투자면 우선 . 
이를 요구하고 있는 표준화기구에서 조차 확약에 대한 명백한 해석FRAND

 1) 상호호환성과 자주 혼용되는 것이 상호운용성 이다 상호호환성은 동 종  (interoperability) . 
류의 기기와 부품의 호환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상호운용성은 기기와 기기간의 대화능력, 
을 말하는 것이다. 

 2) 학자에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나 “
나 이외의 사람이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 , 
영향을 받는 정도 를 의미한다 권명중 기술혁신의 경제학 차 산업혁명의 사례와 적” . , ·4
용 나무미디어 면, , 2018, 172 .  

 3) 글로벌 표준 전쟁 이라는 표현은  ‘ ’ Jorge L. Contreras, “The Global Standards Wars: 
Patent and Competition Dispute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University 
of Utah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의 논문 제목 참조, No. 353,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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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확약 자체에 사적 공적 성격이 포함되, FRAND , 
어 있는 특수함 때문이다 우선 확약의 법적 성격 중 사적 성격으로. , FRAND
서 특허법적 계약법적 의미가 있다 특허법적 의미의 경우 특허침해에 대한 , .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금지청구권을 특허법에서 설시해두고 
있다는 점 특허권남용금지의 법리 등과 같은 측면에서 확약의 특허, FRAND
법적 의미가 확인된다 확약의 계약법적 의미 관련 주요국에서의 일. FRAND
반적 논의는 청약설 청약의 유인설 제 자를 위한 계약설로 정리되고 중국, , 3 , 
의 경우 그러한 논의 외에도 특유의 논의로서 일방적 법률행위설 강제적 계, 
약체결설을 비롯한 묵시적 실시허락설이 있다 다만 표준특허의 경우 그 권. , 
리의 남용이 단순히 계약법적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법의 위반으, 
로 이어질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확약의 사적 성격의 한계가 드FRAND
러나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확약의 공적 성격이다FRAND . 

확약 표준특허의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FRAND
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되는데 실시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합리적 실시
료로서 실시료의 산정이 문제된다 특히 확약의 법적 성격FRAND . , FRAND
이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료의 산정에서 , FRAND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 실시료 기초와 실시료율을 FRAND ,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 
한 고민이 있다 이와 관련 미국법원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정립된 바가 . 
있고, 표준특허분쟁이 급증하면서 중국법원도 미국법원의 법리를 참조하여 
나름의 법리를 형성해나가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특허권자의 .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여부는 침해금지청구권의 그것과는 달리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 
또 하나의 쟁점으로 확약과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의 침해금지  FRAND

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인정여부에서 나아가 제한여부가 문제되며 이. , 
에 대한 여러 국에서의 해석이 다름은 물론이고 제한의 방식에도 큰 차이를 ,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형평법적 요소에 의한 제한 독일의 경우 . , , 
독점금지법적 항변에 따른 제한이 있고 중국의 경우 경쟁법적 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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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과 성실협상의무에서 당사자 과실존부를 검토한 제한이 있다 비록 . 
그러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확약이 침해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 FRAND
또는 제한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침해금지. 
청구권은 권리침해에 대한 강력한 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함이 마땅하겠
지만 때로는 그것이 남용되어 실시권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 
른바 특허위협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제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확약 표준특허는 긴 시간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FRAND . 200
년 북경대학 즈앙핑 교수가 기술표준전략과 지식재산전략3 ( ) ( ) “北京大学 张平
의 결합”4)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년, 2013
에 이르러 퀄컴회사의 횡포가 중국으로 이어지면서5) 이에 관한 연구는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 절의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확약   1 FRAND「 」

표준특허의 법적 쟁점인 확약의 법적 성격 확약과 손해배상FRAND , FRAND
청구권을 비롯한 침해금지청구권이 이 연구의 범위 대상 가 된다 그리고 ( ) . 

확약 표준특허분쟁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는 점 따FRAND , 
라서 관련 법리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왔
다는 점과 동시에 중국법의 경우 확약 표준특허 관련의 법리가 결여FRAND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법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미국 유럽의 법리에 , , 

 4) / , “ ( )”, , 2013 1 , 44-47张平 马骁 技术标准战略和知识产权战略的结合上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 “ ( )”, , 2013 2 , 42-45 . 頁 技术标准战略和知识产权战略的结合 下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頁

 5) 년부터 년까지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2013 2015 ( , National 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발개위 에서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조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

사를 진행한바 있고 억 위안의 벌금과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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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중국법을 연구하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타 주요국들의 법리도 연, 
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 관련 일반 법학연구의 방법과 다름이 없이 문헌적 고찰을 통  

한 이론의 정리와 분석 그리고 판결례에 대한 평석을 이 연구의 방법으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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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 연구에 필요한 전제들2
  
  확약 표준특허의 기본내용과 이해는 이미 한국의 문헌연구로서 FRAND
충분히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연구에서까지 그것에 대해 소, 
상히 소개하고 깊은 연구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이 연
구의 맥락상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고 전제로서 제시해둔다. 

제 절 확약과 표준특허의 정의 1 FRAND

표준특허 일반1. 

표준과 표준제정주체  (1)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에 따르면 표준, (standard)6)7)이란 제시된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
기 위해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용도의 규칙 지침 또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 
한 특성을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공인기구에 의해 승인된 문서8)로 
개념정리 된다 그리고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공중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9) 명백하게 천명된 바 이러한 의미에서 , 

 6) 에 따르면 표준은 확고한 과학적 기술적 경험 ISO/IEC Guide 2:2004, definition 3.2 , , 「 」 
적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공익의 최대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Standards should 
be based on the consolidated results of technology and experience and aimed 
at the promotion of optimum community benefits).

 7) 표준은 표준화 결과물의 종류 중 하나이다 그 밖에 표준의 하위개념으로서 기술규격 . 
과 표준으로 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표준화에 관한 정(technical specification) , 

보제공이나 이해관계의 정립을 위한 기술문서로서 기술보고서 가 있다(technical report) .  
 8) ISO/CEI Directives Part 2:2011, 3.1.1「 」 
 9) U. S DEPARTMENT OF JUSTICE/U.S. PATENT & TRADEMARK OFFICE.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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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은 공공재 로서의 성격이 다분하다(public goods, ) .公共产品 10) 
표준은 제정주체에 따라 공적표준 과 사실상의 표준  , (De Jure Standard)

으로 나뉜다 공적표준은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De Facto Standard) . 
가 표준화제정기구에서 제정한 것이고 사실상 표준은 시장에서 인정받거, 
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것이
다 따라서 시장경쟁에서 시장에 의한 자체적 채택여부가 이들을 구별하. , 
는 기준이 되는데11) 사실상 표준은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후적 , 
표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적표준과 크게 다르다 이들로 인한 반경쟁적 . 
효과도 큰 차이가 있는데 공적표준은 그 개념상 공적기구에 의해 의도적,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업종 경쟁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책정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경쟁자간의 공적표준 책정과정은 부수적인 경쟁. 
제한 합의를 수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
다 아울러 공적표준으로 책정되는 것은 당해 표준의 사용이 사실상 강제. , 
된다는 점에서 기술의 공적표준화는 시장독점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표준은 상당한 경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12) 그렇지 
만 사실상의 표준은 유사 표준들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표준 채택과 관련된 표준 책정과정상
의 경쟁제한성의 문제는 크지 않다.13) 

F/RAND Commitments”, Jan 8.2013.
    <https://www.justice.gov/atr/page/file/1118381/download> 검색일. : 2020.03.31.
10) 이 부분은 이 연구의 제 장 제 절 표준특허의 회피불가능성 필수성 및 경쟁제한 3 2 1.(2) ·「
성 참조.」 

11) 정연덕 의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 인 , “IT(Information Technology) ”, 
터넷 법률 통권 제 호 면, 30 , 2005, 68 .

12)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 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산업재산권 제 호 면 , “ ”, , 23 , 2007, 681 . 
13) 오승한 전게논문 면 ,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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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의의(2) 

     

표준특허 또는 표준필수특허  ( ‘ ’, standards essential patents: SEP)14)에
서의 표준은 기술표준을 가리킨다.15) 그것은 공익의 최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표준과 사적이익의 특허권이 결합된 것이고 표준문서의 규격을 ,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이(essential)
다.16)17) 즉 표준과 특허의 상충되는 요소들이 그림  , ([ ]18) 참조 기술의  ) 

14) 엄밀히 따지자면 는 표준필수특허 로 변역되어야 함이  ‘standards essential patents’ ‘ ’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편의를 고려하여 표준특허 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 , ‘ ’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한국의 연구에서도 표준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 
문에 그 용례에 따라 표준특허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15) 박준석 표준특허의 제문제 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서울대학 , “ ITC ”, –
교 법학 제 권 제 호 면, 54 4 , 2013, 114 . 

16) 김기현 이승민 이준하 표준과 특허의 관계 및 표준특허의 정의와 특성 통 / / , “ ”, Patent21, 
권 제 호 면95 , 2011, 13 . 

17) 표준특허는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이어야 하기 때 (essential)
문에 어떠한 것이 필수적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성 평가, ‘ (essentiality evaluation)’
가 진행된다 필수성 평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일차적으로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 
을 면밀히 검토한 후 표준문서의 규격 과 비교하게 된다 이 때 두 가지 (Specifications) .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청구항의 모든 단어가 표준문서의 단어와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가 표준문서에 기재된 (Word by Word mapping)
단계와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Step by Step mapping) . /
원 주요국의 표준특허 정책 및 글로벌 기럽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면, “ ”, 2008, 18 . 

18) 그림 [ 의 출처 특허청 특허와 표준] : , . <https://www.kipo.go.kr/kpo/HtmlApp?c
=8094&catmenu=m11_02_12 검색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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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 이른바 표준특
허인 것이다. 

표준특허의 효과 (3) 
표준기술 표준특허 은 양날의 검 과 같다 우선 그 긍정적 효과로는 관련   ( ) ‘ ’ . , 

제품의 상호호환성 및 네트워크효과를 크게 증대시켜주는 바 시장에서의 생, 
산적 효율성 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productive efficiency) , (economy of 

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표준경쟁을 scale) , 
통한 경쟁촉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친경쟁적 역할을 담당한다.19) 이러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있음은 물론이다 표준기술의 선정으. 
로 인해 경쟁관계 내지 대체관계에 있었던 기술은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20) 즉 긍정적 효과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은 경쟁촉진의 역할과는  , 
정반대로 경쟁제한의 효과 반경쟁적 효과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준기( ) . 
술이 선정되면 관련 산업 내 사업자들은 그러한 표준기술을 사용한 제품개
발을 위해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의 투자와 사업상 노력이 매몰비, 
용 으로 되어서 관련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표준기술에 고착(sunk cost)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lock in) .21) 아울러 제품 표준이 기술표준에 의하여  ,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장벽이 시장장벽에 더해져서 시장지배
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는 더할 나위 없이 공고해지고 시장에서의 경
쟁은 봉쇄된다.22) 이러한 반경쟁적 효과는 특허위협 실시료과적 역특허위 , , 
협 등과 같은 문제적 행태로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해. 
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확약이다FRAND . 

19) 최승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세창출판사 면 참조 , , , 2010, 120-122 . . 
20)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면 / , , , 2020, 27 . 
21) 정상조 박준석 전게서 면 / , , 27 . 
22) 최승재 전게서 면 ,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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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의 제정절차(4) 
표준제정 절차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인 의 경우 예비단계   ISO

외에 단계의 절차6 23)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림 ([ 참조] ).24) 확 FRAND
약서는 표준제정과정의 준비단계에서 제출된다 즉 그림 . , [ 와 같은 ]
표준제정 절차 중 준비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표준규격 안 에 해당하는 초안 을 작성하고 이러한 초안이 채택되면 ( ) (draft) , 
표준규격 안 에 포함된 특허 출원 중인 특허 포함 를 공개한 참여사업자는 ( ) ( )
해당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에 따라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FRAND . 
이후 위원회의 심의와 회원사 투표는 특허권자가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진행되는데 만일 이러한 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워킹그룹은 , 
해당 특허를 우회하는 수정안을 표준규격 안 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 ) .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준화기구의 총회에서 승인되면 표준규격은 출
판되어 표준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25) 

23) 이 절차 관련 각  ISO/IDE Directives Part 1-Procedures for the technical work. 
단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이수진 표준특허와 라이센스 도서출판 동방문화, FRAND , 
사 면 참조, 2015, 29-31 . . 

24)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 의 표준제정절차를 검토한다 이 밖에 여러 표준화기구의  ISO . 
절차 관련 연구는 주 의 문헌들 참조34) .   

25) 나지원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경인문화사 면 , FRAND , , 2018, 73-74 . 



- 10 -

의 외연적 의미와 확약의 기능 목적2. FRAND FRAND (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표준기술로 선정하고자하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  

을 보유한 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fair, reasonable, and 
인 조건으로 제 자에게 실시허락 하겠다고 non-discriminatory: FRAND)’ 3

하는 확약을 할 것을 요구한다FRAND .26)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 인  ‘ ’
조건을 동일시하여 이를 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와 RAND . , FRAND RAND
는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27) 의 외연적 의미는 대개 다음 FRAND
과 같이 해석된다.28) 

● 공정성 양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실시허락계약의 내용이 (fairness, ): 公平性
공정해야하며 그 절차도 물론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 

함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의 공정은 절차적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 . 

● 합리성 양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실시허락계약의 내용 (reasonable, ): 合理性
은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

● 비차별성 실시허락계약이 다른 표준과 관 (non-discriminatory, ): 无歧视性
련 실시허락 및 다른 당사자와 비교하여 차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
다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조건일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 . 

말해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비차별이 아닌 실질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비차
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29) 

26) 정상조 박준석 전게서 면 / , , 27 . 
27) 그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견해는  Damian Geradin/MiguelRato, “Can Standard 

-Setting Lead To Exploitative Abuse? A Dissonant View on Patent Hold-Up, 
Royalty Stacking and the Meaning of FRAND”,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및 Vol. 3, No. 1, 2007, pp.113. Layne-Farrar, Anne/Padilla, A. Jorge/ 
Schmalensee, Richard,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Antitrust Law Journal, 

참조Vol. 74, No. 3, 2007, pp.671. .
28) 이와 관련  Larry M. Goldstein/Brian N. Kearse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 Century Patent Licensing, Patent Pools 
참조 이를 바탕으로 한 한and Patent Platforms, Aspatore Books, 2004. pp.27. . 

국의 연구는 원정욱 표준특허 라이센싱의 문제점 대응방안 제 회 정보통신표준화 , “ ”, 2
우수논문집 면을 비롯한 강부미 구경철 황현정 표준특허를 둘러싼 , 2006, 108-109 / / , “
표준화기구 특허정책 논의 현황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면이 있다”, , 2013, 809 . 

29) 최동배 이승주 표준특허 및 규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 / , “ F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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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표준특허권자에게 기술표준의 선정으로 인한 이익을 볼 수   FRAND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시권자들의 용이한 기술표준 접근을 확보해
준다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것은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들을 . 
방지하고자 하는 확약의 목적과 기능이다 따라서 확약은 FRAND . FRAND ①
특허 보유자가 표준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 실시권자 , ②
또는 잠재적 실시권자의 표준 접근을 배제하지 않을 것 특정 표준특허의 , ③
실시료는 표준에 대한 가치 기여도의 비례와 일치할 것 유사한 조건의 실, ④
시권자들에는 가능한 유사한 실시료율을 부과할 것과 같은 목적에 터 잡아
야 한다.30) 여기서 내지 은 조건의 공정하고 합리적 인 조건에  FRAND ‘ ’① ③
부합되는 바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실시권자, 
들이 높지 않은 실시료로 표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의미를 둔
다 는 조건의 비차별적 조건에 부합되는 바 실시권자가 실시료. FRAND ‘ ’ , ④
에 의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것과 동시에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해 있지 않을 것을 보장해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과 그 한계 3. 
표준화기구들은 대부분 특정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더라도 참여 회원들  

이 그 표준기술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정책 을 (IP policy)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취급에 관한 특허정책, (patent policy)31)을 정하고 
있다.32) 조건에 대한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은 미국표준협회 FRAND

가 년대 후반에 들어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1974

구 제 권 제 호 면, 24 2 , 2013, 691 . 
30) J. Gregory Sidak, “THE MEANING OF FRAND, PART I: ROYALTIES”,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Vol. 9, Issue 4, 2013. pp.993.
31)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 여러 가지 규칙을 제정하여 사 SSO

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을 흔히 지적재산권정책 또는 특허정책이라고 부른다 이문. 
지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조 부, “ 5反
활의 기미 서강법학 제 권 제 호 면”, , 11 2 , 2009, 210 . 

32) 나지원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경인문화사 면 , FRAND , , 2018,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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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특허정책을 정한 것이 그 시작이다 특히 년대 이후에 특허위협 . 1990
문제가 심각화 됨에 따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의 다른 많은 국제표준화기구도 조건을 ), ISO, IEC FRAND
채용하게 되었다.33) 
지식재산권정책은 표준을 설정하기 전에 표준이 될 만한 후보기술 또는   

그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이미 , 
획득하였거나 출원 중인 특허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다 다. 
만 표준화기구마다 그러한 정책의 정도나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34) 표준화기구가 어떠한 특허공개의무를 부과하는지와 특허 보유자, 
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다.35)36) 다시 말해서 표준화기구의 그러한 정책 , 
들은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강요할만한 
수단이 없는 탓에 표준화기구의 내부운영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를 규제함에
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확약의 법적 성격은 가장 큰 . , FRAND
문제가 되고 있다 확약은 표준특허를 해석함에 중요한 위치에 놓. FRAND

33) 이수진 전게서 면 , , 21 .
34) 여러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보다 간명한 정리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표 / , 

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면의 다 주요 표준화 (Standard Essential Patent) , 2020, 23 “ .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참조 보다 상세한 정리는 정연덕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IPR) ” . , “
책 관련 문제 창작과 권리 제 호 면의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 , 64 , 2011, 10-20 ‘ . Ⅲ
정책 그리고 나지원 전게서 면의 제 장 제 절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규제 및 ’ , , 37-70 ‘ 2 2 ’, 
이수진 전게서 면의 제 장 제 절 표준화 단체 기구 와 정책 참조, , 32-34 ‘ 1 3 ( ) IPR ’ . 

35) 이 부분은 윤기호 이황 안일태 신일순 김경욱 표준특허 선정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및  / / / / , “
합리적 라이센싱 방안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면의 내용을 요약한 것”, , 2010, 67
이다. 

36) 표준화기구가 그러한 공개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을 잘 보여준 사례로는 미국의 사건Rambus (FTC v. Rambus 522 F.3d 456(2008))
이 있다 이 사건을 분석한 한국문헌으로는 최승재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간의 조. , “
화와 균형에 대한 연구 상호운용성 표준 및 라이센스 전략의 예를 - (Interoperability),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 권 면 및 이황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 , 16 , 2007, 211-217 . , “
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 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산업재산권 제 호(Hold-up) ”, , 36 , 

면 참조2011, 339-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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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표준화기구마저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분쟁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법원이 그것
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의 표준제안에서 활용하는 각 표준 단체의 지식재산권정책  

은 다음과 같은 원칙면에서 대략 일치하고 있다 특허를 표준화 기술에 . ①
반영한다 적정한 조건으로 실시한다. .② 37) 표준화 확정 전에 미리 특허 ③
관련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38) 특허로 인하여 표준화를 실시할 수 없을  ④
때는 표준화를 폐기할 수 있다.39)40)

37) 적정한 조건은 조건을 말한다 FRAND .
38)  이 서약서는 적정한 조건의 실시료로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특허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고지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겼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39) 정연덕 전게논문 면 , , 4 . 
40) 덧붙여 이것을 공개규칙 협상규칙 및 라이센 , (disclosure rules), (negotiation rules) 
싱 규칙 의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공개규칙은 표준화기구가 일(licensing rules) 3 . 
반적으로 표준화절차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출원 중이 지적재산권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 협상규칙이란 잠재적인 표준특허 보유자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 사전. 
적 실시허락 협상을 촉진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라이센싱 규칙은 참여. 
자들이 표준에 포함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
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요구하는 , FRAND
것을 말한다 이들 규칙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강민정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 , “
한 경쟁법적 규율 제 권 제 호 면의 표”, LAW & TECHNOLOGY, 13 5 , 2017, 23-26 ‘3. 
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그 한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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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와 현상2

기회주의적 행태와 표준특허에서의 문제적 행태1. 
  신제도주의 경제학 에서 기회주의적 행태(Neo institutional Economics)―

는 시장실패 의 (opportunistic behavior, ) (market failure)机会主义行为
인간적 요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41) 즉 경제주체가 전략적 행위를 통해 자 , 
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통적 가정에서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기만적 , 
행위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요한 개인적 속성을 
의미한다.42) 한편 행위자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통해 투입한 비용보다 더욱  ,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모로 이어진, 
다 즉 기회주의적 행태는 효율적인 거래구조를 파괴하고 시장의 자원배분 . , 
기능을 왜곡시킨다.43) 기회주의적 행태는 능동적으로는 물론 수동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사전적 또는 사후적, 44) 형태로도 나타난다 .45) 
지식재산권영역에서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신의칙을 기초로 한 상도덕에 위  

배 거래비용의 증가 경제가치의 비합리적 역동, , (经济价值不合理的的逆向流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动 46)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아래에서 언급되는  

표준특허에서 나타나는 문제적 행태들은 모두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41) 이 밖에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 이 있는데 전통 (bounded rationality) , 
적 경제이론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되어 있지만 현실의 인간은 제한된 합, 
리성을 갖는 존재로서 신경 생리적 및 언어적 한계가 그 이유이고 이는 시장의 비효율
성을 초래하는 인간적 요인이다. 

42) Oliver E.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A study in the economics of internal organization, Free Press, 1975, pp.51.

43) , “ , ”, , 2015 1 , 刘强 机会主义行为 交易成本与知识产权制度正当性研究 经济法论丛 年第 期
153 . 頁

44) 특히 지난 수년간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퀄컴 회사의 경우를  , 
보면 퀄컴이 지난 여 년간 반복해온 일련의 확약의 위반행위가 사후적 기회10 FRAND
주의 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세계(ex-post opportunism)
적으로 공통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 , , , 2020, 
면28 . 

45)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면 , , , 1999, 182 . 
46) , “ ”, , 2013 5 , 65 .刘强 机会主义行为规制与知识产权制度完善 知识产权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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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태  2. 

특허위협 (1) 
표준특허분쟁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특허위협 이다 즉 당해 특허를 실시하려는 자(patent hold-up, ) . , 专利劫持
가 그것의 실시를 위해 여타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투
자를 한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법원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결국 실시, 
권자에 대한 위협이고 따라서 실시권자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
적인 실시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47) 다시 말해서 표준특허권자가 침해 ,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시허락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 
허권자는 자신의 경제적 기여보다도 훨씬 높은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48) 요컨대 기술표준화에서의 특허위협행위란 표준특허보유자가 자신 , 
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시권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실시료보다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허매복(2) 
특허매복 은 특허위협의 특수한 반복으로  (patent ambush, ) , 专利伏击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의 특정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는 결정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특허를 공개하지 않을 때 발생
한다 해당 표준이 채택되고 표준화기구의 회원들 및 그들의 구성원들이 . 
이러한 표준에 부합되도록 생산을 조정하거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준에 
익숙해지면 특허 보유자는 그 때를 틈타서 특허권을 주장하는 바 당해 특, 
허가 표준으로 채택되기 이전의 시점에서의 협상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실
시료보다 훨씬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이다.49) 특허매복행위는 표준을  

47) Carl Shapiro,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 Licenses, Patent Pools, 
and Standard-Setting”,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I, 2001, 
pp.119.

48) Mark Lemley/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 85, 2007, pp.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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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관련 산업 분야 전반의 기술이전 비용을 상승시키는 비효율을 초
래 및 기술의 호환성 제고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절차 , 
자체의 참여유인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50)

실시료과적 (3) 
표준화가 가장 절실하고 또한 실제로도 잘 이루어진 통신기술 분야에서  

는 수천 개의 잠재적 특허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을 구성하기도 하
는 바 해당 완성품 공급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려면 각 
특허부품의 권리자마다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 부담이 쌓여 전체로는 엄청
난 금액에 이르게 되는51) 것이 이른바 실시료 과적 (royalty stacking, 许

이다 예컨대 하나의 휴대폰에는 수천 개의 특허가 포함되어 ) . , 可费用叠加
있을 수 있고 그 중 표준특허가 수백 개에 이르는 경우 각 특허 단위로 실, 
시료를 징수한다면 잠재적 실시료는 최종완제품의 이윤을 벗어날 것이고, 
이는 제품생산의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시장의 붕괴가 발
생한다. 

역특허위협 (4) 
역특허위협 또는 위협  ( FRAND , reverse holdup/patent hold out, 反向
이란 표준실시권자가 표준기술의 실시과정에서 불공정한 우세적 지위)劫持

의 이용을 의미하는 바 표준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표준 중의 특허기술을 ,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표준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허락을 받을 노력조차, 
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시권자의 기회주의적 심리인데 최악의 . ,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
기하는 것뿐이고 이에 법원은 침해금지판결을 내리는데 신중하고, , FRAND

49) Brian Dean Abramson, “The Patent Ambush: Misuse or Caveat Emptor?”, 
IDE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Vol. 51 No. 1, 2011. pp.72. 

50) 정연덕 전게논문 면 , , 4 . 
51) 박준석 전게논문 면 ,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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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의 경우에도 실시허락을 받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는 점을 실시권자 자신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52)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현상3. 

특허괴물의 출현  (1) 
특허괴물  (patent troll, )专利怪客 53)은 그 용어 자체부터 모호함이 없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54)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55)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특허괴물이란 제품의  , , 

52) Sandra Badin/Mike enaud/James Wodarski, “Patent Hold-up or Patent HoldＲ
-out? Judge Essex Adds His Voice to the SEP-FRAND Debate”, July 10, 2014. 
<https://www.mintz.com/insights-center/viewpoints/2231/2014-07-patent-hold

검색일-or-patent-hold-out-judge-essex-adds-his-voice> : 2020.04.14
53) 년 인텔 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피터 데트킨 은 회사 2001 (Intel) (Peter Detkin) TechSerch
가 만 달러에 구매한 특허를 만 달러의 실시료를 받고 실시허락한 행위를 특허착취5 800 ‘
자 로 표현하였다 피터 데트킨은 그 표현으로 인해 명(Patent Extortionist, )’ . 专利勒索者
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오래전부터 있었던 특허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
이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는 년부터 사용되어왔으나 년 이 사건 때문에 주목받( 1993 , 2001
기 시작함). , “ ”, , 2009 111 , 39 . 李晓秋 美国 拜杜法案 的重思与变革 知识产权 年第 期 頁「 」
아울러 본래 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크고 작은 괴물들을 묘사한 용어이, ‘troll’
다 특허괴물을 순화한 용어가 이른바 비실시기업 이. ‘ (Non-Practicising Entity: NPE)’
다. 

54) 특허괴물 이외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현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특허상어 . (patent shar-
란 상어 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연하게k) ‘ ’ (inadvertently) 
그 특허권을 침해한 회사들을 상대로 기회주의적이고 의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연구가 있고 초기의 뚜렷한 판매 또는 실시허락을 하는 (entity) . , 
과정을 통해 고의적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발명자와 구별된다 특허. 
상어에 관한 설명은 Joachim Henkel/Markus Reitzig, “Patent Sharks”, INTELLEC
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2008. <https://hbr.org/2008/

검색일 는 발명자가 주는 먹이에 06/patent-sharks>. : 2020.04.16. Raymond P. Niro
의지하고 혁신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회사 또는 개인을 특허기생충 에 (patent parasites)
비유한 바 있다. Raymond P. Niro, “Who is Really Undermining the Patent Syste
m-‘Patent Trolls’ or Congress?”, The John Marshall Review of Intellectual Prop
erty Law, Vol. 6, 2007, pp.187.

55) 그 이유는 특허괴물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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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원천기술을 사들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이를 
근거로 영업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이미 시장에, 
서 활동 중인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침해주장을 하여 합
의금을 받아내는 영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56)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인
데 이는 특허괴물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피고 제품의 일부분임에도 불,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57) 
아울러 특허괴물과 특허위협은 구별되면서도 연관성을 갖는다 우선 특  . , 

허위협이라는 개념은 표준화 과정에서의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한 것이고, 
특허괴물은 행위주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양자는 크게 구별되고 특허괴, 
물의 행위가 반드시 특허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58) 그렇지만 특 
허괴물의 주요 행위표현이 표준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허위협 행
위자를 특허괴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양자가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다.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특허괴물은 특허침해소송을 중요한 업무로 했으나 요. , 
즈음은 대표적인 특허괴물 중에 하나인 처럼 특정 기술 예컨대 메모리나 메모Rambus , 
리 컨트롤러 칩에 대한 특허풀을 구성하고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실시허락을 주고 로
열티 수입을 받는 것도 주요 업무이다 한편 과 같이 특. , Defense Patent Aggregation
허괴물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권명중 전게. , 
서 면, 172 . 

56) 특허괴물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면의 특 , 2.0, , 2018, 474-475 ‘
허괴물 의 의의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외에 특허괴물의 변천과정(patent troll) ’ . , , 
미국에서의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를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 글은 설민수 특허괴물 논, “
란 신화와 그 실제 지식재산연구 제 권 제 호 면 참조 및 정연덕- ”, , 7 4 , 2012, 79-113 . , 
특허권의 남용과 이에 대한 방안 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 호“ : Patetn Troll ”, , 22 , 

면 참조2007, 69-100 .   
57) 이는 정연덕 전게논문 주 면 참조 , ( 56), 73 .  
58) 특허괴물은 이점도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업화할 수 없는 장래의 소규모 발명가 
도 현재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발, 
명을 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장점이 있다 정연덕 전게논문 주 . , (

면56),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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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의 결성 (2) 
  특허풀 이란 각각의 특허권을 가진 둘 이상의 특허(patent pool, )专利池
권자들 간에 그들 각각의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행사는 서로 유보
하면서 비참여자들에게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특허
권자간의 협력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서로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권자, 
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실시허락하기 위하여 단일 주체에 특허권
을 이전시키는 계약관계를 의미한다.59) 표준기술의 제정에 있어서 표준화 
기구는 여러 특허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풀링하여 상호 관련 정
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협조적인 방식으로 형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60) 
특허풀은 특정 업종의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 집합시켜 놓은 후 상호간   
교차실시허락 기반으로 구성원간 자유로운 실시를 확보하고 경쟁을 촉진
함과 동시에 제 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소요되는 계3
약비용을 절감해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풀의 구성원이 아닌 . 
제 자에게는 특허권의 실시를 거부하는 등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구성원 3
상호간의 가격 또는 생산량에 관한 담합이나 실시허락의 조건으로 최저가
격의 유지를 강요하는 등의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고 장래의 ,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풀을 결성할 경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직
접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구성원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
다.61) 

59) 정진근 공정거래법 경쟁법 에 의한 특허풀 규제 비판과 대안의 제시 경영법률 제 , “ ( ) - -”, , 
권 제 호 면15 2 , 2005, 68 .

60) 최승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세창출판사 면 , , , 2010, 17 .  
61) 특허풀의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 강수경 특허권 사업화 촉진방안으로서의  , “ ‘Patent Pool’
의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참조”, , 5 3 , 2004, 68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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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실시료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  , 
로서 특허풀의 결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표준화와 특허풀은 . 
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가 유사하고 표준기술의 , 
제정에서 특허풀이 결성된다면 이는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의 실. 
시에 필요한 특허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권자들의 위치는 대단히 
강력하게 되어 표준의 실시에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
다.62) 그렇지만 특허풀의 결성과 함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위를 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행태는 특허괴물과도 , 
유사한 측면이 있다.63)  
 
   

62) 이는 구대환 특허풀의 결성과 운영 저스티스 통권 제 호 면의 표준 , “ ”, , 109 , 2009, 219 “4. 
화와의 연계 를 재구성한 것이다” .  

63) 이에 대해서는 장지훈 , “통신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정보와 통신 제 권 제 호 면의 특허풀 외부 위협 공동대응 외부”, , 29 2 , 2012, 61 ‘ /
에 대한 공격 로서의 성격 참조, N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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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확약의 법적 성격3 FRAND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확약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적 성격  FRAND

을 바탕으로 한 계약법적 특허법적 의미가 있고 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 , 
한 경쟁법적 의미가 있다.

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계약법적 접근으로부터 시작되었  FRAND
다 그것은 확약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시각 내지 견해 차. FRAND
이로부터 출발하여 계약법적 접근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약의 FRAND
위반이 경쟁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
차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차는 궁극적으로 확약이 특허. FRAND
법상 구제수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4) 
이러한 논리에 터 잡고 제 절 확약의 사적 성격 에서는 확약1 FRAND FRAND「 」
의 특허법적 계약법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약의 사적 성격을 , , FRAND
드러냄과 동시에 계약법적 의미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는 표준특허의 실시허
락협상에 관한 성실협상의무를 도출한다 이어서 제 절 확약의 공적 . 2 FRAND「
성격과 경쟁법적 의미 에서는 확약의 공적 성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FRAND」
지의 요소들을 발굴하고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를 도출하되 주요국 , FRAND
경쟁당국에서 해석한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를 검토한다FRAND .  

64) 이 부분  정상조 확약과 특허법상 구제수단 제 권  , “FRAND ”, LAW & TECHNOLOGY, 14
제 호 면5 , 201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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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확약의 사적 성격1 FRAND

확약의 특허법적 의미1. FRAND

특허법적 의미의 한계와 경쟁법적 개입의 정당화(1) 
표준특허도 마찬가지로 특허라는 점에서 특허법적 법률관계가 언급됨이   
마땅하고 또한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 
점에서 특허법의 법 목적에 부합되며 다만 그것이 반경쟁적 효과로 이어질 , 
경우에는 확약의 공적 성격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FRAND . 
한 맥락에서 확약의 특허법적 의미는 경쟁법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FRAND
전제가 된다 즉 확약의 특허법적 의미는 확약의 위반이 표. , FRAND FRAND
준특허권의 권리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
는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확약은 기. FRAND
술 제안 당시에 제출한 기술실시조건 등에 대한 서약이라는 점에서 권리행
사 범위를 권리자 자신이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며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 제도 안에서 이러한 권리자의 권리범위에 대한 선언행위는 추후 그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65)66) 다시 말해서 표준특허권 , 
자가 표준 확정 전에 자신의 기술실시료 및 실시조건에 대하여 확약FRAND
의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 을 사용하기로 서약한 것으로서 표준개발 참‘ ’
가자들에게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에 대한 외형상 신뢰를 제공한 행위이
다.67)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기구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을 넘 
어서 표준 이용자 모두에게 특허법상 권리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외형상 신‘

65) 예를 들어 영미법상 형평법 이론 에 근거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 , (equitable doctrines)
칙 과 묵시적 승인 권리해태 를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cquiescence), (laches)
포함한 다양한 이론들은 권리자의 외형적 행위를 신뢰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묵시
적 실시허락 혹은 특허권자의 묵시적 권리포기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66) 오승한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제 , “FRAND ”, , 
권 제 호 면11 3 , 2016, 63 .

67)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 ( 66),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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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68)

요컨대 표준특허분쟁에서 확약의 특허법적 의미는 표준특허권  , FRAND ①
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친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특허법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 
권과 침해금지청구권( 확약에 근거한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과 침해FRAND
금지청구권에 대한 제한가부는 별론으로 하고 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
표준실시권자의 입장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확약을 함으로써 제FRAND②
공한 외형상의 신뢰에 의해 기술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표준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항할 수 있는 수, 
단으로 특허비침해항변 문제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니라는 항변 특허무( ), 
효항변 등이 있다는 점에서 확약의 특허법적 의미가 확인된다FRAND . 

특허법상 구제수단과 확약 (2) FRAND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  

구권과 침해금지청구권을 설정해두고 있다 표준특허도 궁극적으로는 특허. 
라는 점에서 그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위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수단이 제공
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표준특허는 일반 특허와 달리 확약을 한다. , FRAND
는 특수한 점이 있다 즉 확약으로 인해 표준특허와 일반 특허를 동. , FRAND
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법상 구제수단에 있어서 커다란 제한 내, 
지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확약이 특허법상 구제수단에 미. , FRAND
치는 영향에 관해서 각국마다 다소 상이한 해석론과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
정이다.69) 아울러 이러한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약이 특허법 , FRAND
상 구제수단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해석에 있어서는 일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도 상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여기서 간. , 
략히 언급해 보자면 우선 확약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는 제한적 , FRAND

68)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 ( 66), 64 .
69)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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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는 그 권리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을 조건 상FRAND
당의 실시료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
는 것이다 이와 달리 침해금지청구권의 경우 그 권리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즉 영미법계의 형평법적 요소를 고려한 제한 독일법원과 같. , 
은 독점금지법적 항변에 근거한 제한 중국의 경우 침해불정지론에서 나아, 
가 경쟁법적 요소 또는 당사자 과실존부를 검토한 제한 등이 그것이다.70)  
   

특허권남용금지의 법리와 확약 (3) FRAND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는 제어수단으로서 특허권남용이론은 특  , 

허권자가 일방 당사자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사적 소송에서 당해 특허권
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배척하는 방법이다.71) 이는 특허권 자체 
에 연원을 둔 법리로 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특허독점권을 부당하, 
게 확대하려는 특허권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72) 동시에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같은 연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73) 
중국법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중국법에서는 특허  , 

권남용금지 의 법리는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 ( )禁止专利权滥用 禁止权力滥用
의 원칙74)에서 연장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법에서 직접적으로 특. 

7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제 장 확약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제 4 FRAND 5「 」 「
장 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참조FRAND .  」 

71) 박준석 전게논문 면 , , 123 . 
72) 박준석 전게논문 면 , , 125 . 
73) 나지원 전게서 면 , , 132 . 
74) 중국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총칙 제 조 민사주체는 민사권 ( ) 132 “民法总则「 」 

리를 남용하여 국가의 이익 사회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해서는 , 
안 된다 는 ( , )”民事主体不得滥用民事权利损害国家利益 社会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년부터 시행된 현행 민법총칙 의 규정이다 그 이전{ 2017 . 「 」
에는 민법통칙 의 제 조에서 민사활동은 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해야하고 사회의 공7 “ , 「 」
공이익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民事活动应当尊重社

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 , )”会公德 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 扰乱社会经济秩序
고 있었다 덧붙여 민법총칙 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전에는 민법통}. , 2017 10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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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75) 그렇지만 판례에서 특허 
권남용금지가 언급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인정되(
었거나 그 법리가 정립된 것은 아니다 이는 성문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 
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 ) 弥补成文法的不足
음과 동시에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76)77)

중국법원에서 특허권남용금지의 법리를 긍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 
적어도 특허권남용을 대항수단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어두
고 있다 특허권남용의 항변이 제기된 사례에서 주목되는 몇 사례를 짚어. 
보자면 자신의 특허가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소문을 낸 원고에 대해, 
서 피고가 특허권남용의 주장을 한 사례78) 특허권자가 공지의 기술을 특, 
허출원하거나 특허침해혐의자가 특허침해의 혐의가 없음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권의 남용이라고 주장된 
사례79)를 비롯한 특허권자가 고액의 실시료를 받기 위해 진실성에 의심의 

칙 이 그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민법전의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왔고( ) . , 民法通则 ｣
민법총칙 은 민법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년 월 일 중국 제 기 전국인민대. 2020 5 28 13｢ ｣
표대회 제 차 회의 에서 새로 제정된 중화인민3 (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 「
공화국 민법전 이하 민법전 이 통과되었고 이는 년 월 ( ), ‘ ’ , 2021 1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중국 민법 규정은 현행의 규정들을 중1 . 
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전 의 내용도 함께 검토한다, . 「 」

75)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남용 이라는 용어도 성문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중 ‘ ’ . , 
국 반독점법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 조에서 사업자가 지식재산권 관련 ( , ) 55 “反垄断法「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단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 
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해 언급해두고 있다.” .   

76) , “ ”, , 2013 4 , 96 .张吉豫 禁止专利权滥用原则的制度化构建 现代法学 年第 期 頁
77)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용 
이하게 남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적용은 법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
려에서 이는 대만 동오대학 린츠엉얼 교수의 견해 { ( ) ( ) , 东吴大学 林诚二 林诚二 民法理论

특허권남용금지의 원칙을 성문화함에 , , 2000, 10 } 与问题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頁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즉 특허권남용금지의 원칙을 부당하게 적용할 . , 
경우 특허권의 합법적 권익마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 
이는 , , 97 . 张吉豫 前揭论文 頁

78) (2011) 255 .浙江省宁波市中级人民法院 浙甬知初字第 号
79) (2009) 177 .浙江省金华市中级人民法院 浙金知初字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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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는 실시허락계약 및 실시료 관련 증거를 제공한 것이 특허권의 
남용이라고 주장된 사례80)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특 . 
허권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특허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모두 특허, 
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이들 외에 주목되는 일례로 하급심 . 
법원에서 민법통칙 제 조7「 」 81) 권리남용금지의 조항을 준용하여 피고의 특 
허권남용의 항변을 인정하되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부정하였으나 결, 
국 상급심 법원에 의해 그러한 판단은 부정되었는데 특허권남용의 행위“
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악의적 소송에 대해 민법통칙 제 조7「 」 
를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이유에서이다” .82)

표준특허에 대한 바림직한 규제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특허권남용  
금지의 법리를 도입할 것에 관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 문제의. , 
식을 살펴보자면 표준의 실시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표준을 ,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특허풀 구성원 간의 담합 특허권침해 경, , 
고의 남발 허위특허 기반 악의적 소송 등과 같은 현상에 주( ), ( ) 滥发 假专利
목하고 있다.83)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 특허권남용금지) 
의 법리에 관한 단계 구성론이 제기된다3 .84) 

80) (2007) 0102 .江苏省高级人民法院 苏民三终字第 号
81)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것은 민법통칙 이지만 현재는 민법총칙 이다 이와 관련 제반  , . 「 」 「 」
사정은 주 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74 . 

82) 이 사건 하급심은 상해시제 중급인민법원  1 (2008) ( )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 沪一中民五 知
상급심은 상해시고급인민법원 174 . (2011) ( )初字第 号 上海市高级人民法院 沪高民三 知 终

77 .字第 号
83) 이는 안휘대학 법학원 왕리 교수의 문제의식 ( ) . , “安徽大学 法学院 汪莉 标准化中专利权

”, , 2011 6 , 68 .滥用行为的法律规制 知识产权 年第 期 頁
84) 이는 서남정법대 경제법학원 우타이쉬엔의 구성 ( ) . ,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吴太轩 技

”, , 2013 1 , 130 .术标准化中的专利权滥用及其反垄断法规制 法学论坛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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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분쟁에서 이러한 단계 구성론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논리로 전  3

개될 수 있다 우선 단계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 , 1
의 행사를 하고자하는 주관적 악의의 존부가 가장 기초적인 판단이 된다 다. 
만 그러한 주관적 악의의 존부를 판단함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 표현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예컨대 지식재산권 . , 
정책에서 적시 개시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매복행(timely)
위를 하거나 확약을 위반하여 고액의 실시료를 요구하는 등과 같은 , FRAND
객관적인 행위들을 통해 주관적 악의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다 단계에서. 2
는 특허권자의 행위가 특허법에 의해 설정된 지역적 시간적 등의 범위를 벗, 
어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가 존. , 
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해 특허를 기술표준으로 채택한 표준화기구나 
이를 실시하고자하는 시장주체들을 상대로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범위
를 벗어난 것이다 단계에서는 특허권자의 행위가 특허법의 법 목적에 위. 3
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것. , 
은 제품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애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특허제도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특허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85) 이러한 구성은 확약의 법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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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여진바와 같이 주관적 악의 를 강조하고 있는 이 논리는 나아가 객관. ‘ ’
적 사실로부터 주관적 요건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를 취하고 있는 , 
이상 주관적 요건에 주목하고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회의적이다 표준특허. 
의 경우 확약에 따른 보편적 실시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우선시되어FRAND
야 하고 특허법과 표준제도가 공히 추구하는 기술의 보편적 확산이라는 가, 
치가 중시되어야 하므로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법상 권리남
용 법리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할 경우 이는 사실상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 
적용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86) 표준특 
허만의 확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반드시 민법상 권리FRAND
남용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이에 적합한 특허권남용금, 
지의 법리를 재구성하거나 독립적인 특허권남용금지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국가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법적 접근과 그 한계  (4) 
중국의 경우 국가 표준특허가 문제된 사건을 단순히 특허법적으로 해결한    

바 있고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중국에서 초기의 표준을 제, . 
정하면서 표준특허권자로 하여금 확약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 FRAND
때문인데 결국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되었음에도 표준특허권자의 모든 특허, 
법상 권리는 그대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실시권자의 이익이 소외.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법원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표적인 , . 
예로 년 광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 2006 ( )广西壮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의 약품관련 국가기술표준이 문제된 약품표준사건 이 있다‘ ’ .87) 이 사건 법원 
은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강제적 약품표준“ ( )国家强制性药品标准①
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의

85) , , 130 .  吴太轩 前揭论文 頁
86) 나지원 전게서 면 , , 167 . 
87) (2007) 46 .广西壮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桂民三终字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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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표준에 따라 약품을 생산하는 것과 타인의 특. ②
허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다 즉 국가의 표준에 따. , 
라 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행정감독관리 관계의 문제이고 타인( ) , 行政监督管理
의 특허권침해여부는 민사법률관계의 문제이다 비록 피고가 국가표준에 . ③
따라 약품을 생산하였으나 그러한 실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실, 
시로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특허, .” . 
가 기술표준으로 선정되어 표준특허권자가 얻게 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
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탓에 표준특허권자의 권리에 관한 제한여부를 고민
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표준특허분쟁을 접근함에 단순히 . 
특허법적 방법만을 취할 경우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표준특허를 
해석함에 확약의 법적 성격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는 점을 상FRAND
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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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의 계약법적 일반론과 중국법상 특유의 논의2. FRAND

주요국에서의 일반적 논의와 이에 대한 중국법의 수용(1) 
  

가 청약설. 
청약설의 입장에서 확약을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한 공개적 청약  FRAND

으로 보고 실시권자에 의한 표준특허의 실시를 승낙으로 보아 (open offer)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에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미 실시자의 실시행위에 기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에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특허침해소
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88)

주요국 법원의 판결례를 보더라도 청약설에 근거한 확약의 해석  FRAND
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한 사례들이 압도적이다 예컨대. , 
미국의 사건에서 확약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Samsung v. Apple FRAND
다는 점 실시행위 자체를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서면계약의 , ,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확약을 청약으로 볼 수 없다FRAND
는 판단을 내렸다.89) 이와 유사한 취지로서 한국의 삼성 애플사건의 경 v. 
우 법원은 실시허락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려면 실시료 등
의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된 의사표시여야 하고 확약만으로 실시허, FRAND
락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청약자와 주관적으로 합치되
는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 이를 실시허락계약의 청약에 대
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0) 이탈리아 91) 네덜란드, 92) 그리 

88) 나지원 전게서 면 , , 85 .  
89) Samsung Electronics Co. Ltd v. Apple Inc.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9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면 2012.8.24. 2011 39552 . 174-175 . 
91) 사건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한  Samsung v. Apple

확약을 근거로 실시권자가 단순히 그 특허기술을 실시하는 것이 승낙으로서 실FRAND
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특허침해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고 잠재적 실시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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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프랑스93)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관련 중국법상 논의에서는 확약을 청약설에 근거하여 해석  FRAND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확약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잠재적 . , FRAND
실시권자로 하여금 표준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청약 중국법에(
서는 이를 수권청약 이라고도 부름 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시“ ( )” )授权邀约
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를 탈퇴하지 않은 , 
이상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94) 그 밖 
에 실시료 산정 등의 세부적인 문제는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협상을 통해 
보충적 협의에 따라 해결될 수 있고 보충적 협의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진지한 협상 을 통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으려는 행동을 (serious negotiation)
현시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Samsung Electronics Co., Ltd, and Samsung 
Electronics Italia S.p.a. v. Apple Inc. et. al., Tribunale de Milano, Court Order 
of 5 January 2012, N.R.G. 45629-1-2011 and N.R.G.59734-2011. 

92)  년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의 심리한 사건에서 확약2010 Philips v. SK-Kassetten FRAND
이 실시허락 계약의 청약이라는 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약은 표준특SK-Kassetten ,  FRAND
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포함한 특허권 행사의 포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의 표준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 실시허락을 받아야하SK-Kassetten Philips Philips
고 가령 가 조건의 실시허락을 거절할 경우 는 법원에 , Philips FRAND , SK-Kassetten

가 조건의 실시허락을 해줄 것에 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Philips FRAND .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v SK Kassetten GmbH & Co. KG, Rechtbank 
's-Gravenhage (17 March 2010), Docket n°: 316533/HA ZA 08-2522 and 316535 

그리고 년 동 법원에서 심리한 가처분 소송에서HA ZA 08-2524. 2011 Samsung v. Apple , 
의 확약을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으로 보고 이 의 Samsung FRAND , Apple Samsung

그러한 약속을 받아들인 것은 으로부터 철회 불가능한 조건의 실시허락계Samsung FRAND
약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았다. Samsung Electronics Co., Ltd. v. Apple Inc. 
et. al., Rechtbank 's-Gravenhage, 14 March 2012, Docket n°: 400367/HA ZA 
11-2212, 400376/HA ZA 11-2213 and 400385/HA ZA 11-2215. 

93)  년 사건의 경우 준거법이 프랑스법이라는 점에서 2014 Samsung v. Apple(Japan) FRAND
확약이 프랑스법상 계약의 청약을 구성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는데 구체적 조건들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청약으로 볼 수 없고 가령 이를 승낙으로 , 
보고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14( 26) 5 16知的財產高等裁判所 平成 年 月 日判決言渡 

이 판결문 의 25 ( ) 10043 . 119-121 “ ” 平成 年 策 号 契約 成否 検討ネ ライセンス の についての
부분. 

94) / , “ ‘ IDG ’ ”, , 2014邵偉 遲少傑 從 華為訴 技術公司等案 看標準必要專利許可 中國專利與商標
1 , 100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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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관계의 조항 또는 거래관행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95) 청약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는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
법 적용의 몇 문제에 관한 해석’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Ⅱ

이하 계약법 해석 제 조’ ( ), “ ”) 1国合同法 若干问题的解释 二 Ⅱ ｣ 96)97)가 제시
된다 즉 계약상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당사자사이의 협. ,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법원이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논리인 것이다.98)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할  

95) , “ ”, , 2014 1 , 77 .史少华 标准必要专利诉讼引发的思考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頁
96) 계약법 해석 제 조 계약의 성립여부로 인해 당사자사이에 쟁의가 발생할 경우 가 1 : ｢ Ⅱ｣ 
령 인민법원이 당사자 표적물 및 수량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 ( ) 标的
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의 규정이 있거나 당. , 
사자사이에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앞 규정의 계약상 부족한 부분이외의 여타. 
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사이에 협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조 제 조 제 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61 , 62 , 125 . 

97) 이는 중국 계약법상 거래격려 의 원칙에 터 잡 ( , encouraging transactions)鼓励交易
아 규정된 것이다 중국 계약법은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구 . 
계약법과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도 거래관계의 조절이야 말로 계약법의 궁극적인 .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국 계약법도 마찬가지로 계약자유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 
보장 및 거래질서의 유지를 기본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 계약법의 중요한 기능과 목표. 
로는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격려하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행위가 그 범위(
이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수요 및 경제효율의 추구를 위해 확립), 
된 원칙이다 거래격려의 기능과 보호기능은 밀접한 관계에 놓이는데 가령 계약법이 . , 
계약 당사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비단 거래격려의 가치를 반영할 ,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활동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게 되는 소극적 결과로 이어지게 , 
된다 아울러 거래격려의 기능은 보호기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거래격려는 계약 . . 
당사자들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과 그 효력의 평가에서도 큰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인민대학 의 왕리밍 교수의 견해를 . ( ) ( ) 中国人民大学 王利明
참조 현행 중국 . , “ ”, , 1996 3 , 93 . 王利明 合同法的目标与鼓励交易 法学研究 年第 期 頁
계약법상 거래격려의 원칙은 계약의 성립 계약법 제 조 내용 계약법 해석 제 조( 10 ), ( 1 ), Ⅱ 
양식화 조항을 통한 계약 계약법 제 조 이는 한국법상 약관 에 해당한다 무효{( 39-41 ) ‘ ’ }, 
의 경우 계약법 제 조 내지 철회 제 조 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약법 규정에서 나타( 52 ) ( 55 )
나고 있다. 

98) 중산대학 리양 교수는 이에 관한 대립된 의견을 밝힌 바 계약법 제 조 ( ) ( ) , 14中山大学 李扬 ｢ ｣
에 근거하여 계약의 기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확약의 청FRAND
약설을 부인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 , “FRAND ”, 李扬 承诺的法律性质及其法律效果 知

참조 년 사건의 하급심법원에서도 표, 2018 11 , 5 . 2013 Huawei v. IDC识产权 年第 期 頁 
준특허권자의 확약만을 근거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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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확약은 사실상의 계약 성립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인 조건들은 , FRAND , 
사후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나 청약의 유인설. 
일반적으로 확약에는 조건으로 비배타적인 실시권을 부  FRAND ‘FRAND

여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 정도만 포함되어 있을 뿐 실시허락의 상대방’ , 
이나 실시조건 등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 FRAND
약 자체를 실시허락계약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확약은 그 내용상 .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 부여를 확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껏해야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허락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FRAND

다.99) 년 독일의 사건에서 만하임 2012 General Instrument v. Microsoft
지방법원은 확약을 청약으로 해석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FRAND
고 이는 단지 제 자들로 하여금 실시허락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3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확약을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하였, FRAND
다.100) 다시 말해서 확약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 FRAND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실시권자가 청약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 ,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한국의 삼성 애플 사건에서도 이와 동. , v. 
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FRAND
확약을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에 따라 실시권자가 당, 
연히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실시권자가 청약을 , 

볼 수 없음은 물론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덧붙여 여러 국가의 법원도 마찬가지로 . , 
확약을 실시허락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FRAND . 

입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Samsung Electronics Co. Ltd v. Apple 
판결례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Inc.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 

판결례 및 서울지2014( 26) 5 16 25 ( ) 10043 .知的財產高等裁判所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策 号ネ
방법원의 선고 가합 판결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2012.8.24. 211 39552. . 
는 나지원 전게서 면 참조, , 85-88 . 

 99) 송재섭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 , “ -
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 호 면-”, , 140 , 2014, 227 .  

100) General Instrument v. Microsoft, Regional Court of Mannheim (May 2, 2012), 
Case 2 O240/11, p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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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표준특허권자는 이에 대해 조건의 실시허락을 해야 하는 의FRAND
무의 부담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확약을 청약의 유인으, FRAND
로 본 것이다.101)  
중국법상 청약의 유인설을 바탕으로 한 확약의 해석은 계약법  FRAND ｢ ｣ 

제 조15 102)를 근거로하고 있다 이는 표준특허권자가 조건의 실시허. FRAND
락을 하겠다고 한 의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거래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03) 다른 한편 청약의 유인설을 부정하 , 
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우선 구성 요건상 , 
청약의 유인설이 타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의 유인으로 , FRAND
확약을 해석할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후속행위에 대해 구속할 수 없게 되
어 확약이 실시허락의 협상 체결 이행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구, FRAND , , 
속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04) 

다 제 자를 위한 계약설 . 3
이는 기본적으로 표준화기구를 요약자로 하고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로   , 

하며 제 자인 실시권자 또는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것이다3
그림 ([ 참조 특히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이 바로 ] ). , 
성립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허락의 구체적인 조건은 특허권자, 
와 실시자의 합의에 의해 추후 정하되 단지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FRAND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 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표준화기구와 특3
허권자 사이의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105)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12. 8. 24. 2011 39552 
102) 중국 계약법 제 조 청약의 유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청약하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 15 : ｢ ｣ 

시이다 발송한 가격표 경매공고 입찰공고 주식모집설명서 상업광고 등이 청약의 유. , , , , 
인이다 상업광고의 내용이 청약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으로 간주한다. .

103) 중국인민대학 즈앙광량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 ) ( ) , “中国人民大学 张广良 张广良 标
참FRAND ”, , 2019 1 , 116 . 准必要专利 规则在我国的适用研究 中国人民大学学报 年第 期 頁

조 이외에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의 관위잉 도 . ( ) (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管育鹰
“ FRAND ”, , 2019 3 , 5-18标准必要专利权人的 声明之法律性质探析 环球法律评论 年第 期
에서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다. 頁

104) 이는 무한대학 닝리즈 교수의 견해 ( ) ( ) . / , , 190 . 武汉大学 宁立志 宁立志 覃仪 前揭论文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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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프랑스 민법전 제 조  1205「 」 106)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자를 위3
한 계약 이 주목되는데 이는 유럽전기통(la stipulation pour autrui) , ETSI(
신표준협회 의 지,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식재산권정책에서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07) 이  
견지에서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고 확약을 해석한 한국의 삼FRAND

105) 이문지 표준특허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경영법률 제 권 제 호 , “ FRAND ”, , 26 1 , 2015, 543
면. 

106) 프랑스 민법전 제 조 누구나 타인을 위하여 계약할 수 있다 요약자인 계약 1205 :  . 「 」 ① ②
의 일방당사자는 낙약자인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자 즉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급부3 , 
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게 할 수 있다 후자 수익자 는 장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 ( )
계약의 이행 시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On peut  stipuler 
pour autrui. L’un des contractants, le stipulant, peut faire promettre à 
l’autre, le promettant, d’accomplir une prestation au profit d’un tiers, le 
bénéficiaire. Ce dernier peut être une personne future mais doit être 
précisément désigné ou pouvoir être déterminé lors de l’exécution de la 
promesse).

107) ETSI IPR Policy (2019) 12: The POLIC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 」 
이 정책은 프랑스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France( ) . Rules of Procedure … … 「

of the ETSI (2019) Art 18: If conciliation is unsuccessful, any legal dispute 」 
arising during the life of ETSI or during its dissolution shall be dealt with 

조정이 실패under French law unless the parties concerned agree otherwise. (
할 경우 가 존속하거나 해산 중에 발생한 법적 분쟁은 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 ETSI
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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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애플 사건의 경우 프랑스 민법전 제 조 개정 이후의 조 에v. , 1121 ( 1205 )「 」 
서는 본인 자신을 위한다는 요약의 조건이 있을 때 또는 타인에게 행할 “ ” “
증여의 조건일 때 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제 자가 그에 관한 이” “ 3
익을 수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 할 때는 철회할 수 없다 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제 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108)109) 이는  
개정 이전의 프랑스 민법 제 조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1121
도출된 것일 수 있다 즉 제 조는 확실히 제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 , 1121 3

1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면 2012.8.24. 2011 39552 . 175-176 . 
109) 이 사건 선고일 년은 년 프랑스 민법전 이 개정되기 이전이므로 개정 전의  2012 2016 , 「 」

프랑스 민법전 제 조가 적용된 것이다 개정 전의 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1121 . 1121 “「 」 
위해서든지 또는 타인에 대하여 행하는 증여의 조건이 되는 때에는 제 자의 이익을 위3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을 한 자는 제 자가 수익. 3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약정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 . 解消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의 제 조는 제 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를 제 자를 위한 계약1121 “ 3 ” 3
의 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개정 이후 조에서는 그 제한을 극복하고자 . , 1205
누구나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한결 간결한 한 문구를 취하“ ” (lapidaire)
여 제 자를 위한 계약의 범위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증여의 조건 일 때 라는 3 . “ ”
조건을 고수하던 종전 법의 태도를 완화하여 요약자가 행위 시에 최소한 정신적 이익에
서도 제 자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수익자는 구체적으로 지정되거나3 . 

지정될 수 있음 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자는 현재는 존재(déterminé) (déterminable) . 
하지 않는 장래의 사람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의 이행 시까지 지정될 수 있어야 한
다 이 부분 프랑스 민법 개정 이전의 제 조와 제 조에 대한 분석은 남효순 개. 1121 1205 , “
정 프랑스 채권법 제 권 제 편 의 번역 및 해제 법무부 면 물론 이 ( 3 3 ) ”, , 2017, 111-112 . 
사건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으로 하더라도 제 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되지는 않는 다는 견3
해가 있다 즉 물론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해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립하. 
는 수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객관적 합치를 요구하고 그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사항의 , 
일치 및 계약의 중요한 점 특히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 고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할 ,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대판 ( 2003. 4. 11, 2001
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설민수 표준특허의 명암 스53059.) . , “ : 
마트폰 특허분쟁에서 특허알박기 우려를 중심으로 하 저스티스 통(Patent Holdup) ( )”, , 
권 제 호 면 그렇지만 제 자와 간에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어도 이 사141 , 2014, 63 . 3 ETSI {
건에서는 와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 사이에 제 자 수익에 관한 원인관계 ETSI 3
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필자 추가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 보유( )}
자 낙약자 의 선언을 통해 특허권 보유자와 요약자 와의 계약관계로부터 ( ) FRAND , ETSI( )
제 자의 권리가 프랑스 민법전 제 조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는 대립된 견해가 있3 1121「 」 
다 이는 박영규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경제적 특허법적 그리고 경쟁법적 고찰 . , “ , 
표준특허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 권 제 호 면, FRAND -”. , 19 4 , 2012,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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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엄격하게 설시해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개정 이후의 제 조는 그것. 1205
을 폭 넓게 완화하였고 그 맥락에 따르면 확약을 제 자를 위한 계, FRAND 3
약으로 해석함에 더욱 많은 여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종전의 규정. , 
은 수익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여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구하였
지만 개정 이후의 제 조에서는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약속의 , 1205
이행 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에 충실해보면 표준특허권자, 
가 에 확약을 할 그 시점은 표준특허권자가 조건의 실ETSI FRAND FRAND
시허락을 하겠다는 계약법적 의무의 부담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하게 되고, 
제 자는 표준특허권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시점에서 확정되면 충분한 3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표준실시권자가 에 당해 특허를 실시하겠다. , ETSI
는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제 자 수익자가 특정화되고 이는 표준특허권자를 3 , 
상대로 조건의 실시허락을 청구할 수 있는 제 자 수익자인 것이FRAND 3
다.110) 
미국의 경우 사건에서 제 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Microsoft v. Motorola 3

확약을 해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가 주장하기를 FRAND . Microsoft
가 조건의Motorola RAND 111) 실시허락을 하겠다고 와 에 약정한  IEEE ITU

것은 와 표준화기구들 사이에 체결된 제 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Motorola 3
이다.112) 이에 법원은 우선 확약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를 판단하 RAND
였는데 계약 성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그리고 약인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 
라는 점에서 와 는 기술표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술표준에 , IEEE ITU
포함될 특허 보유자들에게 표준기술 선정이후 잠재적 실시권자들에게 , 

조건의 실시허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표준선정을 거부할 것인RAND
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이러한 확약서, 

110) 개정 프랑스 민법전 제 조를 바탕으로 확약을 해석한 연구는  1205 FRAND , “徐颖颖 标准
FRAND - ”, 必要专利权人 许可声明的法律关系研究 以欧洲通信标准协会的规定为例 电子

참조, 2017 11 , 24-27 . 知识产权 年 第 期 頁 
111) 여기서 가 아닌 를 사용한 이유는 해당 판결문 원문에서 그렇게 사용하였 FRAND RAND

기 때문이고 원 판결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통합, 
하지 않은 것이다.

11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696 F.3d 872, 87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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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한 청약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 
가 와 에 제출한 확약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 때 Motorola IEEE ITU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가 특허기술을 조건으로 실. , Motorola RAND
시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것을 대가로 그 특허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표준화기구가 약속했으므로 약인 이(consideration)
라는 요건에도 충족하여 결론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한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그 다음으로 판단한 것은 제 자 수익자3
의 이행청구권 행사가부이다 이와 관련 판사는 확약은 합리적. Robert RAND
인 대가를 지급한다면 누구나 의 표준특허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Motorola
도록 보장함으로써 잠재적 실시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는 및 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당해 표준의 잠Microsoft IEEE ITU
재적 사용자로서 제 자 수익자이며 따라서 확약을 위반한 에3 RAND Motorola
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113) 이와 동 
일한 취지의 사건에서도 실시권자인 을 제 자 수익Apple v. Motorola Apple 3
자로 인정하여 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았다3 .114) 이와 같은 제 자 3
를 위한 계약으로 확약을 해석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FRAND , 
손해를 발생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으로서 충분한 구제를 해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것이다.115)

다만 현행 중국 계약법 에서는 제 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 3「 」
제 자를 위한 계약으로 확약을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다 비록 적용가3 FRAND . , 
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그 근거로는 계약법 제 조의 제 자에 대한 채무이64 “ 3｢ ｣ 
행에 관한 규정 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제 자에 대한 채무이행” , 3
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위약책임은 여전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113)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2012 U.S. Dist. LEXIS 60233, 
at *21-24(W.D. Wash. Apr. 25, 2013).   

114) Apple Inc. v. Motorola Mobility Inc., 2012 U.S. Dist. Lexis 116484 (W.D. Wis., 
Aug. 10, 2012). 

115)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 , “ –
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 권 제 호 면 참조-”, , 10 4 , 2015,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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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해석되고 있다.116) 중국에서는 이를 이타적 계약 이라고 개 ( )利他合同
념정리하고 화물운송계약 보험계약 신탁계약 등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 , 
에117)118) 제 자에게 직접적으로 채무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3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타국의 제 자를 위한 계약과 크게 구별되는 부분이. 3
다 특히 계약법 해석 의 제 조. , 16｢ Ⅱ｣ 119)에서는 제 자는 독립된 청구권이 없다3
고 명시하고 있다.120) 따라서 영미법계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의 제 자를 위한  3
계약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고 이를 부진정한 이타적 계약, “ ( )”不真正利他合同
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121) 이러한 중국의 사정에 비 
추어 볼 때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한 확약을 계약법상 잠재적 실, FRAND
시권자 제 자 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새로 제정된 중국 ( 3 ) . , 
민법전 제 조522「 」 122)에서 제 자의 독립된 청구권을 설시함으로써 이에 근거3

116) / , “ FRAND ”, , 2016 2杨君琳 袁晓东 标准必要专利 原则的解释与适用 科技管理研究 年第
, 158 .期 頁

117) , , , 2002, 108-133 .王利明 合同法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頁
118) 당해 영역에서의 이타계약은 수익자가 직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제 자 3

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타계약 에 해당된다‘ ( )’ . 真正的利他合同
119) 계약법 해석 제 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법 제 조 제 16 : 64 , ｢ Ⅱ｣ 

조에서 규정한 제 자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자로 취급할 수 있되 직권에 따라 그를 65 3 3 , 
동 계약의 소송피고로 하거나 또는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 자로 해서는 아니 된다3 .

120) 프랑스의 경우 민법전 조에서 제 자를 위한 계약 체결시 수익자는 낙약자에  1206 “ 3「 」 ①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 , ②
기 전까지 요약자는 자유롭게 제 자를 위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 자를 위한 계약, 3 . 3③
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가 요약자 또는 낙약자에 게 도달된 때부터는 철회할 수 없다 고 .”
규정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는 제 자를 위한 계약 체결시 부터 그 권3
리를 가졌던 것으로 간주되고 낙약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남효, . 
순 전게보고서 면 권리직접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민법전 제, , 112-113 . 「 」 
조 제 항에서 제 자를 위한 계약만으로 직접 제 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328 1 3 3

제 자의 수락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제 조는 제 자에게 거절권3 . 333 3
을 수여하여 제 자가 권리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포기(Zurückweisungsrecht) 3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원준 독일법상 제 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지위. , “ 3 ”, 
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면, 21 , 4 , 2013, 118 .   

121) , , 14 .管育鹰 前揭论文 頁
122) 중국 민법전 제 조는 제 자를 상대로 한 계약의 이행 채무 522 “[ 3 ( )] 向第三人履行的合同「 」 

자가 제 자를 상대로 한 채무의 이행을 당사자가 약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제 자에게 3 , 3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채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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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약의 해석이 좀 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기대해볼만하게 되FRAND , 
었다. 

중국법상 특유의 논의 (2) 

가 일방적 법률행위설. 
중국법상 일방적 법률행위는 민법총칙 제 조 제   , (2017) 134 1民法总则 ｢ ｣ 

항123)에 규정되어있다 이 규정을 확약의 해석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 FRAND
같은 논리가 구성되는데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 
한 확약은 불특정의 모든 실시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이는 특허권FRAND , 
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함과 동시에 자신의 특허권에 의무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상광고와 유사한 일방적 법률행위124)에 해당되고 철회 불가능한 것
이다.125) 다른 한편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중 일방 당사자만이 의사의 표 , 
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126) 

사건Xidian Jietong v. SONY(China) 127)의 하급심법원 북경지식재산권법(

있는 것에 관한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이 있고 제 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명확하, 3
게 거절하지 않았을 경우 제 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위약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 3 . 
자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항변은 제 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3 .”
제 자 수익자의 거절권 이행청구권 및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위약책임청3 , 
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123) 민법총칙 제 조 제 항 민사법률행위는 쌍방 또는 다방의 일치된 의사표시에 의하여  134 1 : ｢ ｣ 
성립될 수 있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124) 중국법상 일방적 민사법률행위는 한국법상 단독행위와 유사한 바 구체적으로 일방적 법률 , 
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 . ,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에 의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1 . , 
어떠한 자도 제 자를 대상으로 의무를 설정할 수 없다 는 “ 3 ( )”任何人不得为第三人创设义务
원칙에 따르고 있다. , , , 2018, 574 . 李永军 民法总则 中国法制出版社 頁

125) / , “ (2017) ”杨柏勇 焦彦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专利侵权判定指南 修改解读 中国专利与商「 」 ，
및 , 2017 3 , 23-24 . ( / / /标 年第 期 頁 中国应用法学研究所课题组 丁文严 苏志甫 于连超 韩

), “ FRAND ”, , 2020 02 , 37萍 标准必要专利 声明与禁令和费率问题研究 中国应用法学 年 期
참조. .頁

126) / , “ FRAND ”, , 2019 2 , 190 . 宁立志 覃仪 论标准必要专利中 承诺的法律性质 私法 年第 期 頁
127) (2015) 1194 .北京知识产权法院 京知民初字第 号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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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28) 은 확약은 특허권자 일방이 한 승낙) “FRAND (承诺 으로서 일방적 민사)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 확약에 따라 특허를 실시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즉 이 사건의 확약만으로는 실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FRAND
이다.”129) 이러한 해석은 확약 그 자체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 불과하 FRAND
고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사후적 분쟁에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해야하
는 지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130) 이 사건 심법원 2 131) 북경시(

128) 중국은 년부터 특정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 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 2014 ( )知识产权法院
며 년 월까지 총 개의 지식재산법원과 여개의 지식재산법정 을 , 2019 4 3 20 ( )知识产权法庭
설시하였다 특허발명 관련 심 민사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전담하여 심리하게 . 1
되었고 특허재판의 정문성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북경 상해, . ( ), (北京 上

광주 에는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였고 무한 성도 남경), ( ) ( ), ( ), ( ), 海 广州 武汉 成都 南京
합비 복주 항주 제남 청도 심천 천진 정주( ), ( ), ( ), ( ), ( ), ( ), ( ), 合肥 福州 杭州 济南 成都 深圳 天津

장사 서안 남창 란주 장춘 우루무치( ), ( ), ( ), ( ), ( ), ( ), ( ), 郑州 长沙 西安 南昌 兰州 长春 乌鲁木齐
해구 등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중급인민법원 에 상호지역관할( ) ( )海口 中级人民法院

의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였다 특히 년 월에 설립한 최고인민법원( ) . 2018 12跨地域管辖
의 지식재산권법정 에서는 전문기술성이 강( )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한 지식재산권 관련의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그 범위로는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 
법원 및 중급인민법원의 발명특허 신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독점 관련 제 심 민사판결이나 재정 이라 함은 인민법원이 민, 1 {( ) (裁定
사 형사 소송절차 중의 각종 절차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리는 기속력있는 결론, )
적인 판단 을 말한다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년 면 면 에 불복하. , , , 2008 . 285 , 98 .}
여 항소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황지엔청 임춘광 중국 특허법 제 차 개정 그 배경과 . / , “ 4 :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제 권 제 호”, LAW & TECHNOLOGY, 16 1 , 2020, 

면103-104 .  
129) 이 부분 판결 원문은  (2015) 1194 . “FRAN北京知识产权法院 京知民初字第 号民事判决书

D , , 许可声明仅系专利权人做出的承诺 系单方民事法律行为 该承诺不代表其已经做出了
, FRAND .”许可 即仅基于涉案 许可声明不能认定双方已达成了专利许可合同

130) 그렇지만 이 한계를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전환 해석한 경우도 있다 즉 이러한 추상적인  . , 
해석은 중국 특허의 분쟁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 법원이 해결해야 할 다국적 글로벌 분쟁에
서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 , “ : , 朱理 标准必要专利的法律问题 专利法

여기에 입각한 이점은 , ”, , 2016 2 23-24 . 合同法 竞争法的交错 竞争政策研究 年第 期 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확약의 법적 성질을 다투는 이유는 그 자체에 애. FRAND
매모호함과 추상성이 있고 표준특허의 분쟁해결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시하고자 하, 
는 것인데 일방적 법률행위설은 그 추상성을 더함으로써 확약의 법적 성질을 다, FRAND
투는 실익을 잃게 한다 표준특허분쟁은 그야말로 글로벌 표준 전쟁이기 때문에 각 국의 . ‘ ’
법체계 또는 그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다 즉 계약법적 특허법적 경쟁법적 . , , , 
접근 물론 각 접근의 세부적 논의는 다양하지만 이 있지만 반드시 그 하나를 특정하여 ( ) , 

확약의 법적 성질을 단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국가의 법 해석론에 맡겨F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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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132) 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원심법원) , 
과는 달리 확약에 기한 성실협상의무에 터 잡고 표준특허분쟁에서 FRAND , 
민사책임을 판단함에는 당사자들의 협상과정과 실질적 조건을 고려하여 협
상의 결렬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33) 2
심 법원이 일방적 법률행위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러한 해석을 한 것인지
는 모르겠으나 원심 법원의 해석과 대비해보았을 때 사후적 분쟁에서 책임, 
부담을 다투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져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표준특허침해 발생 시 당사자들의 책임을 다툴만한 해석을 ,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131) 중국 민사소송법 제 조에서는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심 종심 10 “ 2「 」 
제를 따라야 하는 바 심 종심제란 특정 사건이 개 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 2 2
에는 종결 짓는 제도이다 라고 하여 재판절차상 심 종심제를 택하고 있다” , 2 . 

132) 중국의 법원체계는 급법원체제 로서 우선 급이 가장 낮고 기초적 급의  4 ( ) , 四级法院体制
법원으로는 기층인민법원 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 , Basic People's Court) , 基层人民法院
이는 현급 구를 설립하지 않은 시급 시할구 에 설립한다( ), ( ), ( ) . 县级 不设区的市级 市辖区
중급인민법원 은 중국 대륙의 직할시 한( , Intermediate People's Court) (中级人民法院
국의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됨 를 포함한 행정구역에 설립된 법원으로서 법률에서 그 )
관할권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심 사건 기층법원에서 이송한 제 심 사건을 비롯한 기층1 , 1
법원 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 하거나 항소 한 제 심 사건 ( ) ( ) ( ) 2基层法院 上诉 抗诉
및 인민검찰원 에서 심판감독절차 이미 확정된 판결 및 결정( ) { , 人民检察院 审判监督程序
에 오류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각 인민법원에 설치된 재판위원회 의 결( )审判委员会
정 또는 상급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요구에 의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 박영. 
주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의 사법제도, “ , ”, JIPYO NG&JISUNG Newsletter, 2011. <htt

검색일p://www.jipyong.com/newsletter/29_201102/data/china.html>. : 2019.1
에 따라 항소한 제 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 기본구조는 형사재판정2.11.} 2 . (刑事审判
민사재판정 행정재판정 으로 이루어져 있도 필요한 경우), ( ), ( ) , 庭 民事审判庭 行政审判庭

에 따라서는 여타의 재판정을 추가로 설시할 수도 있다 덧붙여 고급인민법원. , (高级人民
은 지방의 최고법원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두는데 , Senior People's Court) , , 法院

통상 각 성의 중심도시에 설치한다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경제재판부 및 필요에 따. , , 
라 기타 재판부를 설시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 조 상소와 항소사{ ( ) 26-27 }. 法院组织法
건 및 법률에 정한 사건의 재판과 하급인민법원에 대한 재판사무의 감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 심으로서 담당하는 재판은 극히 한정된다 김성균 중국의 인민법정1 . , “
과 순회재판에 대한 소고 인권과정의 통권 호 년 면 그리고 최고인민”, , 430 , 2012 , 110 . 
법원 은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된다(Supreme People's Court) .  

133) 이 부분 판결 원문은  (2017) 454 .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京民终 号民事判决书 标准必要专
, 利侵权民事责任的承担应当考虑双方谈判的过程和实质条件 判断由哪一方为谈判破裂

.”承担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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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방적 법률행위설에 근거한 확약은 선언적 의미에 불  FRAND
과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해석은 아닌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 , . 
민법상 신뢰이익의 보호( )信赖利益的保护 134) 및 사적자치 ( )私的自治 135)의 법
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136) 

134) 현대 민법상의 신뢰적 관점에 기초하면 계약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계약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그에 기초한 상대방의 행위변화를 야기하였기 때문
에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 
내에서는 계약을 가급적 유지 존속시키는 방향의 법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계약에 따른 , . 
채무의 이행과 불이행도 계약의 목적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 내지 신뢰와의 관련성 하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강제이행 등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은 . 
계약에 걸었던 상대방의 신뢰를 실현시키거나 지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권영준 계. , “
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 권 제 호 면 확”, , 52 4 , 2011, 222 . FRAND
약은 관련 시장의 잠재적 실시희망기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들에 대한 일방
적 선언이지만 이로 인하여 표준개발 참가자들을 비롯한 관련 시장 내 불특정 다수 사, 
업자들에게 특허권행사에 관한 외형상의 신뢰와 기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러한 신뢰, 
와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자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
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확약으로 인한 것이다 정상조 전게논문 면 중국과학FRAND . , , 3 . 
원 류잉연구원은 확약이 잠재적 희망기업에게 신뢰와 기대를 제공( ) FRAND中国科学院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잠재적 실시희망기업이 표준특허를 실시하려는 것은 . , 
특허권자가 한 확약에 따라 그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FRAND
강제적 규정 또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그 표준특허의 실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확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시권자는 그러한 특. , FRAND
허의 실시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 , “刘影 论
FRAND FRAND ”, , 2017 6条款的法律性质 以实现 条款的目的为导向 电子知识产权 年第―

참조 할 것, 15 . .  期 頁
135)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 없이는 상대인에 대한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없 

다 일방적 의사에 따른 법률효력의 발생은 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이다 예컨대 중. . , 
국 민법상의 현상광고 수권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확약은 법에서 규정하고 , . FRAND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 법률행위 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상대인에 ‘ ’ . , 
대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확약은 특허권자를 구속할 . FRAND
뿐만 아니라 실시권자에게도 조건에 따른 실시료를 지불할 것 성실히 협상에 FRAND ,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약을 일방적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FRAND
가 있다 이에 관한서는 참조. , , 15 .  刘影 前揭论文 頁 

136) 리양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한 바 비록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의 요구에 따라  , 
표준특허권자의 확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승낙에 있어서는 표준화기구 FRAND , 
또는 잠재적 실시권자의 의사표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 피대리인의 ,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 대리인의 위탁취소 상속권 포기와 같은 일방적 법률행위에 , ,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참조 이에 . , , 5 . 李扬 前揭论文 頁 
관한 반대 의견은 참조, , 5 . . 刘影 前揭论文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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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적 계약체결설. 
사건의 하급심법원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은 강제적 계약  Huawei v. IDC ( )

체결137)설에 근거하여 확약을 해석한 바 있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FRAND . , 
표준화기구에 한 확약은 장차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자FRAND
에 대해 조건으로 실시허락해야 하는 의무의 부담을 의미하고 그FRAND
러한 의무는 수도 전기 가스 등과 관련된 독점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강, , 
제적 계약의무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138)139) 
강제적 계약체결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의 상황에서 계약체  

결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특정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 
의미한다 즉 강제적 계약체결은 계약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 의 . , ( )契约自由
원칙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되140) 그 대신 계약공정 의 원칙이 이, ( )契约公正
를 뒷받침하는 논리이다.141) 따라서 강제적 계약체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 

137) 이는 독일법상 사실적 계약관계와 동일하다 즉 교통기관의 이용행위 수도 전기 가스  . , , , , 
등의 사용행위 등은 거래관행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의사실현행위라고 
새길 수 있다 여기서 급부의 공개적 제공이 청약이고 그 급부를 이용하는 행위가 의사. , 
실현행위로서 승낙이 된다 따라서 유상으로 제공된 급부를 이용하는 이에게 의사표시 . 
내지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신회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추단적 행
위로서의 이용행위가 법률행위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 , , 

면2019, 274 .   
138) 강제적 계약체결설에 관한 연구는 중국정법대학 의 주옌 ( ) ( ), “中国政法大学 朱岩 强制缔

및 청화대학 의 추이지엔위”, , 2011 1 , 62-81 . ( )约制度研究 清华法学 年第 期 頁 清华大学
엔 참조( ), “ ”, , 2006 5 , 214-221 .崔建远 强制缔约及其中国化 社会科学战线 年第 期 頁 

139) (2011) 857 .深圳市中级人民法院 深中法知民初字第 号民事判决书
140) , , , 2012, 46 .崔建远 合同法 北京大学出版社 頁
141) 전 대만사법원 대법관 왕즈어지엔 은 강제적 계약체결은 개인이나  ( ) ( ) “台湾司法院 王泽鉴

기업이 상대인의 청구에 응하여 그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상대인의 청. , 
약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  ( )王泽鉴 债法原理 二 ， 

라고 포괄적 의미로서의 강제적 계약체결을 정리한 , 2001, 79 ”中国政法大学出版社 頁
바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적극적 행위를 주체에 강제함으로써 특. { , 
정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는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 과 같은 내( ) ‘第三人责任险
용형 강제체결 특정 상대인과의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법에서 독점적 ( )’, 内容型强制缔约
기업으로 인정하여 소비자가 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소비자계약과 같
은 대상형 강제적 체결 그리고 법률이 의무자에게 강제적으로 승낙하‘ ( )’ 对象型强制缔约
게끔 하는 상품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고자 청약한 고객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강제적 승낙 이 포함된다 이는 ‘ ( )’ . , “强制承诺 崔明石 论契约

참조 이 관점에 따르면 요약자가 한 청”, , 2005 3 , 102 . }正义与强制缔约 理论界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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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제적 계약체, 
결설의 적용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요건 또한 엄격해야 한다 따라서 강. 
제적 계약체결설에 근거한 확약의 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FRAND .142) 
표준특허권자와 강제적 계약주체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독점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한 독점적 지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 
시장주체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기술표준은 진보적 기술의 . , 
격려와 혁신이라는 공적 성격도 있는 한편 사적 권리로서의 특징도 있기 때
문에 강제적 계약체결설에 근거하여 확약을 해석함에는 한계가 있, FRAND
고 확약의 사적 공적 성격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충분한 설득력(FRAND / ), 
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묵시적 실시허락설 . 
확약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묵시적 실시허락  FRAND (implied 
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넓은 의미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제기license)

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항할 수 있는 계약법적 수단이다.143) 표준특허에서 이 

약에 대해 승낙자는 그것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반드시 요약자와 계약을 . ,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승낙자는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자유 및 그 상대인. 
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강제적 계약체결은 계약자유의 남용을 방. 
지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계약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계약정의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142) 상해교통대학 의 왕셴린 교수는 강제적 계약체결설의 입장을 취하 ( ) ( )上海交通大学 王先林
고 있다 그 근거로는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되었음은 궁극적으로 사회 공공적 속성을 드. 
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 , “王先林 涉及专利的标

참조할 것 이외에도 유사”, , 2015 4 , 63 . . 准制定和实施中的反垄断问题 法学家 年第 期 頁
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로는 심천시중급인민법원의 / / / , 叶若思 祝建军 陈文全 叶艳
“ FRAND ”, , 2013 2关于标准必要专利中反垄断及 原则司法适用调研 知识产权研究 年第

이 있다 이와 대립된 입장으로는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그 공, 1-31 . 期 頁
적 속성을 단정하고 공공영역에 진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비록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되어 공적 속성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 , 
사적재사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재산권으로서의 . , 
성질에 대한 침해를 우려한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 , “ FRAND谭袁 论 承诺的性质及其

참조 할 것”, , 2017 7 , 24 . . 价值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頁
143) 이는 박준석 전게논문 면의 가 계약위반 등 일반 민사법리에 근거한 대항수 , , 118 ‘3. . 

단의 한계와 향후 가능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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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개의무의144)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잠재 
적 표준필수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기술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표준화기. 
구 중 지식재산권 공개에 대한 일반적 의무 이외에 그 위반효과로서 묵시적 
실시허락의 제공 혹은 권리포기를 추정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다.145) 
묵시적 실시허락의 방법으로 표준특허를 규제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  , 

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 잡힌 보호를 할 수 있고 특허기술과 시장의 결합을 , 
촉진하며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즉 표준특허. , 
에 대한 공적 규제의 개입은 잠재적 실시권자들의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특허기술의 가치가 증가된다는 논리, 
이다.146) 이에 관한 중국 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쳤다 아래에 (
서 언급된 사례들은 중국의 국가기술표준이 문제된 것이다).

년 최고인민법원의 회사가 건설부에서 제정한 업  2008 Changyangxingnuo｢
계표준 <Specification for design of ram-compaction piles with 

에 따라 설계 및 공사 중에 표준특허를 실시한 행위가 composite bearing base>
특허권침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함, (最高人民法院关于朝阳兴诺公司

< >按照建设部颁发的行业标准 复合载体夯扩桩设计章程 设计 施工而实施标，
이하 년 함, “2008 ”)准中专利的行为是否构成侵犯专利的权问题的函 ｣147)148)

144) 등 대부분의 표준화기구에서는 특허정보 공개규칙 ISO, IEC, ITU, ETSI, IEEE (disclosure 
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rule) . ,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공개해야하는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145) 오승한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 , “

한 사후규제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 호- -”, , 36 , 
면2011, 405 . 

146) 이는 지식재산권국 판옌샤와 우언리핑의 견해 . / , “樊延霞 温丽萍 我国标准必要专利默示
( ) ”, , 2017 12 , 75 . 许可制度探析 以 专利法修订草案 送审稿 为视角 知识产权 年第 期 頁— 「 」

같은 취지로 하남공업대학 리원쟝 교수의 견해 ( ) “河南工业大学 有利于妥善处理标准与专
, , , , 利之间的关系 促进先进技术的推广应用 并对推动相关产业发展 维护专利权人 标准实

.” , “施者和消费者各方利益具有重要意义 李文江 我国专利默示许可制度探析 兼论 专利— 「
( ) 85 ”, 法 修订草案 送审稿 第 条」 知识产权, 2015 12 , 78 .  年第 期 頁

147) (2008) 4 .最高人民法院 民三他字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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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특허의 표준선정을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인정하였다.

현재 표준제정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표준 중 특허정보의 공개 및 사   “

용에 관한 제도도 설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특허권자가 표. 

준의 제정에 참여하였거나 동의를 하였을 경우 그 특허는 국가 업계 및 지방표, 

준으로 선정되는데 이는 특허권자가 여타의 실시권자로 하여금 당해 표준을 실
시하는 동시에 그 특허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맥락. 

에서 타인의 실시행위는 특허법 제 조11｢ ｣ 149)의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일정한 실시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실시. , 

료는 정상적인 실시료보다는 현저히 낮아야 하며 특허권자가 특허실시료를 포
기한다는 확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확약에 따라 처리한다.” 

년 함 은 표준특허를 해석함에 실시권자의 이익 보호에 무게를 두고   2008｢ ｣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해석한 것은 일견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 
용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계의 지적을 받게 되었고150) 실시료의 산정기준, 

148) 여기에서 함 이란 중국 사법해석 형식의 일종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작업  ‘ ( )’ . 函 ｢
관련 규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 ), 1997 6最高人民法院关于司法解释工作的若干规定 ｣ 
는 사법해석의 형식은 해석 규정 비복 결정 가지가 있‘ ( )’, ‘ ( )’, ‘ ( )’, ‘ ( )’ 4解释 规定 批复 决定
다 이외에 실무적으로는 의견 해답 함 과 같은 형식으로도 사법해. ‘ ( )’, ‘ ( )’, ‘ ( )’意见 解答 函
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함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보편. , 
적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149) 특허법 제 조 년도 당시에 시행되던 특허법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부여 11 (2000 ): ｢ ｣ ①
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특허권자. , 
의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전시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특허방, , , , 
법의 사용 및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를 위한 전시 판매, , , 
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디자인특허권이 부여된 후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 , ②
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 ,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 판매를 위한 전시 판매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 .

150) 예컨대 특허권자가 표준의 제정에 참여한다 는 것 중에 참여 의 정도가 문제된다 , “ ” “ ” . ①
가령 몇 번의 협상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표준제정 관련 정책의 준비단, 
계에서부터 승낙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 업계 또는 지방표준 모두가 그러한 원칙“ , ”②
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특히 추천성 표준에 대한 제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 함, ③
에서 언급된 사건정황에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 점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면 선의적 사용 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구제는 가능한 것이지만 금지청구권“ ”
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실시료는 정상적인 실시료보다는 현저히 낮아야 한다 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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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실시료 보다는 현저히 낮아야 한“
다 는 점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는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년 최고인민법원의 태도는 조금 변화되었는데  2012 , Hengshui Ziyahe 
사건Construction Engineering Co., Ltd v. ZHANG, Jing-Ting 151)에서 

표준특허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특허를 무단 실시하거나 실시료의 지, 
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받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표준특허권자” . 
의 허락 없는 특허의 실시 또는 실시료 지불의 거절은 원칙적으로는 표준특
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152) 년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이에 관한 사법해석을 하면서 표준 2016 , 
특허권자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묵시적 실시허락을 정면으로 부정함에 이
르렀다.153)

서 현저함은 어느 정도인지. , “ ”, , 张平 论涉及技术标准专利侵权救济的限制 科技与法律
2013 5 , 69, 76 .年第 期 頁

151) 이 사건  [ ] (2012) 125 . 衡水子牙河建筑工程有限公司与张晶廷案 最高人民法院 民提字第 号
심 법원 하북성고급인민법원 은 표준특허의 묵시적 실시허락을 2 { ( )}河北省高级人民法院
인정하였다. (2011) 15 . 河北省高级人民法院 冀民三终字第 号民事判决

152) 이 사건의 심 법원은 년 함 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2 2008 , Hengshui Ziyahe Const- 「 」
회사가 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ruction Engineering ZHANG, Jing-Ting

다고 판단하였다 심법원은 정상적인 실시료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 는 판단에 근거. 2 “ ”
하여 당해 회사가 에게 만 위안의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재량ZHANG, Jing-Ting 10
하여 결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심법원이 년 함 에 근거하여 권리침. , “2 2008「 」
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적용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시정해야 한
다 고 지적하였다( , )” .适用法律存在错误 应予以纠正

153) 이는 년에 제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침해분쟁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몇  2016 「
문제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研究Ⅱ

이하 특허분쟁해석 제 조 제 항 추천성 국가 업계나 지방 표준 관련의 표준( ), ‘ ’ 24 1 : “ , 二 Ⅱ 」 
특허의 정보가 명시된 경우 피소권리침해자가 그 표준을 실시함에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어
도 된다는 이유의 비침해 항변에 대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 하여 .”
사실상 표준특허의 대항수단으로 묵시적 실시허락을 부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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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의 계약법적 의미 기반 성실협상의무3.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의미에 대한 중국법적 재해석(1) FRAND
일방적 법률행위설과 강제적 계약체결설은 표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의무  

에 지나치게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확약에 기한 표준특허권자와 . , FRAND
실시권자사이의 계약체결을 부정한 것이다 일방적 법률행위는 물권을 포기. 
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지고,154) 권리의 포기는 사실행위  
또는 의사의 표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지만 명확한 의사의 표시가 전제되, 
어야 한다 일방적 법률행위설은 당연히 쌍방적 법률행위의 법리를 배척하기 . 
마련이다 즉 자신에게는 의무를 설정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의무를 설정. , 
할 수 없고 이 맥락에서 확약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사후, FRAND , 
에 발생한 분쟁에서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하자가 있다 하지만. , Xidian Jietong v. 

사건에서 법원은 일방적 법률행위를 적용했음에도 당사자들의 SONY(China)
협상과실에서의 책임존부를 검토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여부를 결정하
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155)156) 이 두 학설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사 
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나아가 원칙에 기한 FRAND
성실협상의무 및 침해금지청구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확약을 중국 계약법 상 청약  FRAND ｢ ｣ 157)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

154) , , , 2000 , 300-301 .史尚宽 民法总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年版 頁
155) 쌍방당사자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식적 (2015) 1194 . “北京市知识产权法院 京知民初字第 号

인 특허실시허락협상을 할 수 없었는데 그 과실은 특허실시권자에게 있다고 본다 동시. 
에 이 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청구는 사실과 Xidian Jietong SONY(China) ( )停止侵权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 , 双方当事人迟迟未能进入正式的专利许可谈判程序 过

. , 错在专利实施方 在此基础上 西电捷通公司请求判令索尼中国公司停止侵权具有事实和
)”.法律依据

156) 관위잉은 일방적 법률행위설을 부정한 바 전게논문 참조 , .
157) 계약법 제 조 청약은 타인과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는 다음  14 : ｢ ｣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 피청약자가 . ① ②
승낙하면 즉시 청약자가 그 의사표시의 구속력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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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 중국법상의 청약은 타인과의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 
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내용의 구체적인 . 2 , “
확정”158)과 피청약자의 승낙표시“ ”159)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피청약자가 자. 
신의 의사표시에 따른 구속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가 . 
실시권자에게 조건으로 실시허락 하겠다는 의사표시에는 확FRAND FRAND
약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다만 승낙에 있어. , 
서 확약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시허락의 기간 실시료 산정기준 등의 FRAND ,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으로 해석함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약은 통상적으로 특정상대인을 그 대상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 
거하여 철회 또는 취소가능하다 그렇지만 확약은 특정상대인을 대. , FRAND
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의 요건에 충족되
기도 어렵다. 
제 자를 위한 계약 관련 중국의 경우 영미법계와 달리 판례가 축적되어   3

있는 것도 아니고,160) 그렇다고 해서 대륙법계와 같이 명문으로 이를 규정 

158)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은 주요한 계약 약관이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는 것으 “ ”
로 보류조항 또는 제한조건이 없는 긍정적인 것으로 다른 일방이 승낙하면 즉시 계약관계
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갑 회사가 한 세트의 상품구매 입찰서를 통 제출하였. , “ ” 1
다 입찰서에는 필요한 구매상품의 종류 수량 및 품질표준이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 , . 
상품의 가격 등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청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 
수 없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철 도서출판 , . , , 注釋實務 中國契約法總覽
아진 면, 2006, 27 . 

159) 피청약자가 승낙한 경우 청약자가 바로 그 의사표시에 구속되는 것 이란 청약자가 피청 “ , ”
약자의 계약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갖고서 청약자와 피청약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법률 또는 청약의 규정기한 내에 청약자는 임의로 이것을 철회하거나 또는 변경,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규철 전게서 면. , , 27 . 

160) 영국에서는 계약법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아 제 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판 3
례에서 신탁의 법리 등을 이용하여 직접 계약관계의 원칙 이 원칙{privity of contract (
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만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갖고 제 자는 계약에 , 3
기한 권리를 취득허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약인이론에 따라 제 자가 약인3

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속을 강제 할 수 없다는 원(consideration) (enforce)
칙이다 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결국 년 입법을 통해 제)} , 1999 3
자를 위한 계약이 도입되었다 미국은 세기부터 제 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는 판결. 19 3
이 나왔고 현재 제 자를 위한 계약이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김재형 민법론3 . , , Ⅳ
박영사 면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성, 2011, 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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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제 자를 위한 계약의 . 3
적용을 매우 좁은 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제 자에게 직접적으로 채무, 3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약을 FRAND
제 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중국 민법전3 , 「 」 
제 조에서 제 자의 독립된 청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522 3 FRAND
확약의 해석도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묵시적 실시허락설 관련 중국 특허법의 제 차 개정 과정에서  4 161) 표준특허 

를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첨예한  논, 
쟁과 문제제기로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년 . 2015 12
월 국무원 법제판공실 이( )国务院法制办公室 162) 발표한 특허법 수정안 초 (「
안 의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85 ,」 163) 국가의 표준제정에 참여한 특허 “
권자가 표준제정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
우 당해 표준을 실시하고자하는 실시권자들에게 실시허락한 것으로 간주한, 
다 실시료는 쌍방이 협상하되 그 협상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무원특허행정. , 
부문에 재결 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 통지( ) . 裁决
를 받은 일로부터 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이15 ”
다.164)165) 이 규정이 공개되자 학계와 업계는 166) 표준특허를 규제함에 신중 

161) 중국 제 차 특허법 개정작업은 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최종 개정초안이 완성되었 4 2012 , 
으며 현재에도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의 주요 배경과 내용에 대한 , . 
논의는 황지엔청 임춘광 중국 특허법 제 차 개정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을 / , “ 4 : 
중심으로 제 권 제 호 면”, LAW & TECHNOLOGY, 16 1 , 2020, 96-212 . 

162) 국무원 법제판공실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기능상 한국의 법제처와 유사하다 다만 년 월 제 기 전Republic of China): . , 2018 3 13

인대 차 회의에서 비준된 국무원기구개혁안에 따라 법제판공실을 폐지하고 사법부를 1
재편하였다. 

163) 년 월 일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수정안 초안 이 통과되었으며 전인대 2018 12 5 , ( )「 」
상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년 월 일 제 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 2018 12 23 , 13
제 차 회의에서 특허법수정안 초안 에 대한 제 차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입법법7 ( ) 1 ( (立法「 」 「
제 조 제 항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포함 된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상무) 29 1法 」

위원회의 차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친다 년 월 일 중국인민대표대회홈페이지3 ), 2019 1 4 , 
에 공포되었다. 

164) 이 규정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술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성실히 공개하게끔 하고 특허권자 실시권자와 소비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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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고 하면서 당해 규정은 사적 권리에 대한 공적 규제의 과도한 간섭
이고 사전적 개입 이라고 지적하였다( ) .过早干预 167) 특히 묵시적 허락으로  , 
표준특허를 해석할 경우 표준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었음에도 특
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168) 
그리고 표준특허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분쟁은 단순히 특허법에 그치는 것
이 아니고 계약법적 경쟁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특, , 
허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표준특허로 인한 문제를 매우 좁게 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169) 

이익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이유에서 도입된 것이다 표준특허를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표준특
허권자에게 합리적 실시료를 지불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에 참조된 설명 참조의견수렴 설명에서 당해 조항은 제 조( 82 ). 国家知识
产权 , “ <局 关于 中华人民共和国专利 ( )> ”, 2015.04.01. <ht法修改草案 征求意见稿 的说明

검색일tp://www.sipo.gov.cn/ztzl/zlfxg/xylzlfxg/1051930.htm>. : 2020.06.02.
165) 동제대학 주쉬에중 교수는 이 규정의 내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 ( ) . 同济大学 朱雪忠

국가표준만 언급하고 있어서 국제표준을 수용한 국가표준을 비롯한 업계표준 지방표, ①
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표준특허권자가 공개의무 위반 시. ②
에만 묵시적 실시허락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확약 위반 시에도 이러한 책, FRAND
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묵시적 실시허락으로서 규제되는 경우 침해정지청구권 해당 , (③
용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제 장 참조 할 것 의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5 )
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 / , “朱雪忠 李闯豪 论默示许可原则对标准必要专利的

”, , 2016 23 , 103 .  规制 科技进步与对策 年第 期 頁
166) 대표적으로 회사의 숭류핑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비 Huawei SVP( ) 高级副总裁

판하였는데 현재 표준특허를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규정한 국가는 없으며 이에 대한 “ , 
해석과 판례를 국가에 따라 다르고 표준특허를 성문화하여 제한한 국가도 찾아보기 … …
어려우며 중국 표준에 참여한 자 즉 국가표준의 특허권자만이 이 규정의 제약을 받… …
게 되고 국제표준에 참여한 특허권자는 이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 , 
으로 중국기업만이 이 조항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중국기업의 총을 빼앗는 것, ‘ (只

이다 는 견해다)’ .” . , “ 82缴了中国企业的枪 宋柳平 专利法修改草案 条 不要缴了中国企—
”, (e-magazine), 2015.11.25. <业的枪 中国知识产权 http://www.chinaipmagazine.c

om/news-show.asp?id=18483 검색일>. : 2020.06.03
167) 이는 동제대학 즈앙워이쥔 교수의 견해  , “ -张伟君 默示许可抑或法定许可 论 专利法 修「 」

”, ( ), 2016 3 , 订草案有关标准必要专利披露制度的完善 同济大学学报 社会科学版 年第 期
103-116 . 頁

168) 이는 지식재산권국이 개정초안의 의겸수렴 설명에서 지적한 문제이다 . 
169) 이는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지적한 문제이다 . , “北京知识产权法院 第四次专利法修改中

”, (e-magazine), 2017 121 . <http://ww的标准必要专利问题 中国知识产权 年总期第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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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적 논의에 근거한 확약을 해석함에는 청약의 유인설이 가장   FRAND
합리적일 것이고 현행 중국법상 해석에서도 이는 수용 가능하다, .170) 우선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이라는 의 문언에 맞물리는 중국 민‘ ’ FRAND
법상 원칙으로는 민법총칙 제 조 민사활동은 자원 공평 등가유상 성실4 “ , , , 「 」 
신용의 원칙171)을 준수해야 한다 제 조 당사자들은 공평의 원칙을 준수”, 5 “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각 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 조 ” 6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고 덧붙여 제 차 특허법 개정안의 제 조는 특” , 4 20 “
허출원과 특허권의 행사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 
용하여 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하거나 경쟁을 배제 제한, , 
해서는 안 된다 고하여 성실신용의 원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하였다 이들 원” . 
칙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조건의 실시허락이란 합리적 실시료를 지, FRAND , 
불하고자하는 선의적 실시권자에 대해서 표준특허권자는 실시허락을 거절할 
수 없고 표준특허권자의 노력과 기술혁신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해줌과 동, 
시에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
석된다.       
아울러 중국 계약법 제 조는 청약의 유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청약하  , 15 “｢ ｣ 

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발송한 가격표 경매공고 입찰공고 주식. , , , 
모집설명서 상업광고 등이 청약의 유인이다 상업광고의 내용이 청약 규정, . 
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확약은 ” . FRAND

검색일w.chinaipmagazine.com/en/intro.asp?id=1>, : 2020.06.02. 
170) 즈앙광량 관위잉 교수는 확약을 청약의 유인에 근거하여 해석하였고 이에 관한  , FRAND , 

상세한 논의는 및 참조 리양교수, , 116 . , , 5-18 . 张广良 前揭论文 頁 管育鹰 前揭论文 頁 
는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이에 관해서는 참조, , , 5 .李扬 前揭论文 頁 

171) 성실신용 원칙의 용어 관련 중국 민법에서는 성실신용 이라는 용어를 탁하 , ‘ ( )’诚实信用
고 있지만 그 밖에도 성신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 이나 , ‘ ( )’ ‘ (“ )’诚信原则 信义诚实原则
신의원칙 이라는 용어도 간혹 사용된다 이들은 표현상에서 다소의 차이만 ‘ ( )’ . 信义原则
있을 뿐 공정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원리원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동일하다, , . 陈华

, “ ”, , 2017.06.25. <http://newspaper.彬 行使民事权利应遵循诚实信用原则 检察日报
검색일jcrb.com/2017/20170625/20170625_003/20170625_003_1.htm>. : 2020.07.

28. 



- 54 -

청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 ”
음과 동시에 실시권자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기한 승낙이 있기 전에는 실시
허락계약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없으므로 확약의 성질은 표준특허권, FRAND
자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조건의 실시허락계약을 하겠다는 상업광FRAND
고식의 청약의 유인에 가까운 것이다.172) 또한 잠재적 실시권자는  , FRAND
확약이 표준화기구의 공신력 및 특허정책에서 비롯되어 그 철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에 기한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를 할 것인데 그러한 기대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 

확약은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대비해 보았을 때 표준특허권자는 보FRAND
다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형식의 청약의 유인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특히 실시료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요구하거나 . , 
특허실시허락을 거절하여 협상의 결렬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것은 중국 계
약법상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에 해당되고 결론적으로 선계약“ ”
적 의무173)의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여러 계약법적 접. 
근들은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실협상의무가 강조되는 공통점들이 , 
있다 즉 성실신용 신의칙 의 원칙에 기해 확약의 취지상 표준특허 . , ( ) FRAND
실시를 원하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고 보는 것이다.174) 결론적으로 현행 중국민사법체계에서는 청약의  , 
유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실신용의 원칙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

172) 중국 계약법 상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청약은 당사자가 스스 . ｢ ｣ ①
로 계약체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청약의 유인은 당사자가 일종
의 희망의사를 표명하고 그 내용에 제 자가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3
을 말한다 청약에는 장래 체결된다고 하는 계약의 주된 조항이 기재되는 것에 반하. ②
여 청약의 유인에는 꼭 그런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청약에는 당사자가 . 
청약의 구속을 받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데 청약의 유인은 그러한 의사가 없다 청, . ③
약의 대부분은 특정의 상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청약에는 대화방식 또는 통신방식을 
채용하는 반면 청약의 유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신문과 등의 매체 수단을 통하, TV
여 진행된다 이규철 전게서 면. , , 28 . 

173) 선계약적 의무에 관해서는 제 장 제 절 의 성실협상의무의 본질 선계약적 의 ‘ 3 1 3 (1), ―
무 에서 논함” . 

174) 나지원 전게서 면 ,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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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확약을 성실협상의무가 포함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FRAND
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성실협상의무의 본질 중국법상 선계약적 의무 (2) : 
확약 관련 실시허락계약에는 표준화기구 표준특허권자 및 실시  FRAND , 

권자라는 가지 주체가 언급되는데 표준특허권자와 표준화기구사이에 계3 , 
약법적 관계가 형성한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175) 다만 표준 ,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고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자를 위한 계약설에서 실시권자를 제 자 수익자, 3 3
로 정함으로써 이들 관계 속에서의 실시권자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
하고 있다.176) 중국법원은 확약을 일반적인 이타적 계약으로 보지  FRAND
않고 표준특허권자가 한 확약을 일종의 강제적 계약의무 로 해석, FRAND ‘ ’
한 경우도 있는데 즉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 및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 

조건의 실시허락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FRAND .177) 표준특허 
권자와 실시권자사이의 실시료 협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쌍방이 대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으로써 정해진 실시료가 원칙에 부합되기 위FRAND

175) 사건에서 워싱턴주법원은 와 표준화기구인 및  Microsoft v. Motorola Motorola IEEE 
사이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기술ITU . , IEEE 802.11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표준이 회사의 필수특허 와 관련될 가능성을 Motorola ‘ ’
발견하고 회사에 확약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의 요구, Motorola FRAND . IEEE
는 계약법상의 청약에 해당되고 회사가 그 요구에 따라 에 제출한 확약, Motorola IEEE
서 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인 조건으로 실시권자에게 표준특(Letter of Assurance) “ ” “
허 를 실시허락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승낙에 해당된다 이 계약” . 
의 약인 으로는 는 회사가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consideration) IEEE Motorola RAND
속의 대가로서 회사의 특허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Motorola . 
논리에 따라 이 사건 법원은  와 표준화기구 및 사이에는 유효한 계Motorola IEEE ITU
약법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2012 U.S. Dist. LEXIS 60233, at *21-24(W.D. Wash. Apr. 25, 
2013).      

176) 제 장 제 절의 다 제 자를 위한 계약설 참조 “ 3 2 (1)- . 3 ” . 
177) 제 장 제 절의 나 강제적 계약체결설 참조 “ 3 2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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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협상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 , 
맥락에서 성실신용의 원칙에 기한 협상의무가 주목되는 것이다.178)  

확약의 목적만 보더라도 확약의 법적 의미에 성실협상의  FRAND FRAND
무가 포함됨이 확인된다 즉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를 방지하고 실. , 
시권자의 표준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주고 공정하고 합리적이
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
는 최소한의 성실협상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179) 다른 한편 표준특허 
권자에서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FRAND
민법상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 의무는 표준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
시권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선계약적 의무( / )先合同 契约义务 180)는 대륙법계의 계약법 이론에서 비롯
된 중요한 내용이고 중국법도 그러한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법상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상의 협상관계에 따라 당사자사이에는 . 

178) 사건에서 법원은 표준특허권자의 성실협상의무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 Huawei v. IDC 
으나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 관한 제소가능성에 대해서 쌍방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 “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라고 원칙에 기한 협상의무를 강조한 바 .” FRAND
있다. (2013) 305 . 广东省最高人民法院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179) 사건 법원은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에게 성실협상의무를  Microsoft  v. Motorola FRAND
부담시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See,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2012 U.S. Dist. LEXIS 146517, at 23-17(W.D. Wash. Oct. 10, 
2012).   

180) 선계약적 의무 는 계약체결의 협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 (Pre-contractual Obligation)
이에 형성된 합리적 신뢰와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성실신용의 원칙은 그러한 합리적 신. 
뢰와 기대를 보호하고 따라서 계약체결 당사자들은 협조 배려 보호 등의 의무를 부담, , 
하게 된다. , “ 42 ( ) ”, , 2018 1 , 179孙维飞 合同法 第 条 缔约过失责任 评注 法学家 年第 期｢ ｣ 
중국 계약법 상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에 관한 일반규정 인 제 조에서 선계약적 . “ ” 42頁 「 」

의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독일 민법전 제 조 채무자는 신의성실, 242 “「 」 
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대로 급부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Der 
Schuldner ist verpflichtet, die Leistung so zu bewirken, wie Treu und Glauben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mit Rücksicht auf Verkehrssitte es erfordern. , , , 2018, 
면 면 는 법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한 법정채무관계에서 비롯된 특별한 행107 , 106 .)” . 

위의무는 대체적으로 충실의무 특히 설명 신중을 기한 통지 및 (Loyalitaetspflichten, , 
비밀유지의무 보호의무(Aufklaerungs-, Mitteilungs, und Diskretionspflichten), 

보호 및 주의의무 로 나뉜다{Schutzpflichten, (Obhuts-und Sorgfaltspflichten)} . 王泽
, , , 2015, 436-437 . 鉴 民法学说与判例研究 北京大学出版社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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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일방의 법익교부와 함께 상대방은 그러한 법
익교부에 따른 신중한 보호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아가 일정한 행
위적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러한 의무는 급부의무가 아니라는181) 점에서  
중국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기한 선계약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계약적 의무는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의 각 단계에서 형성된 신뢰관계
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실신용의 원칙에 기한 비급부의무 를 ( )非给付义务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표준특허권자의 성실협상의무는 실시허락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할 선계약적 의무라고 판단된다. 
일반특허의 실시허락계약의 경우 쌍방당사자에게는 충분한 계약체결의   , 

자유가 있고 일방 당사자가 반드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며 실시료 및 계약내용도 당사자들이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 다. 
만 확약을 한 표준특허는 가지 측면에서 이 경우와 다르다 즉, FRAND 2 . , ①
표준특허권자는 실시허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182) 실시료의 산정은  ②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것과 구별된다 특히 실시권자FRAND . , 
는 특허권자가 확약을 했다는 사실과 표준화기구의 공신력을 믿고 FRAND
합리적 신뢰와 함께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인데 이는 성실신용에 기한 협상을 , 
기대한 것이다 그러한 합리적 신뢰와 기대를 기반으로 표준특허권자는 실시. 
권자에 대한 성실협상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 의무는 쌍방당사자들이 표준,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고 나서 실시료를 급부해야 하는 의무 즉 급부의무와 , 
상이한 것이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선계약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계  ｢

약법 제 조42｣ 183)에 근거하여 계약체결과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비록 . 

181) , , , 2001, 21 .王洪亮 缔约上过失制度研究 中国政法大学博士学位论文 頁
182) 확약은 표준특허 보유자에 의한 특허위협의 폐해를 방지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FRAND

인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3 .

183) 계약법 제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고 상 42 : 1｢ ｣ 
대방에게 손해 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체결( ) . 损失 ①
을 빙자하여 악의로 협상을 하는 경우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 ②
은닉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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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자의 확약의 위반에 대해 실시권자가 선계약적 의무에 근FRAND
거하여 확약을 이행할 것에 관한 독립된 소송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FRAND
이를 위반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184) 실시허락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서 표준특허권자는 실시허락의 조건 및 그러한 조건을 
요구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제 자와의 영업비밀을 지키는 , 3
범위 내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 정황을 공개해야 한다.185) 이 맥락 
에서 가사 특허권자가 협상에서 비합리적으로 협상을 지연하거나 고액의 실
시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악의의 협상‘ ’186) 기타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 ‘
위배되는 행위 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가능’
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계약법 제 조의 손해 의 . 42 ‘ ’「 」 
범위인데 본래에도 중국법에서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첨, , 
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왕리밍 교수는 계약체결과실의 책임에 따른 손, 
해배상을 신뢰이익 으로 한정하고 신뢰한 자가 지불한 각 종의 ‘ ( )’ , 信赖利益
비용 및 직접적 손실 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순수재산손해( ) , ‘直接损失

는 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 , pure economic loss)’纯粹经济损失
다.187) 다만 확약의 위반은 통상적으로 실시권자의 고유 이익 , FRAND ‘ (固有

)’利益 188)이 아닌 순수재산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189) 이 논리에 따르면  

위가 있을 경우.
184) 확약과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에 관해서는 절강대학 광화법학원 FRAND (浙江大学光华法

허화이원 교수의 논문 참조) . / , “ FRAND学院 何怀文 陈如文 技术标准制定参与人违反
”, , 2014 10 , 46 .许可承诺的法律后果 知识产权 年第 期 頁

185) / , , 46 .何怀文 陈如文 前揭论文 頁
186) 비록 계약협상과정에서 당사자 각자는 임의로 협상을 중단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손 , , 

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불체결의 사유 그렇지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체결( ). 
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를 감춘 채 협상을 시작하거나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이 정단한 이유 없이 협상을 중단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 
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림 전게서 면. , , 277 .  

187) , , 103 .王利明 前揭書 頁
188) 여기서 고유이익 이란 권리침해책임법 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유형재산이익 및 인 “ ” 「 」

격적 이익을 말한다. 
189) 예컨대 잠재적 실시권자가 확약을 신뢰하고 이미 관련 산업 공정에 투자를 하 , FRAND , 

여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하부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 
상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확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순수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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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의 위반으로 인한 배상액은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FRAND ｢
계약법 제 조를 폭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2 .｣ 190) 계약책임은 궁 
극적으로 당사자의 순수재산손해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권리침해법적191) 
구제와 구별되고 나아가 계약법이 계약체결과실의 책임을 규제하고 있기 때, 
문에 권리침해책임법 의 논리로 계약법 제 조 손해 의 범( ) 42 ‘ ’侵权责任法｢ ｣ ｢ ｣ 
위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192) 실지적으로 계약체결과실의 책임을 인 ,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륙법계국가들은 순수재산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포
섭하고 있다.193) 미국은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 
정하는 태도를 취해 왔지만 그 예외가 나타남으로서 각 주 의 법원들은 , ( )州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특별히 예견 가능한 순수재산손해, 
는 배상되어야 한다거나 의도된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가 없더라, 
도 전문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194) 양 법계에서 시사를 받은 중국도 계약체결과실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에서는 그 객체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고유이
익과 신뢰이익을 모두 보호하고 있으며 사법해석을 통해 권리침해책임법적 , 
구제를 설정하여 순수경제이익을 보호하고 있다.195) 이 논리대로라면 실시 
권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실과 특허권자의 확약 위반행위사이의 상FRAND

재산손해에 해당된다. / , , 46 . 何怀文 陈如文 前揭论文 頁
190) , , 117 .张广良 前揭论文 頁
191) 중국법상 권리침해책임법은 불법행위법에 해당되고 권리침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 , 

다. 
192) 계약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순수재산손해가 계약이 체결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험은 계약에 의해 사전에 배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에서는 계약법에 따라 순수재산손해의 문제를 해결하면 족한 것이고 불법행위법이 개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권영준 미국법상 순수재산손해의 법리 민사법학 제 권. , “ ”, , 59 , 

면2012. , 166 .  
193) 법계를 기준으로 한 순수재산손해의 구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미법계 국가들 , 

이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는 독일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순수재산손해가 꼭 법계의 구분
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권영준 전게논문 주 . , ( 192), 149
면. 

194) 권영준 전게논문 주 면 , ( 192), 166 .
195) , , , 2012, 97 .陈吉生 论缔约过失责任 法律出版社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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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표준특허권자는 성실협상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우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허락에 목적을 두고 실시권자에게 통지 협조 비밀유지 등에 관한 의, , , 
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표준에는 여러 개의 필수적인 . , 
특허가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실시권자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실시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아 표준특허를 이용할 수 .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준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협상통지를 해야 
하고 상업관행과 거래관습196)에 따라 명확하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필수특허목록을 실시권자에게 제공하여 실시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동시에 여타의 실시권자와 협상된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닉해서는 안 된. 
다.197) 협조의무란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제시한 합리적 기간  
내에 실시허락에 관한 회답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방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무는 . 
표준특허권자가 협상과정에서 알게 된 실시권자의 영업비밀 및 여타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실시권자가 성실협상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우선 실시허락  , 

을 희망하는 진실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하고 협상을 빌미로 삼아 
권리침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 
실시권자도 당연히 통지 협상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바, , 
표준특허권자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답해야 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특허권자와 비밀유지 협의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 

196) 상업관행과 거래관습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표준특허 실시허락 협상이 일반적 계약체결 
의 협상과는 달리 더욱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컨대 성실하고 . , 
적극적 협상 여부 청약의 조건이 조건에 부합되는 여부 등의 문제는 업계의 특, FRAND
징과 상업관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 5-18 .管育鹰 前揭论文 頁

197) Mark A. Lemley/Carl Shapiro, “A Simple Approach to Setting Reasonable Royaltie
s for Standard-Essential Patent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28, 
No. 2, 2013, pp.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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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서면 실시허락 조건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조건
을 받아 드릴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해야 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경, 
우에는 새로운 실시허락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허락 . 
협상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거절할 수 없다.198)199)

198)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에 관한 지침(北京市高级人民法院专利侵权判定指｢
이하 북고법 특허침해 지침), 2017, ‘ ’南 ｣

제 조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의무를 고의적으로 위     152 : 
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고 동시에 표준필수특허 실시허락협상, 
에서 피소권리침해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을 경우 피소권리침해자가 적시에 로열티를 , 
제공한다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침해정지청구의 인용을 거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 1
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 
간주한다 서면으로 피소권리침해자에게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 ①
동시에 구체적으로 특허권의 침해범위 및 침해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피소권, ②
리침해자가 실시허락협상을 수락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관행
과 거래관습에 반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특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시허
락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소권리침해자에게 상업관행 및 거래관습에 부합되는 , ③
답변기한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허락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 ④
없이 협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실시허락협상 중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조, ⑤
건을 요구하여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할 경우 협상과정에 현저한 여타의 , ⑥
과실행위가 존재할 경우.
제 조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153 : 
으며 동시에 피소권리침해자에게도 현저한 과실이 존재할 경우 우선 양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분석해야하고 실시허락협상의 중단을 야기한 주요한 책임주체를 판단한 다음 특
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 인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사실을 서면. ①
으로 통지 받은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회답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자로, ②
부터 서면의 실시허락조건을 받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실시허락조건의 수락여, 
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거나 특허권자가 요구한 실시허락조건을 거절했으
나 새로운 실시허락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시허락협상, ③
을 방해 지연 또는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실시허락협상 중에 현저히 비합리적인 조, , ④
건을 요구하여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협상과정에 피소권리침해, ⑤
자의 현저한 여타의 과실행위가 존재할 경우.

199)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의 통신영역관련 특허 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업무지침 시 SEP (｢
행 이),{ SEP ( )}, 2018, 广东省高级人民法院关于审理通信领域 专利纠纷案工作指引 试行
하 광고법 표준특허 심리지침‘ ’｣
제 조 표준특허권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의무를      13 :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시권자에게 교섭에 관. ①
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상업관습과 거래관습에 따라 
특허권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권자가 명확하게 특허실시허락 관련하, ②
여 협상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관습 및 거래관습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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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를 둘러싼 성실협상의무 관련 규정 및 판결례 (3) 
표준특허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 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그 판단기  , 

준을 설시하고 있다.200)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실시권자는 추 
천성 표준에서 명시된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표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
아야 하고 실시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경우 법원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
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실시권자의 현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 , 
표준특허권자가 고의적으로 조건의 실시허락의무를 위반하였다면 FRAND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201) 이와 같은 해석에서  

특허목록 을 제시하지 않거나 권리요구대조표 등의 ( ) ( ) 示例性专利清单 权利要求对照表
특허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권자에게 구체적인 실시허락조건 및 요구한 , ③
실시료에 관한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한 실시허락조건이 현저하게 합리적
이지 못하여 특허실시허락계약의 체결이 불가하게 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 ④
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저애하거나 중단할 경우 여타, , ⑤ ⑥
의 현저한 과실 행위가 있을 경우.  
제 조 실시권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현저한 과실의 행위에 해당된다     14 : . 
표준특허권자의 교섭통지를 받았거나 교섭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명     , ①
확한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에 관한 협의를 거절하여 , ②
교섭 집행이 불가하게 할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표준특허권자가 제공한 특허목, ③
록 권리요구대조표 등의 특허정보에 대해서 실질적 회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표, , ④
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조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실질적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허락조건의 제시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이어서 특허실시허락의 , ⑤
체결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허락에 관한 협상을 지연시키거, ⑥
나 거절 할 경우 여타의 현저한 과실의 행위를 할 경우, .  ⑦

200) 최고인민법원이 특허침해해석 를 제정함에 따라 북경시고법과 광동성고법은 이에  , 「 Ⅱ」
근거하여 표준특허분쟁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앞서 언급된 북고법 특허 . 「
지침 과 광고법 표준특허 심리지침 이 그것이다. 」 「 」

201) 특허침해분쟁 해석 제 조 제 항 국가 업계 혹은 지방의 추천성 표준에 관련 특허 24 2 : , ｢ Ⅱ｣ 
의 정보가 명시된 경우 특허권자 피소권리침해자가 그 특허의 실시허락조건에 대해 협, , 
상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고의적으로 표준 제정 중에 약속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의무를 위반하여 특허실시계약의 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피소권리침해자에게 현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자의 표준특허실시의 
중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본 조 제 항에 언급된 실시허락조건은 특허권자와 피소권리침해자가 협상해야 한다 충2 . 
분한 협상을 통해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
다 인민법원은 상기 허락 조건을 확정할 때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 
칙에 근거하여 특허의 혁신 기여도와 표준에서의 작용 표준이 속한 기술 영역 표준의 , , 
성격 표준의 실시 범위와 관련 허락 조건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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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표준특허권자의 고의적 실시허락의무의 위반 FRAND
여부 및 협상과정에서의 실시권자의 현저한 과실존부의 검토를 사건 심리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침해정지청구의 인정여부에서 과실존부를 검(
토한 것은 대륙법계의 불법행위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권리침해 , 
법리에도 반한다),202)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당사자들의 과실존부를 판단 
하기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들의 협상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청약의 유인설에 근거하여 확약의 계약법적 의미를 해석할 경우  FRAND ,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실시허락협상을 함에 있어서 계약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실시허락은 성실신용에 기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 FRAND
진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의 각 단계에서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 , 
해야 한다는 점과 중국 계약법을 바탕으로 할 때 이와 같은 협상에서 그 관, 
계는 일반적 관계로부터 특수한 결합관계로 전환된다 즉 일반적 관계에서 . , 
요구하고 있는 권리침해책임법 상의 주의의무를 넘어서서 그러한 특수한 ｢ ｣
신뢰관계를 보호해야하는 협조의무 통지의무 보호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 , , 
부수적 의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계약법 제. , 42｢ ｣ 
조203)204)를 근거로 계약체결 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실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계약체결 관련 쌍방당사자, 
들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면서 성실협상의 의무에 터 잡아 악의적 협상 및 , 
계약체결 관련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준특허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즉. , , 
표준특허 보유자가 확약을 위반하여 경쟁법상의 책임을 부담해야하FRAND

202) 이에 대해서는 제 장 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에서 상세히 논의 5 FRAND . 「 」
203) 계약법 제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고 상 42 : 1｢ ｣ 

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빌. ①
미로 악의의 협상을 하는 경우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닉하거. ②
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 ③
경우. 

204) 본 조는 계약체결의 과정에서의 고의와 과실의 책임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 . 
약체결의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아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 
발생한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을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이규철 전게서 면. . , , 53 . 



- 64 -

는 것인지 실시권자가 성실협상의무를 위반하여 침해정지책임을 부담해야 , 
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협상과정에서 성실신
용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사건의 상급심 법원은 현재 외국법원에서도 확약  Huawei v. IDC FRAND
의 법적 의미에 관한 명백한 해석을 한 바가 없다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 사, 
건에서는 중국법을 바탕으로 확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면FRAND
서 민법총칙 제 조의 성실신용의 원칙 계약법 제 조 당사자는 공평,  4 , 5 “｢ ｣ ｢ ｣ 
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및 동법 제 조 ” 6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
준수해야 한다 는 규정들을 적용하여 확약에 기한 성실협상의무를 .” FRAND
간접적으로 해석하였다.205) 년 사건의 심판결에 2016 Huawei v. Samsung 1
서는 확약의 성질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으나 확약을 협FRAND , FRAND
상의 기본원칙으로 보고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 원칙에 따“ FRAND
라 표준특허의 실시허락계약에 관한 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여 년간의 특허상호실시허락 에서 회사의 행위는 6 ( ) Huawei交叉许可

원칙에 부합되고 은 고의적으로 실시허락의 협상을 지연FRAND , Samsung
시켰기 때문에 현저한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 

회사의 침해정지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시에 심판결에 Huawei 1
따라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가령 협상을 도출 할 경우에, 
는 침해정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6) Xidian Jietong 

사건의 심 법원은 원고의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였는v. SONY(China) 2
데 표준특허에 관한 민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협상과정 및 , “
실질적 조건을 고려하여 협상결렬을 야기한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207)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중국 법원은 표준특허  , 

205) (2013) 305 .广东省最高人民法院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206) (2016) 03 816 , (2016) 03 840 . 深圳知识产权法庭 粤 民初 号 深圳知识产权法庭 粤 民初 号
207) (2015) 1194 , (2017) 454 .北京知识产权法院 京民初字第 号 北京知识产权法院 京民终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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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서 당사자들의 책임을 다투는 데에 있어서 민법 및 계약법 상의 , 「 」 「 」
기본원칙들을 원용하여 확약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석하되 성실협상FRAND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확약이 표준특허의 해석에 있어서 . FRAND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임에도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또는 해석하지 ,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앞서 사건의 상급심 법원. Huawei v. IDC 
에서도 지적했듯이 외국 법원에서도 확약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FRAND
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마다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 
따라 확약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 국내의 기본 법FRAND . 
원칙 그리고 외국 판결례 및 해석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
에 중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표준특허분쟁에서만큼은 중국법에 근거한 준, (
거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확약의 해석을 시도해 볼만할 )FRAND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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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확약의 공적 성격과 경쟁법적 의미  2 FRAND

확약의 공적 성격1. FRAND
확약의 공적 성격 은 표준특허분쟁에서 경쟁  FRAND (public character)

법208)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요소가 된다 문헌으로 보았. 
을 때 미국에서는 교수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한국에, Jorge L. Contreras , 
서는 정상조 교수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중국의 경우 즈앙핑 교수에 의해 , 
연구되어 왔다 다만 중국의 경우 공적 성격이라는 용어보다는 공공 속성. , 

공공이익의 속성 공공이익성 이라는 ( ), ( ), ( )公共属性 公共利益属性 公共利益性
용어를 택하고 있다.209) 

확약의 위반이 단순히 계약법적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정  FRAND , 
한 거래 질서를 해하여 경쟁법의 위반으로 이어질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경쟁법적 개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비록 확약의 의미에 대한 각국의 , FRAND
해석론이 조금씩 다르지만 확약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FRAND
에서 뿐만 아니라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에도 많은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적 권리에 대한 공적 규제의 개입은 언제든지 . ,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표. 
준특허분쟁에서 그러한 신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즉 공적 규제 개입을 정, 
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확약의 공적 성격이다FRAND . 

208) 이 연구에서 경쟁법 이라함은 한국의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 」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법(Sherman Act) , (Clayton Act) , FTC (Federal Trade 「 」 「 」 「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Commission Act)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 「
제 조 그리고 중국의 반독점법 등과 같은 공정한 the European Union: TFEU) 102」 「 」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법률들을 포괄한 의미로서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법에 . 
해당하는 그 나라의 법률 명칭을 사용한다.  

209) 미국의 경우  Jorge L. Contreras, From Private Ordering to Public Law: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Standards-Essential Patents, Harvard Journal of Law and 

한국의 경우 정상조 전게논문 면Technology, Vol. 30, (2017). pp.220-224., , , 9-13 ., 
중국의 경우 , “ -张平 技术标准中的专利权限制 兼评最高法院就实施标准中专利的行为是

”, , 2009 2 , 16 .  否构成侵权问题的函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第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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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약속으로서의 확약(1) FRAND
확약의 공적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약속  FRAND (public 
으로서의 확약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promise) FRAND . 
확약은 특허권자와 실시기업자사이의 사적인 실시계약을 체결하기 FRAND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시장에서 특허권자가 표준기술의 접근 및 활용을 방,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공적 성격의 
약속210)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확약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 FRAND
기업들로부터 실시료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공적 약속FRAND
이기 때문에 확약을 한 특허권자에 대해 영미법상 금지명령이 발, FRAND
동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211)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은 공유 영역의 것이 
고 특허권은 사적 외연의 것으로 양자가 교차됨으로써 특허권은 기술표준
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더욱 용이하게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특허권자 실시권자 및 공공의 이익사이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 
시장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확약은 그러한 FRAND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공적인 약속인 것이다.212) 
표준특허 보유자가 실시희망기업들에게 조건의 실시허락을 해야   FRAND

한다고 하는 공적인 성격의 약속은 표준화기구의 자율적 규범 특허법 및 ,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규범으로부터 도출된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 
컨대 확약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기술의 선정으로 인해서 얻게 , FRAND
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기구의 약관 특허법 및 공, 
정거래법 등에서의 규범적 의무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러한 규범적 의무를 , 

210)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1 .  
211)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27 .  
212) 표준특허 보유자가 한 확약은 단순히 표준개발기구 및 표준개발기구 회원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한 것이라는 점은 , Jorge L. Contreras, Op. cit., Supra 
note 209, pp.229. “ , it is essential that they be viewed as promises … …
made not to individual SDOs or SDO members (as some courts have 
recently proposed), but to the entire marketplace in which the relevant 
technology is deployed. As such, these commitments have an inherently 
public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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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잠재적 실시희망자들에게 조건의 실시허락을 하겠다고 하는 FRAND
점을 표준화기구에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다.213) 

표준특허의 회피불가능성 필수성 및 경쟁제한성  (2) ·
표준특허는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에 회피 설계가 불가능한 특허라는   

점에서 그리고 표준화에서는 표준 대상이 되는 기술 표준특허 이 하나로만 ( )
확정되기 때문에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는 동시에 회피 설계가 불가능
해진다 왜냐하면 특허를 회피하는 것은 표준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 
때문이다.214) 그러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한다215)는 점에서 표준특
허의 필수성이216)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표준특허의 특성 때문에 표준특 . 
허권자는 관련시장에서 막강한 우월적 지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화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종업계의 경쟁자관  , 

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217) 따라서 경쟁자들의 공동조직인 표준화기 , 
구의 표준 책정과 관련된 절차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배타적 공동행위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8) 여기에 확약의 공적 성격을 더하여  FRAND
표준특허를 공공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 , 

213)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2 . 
214) 사메지마 마시히로 고바야시 마코토 정철환 역 신희원 역 기술전쟁에서 이기는 법 / / ( )/ ( ), , 

한국경제신문 면, 2018, 88 . 
215) 정상조 박준석 전게서 면 / , , 27 . 
216) 필수성은 통상적인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해당  

기술표준을 구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의 지식재산권 정책 지침. ETSI (ETSI Guide 
제 조는 필수적 의 의미를 지적재산권에서 필수적 이란 on IPRs) 15-6 ‘ (essential)’ “ ‘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표준과 부합하는 장비 또는 방식에 의하여 처리 수, 
리 사용 또는 작동되는 것이 아닌 제조 판매 임대에 관한 표준화 시점에서 일반적, , , 
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기술 관행 및 최신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상업적이 아닌( ) 
배경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준이 기술적인 방안에 의해서만 구현되는 예외. 
적인 경우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의 모든 사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며 모든 해당 지적재산권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 

217)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 ( 145), 685 . 
218)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 ( 145),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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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표준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다.219)

다른 한편 표준특허의 경쟁제한성은 전환비용  (switching costs, 转换费
을 발생시킨다) .用 220) 일반적으로 전환비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품 또 

는 서비스로부터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 옮아가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한다.221) 표준특허의 경우 하부사업자들은 특정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 산업의 기술표준을 따라야 하는데 기술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 
기존 산업구조에 맞는 특허기술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겠지만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 기술표준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 ), 
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 특허마저도 기술표, 
준에 따라 교체하고 제품을 생산해야하므로 전화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219) 공공재에 관한 논의는  Jorge L. Contreras, Op. cit., Supra 의  note 209, pp.224 “C. 
및 Today: Standards as Public Goods?” Richard S. Whitt, “A Deference to 

Protocol: Fashioning a Three-Dimensional Public Policy Framework for the 
Internet Age”,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31, 2013, pp. 
의 722 “The technical standards and protocols that define how the … … 

Internet and World Wide Web function all constitute exclusively public —
참조 즈앙핑 교수goods, free for everyone to use without access restrictions” . 

도 표준기술을 공공재로 해석한 바 있는데 특허권은 사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을 포함한 표준은 잡물이 혼합된 공공재 이 표현은 우선 기술표‘ { , (掺有杂质的公共产品
준 자체를 공공재로 정의하고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권이 그것에 포함된 경우를 비유하, 
고 있다 덧붙여 이를 확약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본다면 공적 성격과 사적 성. FRAND , 
격의 조화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다 특허권자는 기술표준이라는 공적 플랫폼)}’ . ‘ (公共

을 통해 이익을 보며 기술표준의 참여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특허권은 더 )’ , 平台
이상 절대적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법률규제를 강화해야하고 표준화제정기구, 
는 공정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자신의 일부권리 를 , ( )部分权利
포기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 , ( 209), 16 .  割舍 张平 前揭论文 注 頁

220) , “ FRAND ”, (张世明 标准必要专利 承诺与反垄断法作用 内蒙古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
), 2019 1 , 82 .学版 年第 期 頁

221) 권명중 전게서 면 ,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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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의 관점(3)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외  FRAND

에 거래비용을 낮추고자하는 목적도 함께 한다 여기서도 확약의 , . FRAND
공적 성격이 도출되는데 우선 기술표준은 통합된 기술규범으로서 관련 생, 
산기술들이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실시기술들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
로 널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일치성 을 확보한다는 점에( )一致性
서 확약의 공적 성격이 확인된다FRAND .222) 이 맥락에서 경제학상 비배타 
성 과 비경쟁성 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와 동일하( ) ( )非排他性 非竞争性
다는 관점이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본질에 터 잡아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 
의 확산과 이용 수단이 되는 것이고 기술표준화의 네트워크효과라는 막대, 
한 경제적 기능은 거래비용을 낮추고자하는 특허기술의 기능과 정확하게도 
일치하다 따라서 기술표준의 이러한 공적  우세 로부터 표준특허. ( )公共优势
의 공적 속성이 도출되기도 한다.223)  
 

시장의 신뢰와 기대(4) 
시장의 신뢰와 기대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표준특허권자가   ‘FRAND

확약 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 을 사용하기로 확약한 것은 표준개발 참가자들’ ‘ ’
에게 자신의 권리행사 범위에 대한 외형상의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22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표준특허의 실시조건이 표준의 이용에 직 
접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표준특허의 실시 범위는 기술표. 
준의 확산에 따라 확장되고 그 우월적 지위가 확보된다 실시권자는 . 

확약의 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기술표준을 신뢰하여 이를 사용한 제FRAND
품개발을 위해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가령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 
우 표준특허를 실시하락 받지 못할 경우 등 그 노력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 ) 

222) , : , , , , 2010, 9-11 .马海生 专利许可的原则 公平 合理 无歧视许可研究 法律出版社 頁
223) , “ ”, , 2008 1车红雷 交易成本视角下标准必要专利禁令救济滥用的司法规制 知识产权 年第

, 54 .期 頁
224)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 ( 66),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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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25) 이러한 매몰비용의 발생은 표준특허권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의 
해 발생한다 물론 표준특허권자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지위가 매우 불균형하기 때문이고 사전적 경쟁이 , 
사후적 독점에 의해 대체되거나 실시허락의 거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렇게 때문에 확약은 실시권자의 신뢰이익을 . FRAND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동시에 특허권자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표준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표준특허 보유자와 실시권자의 협상은 실시권자가   

이미 당해 표준특허를 사용하거나 침해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바 정보통신, 
기술 영역 관련 하나의 기술표준에만 해도 막대한 수의 표준특허들이 포
함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모든 표준특허권자들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술표. , 
준에 선정된 표준특허 보유자로 하여금 조건으로 실시허락하겠다FRAND
고 하는 확약이 필요한 것이다.226) 즉 기술표준이라는 이유에서 잠재적  , 
실시권자는 우선 그 기술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침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특허권자에게 조건의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 ) FRAND
된다는 점에서 확약을 신뢰하는 것이다 물론 실시권자가 기회주의FRAND (
적 심리에서 사전에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조건의 실시허락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기대는 소위 관련   , FRAND

시장의 표준기술로의 고착화 효과를 초래한다 신뢰와 기대로 인해(lock-in) . 
서 촉진된 고착화 효과는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위험성
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227) 그렇게 때문에 확약에 근거하여 권리행사의 범위를  , FRAND
제한하는 것은 기술표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산업발전을 촉

225) , , 55 . 车红雷 前揭论文 頁
226) A. Douglas Melamed/Carl Shapiro, “How Antitrust Law Can Make FRAND 

Commitments More Effective”, The Yale Law Journal, Vol. 127 No. 7, 2018, pp. 
2113.

227)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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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자 하는 특허법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하는 경쟁법
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확약에 대한 시장의 신뢰. , FRAND
와 기대는 그 확약의 대상이 된 표준특허의 효력제한을 통해서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더
라도 확약에 관한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FRAND
는 것이다.228)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의 도출 2. FRAND

사적 자치의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으로서의 확약(1) FRAND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목  FRAND

적을 둔다 그러한 목적은 표준특허권자가 표준기술선정의 혜택을 받는 대. 
가로서 향후 제 자와의 실시허락계약 체결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실3
시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의 준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FRAND
고 따라서 확약은 특허권자 스스로 자신의 특허권 행사에 있어서 , FRAND
사적 자치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다.229) 또한 특허권자가 누 , 
릴 수 있는 계약의 자유 내지 사적 자치도 기술혁신을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230)   
기술표준과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 의 결합은 궁극적으로는 공개되어야   ( )

하고 공지되어야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 
우가 사권 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특허권의 보호 아래 시장에서 그 영‘ ’ ‘ ’

228) 정상조 전게논문 면 그리고 확약에 의한 권리행사 범위의 제한은 그 자체 , , 13 . , FRAND 
가 특허법 일반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확약의 해석에 의한 권리행사의 제한, “FRAND 
이 특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 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 . 
권국현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 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 “
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법적규제 년 센터 기, : 2011 ICR 
획세미나 혁신 경쟁 규제법센터 면”, ICR · · , 2011, 131-134 .  

229)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1 . 
230)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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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즉 기술의 표준화로 인해 본래에는 사유영역에 . 
속해있던 특허권이 필수적 기초적인 것으로 되어 공유영역으로 진입하게 , 
되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막강할 정도로 팽창되어가고 있다 본디 지식재. 
산권법은 발명 창작자로 하여금 그 지식산물의 사유화를 허용해주며 타인, , 
으로부터의 무상사용을 배제하고 있다.231)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 
분은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실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표준의 경우 제 자로 하여금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3
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약의 공적 성격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 FRAND
것이고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확약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사적 , FRAND
자치의 범위 즉 사유영역에서 누리고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들을 스스로 , , 
축소하겠다는 약속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즉 확약은 한편으로 표. , FRAND
준특허 보유자가 표준기술설정의 혜택을 받는 대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예
방하기 위해서 표준화기구와의 자율적 규제를 합의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 
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계약법상의 사적 자치 대신 특허법과 공정거
래법 등 관련 법제도로부터 도출되는 일정한 행위규범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232) 

확약을 위반한 행위들과 이에 대한 경쟁법적 개입 (2) FRAND
확약 표준특허 관련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FRAND
확약의 위반 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전제는 표준화기구에‘FRAND ’ . 

서 요구한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에게 조건의 실시허락을 할 FRAND FRAND
의무의 부담이라는 점이다 즉 그런 의무부과를 통하여 만일 선언이 . , FRAND
없었다면 표준이 가져다줄 우월한 지위와 결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자가 
자칫하면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경쟁제한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231) 아울러 즈앙스밍 교수는 이러한 본질적 사고를 공유 , , 68 . ( ) ‘张世明 前揭论文 頁 张世明
영역에 대한 식민화 로 표현한 바 있다( )’ . 将公有领域殖民化

232)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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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3) 그리고 확약의 모호함에 따라 확약의 위반 이라는 이  FRAND ‘FRAND ’
표현 자체에도 모호함은 존재한다 즉 그 위반이 계약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 
인지 그렇지 않다면 경쟁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는 것이
다.234)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논의된 계약법적 접근에서 확약 FRAND
의 계약법적 의미의 한계가 확인되었고 따라서 확약의 공적 성격 , FRAND
내지는 경쟁법적 의미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 
말하고 있는 확약의 위반‘FRAND ’235)은 표준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
용에 터 잡아 경쟁법적 의무의 위반에 큰 무게를 두고 사용한 것이다 이하. 
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특허권자의 반경쟁적 행위로부터 확약의 위FRAND
반을 검토하되 그 경쟁법적 의미를 도출한다.  

가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 
특허권의 실시허락 여부는 특허권자의 사적 자치의 범위의 것으로서 반드  

시 실시허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강제적 실시허락과 같은 상황은 제(
외 그러한 표준특허의 경우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 FRAND
을 거절하는 것은 온전히 경쟁을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
므로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실시허락을 거절하여 경쟁사업. , 

233) 박준석 전게논문 면 , , 116 . 
234) 물론 확약을 계약으로 보더라도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잠재적 경쟁사업자와 소비 FRAND , 

자를 비롯한 시장 전체가 계약법적 구제수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구제가 불가피 하다 계약법적 구제수단에는 경쟁질서의 . 
왜곡 및 소비자후생의 감소 등 시장 전체가 입은 손해는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약의 구조상 표준특허 보유자 등은 그 위반을 회피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고 FRAND
제 자 내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놓여 있3
다면 계약법적 접근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는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 17 . 

235) 또한 여기서 다루고 있는 확약의 위반에 관한 문제는 표준책정 과정에서 발생하 FRAND
는 문제들을 제외한 표준책정 이후 표준특허권자의 확약의 위반행위이다 물론FRAND . ,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책정과정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여지가 있겠지만 또한 특(
허매복과 같은 행위의 효과도 결국에는 기술표준 채택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 

확약이 확실히 제출되고 표준기술로서 채택된 다음 사후적 기회주의FRAND (ex-post 
행태로서 확약의 위반이 더욱 큰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opportunism) FRAND

서 여기서는 표준책정 이후의 확약이 위반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F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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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관련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허용되는 특허권 및 사적 자치의 정당한 범위, 
를 벗어나서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236)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궁극적으로는 거래거절에 해당된다 거래거절 자체는 경쟁정책적 . 
관점에서 보면 가치중립적이지만 거래의 개시를 거절 중단 또는 현저히 제, , 
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 
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237)

  중국의 경우 표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의 거절에 대한 우려에서 강제적 실
시허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38) 우선 중국 특허법 제 조 제 항  48 2「 」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
구비한 기관이나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강제적 실시허락을 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 행위가 법에 의해 . ②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경쟁에 미치는 당해 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경우 의 논리에 따르면 표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의 거절행” , 
위가 독점을 구성하는 경우 즉 경쟁법을 위반할 경우에 그러한 경쟁제한적 ,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제적 실시허락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 
해서 표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절행위에 대해 강제적 실시허락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그 거절행위가 경쟁법의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확약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확, FRAND . FRAND
약에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
되거나 하부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감소케

236)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7 . 
237) 권오승 외 명 독점규제법 홍대식 집필부분 법문사 면 7 , “ ( )”, , 2018, 233 . 
238) 이와 관련 호남사범대학 법학원 뤄룽룽 교수의 연구 참조 ( ) . 湖南师范大学 法学院 罗蓉

, “ - 48 2 ”, 蓉 论标准必要专利拒绝许可行为的规制 兼谈 专利法 第 条第 款强制许可的适用「 」
, 2020 3 , 53-60 . 时代法学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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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계약법 및 특허법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법에 의
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239) 요컨대 표준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확약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 위반은 경FRAND , 
쟁제한성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쟁법의 위반으로 이어지며 따라, , 
서 이에 대한 공적 규제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것이다. 

나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 240)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들을 상대로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줌으로써 기술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 
표준특허권자는 조건의 실시허락을 하겠고 한 약속에 반하여 비합FRAND
리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 확약FRAND
의 위반임이 분명하다. 
또한 종래 확약 위반행위로서 경쟁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장   , FRAND

논란이 많았던 것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에 대하여 확약FRAND
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특허기술이 표준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정작 표
준으로 채택된 이후에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였다.241)

  중국 실무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 
겠지만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및 퀄컴에 대한 중국 , Huawei v. IDC
경쟁당국의 반독점조사에서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Huawei v. IDC
사건의 상급심 법원은 가 로부터 요구한 실시료는 삼성이나 애IDC Huawei
플 등의 회사로부터 요구한 실시료보다 수백 배나 높고 그렇게 요구한 실시, 

239)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7 . 
240) 표준특허에서 실시료는 조건 상당의 실시료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RAND . 

이 연구의 제 장 확약과 손해배상청구권 에서 상세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4 FRAND「 」
므로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로서 과도한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확약의 위반FRAND
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의 경쟁법적 의미를 도출한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241)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 “ FRAND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 권 제 호 면”, , 31 7 , 2013,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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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가 , IDC
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한 것은 높은 실시료 및 비합Huawei

리적인 실시조건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판단하였다IDC .242) 한편 퀄컴을  
상대로 중국 경쟁당국이 진행한 반독점 조사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도 실시료 부과함과 동시에 특허목록의 공개를 거절한 것(对过期无线

실시희망기업들로부터 무상의 상, ), 标准专利收取许可费 且不提供专利清单
호교차실시허락을 요구한 것 비표준특( ), 强迫被许可人将专利进行反向许可
허 끼워팔기 및 단말기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 ) 搭售非无线标准必要专利
도한 실시료를 요구한 것(以超出标准专利覆盖范围的整机批发净售价作为计

등의 행위들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정하였다) .算基础 243)     

다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시권자를 위협하는 행위 . 
  특허위협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이다 즉. ,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였다고 하여 법원
에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 침해 주장과 이에 따른 . 
소제기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침해금지청구를 당하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
을 위축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시장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표준특, 
허의 경우 이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244) 표준특허권자가  
이러한 특허위협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제기 또한 그 지위를 남용
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약의 위반에 해당된다FRAND .  
물론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 그 자체를 경쟁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  , 
려운 사정이 있다 이는 사법체계가 부여한 기본 권리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 
부정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운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 , 

242) (2013) 306 .广东省高级人民法院 粤高民三终字第 号
243) [2015]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行政处罚决定书 号
244) 홍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경쟁법 , “ ”, 

연구 제 호 면, 34 , 2016,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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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장 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에서도 상세하게 논의되겠지만5 FRAND , 「 」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중국법상 논의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비롯한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들, 
로 나뉜다 그렇지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 
다는 입장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가령 표준특허권자. 
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실시료 상당FRAND
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족하기 때문에 침해금지청구까지 인정할 , 
필요성이 잃게 되는 이유에서이다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이처럼 침해금. 
지청구권의 인정에 신중하고 소극적인 이유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경쟁자를 
상대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분쟁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여지가 상당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는 확약의 위반이 확실해진다 물론 확실히 반경쟁적 효과를 발FRAND (
생시킨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가리킨다). 
    

라 차별적 충성할인 등 불합리한 실시허락 조건의 책정. 
지난 여 년간 퀄컴이 반복해온 행위 중 충성할인  10 ‘ (loyalty discounting, 

)’忠诚折扣 245)은 퀌컴의 경쟁사업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는 소위 비충성고객
에게 지나치게 높은 실시료를 부과함으로써 차별적인 실시허락을 한다는 점에
서 확약의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퀄컴의 조건부할인FRAND . , ‘ (conditional 

행위는 충성고객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오직 퀄컴으로부터만 discounting)’ 

245) 충성할인이란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구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 하는 리베 , 
이트로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구매량 구매비율 구매증가율 등 을 충족시키는 경우, , 
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충성할인은 종종 수량할인 과 동일. (quantityrebate)
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 지만 구매와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비차별적으로 가격을 깎아,
주는 통상의 할인 과는 달리 일정한 구매물량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사후에 (discounts) , 
환 급해주거나 소급형 리베이트 기준치 이상의 초과구매량 에 대{= (retroactiverebates)}
하여 할인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경우 증분형 리베이트 가 {= (incrementalrebates)}
일반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가이드. , “
라인 안 면( )”, 2011, 55 .  



- 79 -

칩셋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FRAND
확약의 위반에 해당된다.246) 이와 같이 차별적인 실시허락을 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착취적 또는 배제적 남용에 해당되
기 때문에 경쟁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조건 중 비차별적 조건이 . FRAND ‘ ’ 
모든 실시권자에게 동일한 실시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렇. 
지만 적어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킬 정도 즉 상대 사업자를 경쟁에서 , 
배제시킬 정도의 차별적 실시료나 실시허락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재차 확인 되는 바와 같이 확약. FRAND
의 위반에 대한 계약법적 원리 기반의 접근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확, FRAND
약의 경쟁법적 의미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확약의 위반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3. FRAND

표준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1) :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가 주목되는 이유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충분  FRAND

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사후적 지위 남용 반경쟁적 효과 을 방지하는 FRAND ( )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약의 위반이 경쟁법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FRAND
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247) 일반 특허권의 경우에도 배타적 독점권 
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처럼 표준특허권의 배타적 독점권이 문제되고 있는 , 

246)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6 . 
247) 가장 최근의 예로 현재 영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 Unwired Planet v. Huawei 

서 하급법원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포괄적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 그리고 로열티 차별 , , 
정책이 경쟁법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본건은 특허권자인 . Unwired Planet
과 실시자인 간의 분쟁에서 의 라이선스 제안을 Huawei Unwired Planet Worldwide H

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 침해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었고 그 uawei , 
전제로 의 라이선스 제안이 에 부합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곽Unwired Plane FRAND . 
은경 장덕순 확약의 경쟁법적 쟁점 리걸타임즈칼럼/ , “FRAND ”, , 2020.02.10. <https://

검색일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36>.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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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특허권과 기술표준의 결합으로 인해 일반 특허권 대비 그 배타적 독
점권은 시장에서의 더욱 막강한 우월적 지위로 이어져서 그러한 지배적 지위
가 남용되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이다.248)  
아울러 특허가 기술표준으로서 선정되어 얻게 되는 우월적 지위에는 그   , 

특허 자체보다는 당해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특허 그 자체만으로서 발생한 이익은 특허권자에게 귀속되. 
어야 하겠지만 기술표준은 사회공공의 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이로서 발생, 
한 이익을 특허권자만의 몫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표준특허 보유자는 당해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하부, 
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 내지 대체관계에 있는 경쟁자에게 표준특허의 실
시허락을 거절하거나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시권자를 위협하는 이른
바 특허위협행위를 함으로써 실시권자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실시료를 요
구하는 문제적 행태가 있다 또한 표준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실시허락해주. , 
면서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거나 특허 끼워팔기를 통하여 하부시장이
나 인접시장에서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그러한 효, 
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건부 할인을 지급하는 행위가 문제 된다.249) 

중국법에 비추어 본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2) 

가 학설상 대립 인정설과 추정설. : 
표준특허 보유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제한적 효과를 야기  

하였을 경우 경쟁법의 규제를 받아야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시장지배적 .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
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인정하는 , 

248) , “ ”, , 2020 1 , 7 .周宇 知识产权与标准的交织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頁
249) 이 단락의 내용은 이호영 전게논문 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구성한 것이다 , , 23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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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어려움들이 있고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인정설 과 , ( )认定说
추정설 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추정설이 통설의 입장으로 자리 ( ) , 推定说
잡고 있다.
우선 추정설은 확약의 공적 성격에 터 잡아 표준특허권자의 시장  , FRAND

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공적 약속으. , 
로서의 확약 표준특허의 회피불가능성 필수성 및 경쟁제한성 거래FRAND , , , 
비용의 관점 신장의 신뢰와 기대에 충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호남대학 법, . 
학원 왕시오예 교수는 표준특허는 잠재적 실시( ) ( ) “湖南大学 法学院 王晓晔
권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대체가능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권리자
표준특허 보유자 에게 자연스레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고 이는 사실상 ( )
독점적 지위인 것이다”250)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왕셴린 교수는 표준, “
특허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대체기술을 배제하는 특징을 내포
하고 있다 는 주장과 각 표준특허마다 독립된 관련시장을 구성할 수 있기 ” “
때문에 표준특허권자가 당해 시장에서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100%
는 점으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할 수 있다 는 주장을 한 바 있다” .251) 
추정설 관련 우선 미국과 유럽연합의 판례를 살펴보자면 년 미국 연방, 2013
거래위원회 가 와 를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Motorola Google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기술표준에 채택된 의 특허기술을 대체할만한 Motorola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한 바 있다.252)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 의 경우 의 인수심(European Commission: EC) Google Motorola 
사결정서에서 표준특허는 필수적인 특허이며 이를 회피할 방법 또한 없거니
와 각 표준특허마다 독립적 관련시장을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253) 중국 법원의  

250) , “ ”, , 2015 6 , 222 . 王晓晔 标准必要专利反垄断诉讼问题研究 中国法学 年第 期 頁
251) , , 67-68 .王先林 前揭论文 頁
252) Federal Trade Commission, In the Matter of Motorola Mobility LLC and Google 

Inc., Docket No.C-4410, 2013. <https://www.ftc.gov/sites/default/files/docum
ents/cases/2013/07/130724googlemotorolacmpt.pdf 검색일>. : 2020. 07.26.

253) EU Commission, Case No COMP/M.6381-Google/ Motorola Mobility, 2012. <htt
ps://ec.europa.eu/competition/mergers/cases/decisions/m6381_20120213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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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건에서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 중 각 표준특허Huawei v. IDC IDC 3G
는 실시허락시장에서 완전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 시장IDC
지배적 지위를 추정한 바 있다.254) 
  추정설과는 정반대로 인정설은 상이한 표준사이의 대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준제품과 비표준제품사이의 상호 경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롯한 
표준과 기술의 동태적 발전에서 모든 표준특허 보유자가 꼭 시장지배적 지위
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 터 잡은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 
권법정 주리 법관은 모든 표준특허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는 것( ) “朱理
은 아니며 동시에 가지 측면의 경쟁제한을 받는다 하나는 표준간의 경쟁으2 . 
로서 시장에서는 대체가능하고 경쟁관계에 놓이는 표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표준제품과 비표준제품사이에도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라는 주장을 한 바 있고” 255) 추정설을 비판하되, 256) 인정설을 강 
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한 상해교통대학 법학원(上海

위안붜 교수는 표준특허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는 ) ( ) “交通大学 法学院 袁波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시장의 범위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 
렇기 때문에 추정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표준특허권
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인정설의 경. , 
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에 있어서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장점유율 또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257)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인정설 관련 미국의 경우 년 . 2014 ChriMar v. Cisco

검색일310_2277480_EN.pdf>. : 2020. 07.26.
254) (2013) 306 .广东省高级人民法院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255) , , 24 .朱理 前揭论文 頁
256) 이를 비판하는 근거로는 가지를 들고 있다 표준화기구마다 표준특허를 정의하는 기 3 . ①

준이 다르다는 점 대체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标准必要专利具有多义性 ②
필수성의 모호하다는 점( ), (标准必要专利可能存在替代性技术 标准必要专利的必要性③

이 그것이다) . , “ ‘ ’ ‘ ’存疑 袁波 标准必要专利市场支配地位的认定 兼议 推定说 和 认定说—
”, , 2017 3 , 157-159 .  之争 法学 年第 期 頁

257) , , 159 .袁波 前揭论文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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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시장에는 와 “ 802.3af 802.3at
기술표준을 대체할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는 관련 기술시장에서 ChriMar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 Cisco . 
표준특허가 반드시 그 사업자에게 독점력을 가져다준다고 가정할 수 없으며, 
독점력 보유 여부는 개별사안의 종합적인 요소들은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
는 이유에서다.258) 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를 상대로 진 2014 Motorola
행한 반독점조사에서 는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실Motorola 100% , 
시권자들에게 있어서 그 표준특허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동통신기술표, GPRS
준은 고착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실시권자로서 이에 대항할만한 Apple
능력이 없다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였Motorola
다.259) 중국의 경우 발개위가 퀄컴을 상대로 진행한 반독점조사에서 컬컴이  
시장에서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시장에서의 지배력이 100% , 
상당하고 당해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자의 의지정도가 높다는 등의 요소를 , 
고려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260)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추정설  261)과 인정설262)의 궁극적인 

258) ChriMar Systems, Inc. v. Cisco Systems, Inc., 72 F. Supp.3d 1012, 1019 N.D. （
Cal. 2014 .）

259) EU Commission, Case AT. 39985-Motorola-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
ential Patents. <https://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3

검색일9985/39985_928_16.pdf>. : 2020.07.26. 
260) [2015]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行政处罚决定书 号
261) 본문에 언급한 것 외에 추정설 관련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 / /叶若思 祝建军 陈文

사천대학 법학원 양이츠언 박사와 양주어/ , , 11 . ( ) 全 叶艳 前揭论文 頁 四川大学 法学院
취엔 교수의 연구에서는 표준특허가 독립적인 관련시장을 구성할 경우에는 의 “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는 견해를 밝힌 바 이는 ” /杨亦晨 杨

, “ - ”, 逐全 论专利相关不公平高价认定方法的完善 以高通诉华为诉交互数字案为视角 西
의 내용 중국정법대학 루어죠우 ( ), 2016 4 , 93 . 南民族大学学报 人文社会科学版 年第 期 頁

박사의 연구에서는 표준의 제정으로 인해 표준특허권자는 관련시장의 진입여부에 관“
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한다 는 주장을 한 바가 , ”
있고 이는 , “ ‘ ’罗娇 论标准必要专利诉讼的 公平 合理 无歧视 许可 内涵 费率与适、 、 — 、

의 내용 남경이공대학 지식재산권학원”, , 2015 3 , 93 . (用 法学家 年第 期 頁 南京理工大学 
즈엉룬신 교수의 연구에서는 표준특허를 대체할만한 특허기술이 존재) “知识产权学院

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료를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하부사업자들의 수요
는 줄어들지 않는다 는 주장을 한 바 이는 ” , , “郑伦幸 标准必要专利反垄断纠纷中相关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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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은 확약의 공적 성격에 어느 정도로 충실할 것인지에 관한 것FRAND
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국 반독점법 에서는 양 이론에 . 「 」
입각한 규정들을 모두 설시해두고 있다 즉 인정설을 취하고 있는 반독점. , 「
법 제 조18」 263)와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독점법 제 조19「 」 264)가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 설시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 2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점유율 시장행위 시장진입의 난이도 등의 요소. , , 
를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관련시장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
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가 반대증거를 (

IDC ”, ( ), 2015场的界定 兼评华为公司诉美国 公司案 南京理工大学学报 社会科学版 年第—
의 내용3 , 76 .    期 頁

262) 본문에 언급한 것 외에 인정설 관련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남경이공대학 지식재 . 
산권학원 둥신카이 교수의 연구에서는 추정설은 기술표준의 채택이 표준특허 보유자( ) 
에게 가져다 준 시장 지배력을 과대평가한다고 지적하였고 이는 표준으로서 발생한 시, 
장 독점력을 절대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표준도 다양성이 있고 동태적으. 
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 보유자가 관련시장에서 완전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시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는 . , “董新凯 标准必要专利权利权

의 내용 중국과학원대”, , 2015 8 , 65 . 人市场支配地位认定的考量因素 知识产权 年第 期 頁
학 한워이 인펑린 교수들의 연구 역시 기술표준의 동태적 발전에 근거하여 표준기술에/
도 경쟁관계는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 / , “韩伟 尹峰林 标准必要专利持有人的

의 내용”, , 2014 3 , 36 .    市场地位支配 电子知识产权 年第 期 頁
263) 반독점법 제 조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는 응당 아래에서 열거한 요소에 의 18 : 「 」 

거 인정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시장의 경쟁. ①
상황 당해 사업자가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당해 , , ② ③
사업자의 재력과 기술조건 기타 사업자의 당해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의 의존도, , ④ ⑤
기타 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 기타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 ⑥
배적 지위 인정과 관련되는 요소. 

264) 반독점법 제 조 사업자가 아래에서 열거한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지 19 : 「 」 
배적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업자 인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 1①
율이 분의 에 달하는 경우 사업자 인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분의 2 1 , 2 3②
에 달하는 경우 사업자 인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분의 에 달하는 2 , 3 4 3③
경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중 어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 2 3 , 
분의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마땅히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10 1

정하지 아니한다.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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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당해결론이 부정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과 관련하여 물론 위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인정  , 

설과 추정설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궁극적인 구별은 확약, FRAND
의 공적 성격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의 차이에 있고 인정설은 시장점, 
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추정설을 부정하려는 목적보다는 표준특허권자
의 여러 문제적 행태를 비롯한 발생 가능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표준특
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에 목적을 둔 것
이다 다른 한편 두 학설 모두 시장점유율을 고려요소로서 설정해두고 있다. 
는 점에 충실해 본다면 어떠한 학설을 취하든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에 , 
있어서 방법론으로서는 모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여기서도 가장 중. , 
요한 것은 확약의 공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FRAND .  
  

나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규정  . 
중국 반독점법 제 조 제 항  17 1「 」 265)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滥用市

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 항) , 2场支配地位 266)에
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란 무엇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 조. 18
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 조에서는 이를 , 19
인정하는 방법을 설시해두고 있다 이외에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퀄컴에 대. 
한 반독점 조사이후 발개위와 공상행정관리총국 공상, ( : 工商行政管理总局

265) 반독점법 제 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시장지 17 1: 「 」 
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공정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 ①
매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 ②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 ③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에 한하여 거래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 ④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팔기; ⑤
로 판매하거나 또는 거래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조; ⑥
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실시하는 행
위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  ⑦

266) 반독점법 제 조의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라 함은 사업자가 관련시장  17 2: 「 」 
내에서 상품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지배하거나 또는 기타 사업자의 시장진입, 
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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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무부 를 포함한 중국 반독점기구), ( )商务部 267)들은 확약 표준특FRAND
허에 관한 나름의 규정를 제정한 것이다. 

년부터 발개위에서 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남용에 대한 반독점   2015 「
지침 의 의견수렴고 에는 사( ) ( )关于滥用知识产权的反垄断指南 征求意见稿」 「 」
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으로 지식재산
권을 실시허락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판단함에는 지식재산권이 부담해야 하는 실시허락 , “
관련의 확약 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하( )”相关知识产权所负担的许可承诺
고 있는데 즉 표준특허의 경우 확약을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FRAND . 
공상국은 년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 배제하는 행위  2015 , 「

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 , )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 」
였는데 표준특허의 실시허락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 
있다 우선 제 조에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자가 동일한 거래조건의 상. , 11
대방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표준, 13
특허권자가 원칙을 위반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거나 끼워팔기를 FRAND
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의 지식. 「
재산권남용에 대한 반독점 법 집행 지침(关于滥用知识产权的反垄断执法指
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사업) , 南 」

자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지식재산권을 실시허락하거나 비합리적인 거래조, 
건을 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표준특허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사항들이 더욱 . 
명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년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 의견수렴고  2017 ( ){关「
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 . 于滥用知识产权的反垄断指南 征求意见稿 」

서는 지식재산 사업자 집중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인 의무“ ”

267) 업무범위에 있어서 발개위는 반독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관련의 행위에 대해 규 , 
제하는바 반경쟁적 협의를 비롯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해 규제한다 국가공상행정관, . 
리총국에서는 반독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관련의 행위 이외의 행정 권력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규제하며 상무부에서는 를 통제한다,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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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 바 표준특허조합의 양수인은 확약을 하고 , FRAND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위 규정에서 잘 보여 진 바와 같이 중국 반독점기구들은 표준특허권자  , 

의 실시허락 관련 기본적으로 확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RAND . 
이와 같이 경쟁법에서 확약을 명문화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표준특FRAND
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확약의 경쟁법. , FRAND
적 의미에만 충실하다 보면 그것의 사적 성격 즉 계약법적으로도 충분히 , 
해결할 수 있는 분쟁도 경쟁법적 규제가 개입된다면 이는 과도한 공적 규, 
제로 이어질 것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법의 절제와 함께 확약의 공적 성격과 사적 FRAND
성격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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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쟁당국에서 해석한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 4. FRAND
 확약의 공적 성격에 충실해보면 확약의 위반은 공법상의 법 FRAND FRAND
률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이 들어난다 즉 경쟁당국의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받. , 
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쟁법은 공법과 사법. 268)의 영역을 아우르는 특징이 있
지만 경쟁법 반독점법 을 공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국법상 다수설의 , ( )
입장이다 이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큰 무게를 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사법구. 
제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269) 같은 맥락에서 표준특허에 대해 각국의 경쟁 
당국이 나서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확약에 대한 경쟁법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FRAND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1) 27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는 년 월과 년 월 두 차례에 걸쳐서   ( ) 2009 12 2017 1
퀄컴의 표준특허 관련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 ‘
정거래법 또는 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동 사업자에 대하여 ’ ‘ ’ )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심결을 한 바가 있다.271) 이들 사건의 큰 의미 
는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경쟁법 집행의 적극적 역할FRAND
을 인정했다는 점이다.272) 아래 두 사건에서 잘 보여진 바와 같이 공정위는  ,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표준특허는 기술시장FRAND . 

268) 경쟁법의 사적 성질이 검토되는 이유는 경쟁법이 규제하는 경쟁관계는 경제관계로서 사 
법상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쟁법이 이를 규제하는 방법은 공법. 
상의 방법으로서 예컨대는 금지 명령 승인 인가 지정( ), ( ), ( ), ( ), ( ) 禁止 命令 承认 认可 指定
등이 있다 즉 본래의 사법상 규제 대상들에 대해 공법상의 방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이 . , 
경쟁법 내지 경제법으로 하여금 공법 및 사법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 “ ”, , 2002 1 , 16 . 王先林 反垄断法的基本性质和特征 法学杂志 年第 期 頁

269) , ( 268), 16 .王先林 前揭论文 注 頁
270) 이 부분의 내용은 이호영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경쟁법연구 제 권 , “ ”, , 36 , 2017, 

면과 윤선우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방109-147 , “
향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이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권 제 호”, , 42 1 , 2018, –

면 참조289-326 .  
271) 년 월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을 차 사건 년 월 사 2009 12 ( 2009-281 ) ‘1 ’, 2017 1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호 을 차 사건 이라 부른다( 2017-25 ) ‘2 ’ . 
272) 이호영 전게논문 주 면 , ( 27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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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쟁이 아닌 표준화기구의 표준선정이라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지
배력을 획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 일반적인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는 배제 와 ‘ ’
차별 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 ’ FRAND 
경쟁제한적 의도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273) 또한 표준화기구가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표준선정으로 인하여 획득한 독점력의 FRAND 
남용을 방지하기위한 필수적 조치이므로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FRAND
자체로 경쟁제한우려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74)

차 사건에서 공정위는 퀄컴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1
일어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주관적 요건으로 경쟁제한 의
도 또는 목적의 존부를 검토한 바 그 중 퀄컴이 조건의 준수 필요성, FRAND
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신의 모뎀칩
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실시료를 부과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공정위는 자신의 모뎀칩 장착 여부
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한 행위는 조건에 대한 확약과 이를 준수할 의FRAND
무는 이동통신의 표준설정 과정에서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표준특허권자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FRAND
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차 사건에서 공정위와 서. 1
울고등법원275) 모두 경쟁제한의 의도 목적 판단에서 퀄컴이 확약 준 , FRAND
수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 
맥락에서 확약의 법적 의미를 표준기술 선정으로 인해 표준특허권자FRAND
가 얻게 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충분히 차별적으로 적용

273) 공정위 의결 제 호 면 2017-25 (2017. 1. 20.), 101 .
274) 공정위 의결 제 호 면 2009-281 (2009. 12. 30), 42 .
275) 차 사건에서 공정위는 퀄컴의 실시료에 대한 차별적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1

지위 남용의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억 원의 과징금을 부2,732
과하였다 이에 퀄컴회사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서울고등법원은 . , , 
공정위의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모두 수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고. 
법 선고 누 판결 덧붙여 년 월 대법원은 년 퀄컴에2013. 6. 19. 2010 3932 . , 2019 1 2009
게 부과되었던 과징금에 대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기존 과징금의 일부 약 억 ( , 486
원을 취소하였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19. 1. 31. 2013 1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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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위험성에 큰 무게를 둔 것으로 확약의 역할은 이를 방지하는 것, FRAND
이고 경쟁법적 의미를 갖는 남용 방지책 이라고 전제한 것이, (safeguard)
다.276) 
  차 사건에서는 퀄컴사가 확약을 제출한 사실과 그 취지 등에 비2 FRAND
추어 볼 때 모뎀칩셋 제조사는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합리FRAND
적 기대를 가지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조건으로 FRAND
실시허락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277) 그리고 공정위는 위 행위는 퀄컴사가 모뎀칩셋 시장에서 가진 지배 
력을 이용하여 확약을 회피한 것이므로 단순한 착취적 행위가 아니FRAND
고 표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쟁제한 효과를 제어하는 수단인 확, FRAND
약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모뎀칩
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보상을 저해함으로써 이동
통신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였다.278)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태FRAND
도를 이어왔다 년 사건. 2008 N-Data 279)이 주목되는데 사는 영N-Data Wi-Fi 
역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280) 는 법 FTC FTC (Federal Trade 「

제 조Commission Act) 5」 281)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

276)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의 차 사건에 대한 확약의 해석을 경쟁법적 의미로서  1 FRAND
평가한 논문은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 ”, 
법조 제 권 면 참조, 710 , 2015, 322 . .  

277) 공정위 의결 제 호 면 2017-25 (2017. 1. 27), 97-107
278) 공정위 의결 제 호 면 2017-25 (2017. 1. 27), 168-169 .
279) Negotiated Data Solutions LLC, FTC Docket No-4234.
280)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의 최초 보유자는 국가반도체회사 N-Data (National Semic-

이며 당해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당시 확약을 한onductor Corporation) , FRAND
바가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허락을 하였으며 표준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 , 
하였다 년 회사 가 이 표준특허를 구매하였고 법. 1998 Vetical (Vertical Networks, Inc) , 
적 수단을 통해 매우 높은 실시료율을 책정하게 되었다 년 가 이 표준특허. 2003 N-Data
를 양도받고 회사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바 고액의 실시료를 거부하는 Vertical , 
실시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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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 어떠한 표준제정에도 참여하지 않았. N-Data
고 확약을 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아래의 사건 및 사건, FRAND SPX Motorola
과 다소 다르다 그래도 는 로 하여금 조건의 실시허락을 . FTC N-Data FRAND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약을 한 표준특허를 양도받은 자, FRAND
는 표준특허 뿐만 아니라 확약도 양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FRAND
이다.
이러한 의 확약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법적 접근은 아래의 두   FTC FRAND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년 는 와 간 기업결합심중에 . 2012 FTC Bosch SPX
가 자발적 표준제정기구SPX SDO( ,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에 확약을 하였음에도 경쟁사를 상대로 침해혐의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FRAND , 
명령을 청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삼았다 는 가 자신이 한 . FTC SPX

확약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청구한 것은 위협적인 행위로서FRAND , FTC「
법 상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282) 년에는 와 에  2013 Motorola Google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에 인수되었고 이 , Motorola( Google Google
이 사건을 이어 받음는 및 가 제정한 표준에 대한 필수특허를 ) IEEE, ITU ETSI
보유하고 있었고 확약을 하였다 그런데도 는 과 FRAND . Motorola Apple

를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 에 배제명령Microsoft ITC( ) 283)을 법원에는 금지명, 
령을 청구하였고그 와중에 두 피고 모두 의 실시허락 조건을 받아들이( Motorola
겠다고 하였음 는 의 이러한 행태를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 FTC Motorola FTC
판단했다.284) 
이 두 사건 모두 동의명령 으로 종결되었지만 는 확약을 한   ‘ ’ , FTC FRAND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실시권자들이 (

281) 법 제 조 상거래에서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한 경쟁방법 또는  FTC 5 : “「 」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이를 위법으로 한다... ...”

282) Robert Bosch GmbH, 155 F. T. C. 713 (2013).
283) 표준특허권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연방법원에서 침해금지청구를 인용 eBay 

받기 어려워진 까닭에 미국의 의 수입금지 배제명령에 의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ITC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박준석 전게논문 면 참조. , , 109-178 . 

284) Motorola Mobility LLC & Google Inc., FTC Docket No. C-440 (Jul. 23, 2013) 
(decision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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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자의 실시허락 조건을 받아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법 제 조 ) FTC 5「 」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해당된다고 본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확약의 경, FRAND
쟁법적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아래의 사건은 확약의 법적 성질. FRAND
을 해석함에 계약법적 접근 방법을 택한 사건Microsoft v. Motorola 285)과는 
달리 경쟁법적으로 접근한 법원의 판결례이다.   
  년 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와 퀄컴 간의 소송에2019 5 FTC
서 퀄컴의 표준특허 실시허락 관행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였다.286) 
우선 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소위 정책‘No-License No-Chip’ 
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들이 실시허락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샘플 및 소프
트웨어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칩 공급 중단으로 위협함으로써 이를 , , 
통해 단말기 제조사들이 퀄컴과의 실시허락계약에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
하였고 퀄컴 칩셋을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 
으로 경쟁사의 칩셋을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이른바 충성할인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켰다 아울러 퀄컴회. , 
사가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하는FRAND 287) 것은 경쟁 
사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 지연시키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경쟁적 행위, 
에 해당하며 이는 곧 단말기 제조사들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로도 이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표준특허권자의 확약상의 의무가 확인. FRAND
되고 있는데 실시자들에게 비차별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그, 
것은 반독점법상의 책임288)이라고 판단하였다.

285)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696 F.3d 872, 878 (2012).
286) FTC v. Qualcomm Inc., (N.D. Cal 2019) 
287) 기본적으로 특허권자가 제 자에게 실시허락을 거절한다고 해서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3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약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FRAND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거나 하부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감소케 하는 경우 계약법 및 특허법에 의한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법에 의
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17 . 

288) 반독점법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요소는  3 MetroNet Services Corp. v. Qwest 
사건에서 제시된바가 있다 즉 수익성 있Corp. 383 F.3d 1124, 1131(9Cir. 2004) . , 

는 자발적 과정의 일방적 종료 경쟁 제한적 악의에서 비롯된 거래거절 그리고 기존 , 
시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경쟁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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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중 사건 , Motorola 289)과 사Samsung
건290)이 주목되는데 이 사건들을 판단함에 적용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

의 제 조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102」 291)이다. 
우선 사건에서 는 조건의 협상을 하겠다는 의  , Motorola Motorola FRAND

사를 밝힌 독일 내 과 를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Apple Motorola
기하였다 는 이러한 의 행위를 제 조를 위반한 시. EC Motorola TFEC 102「 」 
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도 사건과 . Samsung Motorola
비슷한 경우의 사건인데 이 조건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상 , Apple FRAND
태도를 보였음에도 은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이러한 Samsung , EC
행위를 제 조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판단하였TFEC 102「 」 
다. 
이 두 사건의 결정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재차 설명한 바가 있다 특히 이   . , 
두 사건의 쟁점과 함께 확약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표준의 FRAND , 
가장 기본적인 역할 표준의 상호운용성과 기술의 혁신을 이룸으로써 소비자(
와 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 에 비추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
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허락해FRAND
야 하며 확약은 표준기술로 선정됨으로써 표준특허권자가 얻게 되, FRAND
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 

다. 
289) Case AT.39985 - Motolora -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ential patents, 

Commission Decision of 29 April 2014. 
290) Case AT.39939 - Samsung -Enforcement of UM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Commission Decision of 29 April 2014. 
291) 제 조 항은 제품생산 유통 또는 기술개발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해를  TFEU 102 (b) “ , 「 」 

끼치는 행위는 남용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행사는 제품” . 
생산 유통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에 표준에 , , 
부합하는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 이 되어 특허권자의 권리행, 
사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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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제한을 방지FRAND , 
하고 소비자를 해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는 표준특허. 
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92)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결정 (4) 
중국 발개위는 퀄컴회사가 및 무선통신의 표준   CDMA, WCDMA LTE 

특허를 실시허락함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행위에 관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년 월 일 호행정처결정서를 내렸다, 2015 2 9 [2015]1 .293) 2015
년 발개위는 퀄컴에 대한 년 이상의 조사가 끝난 후 퀄컴이 무선표준필1
수특허 실시허락시장 및 베이스밴드 칩 통신용 핵심 부품(baseband chip: )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남용했다고 발표하였다 퀄. 
컴의 불법행위에는 부당하게 높은 실시료 부과 및 불공정한 실시허락 조
건의 부과 등이 포함되었다 발개위는 중국 반독점법 에 근거하여 특허권 . 「 」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억 만위안 한화 약 조 억원60 8,800 ( 1 147 )
을 부과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결정하였다 발개위는 퀄컴에 휴대폰 가격의 . 
를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할 것 무상상호실시허락 요구 금지 특허 65% , , 

끼워팔기 금지 등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에서 발개위가 책정한 . 
과징금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의 수준이다.294) 
이 사건에서 유의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타 국가와 달리 퀄컴회사의 확약 여부의 , FRAND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무선 표준특허를 . , “...

292) 이 부분의 내용은  EU Commission Memo, “Antitrust decisions on standard essen
tial patents (SEPs) - Motorola Mobility and Samsung Electronics-Frequently a

중 대목의 sked questions”, 29 April 2014.  ‘What is the issue in the two cases?’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22_e

검색일n.htm>. : 2020.04.29.
293) [2015]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行政处罚决定书 号
294) 박명진 박수열 중국 반독점법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 표준필수특허의 집행 / , “ –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 권 면-”, 33 , 2018,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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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에 있어서 실시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
..”295)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달리해석하자면 표준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 
리적인 실시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맥락상 . 
중국 발개위도 마찬가지로 표준특허에서 확약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FRAND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리고 발개위가 퀄컴회사의 확약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더  FRAND

라고 중국 반독점법 제 조17「 」 296)에 의해 충분히 조건이 유추된다FRAND . 
즉 불공정하게 가격을 높이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 , 
건에 대하여 차별대우하는 것 모두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식재산권의 정당하지 않는 행사도 이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 , 
이러한 반독점법상 의미는 확약의 의미와 매우 근접한 것이고 여기FRAND , 
서도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가 도출된다FRAND . 
  

295) [2015]1 , (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行政处罚决定书 号 第二 三 条
296) 반독점법 제 조 주  17 ( 265,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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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확약과 손해배상청구권4 FRAND

확약의 법적 성격 중 계약법적 의미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무엇  FRAND , 
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성실협상의무로서 그러한 성실협상의무를 ,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청약의 유인설이다 특히 이는 중국. 
법상 선계약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여러 가지의 계약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가령 표준특허권자의 특허권, 
이 침해될 경우 특허실시허락이 통상적으로는 계약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
과 특허법에서 그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들
을 고려하여 표준특허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 

확약의 공적 성격에 터 잡아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FRAND
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조건 상당의 배상액으로서 , FRAND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으로 표현되는 것
이고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 
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손해액 산정 기준과 방법들이 미국의 판례에서 정립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법리들을 참고하고 있고 그것. , 
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미국과 중. 
국의 관련 이론 기준 및 판결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 절 확약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는 영  1 FRAND「

향 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액 산정방법 관련 일반」
론과 함께 앞서 분석한 확약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FRAND
계에 대해 고찰한다 제 절 확약에 부합되는 실시료의 산정기준. 2 FRAND「 」
에서는 미국법상 여러 기준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제 절 실시료 3 FRAND「
관련 중 미 판결례 비교 에서는 미국 사건과 중국 · Microsoft v. Motorola」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교분석한다Huawei v. I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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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확약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는 영향1 FRAND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 산정법 일반1.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재산권이다  . 
민법은 재산권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이 침해된 것은 . , 
그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국 민법 제 조. 741「 」 297)의 논리 따라 특허권 침해자는 ,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특허권발명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특허, 
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특허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에 대. 
해서는 이른바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여 양자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므로 특허발명의 무단실시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모두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298)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손해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 
것이지 나아가 그 손해의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정하는 것은 , 
매우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증명할 , 
수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299) 이러 
한 이유에서 각 국의 규정례나 판결례는 크게 다르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확약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표. FRAND
준특허의 손해배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특허침해시의 손해배상

297) 한국 민법 제 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741 : 「 」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98)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면 , , , 2007, 2 . 
299)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박성수 집필부분 면 / , ( ), 141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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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 특허법 제 조 및 요소(1) 284 Georgia-Pacific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 의   ‘ (lost profit)

배상 과’ 가상적인 협상 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 (hypothetical negotiation)’ ‘
실시료 의 산정 이 인정되고 있다 일실이익의 배상 (reasonable royalty) ’ . 
방법은 판례로서 정립되어왔지만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은 미국 특허, 「
법」300) 제 조 284 301)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 , 284
조에서는 침해의 보상에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 실시료보다 ‘ (adequate)’ ‘
적지 않은’302)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손해배 . 
상액의 최저한으로서의 합리적 실시료의 배상이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동
시에 일실이익이 실시료 산정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실이익의 배상
이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303) 
일실이익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에 부합  ‘but for’

되어야 하는바 가령 침해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300) 엄격하게는 미국 연방법률 제 장의 제 조이지만 제 장에서 특허관련의 법률들 35 284 , 35
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편의상 특허법이라 부른다. 

301) 미국 특허법 제 조 손해액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 (U.S.C. Title 35. Patents) 284「 」 
하도록 특허 침해의 보상에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산. 
정한 손해배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자의 특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와 
확정된 이자 법원이 정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어서는 안 된다 배심원에 의해 손해, . 
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어느 , , 
경우에든 법원은 결정되거나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에 따3 . 
라 증액된 손해배상액은 조의 조건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손해154(d) . 
배상액을 계산하거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실시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증언
을 받을 수 있다.

302) 원문에서는 를 실시료 상당액 으로 번역하였다 년 월 일 ‘reasonable royalty’ ‘ ’ . 2019 1 8
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특허법 제 조의 제 항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28 5 “... ...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
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구 특허법상 통.” ‘
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으로 개정한 바 이는 기’ ‘ ’ , 
존의 실시료 상당액 을 합리적 실시료 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합리‘ ’ ‘ ’ ‘
적 실시료 로 부른다’ .   

303) 정상조 박성수 공편 전게서 박성수 집필 부분 면 / , (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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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는 것이다.304) 구체적으로 특허권자와 이를 침해한자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일 경우 당해 특허, 
를 침해한 자는 결국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따라서 특허, 
권자는 일실이익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특허권자 권리자 는 손해. , ( )
와 불법행위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한다 나아가 테스트에 부. ‘but for’
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른바 테스트, Panduit 305)인데 특, ①
허제품에 대한 수요 비침해 대체품(demand for the patented product), ②
의 부존재 해당 (absence of acceptable non-infringing alternatives), ③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 및 판매 능력(manufacturing and marketing 

침해가 없었더라면 달성하였었을 capability to exploit the demand), ( ) ④
이익액 이 그 요건들이다 그(the amount of profit it would have made) . 
렇지만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을 실시한 바가 없어서 일실이익을 다툴 여지, 
가 없거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306)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에 있어서 가상적인 협상 이 그것의 방법으로서 인  ‘ ’
정되고 있으며 년의 판결1970 Georgia-Pacific 307)은 가상적인 협상에서 고
려되어야 할 가지의 요소 를 정리한 바 있고15 (Georgia-Pacific Factors) , 
이 판결 선고된 이후 미국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당해 요소들을 합리적인 실, 
시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 
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308) 그렇지만 이들 요 , 
소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309)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가지 요소는 하 , 15

304) Water Technologies Corp.v. Calco Ltd. 850 F.Zd660 671 7U.5.P.Q.ZD(BNA) ， ， ，
1106(Fed.Cir.1988). 

305) Panduit Corp. v. Fibre Works, Inc., 575 F.2d 1152 (6th Cir. 1978).
306) 판결에 따른 분석은 침해자가 특허제품에 관한 유일한 경쟁공급자일 때 가장  Panduit 

잘 적용된다 이는 정상조 박성수 공편 전게서 박성수 집필 부분 면 참조. / , ( ), 161 . 
307)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Supp. 1116 (S.D.N.Y. 1970). 
308) 이는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가상적인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 -

개정 특허법 제 조 제 항 시행과 관련하여 외법논집 제 권 제 호128 5 -”, , 43 3 , 2019, 
면의 의 의의 의 내용 참조237-238 ‘3. (1) Georgia-Pacific Factors ’ . 

309) 와 는 요소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Mark Lemley Daralyn Durie Georgia-Pacific 
이 있다고 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가지 방법을 제안 한바 특허권자의 생산4 , ①
여부 가장 ( whether the patentee in fact produces a product in the market),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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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그 이상에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 15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밖에 다른 정황증거들도 고려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즉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요소들이 절대적 기준으로 . , 
되는 것은 아니다. 

근접한 기술과 비교된 특허기술의 기여도(the contribution made by the patented 
특허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technology compared to the next best alternative), ③

필요한 다른 기술의 빈도 및 중요도(the number and importance of other inputs 
시장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의 증necessary to make that technology work), ④

거 가 그것이다(evidence of how the market has actually valued the patent) .  
Daralyn J. Durie/Mark A. Lemley, “A Structured Approach to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ies”, Lewis & Clark Law Review, Vol. 14, 2010, pp.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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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제 조(2) 65 310)와 가지의 손해액 산정법 4
중국도 여느 나라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민법 권리침해책임법 특  , , 「 」 「 」 「

허법 을 비롯한 중국 특유의 사법해석에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민법총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포. 「 」
함한 재산권과 권리침해사이의 논리는311) 우선 민사주체의 재산권리는 법 , 
률의 평등 한 보호를 받으며( )平等 312) 계약 권리침해행위 사무관리 또는 , , , (

310) 현행 중국 특허법 은 년에 개정된 특허법이고 년부터 특허법 전부개정작업 2008 , 2014「 」
제 차 이 착수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특허법 제 조는 개정안 ( 4 ) . 65
제 조에 해당되며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중국 72 , .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황지엔청 임춘광 전게논문 면 참조/ , , 96-121 .  

311) 중국 민법총칙 제 조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23 : (民「 」 
). 事主体依法享有知识产权

312) 중국 민법총칙 제 조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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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관리, )无因管理 313)314) 부당이득 및 법률에서 정한 기타의 규정에 따, 
라 채권이 발생하는 바 권리자는 특정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작, 
위 또는 부작위 를 청구할 수 있고( ) ( )为 不为 315)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된 , 
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316), 
법률의 근거 없이 부당이득 을 취득한 자에 대해 손해를 입은 자( )不当得利
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317) 권리침해책임법 에서는 . 「 」

313) 한국 국회사무처에서 번역한 중국 민법총칙 제 조는 를 무인관리 로 번 118 ‘ ’ ‘ ’无因管理
역하였다 국회사무처 민법총칙( , , <https://nas.na.go.kr/flexer/index2.jsp?ftype=pd
f&attachNo=279804 검색일 이는 독일 민법전의 사무관리>. : 2020.05.05.). (Geschäf

의 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양창tsführung ohne Auftrag) . , 
수 전게서 면의 제 조의 를 사무관리 로 , , 599 667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 ’
번역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중국법상 를 사무관리 로 부른다 덧붙여 중‘ ’ ‘ ’ . , 无因管理
국의 민법전 현재 제정 중 은 궁극적으로 대륙법계 민법전에 해당하고 특히 독일 민( ) , 
법전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영미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 
성격이 아닌 입법기술의 문제라고 한다 즉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우열의 차이가 . , 
있다는 인식이 아닌 중국의 민법전 제정 역사에서 영미법계의 입법방식을 주장한 학{
자도 있다는 사실 중국정법대학 쟝핑 입법방식에 있어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 ( )}, 江平
는 입법방식에 가장 적합한 것이 대륙법계의 입법방식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영향을 (
받은 것도 있음 그리고 프랑스 민법전 보다는 독일 민법전의 법리를 더욱 많이 받}. 
아드린 이유는 독일 민법전의 경우 년에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보다는 그 후에 , 1804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독일 민법전이 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 
한 내용은 에 있어서 의 몇 가지 법제/ ( ), “ ”, 梁慧星 崔吉子 譯 中國 民法典制定 問題點
연구 제 호 면의 내용 참조, 24 , 2003, 286-288 .  

314) 사무관리란 법정 또는 약정의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로 , “ , 
서 타인의 이익에 관한 의사대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함을 의미한다( , 所谓无因管理 系指

, . 无法定或约定之债 为他人管理事务者而言 因此须有为他人利益之意思而管理他人事
독일 민법전 제 조는 타인으로부, ).” , ( 180), 1032 . 677 “务 始能成立 王泽鉴 前揭书 注 頁

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타 타인에 대하여 이에 대한 권한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
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본인의 실제의 또는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그의 이익이 요구하, 
는 대로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Wer ein Geschäft für einen anderen besorgt, 
ohne von ihm beauftragt oder ihm gegenüber sonst dazu berechtigt zu sein, 
hat das Geschäft so zu führen, wie das Interesse des Geschäftsherrn mit 

양창Rücksicht auf dessen wirklichen oder mutmaßlichen Willen es erfordert.) 
수 전게서 면 고 사무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법상 사무관리는 , , 598-599 .” . ①
타인의 사무에 대해 관리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점 타인의 요구하는 이익의 , ②
의사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315) 중국 민법총칙 제 조 118 . 「 」 
316) 중국 민법총칙 제 조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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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다.318)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의 성립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
하여 양자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는 한국 통설의 입장과 궁극적으로 동
일한 바 침해정지 재산반환 손해배상 등은 경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 , , 
청구권도 경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중국 특허법 과 관련 사법해석에서 상정하고 있는 특허침해 손해액의   「 」

산정방법 관련 우선 중국 특허법 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특허권, 「 」 ①
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한 실제적 손해액 일실이익액 침해자 이익( ), ②
액 합리적 실시료 법정배상이 있다, , ③ ④ 319) 다만 독일과 같이 손해배상. , 
의 산정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달리320) 중국 특허법, 
상 손해배상의 가지 산정방식은 그 적용순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4 . 

317) 중국 민법총칙 제 조 122 . 「 」 
318)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 조 권리침해를 부담하는 방식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바 15 : , 「 」

침해정지 방해배제 위험제거 재산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영향제거 및 명예, , , , , , , 
회복 등이다 이상의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병행하. 
여 적용할 수도 있다.

319) 중국 특허법 제 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 65 : 「 」 
은 실제적 손해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적 손해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침해자가 ,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할 경우 특허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된다 권리자. 
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인민법원은 , , 
특허권의 종류 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만 위안 이상 만 위, 1 100
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320) 독일 특허법 제 조 제 항에서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자는 피해자에 139 2 “ , 「 」 
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진다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침해자. 
가 권리의 침해를 통하여 달성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 침해자가 . 
발명의 실시허락을 받았을 경우 침해자가 상당한 대가로서 지불해야만 했을 금액을 토, 
대로 하여서도 산정될 수 있다 라고 하여 일실이익 상당액.” (entgangener Gewinn),  ①
합리적 실시료 침해자 이익액 의 가지 방법(Lizenzanalogie), (Verletztergewinn) 3② ③

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독일의 판례의 의해 인정되어왔던 산정방법들이, 
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들 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 
권태상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 -”, , –
제 권 제 호 면 참조26 3 , 2019, 4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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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해석
을 하였다.
우선 일실이익액 산정 관련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침해  , “

로 인한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판매량 감소 총량에 매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소득을 곱한 값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감소한 판매 총. 
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의 침해제품 전체 판매량에 매 특허제, 
품의 합리적인 이윤소득을 곱한 값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
다.”321)고 하여 여느 나라의 일실이익 산정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가 없
었더라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상태에서 권
리자가 얻은 이익 사이의 차액에 입각하고 있다 침해자 이익액의 경우 시. “
장에서 판매되는 침해제품의 총 수량에 합리적인 단위 수량당 이윤을 곱하
여 침해자이익을 산정한다 침해자가 침해로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 
해자의 영업이윤 에 따라 계산하고 권리침해를 업으로 하는 침해( ) , 营业利润
자에 대해서는 판매이윤 으로 계산한다 고 규정하여 특허권자의 ( ) .”销售利润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322)323)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방법 관련  
권리자가 입은 손해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할 경“
우 참고할만한 특허실시료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의 , , , 

321)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문제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이하 특허분쟁규, [2001]21 ), ‘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法释 号

정 제 조 제 항20 2 . 」 
322) 특허분쟁규정 제 조 제 항 20 3 . 「 」 
323) 여기서 침해자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는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재무비용 관리비용은 기업의 지출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 , 
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용들은 피고의 실제적 지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 
용들은 피고가 얻은 이익에서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가 생산한 . 
제품 중에는 침해혐의제품 외에도 여타의 제품들이 있고 재무장부에 반영된 기업지, 
출은 이러한 것들 모두를 포함한 총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덜어주어야 할 요소들은 덜어주고 손해액의 산정을 침해제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 
리고 특허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재무장부 또한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징벌의 강도를 높여서 판매이윤을 기준으로 배상액, 
을 산정하는 것이다. · , , 2018, 知识产权卷 司法解释理解与适用全集 人民法院出版社
26 .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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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정황 특허실시료 당해특허실시허락의 성질 범위 시간 등의 요소, , , , 
를 고려하여 해당 특허 실시료의 내지 배의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1 3
수 있다.”324)고 함과 동시에 참고 가능한 실시료가 없거나 특허실시료가 “ , 
현저하게 비합리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의 성질 및 정황 , ,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산정할 수 5000 30
있으며 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0 .”325)라고 법정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확약 법적 성격과 조건 과 손해배상청구권2. FRAND ( FRAND )

확약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청구권 실시료(1) FRAND (FRAND )
확약의 사적 성격은 민법의 기본원칙들 계약법의 원리 그리고 특  FRAND , 

허법상 구제수단으로 설시되어있다는 의미로서 해석된다 아울러 표준특허. , 
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더라도 조건 상당의 실시료만이 인FRAND
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 FRAND
시료이며 확약의 사적 성격과 그 실시료의 산정이 주목된다 앞서 , FRAND . 
제 장 확약의 법적 성격 의 사적 성격 관련의 논의에서 도출된 바3 FRAND「 」
와 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시허락협상에서의 성실협상의무이다. 
즉 실시허락의 조건 실시료의 책정 등에 있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 , 

324) 이는 특허분쟁규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은 앞 20 1「 」 
서 언급한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액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적
용된다 규정 내용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액은 배수로 산정. 
한다 그리고 참고할만한 특허실시료 란 원고가 동일한 업계나 기술영역에서 동종 . “ ”
특허실시허락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증거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소송 , 
전에 해당특허 관련하여 타인과 특허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知

, , 26 . 识产权卷 上揭書 頁
325) 이는 특허분쟁규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특허실시료 관련의  20 2「 」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공한 증거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을 때 이 규정, , 
이 적용된다 앞서 규정되어 있는 가지의 배상방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고 피고의 . 3 ,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 , 26 .  知识产权卷 上揭書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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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확약에 충실하여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하는 선계약적 의무를 부FRAND
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약을 계약으로 보고 물론 계약으로 . FRAND (
보는 방법과 입장에도 시각의 차이가 있으나 계약법적 원리에 의해 실시), 
허락계약을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실시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확약의 사적 성격만으로는 표준특허권자가 제기한 손해  FRAND

배상청구권에 대해 실시료로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충FRAND
분히 설명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허실시허락도 마찬가지로 어디까. 
지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충분히 설. 
명할 수 있는 것은 확약의 공적 성격이다 기술표준화가 사회공공의 FRAND .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 특허위협과 실시료과적 등과 같은 표준, 
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확약의 목적과 더불어 FRAND

확약은 표준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 등을 고FRAND
려하였을 때 조건의 실시허락은 표준특허의 실시허락에 있어서 반FRAND
드시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쟁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이. 
유는 표준특허권자가 표준으로 인해 확보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즉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책정하거나 실시조건을 부과할 , 
수 있다는 등의 문제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 
   

실시료 산정에서 조건의 의미 (2) FRAND

가 공정한 조건의 의미. 
사실상 공정한 조건의 의미를 합리적 조건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 

대부분이다.326) 따라서 와 는 그 표현상에서 다소의 차이가  , FRAND RAND
있을 뿐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큰 구별이 없다, .327) 교수가  Mark Lemley 

326) 송재섭 전게논문 면 , , 231 .  
327) 이에 관해서는 제 장 제 절의 참조 2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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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에서 한 (U.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증언에 따르면 공정하다는 것은 금액이 아닌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경쟁제
한적이 아닌 것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요구
해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328)329) 적어 
도 공정한 조건은 지식과 절차의 문제이며 종종 법률가들이 정당한 법의, ‘ ( ) 
절차 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하다고 볼 수 있다’ .330)

나 합리적인 조건의 의미 . 
공정함이 절차에 초점을 둔다면 합리적이라 함은 실시료 또는 이에 따  , 
르는 반대급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폭리를 취하지 않는 결과를 의
미한다.331) 표준실시권자가 지급한 실시료는 그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선 “
정되기 전에 대체기술이 존재하여 이와 경쟁의 관계에 처해 있을 때의 실
시료 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332)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가 표준기술로 선. 
정된 것은 특허의 독점적 성질을 강화함으로써 표준특허권자는 특허권에 
기여한 것보다도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의 이익은 특허, 
권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표준이라는 공공재에 ,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는 그것에 대해 이익은 주장할 
수 없다.333) 다시 말해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료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은  , 
특허기술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체 관련 산업에서 참여자들이 기, 

328)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ing”, <http://en.wikipedia.org/wiki
검색일/Reasonable_and_non-discriminatory_ licensing>. : 2020.05.04. 

329) 이 의미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과 다른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더 
라도 실시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제약을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FRAND 
판단된다 이는 이문지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의 기준 상사판례연구 제. , “ FRAND ”, , 28
집 제 권 면4 , 2015, 465 . 

330) 정연덕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제 권 제 호 면 , “ ”, , 18 2 , 2017, 98 . 
331) 정연덕 전게논문 주 면 , ( 330), 98 . 
332) Mario Marinello,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A Challenge for Competition Authorities”,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Vol. 7, Issue 3, 2011, pp. 532. 

333) 이 부분의 논리는 즈앙핑의 논문  , “ FRAND张平 涉及技术标准 专利许可使用费率的计
참조”, , 2014 04 , 14 . .  算 人民司法 年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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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회복 불가한 노력과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가 기술표, 
준으로 선정되어 특허권자가 특허자체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을 이득보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334)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 
조건이 특허권자의 표준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의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있다 표준기술로 채택되었다는 사실. . 
은 기타의 경쟁관계에 있던 대체기술들이 배제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가 전체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실시허. 
락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기술개발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관련 시장에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 , 
위와 같은 의미의 합리적인 조건은 표준특허 보유자들의 기술표준에의 참
여를 위축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래도 합리적인 조건의 의미를 기술표준으로 채택되기 전의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던 실시료로 한정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면 소위 가상적인 협상으, 
로서 합리적인 조건을 해석할 수 있겠다 즉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실. , 
시료 수준이 반드시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기 이전 시점에서 특
허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를 의미한다고 제한할 것은 아니고 기, 
술표준으로 채택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당시의 시점에서 진행된 가상적 협상335)에 따라 도출 될 수 있는 실
시료가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336) 비록 합리적  , 
조건의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실시료가 기술의 객관적 , ‘
가치와 구체적인 기여도 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 , 
은 권리자의 재량적인 실시료 부과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337)

      

334) 사건에서 판사는 이와 같은 취지의 합리적 실시료는  Microsoft v. Motorola Robart “
표준의 선정으로서 발생한 가치가 아닌 특허가 기술개량에서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 
다 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 
2013WL 20111217, *18 (W. D. Wash. Apr. 25, 2013).

335) 가상적 협상에 관한 논의는 제 장 제 절 의 나 에 있다 ‘ 4 2 1 (1)- ’ . 
336) 이러한 견해는 송재섭 전게논문 면 , , 232 . 
337)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 ( 66),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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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차별적 조건의 의미 . 
비차별적 조건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실시허락을 거절  . 

할 수 없음과 동시에 실시료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견해338) 동, 
일한 상황에 있는 실시권자가 동일한 실시료를 지불하는 것이 비차별적이라
는 견해339)340) 비차별적 조건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없고 특허권자와 , , 
하부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341) 등의 견해 
들이 있다. 
비차별성 요건이 모든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실시료를 지급받  

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342) 실시료 수준이 다른 경우에도 표 
준특허권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실시기간 범위 등 전체적인 실시조건에 비, 
추어 그와 같은 차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비차별성 요건을 충족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43) 따라서 상이한 상황이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다른 실시료가 적용될 수 있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않는 
기업들에게 서로 다른 실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차별적이고 허용된다.344)

338) Mario Marinello, Ibid., pp.523, 525, 532.
339) 이 견해를 밝힌 는 어떠한 경우가 동일한 상황 인지를 설명하지  Richard J. Gilbert ‘ ’

않았다. Richard J. Gilbert, “Deal or No Deal? Licensing Negotiations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ntitrust Law Journal, Vol. 77, No. 3, 
2011, pp.855. 

340) 위의 견해 주 에 대한 해석은 아니지만 동일한 상황에 있는 실시권자에 대해서 ( 339) , 
는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상황의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실시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함에 고려되, 
어야 하는 요소는 실시권자들 사이에 경쟁관계의 존부라는 즈앙핑 교수의 견해가 있
다.  , ( 333), 15 . 张平 前揭论文 注 頁

341) Daniel G. Swanson/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Antitrust Law Journal, Vol. 73, No. 1, 2005, pp. 26-27.

342) 사건의 항소심법원 영국 항소법원 은 의 비차별적 요건은 유사 Huawei v. ZTE ( ) “FRAND
한 상황에 있는 실시권자 사이의 실시료율이 관련 업계 전반에서 동일해야 한다 는 ”

의 주장을 기각한바 표준특허 보유자로 하여금 기술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Huawei , 
실시허락의 보상을 수용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잠재적으로 표준 기술의 개발에 해를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Unwired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Co Ltd, Court of Appeal, London, UK [2018] EWCA Civ 2344.

343) 송재섭 전게논문 면 , , 233 . 
344) 이문지 전게논문 주 면 , ( 329),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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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비차별적 조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뿐 만아니라 현실적으  , 
로 비차별적 조건을 판단함에도 한계가 있다 즉 많은 경우에 실시허락계. , 
약 중에는 구체적인 실시조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조
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표준특허권자와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조건을 제 자의 실3
시조건과 비교하기가 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345) 다만 비차별성 요건은  , 
적어도 하부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46)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 실시료 (3) : FRAND
확약의 공적 성격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적어도 확약은 표  FRAND , FRAND

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또는 구제수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 
그것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확약이 표준특허의 문제적 행태. FRAND
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FRAND
확약의 사적 성격이 제약받을 수 있다 즉 조건의 실시료를 받는 . , FRAND
것으로서 만족하겠다고 하는 공적 약속인 것이다.347)348) 따라서 표준특허 , 
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실시료 상당한 손해액으로서 조건에 FRAND
부합하는 실시료로 구제되는 것이다FRAND .349) 요컨대 표준특허권자는 자 , 
신의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보유할 수 있게 된 시장지배적 지위
를 남용할 수 없고 가령 그 지위를 남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정당한 이, 
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시료에 이러한 이익이 포함될 수는 FRAND

345) 송재섭 전게논문 면 , , 234 . 
346) / , : , , 2011, 59 .张平 赵启杉 冲突与共赢 技术标准中的私权保护 北京大学出版社 頁
347)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27 . 
348) 표준특허권자가 실시료 또는 손해배상으로 만족한다고 확약한 것이라고 본 미국의 판례 

는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946 F. Supp.2d 998 (N.D. Cal. 
및 참조2013) Apple Inc. v. Motorola, Inc., 757 F .3d 1286, 1331(2014) . 

349)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 사건에서 확약의 위 Unwired Planet v. Samsung FRAND
반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실FRAND , 
이익이나 침해자 이익의 손해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Unwired Planet 
v. Samsung, 4b O 120/14 (LG Düsseldorf v. 19.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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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350) 
뒤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의 경우 그것이 인정될 수 있  , 

는지의 여부부터가 문제시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그러한 문제보다, 
는 조건에 부합되는 실시료가 문제된다 비록 확약의 공적 FRAND . FRAND
성격에 터 잡아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해야 한다지만 침해금지의 , 
경우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관련 산업 내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 그렇지만 표준특허도 특허권으로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표준특허권. ,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줌으로써 합리적 보상은 필요하다.351) 
다시 말해서 확약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은 그 권FRAND
리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제한인 , 
것이고 표준특허의 경우 제 자의 실시가 매우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고 표, 3
준특허권자도 이러한 점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시료 상당의 , 
손해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표준특허권자가 실시료 상당액을 넘는 손해액  FRAND

을 청구할 경우이고 그것이 권리남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해야 하, 
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 관련 일본 사건. Samsung v. Apple(Japan) 352)

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 , 
사건 심법원은 의 확약 위반은 일본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1 Samsung FRAND
에 위반된다고 보면서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남용이라고 판시,  Samsung
하였다 그렇지만 항소심법원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는 의 손. , ( ) Samsung
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고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확, FRAND
약의 범위로 제한하였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 , 

350) , , 226 .王晓晔 前揭论文 頁
351) 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확약의 취지상 보편적 실시에 따른 합리적 수 “ FRAND

준의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거 또는 장래의 권원 없는 실시에 대해 손해청구
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라는 견해가 있다 나지원 전게서.” . , , 206
면. 

352) 이 사건 심판결은 항소심판결은  1 25 2 28 23 ( )38969 . 東京地判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号 知ワ
2014( 26) 5 16 25 ( ) 10043 . 的財產高等裁判所 平成 年 月 日判決言渡 平成 年 策 号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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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353) 실시료를 초과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FRAND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 , 
영국의 사건에서도 실시자 가  Unwired Planet v. Huawei (Huawei) FRAND 
조건의 실시허락을 받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표준특허권자 에(Unwired Planet)
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손해액은 해당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 ,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지불했어야 할 조건의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산FRAND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54) 이와 같은 취지로 독일  Unwired Planet v. 

사건에서 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 확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Samsung FRAND ,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실시료에 한정되고 특허권자 자FRAND , 
신의 일실이익이나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의 청구 범위로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355) 침해자 이익을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면 표준특허 보유자가  , 

조건의 실시허락을 거절함으로써 법원에서 실시료를 초과하는 FRAND FRAND
과다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로 된다.356) 이는 확약 FRAND
의 목적 및 아래에서 논의하고 있는 실시료 산정에서의 확약의 의미에FRAND
도 부합되지 않고 결국 확약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FRAND .

353)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에 기해야 한다 이는 특허법의  . 
법 목적 중 특허권자에게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는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 
권은 특허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극히 예외, 
적인 경우 또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한될 수 
없다 일본 사건의 항소심법원에서 이 사건의 이이무라 재. Apple Japan v. Samsung
판장 은 미국의 또는 제도를 참고하여 손( ) amicus brief public comments 飯村敏明
해배상청구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의견을 모집한 바가 있고 그 중 스스로 , “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른바 특허권에 대한 
무임승차 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Free-ride)
장래에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발명의 인센티, 
브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LES)-日本 協会ライセンス ネットワークビジネスワーキ

는 의견이 있었& A316, B329.)”独占禁止法 意見書ンクダループ ワーキンダクル゙ープ 、
다 이 사건 일반의견에 대해서는 정연덕 전게논문 주 면의 손. , ( 330), 106-108 ‘3. (2) 
해배상청구의 제한에 관한 의견 참조’. .   

354) Unwired Planet v. Huawei & Anor. [2017] EWHC 711 (Pat) [149]. 
355) Unwired Planet v. Samsung. 4b O 120/14 (LG Düsseldorf v. 19.1.2016.)
356)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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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확약에 부합되는 실시료의 산정기준2 FRAND  

실시료 산정 관련 기본내용1. FRAND
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  FRAND

태를 방지하고 실시권자들이 기술표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고 또 표준기술이 널리 이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표, , 
준특허권자의 독점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확. FRAND
약으로 인해 계약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 확약은 실시 가능한 확약이기 , 
때문에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357) 즉 제 자가 실시 , 3
하는 경우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표준특허권자도 이를 명백하게 알고 있, 
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작 실시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시조건을 협상함. , 
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그 협상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표준, 
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FRAND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35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확약을 한 표준특허권자라고 하더라고 특  , FRAND

허법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점
이 있다 구태여 제한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결국 손해액의 산정법에 대. , 
한 제한으로써 확약에 부합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FRAND . 

조건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다름에 따라 여러 국의 합리적 FRAND
실시료의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시료에 대한 산정법. FRAND
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57) Christopher R. Leslie, “Monopolization through Patent Theft”, Georgetown 
Law Journal, Vol. 103, 2014, pp.71. 

358) 정연덕 전게논문 주 면 , ( 330),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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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산정 관련 기본개념 (1) FRAND

가 실시료 산정의 기본수식. FRAND
실시료 즉 합리적 실시료는 특허기술이 완성품에 기여하고 있는   FRAND , 

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료 산정의 기초 와 실시료(royalty base)
율 을 곱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게 된다(royalty rate) .359)

 
산정 기초의 경우 최종제품 에 초점을 두고 상품전체의 가  , (end products)

격을 그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전체시장가치의 규칙‘ (Entire Market Value 
이 있고 특정 특허 실시 부품 을 기준으로 한 Rule: EMVR)’ , (components)

최소 판매가능 부품 ‘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 SSPPU)’
의 원칙이 있다 실시료율은 산정기초에서 특허가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 
바 이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비교 가능한 실시허락 사례가 있는 경우의 상, 
향식 접근법 과 비교 가능한 실시허락 사례가 없는 경우의 하향(bottom-up)
식 접근법 이 있다(top-down) . 

나 가상적 협상의 기준시점      .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표준기술의 경우 기술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표  

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가 존재한다 그런데 표준으로 선. 
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 실시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특허권자

359)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 수식은 경상실시료 의 방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경상실시료  ‘ ’ . 
관련해서는 이 논문 제 장 제 절 의 실시료 기초의 산정 에 있다4 2 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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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기술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실시료를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료를 산정하기 . , 
위해 표준특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360) 미국의 경우 실시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가 FRAND
상적 협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사. , Microsoft v. Motorola
건에서 표준특허의 가치는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가치를 제외해야 하며 기, 
술표준이 제정되기 이전 또는 그것이 널리 이용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
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361) 그리고 사건과 같이 합리적 실시료 , Innovatio
의 산정 관련 이 사건의 문제된 표준기술 표준 의 최초채택시점을 (802.11 )
가상협상의 시점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362)363) 

360)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연구원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 / , “ (Standard Essential Patent) 
이드 면”, 87 . 

36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 2013 WL 2111217, *19-20 
(W.D. Wash. Apr. 25, 2013). 

362)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2 WL 8500139, 
921 F. Supp. 2d 903(N.D. Ill. 2013) 

363) 이 두 사건은 실시료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침해 시 가 기준이 되는 기존 특허법상 방식 ‘ ’
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두 사건의 취지를 조금 더 엄밀히 분석해. , 
보자면 사건에서는 기술표준 채택 이전 을 사건에서Microsoft v. Motorola ‘ ’ , Innovatio
는 기술표준 최초 채택 시점 을 가상협상의 시점으로 하고 있다 기술표준 채택 이전‘ ’ . ‘ ’
이란 표준으로 선정되기 전에 관련 시장에서 대체관계로서 경쟁관계에 처해 있던 상황
에서 받을 수 있었던 실시료를 의미하고 기술표준 최초 채택 시점 이란 실시허, ‘ ’ FRAND
락 협상에서 잠재적 실시권자가 문제의 표준특허가 포함된 특정한 표준을 최초로 제품 
제조에 채택한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두 사건의 기준시점 판단은 . ,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권영관 표준필수특허 의 실시료 . , (SEPs) FRAND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 권 제 호 면 참조 두 사건을 동, , 11 2 , 2016, 160 . . 
일한 취지라고 견해는 오승한 전게논문 주 면 하단의 내용 참조, ( 135),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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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산정 관련 기본원칙(2) FRAND
    

가 독점요소의 배제 . 
확약을 한 표준특허의 실시료를 산정함에는 확약의 공적   FRAND FRAND

성격과 제 자의 실시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의 3 , 
독점적 성질을 인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표준기술이 제정됨에 따라 하. 
부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의 진입을 위해 그러한 표준기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기술에 포함된 특허들이 대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표, . 
준이 유효하고 새로운 표준의 갱신도 없이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한 표준특, 
허권자는 표준 선정으로 인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실시료에 표준설정으로 인한 기술적 증가분을 FRAND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다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영국 고등. 
법원의 사건에서는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Unwired Planet v. Huawei 
됨으로써 발생한 가치가 특허권자에게 이익으로서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364) 그렇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당해 기술을 실시하고자  , 
하는 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전체 실시료가 증가하게 되는 실시료 과적의 
문제는 매우 쉽게 발생할 것이고 표준특허권자는 더욱 심각한 횡포를 보일 , 
것이다 따라서 표준의 채택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는 결국 독점적 요소이기 . , 
때문에 이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실시료에서 배제됨이 마땅하FRAND
다.
고착효과로 인해 경쟁관계 내지 대체관계에 있던 기술은 표준의 범위에  

서 배제되고 표준특허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기술표준이기 때문에 표
준특허권자는 막강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가령 이러한 상. , 
황에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특정 거래에서 ,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높은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실, , 
시권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의 이용을 거, 

364)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Co. Ltd., [2017] EWHC 711 
(Pat). pp 2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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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에는 소비자 후생에까지 부정적인 , 
영향을 끼치고 표준기술을 제정하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 
다.365)

 그렇지만 표준이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독점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란  , 
쉽지 않고 특히 실시료의 산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독점적 요소에서 비롯된 ,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표준. 
특허가 대체기술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다.366)367) 이  
시점은 경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 
충분한 경쟁적 관계에서 비롯된 가격에는 기술표준으로 선정되어 발생한 독
점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368)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은 실시료 FRAND
에 가장 근접한 것이고 가상적 협상의 기준시점을 표준선정 이전의 시점으, 
로 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369)   

365) , , 226 .王晓晔 前揭论文 頁
366) , , , 2019, 123 .谭袁 标准必要专利核心争议探究及制度建构 中国社会科学出版社 頁
367) 이는 경제학상 사전적 접근방식 에 해당된다 즉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Ex ante) . , 

과 같이 합리적인 조건의 실시료는 당해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기 전 경쟁관계, 
에 놓이던 때에서 산정될 수 있었던 실시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표준선정으로 인해 , 
얻게 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높은 실시료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Daniel G. Swanson/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 ） 
arket Power”, Antitrust Law Journal 참조 이 , Vol. 73, No. 1, 2005, pp.10-14. . 
밖에 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사전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FTC . 
즉 소비자가 수많은 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이, “
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기 이전의 사전적 가치

에 근거하여 실시료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the ex ante value) FRAND (A definitio
n of RAND based on the ex ante value of the patented technology at the ti
me the standard is set is necessary for consumers to benefit from competi
tion among technologie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standard competitio– 

는 것이다n that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itself otherwise displaces).” . Fe
deral Trade Commission,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
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2011, pp.124. <https://www.ftc.gov/repo
rts/evolving-ip-marketplace-aligning-patent-notice-remedies-competition>. 
검색일: 2020.05.09.

368) American Bar Associati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HANDBO
OK(ABA SECTION OF ANTITRUST LAW), 2007, p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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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위에서의 논의와 함께 독점적 요소의 배제라 함은 일반 특허 , 
를 상대로 특허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독점적 실시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370) 기술표준 채택 과정에서 특허권자에게 확약을  FRAND
요구하는 이유는 제 자로 하여금 조건에 부합되는 한 당해 특허를 3 FRAND
얼마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표준이 널리 채택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약을 한 표준특허권자에게는 , FRAND
표준특허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다.371)

나 표준특허의 기여도. 
 실시료의 산정에서 표준특허가 기술적으로 기여한 가치의 고려 FRAND
가부에 관해서 가지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술표준에서 표준특허2 , ①
의 기여도 그리고 실시자의 제품에서 표준특허의 기여도 관련의 문제가 ②
그것이다. 
기술표준에서 표준특허의 기여도는 실시료 과적의 문제로 나타난다 우선   . 

전제적 사실로서 주지한 바와 같이 하나의 표준에는 수많은 특허들이 포함
되는바 표준에는 개가 넘는 특허가 포함되어 있고, 802.11 Wi-Fi 3000 , H. 

369) 그렇다고 해서 사전적 접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표준제정의 참여에 부정 , .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표준특허권자가 표준제정에 참여하는 가장 큰 . 
이유는 경쟁관계 내지 대체관계에 있던 기술들을 관련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고 이러한 우세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다 독점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받을 것이라는 기, 
회주의적인 생각에서 표준제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특허의 실시범위를 확대할 수 (
있다는 이유에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표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시범위를 확대할 ,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많다 특히 사전적 접근에 충실하여 실시료까지 사전적으로 정).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면 이는 실시료 산정에서 독점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에는 용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기술표준의 제정은 더 이상 특허권자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 , 
장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사전적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370) 사건 법원은 요소 중 확약을 한 특허 Ericsson v. D-Link Georgia-Pacific FRAND 
권자는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실시권 정책을 펼칠 수 없으므로 요Georgia-Pacific 
소 제 요소는 필연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 .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Inc., 773 F.3d 1201, 1225 (Fed. Cir. 2014).  

371) 송재섭 전게논문 면 ,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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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는 개가량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됨264 2500 . 
은 표준특허권자가 실시허락 협상에서 막강한 우세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하고 기술표준에서 그러한 특허가 매우 적은 부분, 372)을 차지한다고 하
더라도 표준특허권자는 그러한 우세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 
실시권자를 상대로 당해 표준의 실시를 저지할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권자. 
가 경쟁관계 그 이상의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특허 그 자체의 가치에 기
반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표준의 가치에 기반 한 것이다, .373) 
  실시료 과적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료 수준은 개별 표준특허가 표FRAND
준에 기여한 정도를 총 실시료에 반영하여 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료 수준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 즉 표준제정이 ,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총 실시료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총 실시료 수준‘ (aggregated reasonable 
terms)’374)과 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표준특허가 표준의 가치에 대한 
기여도에서 그 특허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상대적인 기여도의 크기를 
반영하고 비례성 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proportionality)’ .375) 즉 비례성 , 
의 원칙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와 인과관계를 가진 손해 및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한 기본원칙이라도 볼 수 있다.376) 비례성을  

372) 특허권자가 기술표준에서 차지하고 특허의 수는 사실상 우세적 영향력과 직접적인 상 
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그러한 특허가 표준에, 
서 필수적인 위치에 놓일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표준에서 한 개의 필수특허만을 보. 
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권자에게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실시권자는 전체 , 
기술표준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즉 필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표준특허. , , 
가 포함된 가치할당은 결국 실시권자로 하여금 과도한 배상액을 부담케 한다 따라. 
서 표준특허권자의 영향력을 표준에서 당해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축소해야 하, 
는 것이다. 

373) Keele, Layne S. “Holding Standards for RANDsome: A Remedial Perspective 
on RAND Licensing Agreements”, Kansas Law Review, vol. 64,  No. 1, 2015, 
pp. 189.  

374) 가령 실시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실시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는 하부시장에 , 
서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도 영향을 끼친다. 

375) 이 부분 내용은 권영관 기술혁신과 경쟁촉진을 위한 균형 있는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 , 
구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 분쟁과 대안적분쟁해결 방안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 FRAND , 
공정거래조정원 면의 기여도 배분 원칙 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15, 77-79 ‘ . ’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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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사건에서 확인된 바 법원은 실시료 과적Innovatio , 
의 관점에서 전체 기술표준에서 당해 표준특허가 갖는 가치를 비례성의 원
칙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377)   
아울러 표준실시권자가 제품을 생산함에 실시한 표준특허는 당해 제품  , 

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가 , 
실시권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실시료의 상한선은 결국 제품에서 표
준특허의 기여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비록 표준특허의 실시여부가 실. 
시권자의 자유의사에 있다고는 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관련 사업자는 , 
업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표준기술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준특허의 실시는 일정한 강제성이 있다 예컨대 표. , Wi-Fi
준의 경우 단말기에서 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 
제조업자가 당해 표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이 불가능할 것이
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거론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준특허권자가 실시. 
권자를 상대로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으로서 
그러한 표준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에 있다.378)

다 표준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보호       . 
비록 확약이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지만 정  FRAND , 

당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제약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즉 정당한 범위 내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 상당의 보수를 확. , FRAND
보해줄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 

376) 정상조 전게논문 면 , , 31-32 . 
377)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2 WL 8500139, 

921 F. Supp. 2d 903(N.D. Ill. 2013), *9.
378) Kassandra Maldonado, “Breaching RAND And Reaching For Reasonable: Microsoft 

V. Motorola And Standard-Essential Patent Litigation”,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29, 2014, p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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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 . ,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편견을 바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
다 다시 말해서 표준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해. 
주어야하고 이러한 보호는 특허권자의 우세적 지위로 인해 희석되어서는 ,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료는 특허기술을 실시하고자하는 주체. , FRAND
들의 이익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술실패 표준에 , (technical failure), 
채택되지 않을 위험 내지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위험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79) 표준특허권자의 문제적 행태가  
소비자 후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표준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 
하지 않는 것 또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준다 즉 표준특허권자의 정당한 . ,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는 표준제정의 참여를 거부할 것이고, , 
결국 표준이 제정될 수 없거나 제정된 표준에 그보다 좋지 못한 기술이 채
택되는 표준제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실시권자 소비자 . ,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기술표준의 제정은 표준화기구 잠재적 실시권자 소비자 그리고 표준특  , , 

허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로 하여금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
문에 이들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잠재적 실시권, . 
자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이익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고 표준화제정기구가 볼 수 있는 이익으로, 
는 가령 특정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면 당, , 
해 표준화기구의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수많은 특허권자들로 하여, 
금 당해 표준화기구에 가입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회원의 . , 
수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 
많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기
구가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높지 않은 가격
의 대체기술을 모색하는 것이 용이하다.380)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정당 , 

379) Daryl Lim, “Standard Essential Patents, Trolls, and theSmartphone Wars: 
Triangulating the End Game”, Penn State Law Review, Vol. 103, 2014, p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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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에 대한 보호란 상당의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FRAND
이다. 

라 실시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차별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건 중 비차별적 조건은 모든 실시권자에게   FRAND

동일한 조건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상황의 실시권자의 경, 
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겠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황이 아닌 , 
실시권자들에게는 표준특허권자와의 관계나 실시 기간 범위 등 전체적인 , 
실시조건에 비추어 그와 같은 차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범위의 것이
라면 비차별적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실시허락 거절의 경(
우는 제외하고). 
표준특허권자의 차별적 행태는 특허실시허락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  

세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부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나아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이는 경. . 
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즉 표준특허권자도 관련 시장에서 당. , 
해 특허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경쟁상대도 당해 표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표준특허권자가 차별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매우 , 
잘 들어난다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실시허락에 있어. 
서 실시권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경쟁상, 
대에게 불이익을 주고 하부시장에서의 판매목적을 견지한다, .381) 

조건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이 추상적이라는 것에 반해   FRAND
비차별적 조건은 보다 명확하다는 점에서 실시료의 산정에서 공정FRAND ‘
하고 합리적 인 조건보다는 비차별적 조건을 다투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 ‘ ’
다는 견해도 있다.382) 

380) Kraig A. Jakobsen, “Revisiting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Patent Policies”,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vol. 3, 2004. pp. 
46.

381) Daniel G. Swanson/William J. Baumol, Ibid, pp.26.
382) Richard J Gilbert, Ibid, pp.85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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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의 산정기준2. FRAND

실시료 기초의 산정(1) : EMVR/SSPPU
실시료의 산정에 있어서 기술의 기여도를 측정한 이후 당해 기술  FRAND

에 근거한 이윤배분 기준을 무엇으로 책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특히 실시료 지급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품의 판매량을 고려하지 . , 
않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이른바 고정실시료‘ (fixed payment)’
와 제품의 판매량 등 사업성공의 여하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료를 
지불하는 경상실시료 가 있다‘ (running royalty)’ .

 

  
실시료 기초의 산정 문제는 경상실시료에서 논의 된다 앞서 본 합리적   . 

실시료 산정의 기본수식은 경상실시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중 실시료. 
율은 기술의 객관적 가치 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시료 기초‘ ’
가 문제된다 즉 기술적 가치에 의한 이윤의 배분을 최종완제품으로 해야 . , 
하는 것인지와 당해 특허기술이 실시된 최소단위의 부품으로 해야 하는지의 
논쟁이 있다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실시료 기초가 과도하게 높아짐으로 인. 
한 과잉보상을 우려하여 실시료 기초는 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 SSP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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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가 최종완제품의 수요를 유도 했을 경우에만 를 적, (demand) EMVR
용하여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일반규칙을 정한바 있다 그리고 당사들. 
이 사전적 협상을 전체 제품으로 하였거나383) 전체제품에 기초하여 비교 , 
가능한 실시허락을 협상하였을 경우에도 의 적용을 허용한다는 입장EMVR
이 있다.384)385)

가 일반. EMVR/SSPPU 
  는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법으로서 일실EMVR
이익에서 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년의 , 1884 Garretson v. Clark decision
사건386)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387) 판결은 의 적용은 당 Garretson EMVR

383) CSIRO v. Cisco Sys., Inc. (Fed. Cir. 2015, p.1301-04) (U.S.) (holding that it 
was permissible for a court to consider evidence of the parties' previous 
negotiations, which were based on the entire value of the accused product.

384) Ericsson, Inc. v. D-Link Sys. (Fed. Cir. 2014, p.1225-29) (U.S.) (holding that 
it was permissible for a court to admit evidence of comparable licenses 
that were based on the entire value of allegedly infringing products). 

385) C. Bradford Biddle/Jorge L. Contreras/Brian J. Love/Norman V. Siebrasse, Patent 
Remedies and Complex Products, Toward a Global Consensus., CAMBRIDGE, 
2019, pp.42.

386)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할당원칙에 근거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획득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과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적인 특징 사이에 침
해자의 이익액과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분리하거나 할당하는 증(separate) (apportion) 
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Garretson v. 111 U.S. 120, 121 
(1884).

387) 이 규칙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할당의 원칙이 일실이익에 근거한 손해액의 산정기준으로 
서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실이익 손해액의 산정법리로서 보. , EMVR
다 할당원칙을 먼저 채택한 것이다 년 사건. 1853 Seymour v. McCormick {Seymour 

에서 할당원칙이 채택된바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v. McCormick, 57 U.S. 480 (1853)} , 
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전체 침해제품에 해
당하는 사건과 당해 특허가 전체 침해제품의 개량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지 않
고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 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 (grave error)
적하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할당원칙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 
산정하였고 결국 할당원칙은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의 하나로 확립되었다 그, . 
리고 할당원칙의 예외로서의 의 역할을 확립하여 갔다EMVR {Westinghouse Elec. & 

그러나 세기 중반에 Mfg. Co. v. Wagner Elec. & Mfg. Co., 225 U.S. 604 (1912).} 20
이르러 미국 특허법은 할당원칙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폐기하였는데 침해제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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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허기능이 기계의 전체가치 에 (entire value or the whole machine)
적절하고 적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properly and legally attributable) 
판시한 바 있다 이 규칙 채택이후 관련 후속판결들은 그것의 적용요건으로. 
서 소비자의 수요 유도 요건① 388) 예견성 요건 (anticipation) ② 389) 기능적  ③
단위 요건(functional unit) 390)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는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이 규칙을 적용할 경우 고액의   EMVR . , 

보유하는 전체가치에서 당해특허가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다 미국 특허법에서의 와 할당원칙에 대한 법리의 발전 관련 상세한 . EMVR
논의는 이주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생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과 , “
할당원칙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 권 제 호-”, , 27 2 , 2017, –

면 참조280-294 .  
388) 년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 1942 Marconi Wireless Telegraph Co. v. United States , 

법원의 전신격의 법원인 미국 배상청구법원은 당해 특허가 아주 중요해서(paramount 
구성부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킨다면 전importance) (substantially created), 

체시장가치의 원칙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가 구체화되지 않은 구성부품에 대해
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하였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구성부품인 라디오 , 
수신기가 독자적으로 판매되기 때문 에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Marconi Wireless Telegraph Co. v. United States, 1942 WL 31300 (Ct. 

년 사건에서 를 적용하기 위Cl. 1942). 2009 Lucent Technologies v. Gateway EMVR
해서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기술이 최종완제품의 소비자 수요를 유도한 유일한 요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ucent Technologies v. Gateway 580 F.3d 1337 (Fed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주환 전게논문 주 면의 Cir. 2009). , ( 387), 284-286 ‘3. (1) 
소비자의 수요 요건의 발달과정 참조’. .  

389) 년 판결에서 배상청구법원은 전체시장가치의  1977 Tektronix, Inc. v. United States , 
원칙이 적용되려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은 구성 부품의 판매에 수반하여 특허를 받지 , 
않은 구성부품의 판매를 일반적으로 예견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normally anticipate) 
시하였다 이에 관. Tektronix, Inc. v. United States, 552 F.2d 343 (Ct. Cl. 1977). 
한 상세한 논의는 이주환 전게논문 주 면의 예견성 요건의 발달, ( 387), 287-189 ‘3. (2) 
과정 참조’ .   

390) 년 사건에서 의 구체적인 적용요건으로서  1995 Rite-Hite Corp. v. Kelley Co., Inc. EMVR
모든 구성부품 들이 하나의 조합 을 이루는 구성부품들과 유사하여야 (a single assembly)①
하거나 모든 구성부품들이 하나의 완벽한 기계장치 의 부분이 , (a complete machine)②
되거나 모든 구성부품들이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 를 구성하여야 한다, (a functional unit)③
고 판시하면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기능적 단위 요건을 구체적으 로 , 
설시하였다. Rite-Hite Corp. v. Kelley Co., Inc., 56 F.3d 1538 (Fed. Cir. 1995) at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주환 전게논문주 면의 연방순회항1550. , ( 387), 289-294 ‘3. (3) 
소법원의 기능적 단위 요건의 채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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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고 특허를 침해 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특허권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기준이 이다. SSPPU . Cornell v. Hewlett 

사건Packard 391)은 침해부품이 최종완제품 의 소비자 수요를 (end product)
유도한 확고한 경제적 입증을 요구하였고 실시료 산정의 기준으로 가 , EMVR
아닌 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SPPU .392) LaserDynamic Inc. 

사건v. Quanta Computer USA, Inc. 393)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작은 요소 가 침해소송의 대상이 된 (small elements)
경우 전체 제품 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특허권자, (entire product)
가 당해 제품의 비침해부품 에 대해서도 부당하(non-infringing components)
게 보상을 받을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SSPPU
였다 그리고 은 일반규칙 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 EMVR (general rule)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취지에서 사건. Cornell v. Hewlett Packard 394)은 
비침해부품이 최종완제품 의 소비자 수요를 유도한 확고한 경제적 (end product)
입증을 요구하였고 실시료 산정의 기준으로 가 아닌 의 기준을 , EMVR SSPPU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95) 
그렇지만 특허권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하고자 제시된 에도   , SSPPU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가장 큰 문제는 특허기술의 . 
가치가 평가 절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최종완제품 기준으로 실시료를 . , 
산정할 경우에는 비침해부품에 대해서도 보상하게 될 위험이 있지만 최소, 

391) Cornell University v. Hewlett-Packard Co., 654 F. Supp. 2d 119 (N.D.N.Y. 2009).
392)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컴퓨터의 프로세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 특허권자가  , 

에 근거하여 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의 산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EMVR PC , 
의 부품인 프로세서 제품이 판매 가능한 최소부품이라고 보고 기준으로 손해액CPU SSPPU 

을 산정하였다. 
393)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694 F.3d 67 (Fed. Cir. 2012). 
394) Cornell University v. Hewlett-Packard Co., 654 F. Supp. 2d 119 (N.D.N.Y. 2009).
395)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컴퓨터의 프로세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 특허권자 , 

가 에 근거하여 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의 산정을 요구하였으나 법EMVR PC , 
원은 의 부품인 프로세서 제품이 판매 가능한 최소부품이라고 보고 기준CPU SSPPU 
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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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그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당해 특허기술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른바 과소보상이 발생한다.396)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이는 개별사건에 따라 선택,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그 기준의 적용이 실시료과적 등과 같은 . 
문제적 행태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합리적 기준이 되는 것이, 
다. 

나 실시료의 산정에서 의 적용. FRAND EMVR/SSPPU
 사건에서 실시료 기초에 의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In re Innovatio SSPPU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실시료 기초를 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Wi-Fi , 
완제품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Holderman
판사는 물론 특허권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최, 
종완제품을 실시료 기초로 할 경우 특허권자가 비침해부품에 대한 보상도 받, 
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 기준을 SSPPU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또 다른 이유는 최종완제품의 가치가 . 
특허 요소 로 인한 것임을 가 설득하지 못했다(patented features) Innovatio
는 점도 있는데 판사가 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 , Holderman SSPPU
것은 아니고 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 적, Innovatio , EMVR
용 가능성은 열어두었다는 것이다.397) 이외에 사건에서 특허 , GPNE v. Apple 
권자 는 해당 청구항이 전체 제품을 청구하므로 전체 제품을 기초로 손(GPNE)
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398) 법원은 해당 발명의 실체가 베 
이스밴드 프로세서 에 있다고 보고 그 주장을 배척하(baseband processor) , 
였다.399) 즉 청구항 작성의 기법에 따라 전체 제품을 언급하는 청구항을 두었 , 
지만 발명의 실체가 부품에 있는 경우 그 부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396) 이러한 견해를 밝히 한국의 연구로는 이문지 전게논문 주 면과 권영 , ( 329), 493-494
관 전게논문 면 참조, , 170-171 . . 

397)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2 WL 8500139, 
921 F. Supp. 2d 903(N.D. Ill. 2013), *12.

398) GPNE Corp. v. Apple, Inc., 2014 WL 1494247, at 10 (N.D. Cal. 2014).
399) Ibid. a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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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하는 것이다.400) 사건에서 해당 프로세서가 다른 부품 GPNE v. Apple 
과 기술적으로 연동한다면 그연동의 정도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즉 그 프로. , 
세서를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 예를 들어 의 기여도를 적용하여 그 프, ( ) 150% , 
로세서가 다른 부품과 연동되어 높아지는 가치를 반영하면 된다. Wi-Lan v. 

사건에서 법원은 의 적용을 위해서 원고는 당해 특허Alcatel-Lucent EMVR
기술이 복합적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완제품의 수요를 유도할 만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역시 , SSPPU
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료를 산정하였다.401)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표준특허의 실시료 기초를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  
는 기준으로 와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표준EMVR SSPPU . 
특허라고 해서 일반특허에서의 판단방법과 태도가 다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
이 엿보인다 특히 의 적용 기준을 높게 설정한 점이 주목되는데 그것. EMVR , 
은 자칫하여 비침해부품을 실시료 기초에 포함하여 부당한 손해액의 산정 
즉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에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실시료를 받게 될 가능, 
성에 비추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는 특단의 예외가 없는 한 . EMVR
즉 최종완제품과 그것을 구성한 부품의 가치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 
없는 한 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SSPPU . 
지만 는 특허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SSPPU
문에 이 기준 적용 시에는 최소부품이 갖는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 
하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 SSPPU
는 정당성의 근거를 찾자면 확약일 것이다 그 이유는 확약을 FRAND . FRAND
한 표준특허권자는 합리적 실시료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실시료 기초를 정하자면  는 주목될 수밖에 없다 기술표준SSPPU . 
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영역에서 단말기와 같은 하나의 최종완제
품을 생각해보면 그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의 양은 상당하고 완제품 , , 

400) 이 판례에 대한 번역과 분석은 특허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및 기준 연 , “
구 면의 내용”, 2017, 10 . 

401) Wi-Lan Inc. v. Alcatel-Lucent USA Inc., 6:10-cv-00521 at 5 (E.E. Tex. June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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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하나의 부품에 연결시키고 확정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된 부품이 최종완제품에의 기여한 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 
하튼 이론적으로 와 의 기준은 나름의 논리를 이루고 있고 각 , EMVR SSPPU , 
자의 한계점 또한 있기 때문에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 

실시료율의 산정 상향식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2) : /
실시료율은 산정기초에서 특허가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바 이를 산  , 

정하는 방법으로는 비교 가능한 실시허락 사례가 있는 경우의 상향식 접
근법 또는 과 비교 가능한 (bottom-up approach comparable approach)
실시허락 사례가 없는 경우의 하향식 접근법 이 있(top-down approach)
다.

※

  그림 과 같이 상향식 접근법은 특허권자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분야의 특허권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 제품의 실시자 사이의 기/
존 실시허락 조건 침해자의 판매수량 등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 
바탕으로 합리적인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향식 접근법은 실시. 
료 기초를 구성하는 자본 기술 마케팅 인력 등 여러 요소 중에서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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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외의 요소를 제외하고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해당 실시( ) , , 
료 기초를 구성하는 기술들 중에서 실시허락의 대상이 되는 표준기술과 , 
관련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여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확인한 , 
뒤 표준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들 중 실시허락 협상을 진행하는 특허권자의 , 
보유특허의 비중을 적용하여 최종 실시허락 대상 특허의 실시료율을 계산
하는 방식이다.402) 다시 말해서 실시료 기초에 활용된 기술표준 전체의  , 
실시료 총액을 산정한 이후 특정 특허기술 및 원고 표준특허권이 차지하
는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가 상향식 접근법 . 
 상향식 접근법은 표준특허에 의한 증분가치 (incremental value)403)를 산
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서 먼저 표준화 이전에 이용 가능했던 일련
의 비침해대체품을 특정한 후 비침해대체품과 대비한 표준특허의 증분가치
를 결정하는 것이다.404) 
  사건에서 는 증분가치의 규칙에 근거하Microsoft v. Motorola Microsoft
여 실시료를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판사는 증분가치에 . Robart
따라 기술표준에 채택되어 있는 특허 하나를 배제하고 그 자리에 다른 특허
로 대체할 경우 다른 사항들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405) 비록 , 

요소 중 제 요소가 증분 가치와 연관된 것이지만 현실적Georgia-Pacific , ⑨
으로 특허기술을 평가함에 이를 적용하기는 매우 복잡하다고 하였다 그렇. 

40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연구원 전게서 면 / , , 85 . 
403) 증분가치규칙 경제학상 가격책정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전적 벤치마크 , (ex ante bench

와 유사하다mark) .
404) 이진희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 ”, LAW & TECHNOLOGY, 

제 권 제 호 면14 5 , 2018, 39 . 
405) 기술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표준특허들은 상호 필요적 관계에 놓이고 여기서 비롯되는  , 

것이 이른바 결합적 가치 이고 그러한 결합가치에 충실해본다면, (combinational value) , 
증분가치규칙을 그대로 표준특허의 실시료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견해는 . Jarosz, 
John C/Michael J. Chapman. “The Hypothetical Negotiation and Reasonable 
Royalty Damages: The Tail Wagging the Dog”,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참조Rev. vol. 16, issue 3, 2013, pp. 81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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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시료율의 산정은 특허기술 그 자체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 FRAND
고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에 기여한 가치와 중요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 
는 요소라고 하였다 나아가 당해 특허의 대체특허이 기술표준에 대해 동. , 
등하거나 유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분가치의 규칙은 적용가능, 
하고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06) 
  사건의 경우 침해자 측의 전문가 증인 이 In re Innovatio (Dr. Leonard)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 모두 제안하였으나 법원은 하향식 접근법, 
을 선택하였는데 판사는 사건을 인용하여 기술표, Horderman Miscosoft , 
준은 복합적인 표준특허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당해 특허의 증분가치
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여 판사와 같은 입장에서 상향Robart
식 접근법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하였다.407)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 은 표준특허침해Ericsson v. D-Link (CAFC)
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표준의 선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아니라 특허 자체의 가치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을 배심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서도 표, 
준선정으로 인한 가치를 제외해야한다는 태도는 매우 명백하게 보여 진다. 
또한 의 특허기술이 최종 제품인 노트북이나 라우터에서 사용되, Ericsson
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인 칩 수준에서 구현되는 Wi-Fi 
것으로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
준은 최종완제품이 아니라 이 그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SSPPU .408) 
  

나 하향식 접근법 . 
  하향식 접근법의 내재적 이념은 표준에 수개의 특허가 포함될 경우 그 중 , 
특정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받은 실시료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사
업자로부터 실시료를 받아야하는 여타의 표준특허권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406)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2012 WL 5993292 (W.D.Wash.2012).
407)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956 F. Supp.2d. 925 *37. (Fed. Cir. 2013).
408) Ericsson, Inc. v. D-Link Systems, Inc., 773 F.3d 1201, 1225 (Fed.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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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409) 아래에서 언급한 주요국의 판결례들은 하향식 접근법을 택하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법의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상향, . 
식 접근법의 적용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하향식 접근법의 적용은 다, 
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정확한 실시료의 산정. (accuracy) ①
이 가능한 바 특정 표준으로 인한 전체가치에 대한 신중한 산정이 이루어 , 
질수 있다는 점 특허권자에게 있어서 공정한 바, (Fairness to patentees), ②
각 특허보유자가 그 표준의 실시료총액에서 공정한 배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실시권자에게 공정한 바 각 특허 보유자가 , (Fairness to licensees), ③
실시권자를 상대로 한 수개의 소송으로 인한 실시료 과적을 방지해준다는 
점 기존 사례의 적용 이 가능한 바 실시료 총액이 특허풀에서 , (Precedent) , ④
미리 계산될 수 있고 이 방법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이 하향식 접근법, 
의 이점이다.410) 

사건에서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는데 우선 에   In re Innovatio , SSPPU
따라 실시료 기초를 칩으로 산정하고 칩 개 판매 시마다 발생하는 평균Wi-Fi , 1
이익에 기초하여 실시료 총액을 산정하였다 여기에서 평균이익은 실시권자가 .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실시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한선의 설시를 통해 , 
실시료 과적을 방지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균이익에 의 특허가 전체 . Innovatio

표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즉 특허의 기여분을 반영하였다802.11 , .411) 결론적 
으로 법원은 표준에 포함된 표준특허가 총 건인데 의 Wi-Fi 3,000 , Innovatio
건의 특허가 이 중 상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상위 19 10% (
의 특허가 전체 특허 가치의 를 차지한다는 경제학적 연구결과를 적용10% 84%

함).412)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 무선통시 표준기술 TCL v. Ericsson (2G, 3G, 

409) Top-down approaches implicitly recognize that, when multiple patents cover 
a single standard, the rate charged by one SEP holder will necessarily affect 
the rates that the other SEP holders are able to obtain from a single manufacturer. 
Jorge L. Contreras, Op. cit., Supra note 3, pp.18. 

410) Ibid., pp.18. 
411) 특허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956 F. Supp.2d. 925 (Fed. Cir. 2013). 

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 “
관한 연구 면”, 2019, 14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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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택된 전체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한 후 이 보유한 4G) , Ericsson
표준특허의 기여도에 따라 실시료를 할당하였고 이러한 하향식 접근법을 택한 , 
이유는 실시료 과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13) 
 일본의 경우 에서 상한 한계치를 우선  , Apple Japan v. Samsung (Top) 
구하고 거기에 관련 표준특허의 수를 나누어서 해당 특허 하나의 실시료를 
산정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전체 실. 3G UMTS 
시료율이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표준특허로 채택된 5% , 

개의 전체 특허에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는 개라고 인정하면서 상1,889 , 529 , 
한 실시료율 를 로 나누는 방식으로 실시료율을 산정하였다5% 529 .414)  
영국의 경우 사건에서 우선 휴대폰 단말기   , Unwired Planet v. Huawei

가격 중 기술표준의 기여도에 따른 실시료 총액을 산정하고 기술표4G , 4G 
준에 관한 다수의 표준특허 중 원고가 보유한 특허권의 비율을 실시료율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해 특허가 기술표준에 채택됨. 
으로써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특허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
다.415) 
중국의 경우 년의 사건에서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  2018 Huawei v. Samsung

하였는데 우선 이 사건 하급심법원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은 가 , ( ) Huawei
으로부터 요구한 실시료가 조건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Sumsung FRAND

기 위해서는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의 비중 을 고려해야 함과 Huawei ( )实力
동시에 실시권자인 이 제조 판매한 단말기의 시장가격과 누적실시료Samsung , 

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시료율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 ) , 累计许可费
이익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실시료의 산정. 
에 있어서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의 수는 이와 관련된 전체 , Huawei 3G 
표준특허의 수에서 를 차지한다고 보았고 누적실시료율을 로 정하였다5% , 3% . 
그리고 의 경우 전체표준특허 수에서 누적실시료율은 로 판단한4G 5%, 6%-8%

41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연구원 전게보고서 면 / , , 101 . 
413) TCL v. Erisson, 2018 WL 4488286 (C.D. Cal.).
414) 26 5 16 25 ( ) 1004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第 号 判決ネ
415) Unwired Planet v Huawei & Anor. [2017] EWHC 711 (Pa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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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고 이에 따라 실시료율을 산정하였다, .416) 같은 해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 
하향식접근법을 표준특허 실시료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에 규정하였다.417) 

 
수정된 요소 (3) Georgia-Pacific

가 사건에서의 수정. Microsoft v. Motorola
앞서 제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서 가상  1 , ‘

적인 협상 이 인정되고 있으며 판결’ , Georgia-Pacific 418)에서 가상적인 협
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지의 요소들이 제시되었따 비록 이 요소들이  15 . 

실시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표준특허분쟁에서도 FRAND , 
이 요소들은 유의미하다 즉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도 마찬가지로 합. , 
리적 실시료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소는 , Georgia-Pacific 
고려된다 그렇지만 확약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일반 특허권. FRAND , 

416) 이 사건 심판결은 심판결은  1 (2016) 03 816 ., 2深圳市中级人民法院 粤 民初 号 广东省高
(2018) 307 .级人民法院 粤民终 号

417) 년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표준필수특허 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18 ( ), 「
( ), Guidelines of 广东省高级人民法院关于审理标准必要专利纠纷案件的工作指引 试行

Guangdong High People’s Court on Adjudicating Cases of Disputes Over 
을 제정하였다 그 중 제 조에서 하향식 접근법 Standard-Essential Patents(Trial) . 23 ‘」

관련의 기본 틀 을 제시하고 있다 즉 표준특허의 시장가치를 ( )’ . , 由上至下法的基本分析路径
분석함에 있어서 당해 표준특허가 관련된 전체표준특허에서 차지하는 비례값 및 , ( ) 比值
전체 관련 표준특허의 실시료를 산정해야 한다 그 비례치를 산정하기 위해표준특허권자 . 
또는 실시권자는 당해 특허가 전체 관련 표준특허에서 차지하는 수량비중 또는 ( ) 数量占比
기여도 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있다 전체 관련 표준특허의 실시료 산정은 관련 ( ) . 贡献程度
산업 참여자가 확약한 누적실시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어서 제 조에서는 하향식 접근법. 24 ‘
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를 규정하고 있는바 표준특허의 사장가( ) , 由上至下法的考量因素
치에 근거하여 실시료를 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와 . ①
이익에서 당해 특허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기여도에는 기술표준으로 . , 
채택되어 발생한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표준에 대한 당해 표주특허의 기여도. , ②
표준제정 전에 당해 특허기술이 기타의 대체기술보다 우세 한 점 당해 표준특허( ) , 优势③ ④
를 이용한 제품실시권자이 지불한 전체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그리고 기타의 관련 ( ) , , ⑤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418)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Supp. 1116 (S.D.N.Y.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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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에 적용해오던 요소를 표준특허에도 그대로 적용하Georgia-Pacific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년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의 . 2012

판사는 사건Robart Microsoft v. Motorola 419)에서 요소Georgia-Pacific 
에 대해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수정된 요소의 내용과 그것. Georgia-Pacific 
에 대한 분석 평가는 아래의 표 표 와 같다, ([ -3]) . Ⅳ

419)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2012 WL 5993292 (W.D.Wash.2013).
420) 이 부분 분석내용은 해당 판결문의 내용 이외에  Kassandra Maldonado, “B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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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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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된 요소에 대한 평가. Georgia-Pacific
 사건에서 요소를 실시료 Microsoft v. Motorola Georgia-Pacific FRAND
의 산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이후의 후속 판결은 대개 두 갈래의 태도로 
나뉜다 사건에서는 그것을 인용하되 나름의 수정을 가하. In re Innovatio 
였고 사건과 같이 그것의 적용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Apple v. Motorola . 

사건에서 판사는 수정된 요소In re Innovatio Holderman Georgia-Pacific
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가상적인 협상의 방식으로 , 

실시료를 산정하였지만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는데 표준의 이용에 FRAND , 
필수적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실시료 금액의 삭

RAND Reaching For Reasonable: Microsoft v. Motorola And Standard-Essential 
Patent Litigation”,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및 , Vol. 29, 2014. pp.444 
Merritt J. Hasbrouck, “Protecting the Gates of Reasonable Royalty: A Damages 
Framework for Patent Infringement Cases”, THE JOHNIMARSHALL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의 내용 참조, Vol. 11, 2011. pp.200 . 

42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 2013 WL 2111217, at *18. 
(W.D.Wash. Apr.25, 2013).

422) 판사는 이를 수정함에 표준특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 Robart
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 요소가 그것이다. , , , .  ② ③ ⑦ ⑭

423) Ibid. 
424) Ibid.
425) Ibid.
426) Ibid. at *19.
427) Ibid.
428) Ibid.
429)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10-cv-01823-ORD, 013 WL 2111217, 

*39. (W.D. Wash. Apr.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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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조정을 거부했다.430) 사건에서 판사는 수정 Apple v. Motorola Posner
된 요소의 적용을 거부한 바 그 이유는 요소들에 존재하는 Georgia-Pacific , 
모호성으로 인해 법관이나 배심이 진정으로 가지 이상의 많은 요소를 비, 15
교 검토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431)432)

판사가 지적한 것에 비추어 요소는 모든 사안에   Posner , Georgia-Pacific
항상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강제적 체크리스트로 방. , 
치하는 것은 위험하며 공정치 못한 기준으로 각 요소의 중요성을 판단함으
로써 악용될 수 있다.433) 그 요소들의 추상성은 실시료 기초에 대한 직접적 
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즉 제 요소에서 중복적으로 강조. , ⑥⑧⑬
되는 바와 같이 표준특허 자체의 가치와 그것이 기술표준으로 채택되어 발
생한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실시료 기초에 대한 , 
요소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상세하게는 또는 . , EMVR SSPPU
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정된 요소는 판사가 실시료를 산정  Georgia-Pacific FRAND

함에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
다.434)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중복되고 모순되는 435) 점도 있기 때문에 , 
실시료의 산정을 더욱 복잡한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 , 
정된 요소는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일 것이고 강제된 체크리Georgia-Pacific , 
스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사처럼 , Holderman
유연하게 수정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30)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2013 WL 5593609 at *5 (N.D. 
Ill. Oct. 3, 2013). 

431) Apple Inc. v. Motorola Inc., 869 F.Supp.2d 901, 911 (N.D. Ill. 2012). 
432) 이문지 전게논문 주 면 참조 , ( 329), 479-481 .
433) 이문지 전게논문 주 면 , ( 329), 482 . 
434) 사실에 입각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시료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마땅한 많은 요 

소가 요소에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예컨대 제 요소는 실시료Georgia-Pacific . , ③
를 산정할 때 중요시되는 전형적인 요소이다 이문지 전게논문 주 면. , ( 329), 482 .  

435) 예컨대 제 요소와 제 요소가 상충하는데 제 요소에서는 기술표준으 , , , , , ⑩ ⑪ ⑥ ⑧ ⑥ ⑧
로 인한 가치와 특허 자체의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 요소에서는 , , ⑩ ⑪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는 이들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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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실시료 산정 관련 중 미 판결례 비교3 FRAND ·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실시료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 기초관FRAND
련 의 논쟁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의 적용을 선호하고 EMVR/SSPPU , SSPPU
있으며 실시료율의 산정에서는 상향식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의 논쟁이 있, /
으나 주요국의 판결례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하향식 접근법을 택하는 경, 
우가 많다 제 절에서는 고찰의 범위를 조금 좁혀 미국과 중국법원의 . 3

실시료 산정에 관한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비교대상 판결FRAND . 
은 미국의 사건과 중국의 사건으로 Microsoft v. Motorola Huawei v. IDC 
한다 그 이유는 사건에서는 실시료의 산정. Microsoft v. Motorola FRAND
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 Huawei v. 
판결은 중국 법원이 심리한 최초의 확약 표준특허 분쟁이라는 IDC FRAND

점과 아직까지도 선례로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판결례를 비
교한다. 

사건1. Microsoft v. Motorola
년 월 는   2010 11 Microsoft Motorola436)의 두 가지 청약이 실시료FRAND

로437) 실시허락 해야 하는 계약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워싱턴 서부지방 
법원에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Motorola .438) 년 월 가  2010 10 Motorola

에게 발송한 청약에는 표준과 표준에 대한 실Microsoft H.264 802.11 FRAND
시료율을 부품이 아닌 최종완제품의 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2.25% . 

가 와 의 표준규격에 대한 표준특허를 상호실시허락할 Microsoft H.264 802.11
것을 요구하였다. 

436) 는 화상부호화 기술에 관한 의 및 무선 에 관한 의  Motorola ITU H.264 LAN IEEE
표준규격에 대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표준화기구에 확802.11 , FRAND

약을 한 상태이다. 
437) 여기서의 실시료는 고정실시료가 아닌 경상실시료이다 .  
438)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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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계의 재판을 설정하였고 우선 년 월에는 판사재판  2 , 2012 11
에 따라 실시료율의 범위를 결정하고 년 월에는 (bench trial) FRAND 2013 4

실시료율을 산정하였다 다음은 배심원재판 을 통해 의 . (jury trial) Motorola
계약위반 여부는 판단하였다 법원은 가 부담해야 하는 실시료율. Microsoft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는데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 Motorola H.264
특허에 대한  실시료율을 센트 그 범위는 FRAND 0.555 /unit, 0.555-16.389
센트 로 정하였고/unit 439) 표준에 대한 실시료율은 센, 802.11 FRAND 3.471
트 그 범위는 센트 센트 로 정하였다/unit, 0.8 -19.5 /unit .440)441) 

법원이 설시한 논리구조와 기본원칙 (1) 

가 논리구조 . 
이 사건에서는 실시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논리구  FRAND 6

조를 설시하였다.442)     

439) 이는 표준특허를 상용한 제품 제품과 제품에 적용되며 해당 표 H.264 Windows Xbox , 
준을 사용한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최저값인 센트 를 적용한다0.555 /unit . 

440) 이는 표준특허에 해당하는 제품 즉 에 적용하고 기타제품에 대해서는 최 802.11 , Xbox
저값인 센트 를 적용한다0.8 /unit . 

441)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8.
442)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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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원칙  . 
법원은 확약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없이 그것의 위반여부를 판단  FRAND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표준화기구인 와 가 조건에 대. , ITU IEEE FRAND
한 명확한 해석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들이 , FRAND
확약의 의미에 대해 각자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전문
가의 의견443) 그리고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정책 등과 같은 요소들은 고 
려하여 확약의 목적은 기술표준이 널리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 FRAND
점 특허위협 및 실시료 과적의 방지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444) 그리 
고 이러한 확약의 목적에 비추어 실시료율의 산정 관련 가FRAND FRAND 5
지의 기본원칙 을 제시하였다 실시료의 산정은 (basic principles) . FRAND①
기술표준이 널리 실시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표준제정기구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제시된 실시료가 확약에 부합되는지의 여. FRAND FRAND②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하는 바 특허위협으, , 
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확약이 추구하는 목표다 같. FRAND . ③
은 맥락에서 실시료과적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제정기구의 목적, . ④
은 기술의 채택으로부터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 
표준특허권자가 합리적 실시료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이용가치가 있는 표준, 
을 설정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 ⑤
그 특허의 가치내로 제한해야 하는바 그 이익을 표준으로 인한 가치에까지 , 
확대시킬 수는 없다.445)

  

443) 년 월 일부터 일 까지 판사재판 기간 동안 명의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2012 11 12 30 18 .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7,8.

444)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pragraph51-69
445) 이 사건 전문가 중 박사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 Schmalensee 

다. “to some ill-defined measure [of] return on the value of the [patented] 
property, but you are not entitled to thein cremental value that you 

전게판결문get because you are part of the standard.” Microsoft v. Motorola, , 
*25(paragrap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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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율의 산정에서 참고한 사항들 (2) FRAND

가 기존의 실시계약에서 산정한 실시료율 . 
는 과 회사를 인수하면서 체결하였던 실시계약  Motorola Symbol Terabeam

을 이 사건의 실시료 산정에 비교 가능한 실시계약으로서 참고할 것을 요구하였
다 년 은 표준에서의 표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의 표준특. 2006 Symbol 802.11 3
허를 회(U.S. Patent Nos. 5,029,183; 5,479,441; and 6,473,449.) Terabeam
사에게 실시허락 해주었고 이 가지 특허는 가 에게 보낸 , 3 Motorola Microsoft
청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와의 실시계약은 . Symbol
참고할 만한 가치가 매우 낮고 회사와 체결한 실시계약은 이 사건의 , Terabeam

실시료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 참고사항에서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FRAND . 
해당 특허 중 개의 표준특허는 2 (U.S. Patent Nos. 5,029,183; 5,479,441.) ①
년 월 가 에게 가격표를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한이 2010 10 Motorola Microsoft

만료된 것이고 나머지 개의 표준특허는 , 2 (U.S. Patent Nos. 6,473,449.) 802.11
표준의 데이터변조 와 직접확산변조 에 기여하는 바(data modulation) (DSSS)
가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당해 실시계약은 명목상 경상실시료를 약정하고 ②
있지만 사실상 분기별 고정실시료의 방식으로 실시료를 지불해왔기 때문에, , 
이와 같이 지불한 실시료 총액은 이 사건의 실시료를 훨씬 초과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나 특허풀에서 산정한 실시료율 . 
법원은 가 제시한 특허풀  Microsoft MPEG LA H.264 446)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으로서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특허풀에 . , MPEG LA H.264 

446) 특허풀은 년 월에 결성되었고 이는 표준이 최종적으로  MPEG LA H.264 2003 6 , H. 264
확정되고 곧바로 결성된 것이다 특허풀에 대해서는 . MPEG LA H.264 Motorola, MS 
모두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만 참여하였고 는 해Microsoft Motorola
당 특허를 양도하여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특허풀에는 미국 건 세계 . SEP 275 ,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점에 미루어 보아 표준SEP 2,400 , IT
의 광범위한 채택 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다FRAND . 
Ibid. at *151(paragraph 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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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표준의 표준특허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시료가 참고의 대상H.264
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 증인 는 특허풀을 . Matthew Lynde MPEG LA H.264 
참고하여 가지의 실시료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와 유사한 규3 . Motorola①
모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특허풀 멤버가 받은 실시료 와 , Motorola H.264 ② 
표준의 다른 특허권자가 모두 현재의 특허풀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금SEP 
액 와 표준의 다른 표준특허권자가 모두 현재의 특허풀에 , Motorola H.264③
참여하고 실시료율을 인상한 금액에 비추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산10% 
정하였다.447) 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번째 방법이 의 상황에 가장 근 FRAND
접하고448) 이에 따라 가 측에 제품 대당 센트를  Microsoft Motorola 1 0.185
지불하야 하며 특허풀에 참여로 인한 가치를 반영 조정해보면 센트, 0.555

가 되는데 이를 표준의 실시료 범위의 /unit(0.185+2×0.185) , H.264 FRAND 
최저값으로 한 것이다.449) 
이 사건 법원은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 Motorola 802.11
료를 산정함에는 특허풀의 실시료 컨설Via Licensing 802.11 , InteCap 
팅 회사가 제시한 특허실시권 가치분석모델 비교가능실시계약을 바탕으로 , 
산정하였다.450) 

447) Ibid. at *168(paragraph 519).
448) 법원은 특허풀이 결성될 때 이루고자하던 균형 즉 한편으로 높은 가 MPEG LA H.264 , 

격의 설정으로 특정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낮은 실시료를 설정하여 실시권자로 하여금 대체기술을 모색하지 않고 표준의 H.264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은 의무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았는데 즉 표준제정구, FRAND , , 
가 선진기술을 포함한 가치 있는 표준을 제정하려는 것과 기술표준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전게판결문. , *165(paragraph. 510). 

449) Ibid. at *171(paragraph 526).
450) Ibid. at *184(paragraph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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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 Huawei v. IDC 451) 
  
  이 사건 원고 와 피고 는 에 가입해 있었고 에서 보 Huawei IDC ETSI , IDC
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는 중국 통신영역의 이동단말기 와 기초시설( )移动终端
관련 표준기술에 포함되어있었으므로 가 통신제품을 생산함에는 , Huawei
의 표준특허를 사용해야 했다 양 당사자는 무선통신 표준특허에 대IDC . 3G 

한 실시료 협상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그. 
러한  협상은 가 미국 델라웨어주연방법원에 를 상대로 특허침IDC Huawei
해소송을 제기하여 에게 예비적 금지명령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Huawei
줄 것을 청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동시에 는 표준특허. IDC 2G, 3G, 4G 
를 포함한 의 모든 특허에 대하여 전 세계적 범위 내에 비배타적인 유상IDC
의 실시허락으로 에게 실시허락해주는 조건으로 및 그 계열Huawei Huawei 
회사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상호라이선스를 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IDC
을 요구하였으나 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는 가 자신, Huawei , IDC Huawei
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 수입배제명령과 판매금지령을 ITC
발동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년 월 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 2011 12 Huawei
제기하여 가 보유하고 중국 표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표준특허에 대해 IDC

조건으로 실시료율과 그 범위를 산정해줄 것을 청구하였다FRAND . 
심법원은 가 에게 표준특허를 실시허락해줄 것을 판결하였  1 IDC Huawei

고 실시료율의 산정은 관련 제품의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되, , 0.019%
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 IDC , 
고하였으며 항고법원에서는 원심법원에서 산정한 실시료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451) (2013) 305 . 广东省最高人民法院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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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설시한 논리구조와 실시료에 대한 이해 (1) FRAND

가 논리구조 .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의 논리구조를 설  1 9

시하였다. 

     
나 중국 법원의 실시료에 대한 이해 . FRAND

선의적 실시권자에 대한 보호 ① 
이 사건 법원은 합리적 실시료를 지불하고 실시허락을 받고자하는 선의  

적인 실시권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절할 . 
경우 실시권자는 관련 시장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고 이는 기술표준에 , 
대한 신뢰에 기초한 투자의 안정을 해하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과 기술

452) 미국통신산업협회  TIA: 

业
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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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내재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사자 이익의 균형② 
확약에 따라 당사자의 이익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특허권자  FRAND , 

로 하여금 기술혁신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표준
특허권자가 표준에 채택됨으로써 발생한 우세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액의 
실시료나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에 대한 이해 , ③ 
조건의 실시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비차별적인 실시  FRAND , 

료의 산정이고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이란 실시료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 
것과 비교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의미가 포함된다 합리적 . 
실시료의 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시료의 . a.
상한선을 결정함에는 당해 특허를 실시하거나 유사 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익과 실시권자의 관련 제품 판매이윤이나 판매수입에서 그러한 이익이 
차지하는 비례를 고려해야 한다 최종의 이윤은 기술 자본 등과 같은 요. , 
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료는 제품의 전부가 아닌 일부
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제품에서 자신의 . , 
특허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만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의 기여. b.
는 혁신을 이룬 기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에 채택됨으로써 발생한 
그 이상의 이익은 고려될 수 없다 실시료의 상한선은 기술표준에서 표. c.
준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유효한 특허만을 고려할 수 있고 비, 
표준특허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특. d. 
허실시료는 제품 이윤의 일정한 비례범위를 벗어 날 수 없고 특허권자 사, 
이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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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율의 산정에서 참고한 사항들(2) FRAND

가 와 의 실시계약 . IDC Apple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년 월 IDC , 2007 9 6
일 와 은 전 세계적 범위 내에서 양도불가 비독점적 고정적 실시IDC Apple , , 
료의 특허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2007 6 19 7
이다 여기서 이 지불해야 하는 실시료는 분기별 만 달러이고 총. Apple 200 , 
액은 만 달러이다 전문마케팅 연구기관인 의 5600 .   STRATEGY ANALYTICS
세계휴대폰시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년부터 년 의 휴대폰 , 2007 2012 Apple
판매총액은 억 달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이 지불한 1916.92 . IDC Apple
실시료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은 여전히 제품. , Apple
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부터 년까지도 판매수입이 있, 2013 2014
었고 의 기존 판매데이터 및 의 계산에 따라 년부터 , Apple Huawei , 2007

년 사이 의 판매수입은 적어도 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고2014 Apple 3000 , 
이를 바탕으로 가 로부터 받은 특허 실시료율은 가량 될 IDC Apple 0.0187%
것이다. 

나 와 의 실시계약. IDC Samsung 453) 
의 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년 와 은 년   IDC 2010 , 2009 IDC Samsung ‘2009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였고 에게 비독점적으로 전 Samsung PLA’ , Samsung
세계 범위 내에서 표준에 대한 단말기설비 및 기초시설에 대한 고정적 2G, 3G
실시료를 받기로 하였고 그 총액은 억 달러이며 실시허락의 기간은 년까4 , 2012
지이다 전문마케팅 연구기관인 에 따르면 년.   STRATEGY ANALYTICS , 2007
에서 년 사이 의 판매액은 각각 억 달러 억 달러2011 Samsung 242.13 , 262.22 ,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이고274.78 , 330.34 , 451.94 , STRATEGY ANALYTICS

453) 와 간의 실시계약은 와 간의 실시계약은 다소 다른 상황에서  IDC Samsung IDC Apple
체결되었는데 와 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와 , IDC Apple , IDC

의 경우 가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Samsung , IDC Samsung
다.   



- 149 -

는 의 년 판매액은 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측했다Samsung 2012 536.10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 으로부터 요구한 실시료율은 IDC Samsung 0.19%
일 것이다.  

다 무선통식영역에서 표준특허 관련 거래 . 
이 사건에서 와 모두 무신통신 영역에서 표준특허 관련 거래   Huawei IDC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예컨대 는 최종완제품 판매가격. , ZTE
에 대한 의 실시료로 관련의 표준특허를 실시해주고 있다는 점과 현1% LTE
재 가 요구하고 있는 평균 실시료율은 라는 점에 제시되었다 그리LTE 2.1% . 
고 의 이동통신 담당 인 의 말도 제시되었는데 지식Nokia CTO Yrjö Neuvo “
재산권정책은 의 누적 실시료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음WCDMA
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국의 최근발전을 보아 누적실시료는 우리가 예정한 . , , 
보다 더 낮게 산정될 것이다 이는 이를 운영하고 제조하고 개방하는 5% . , , 

자로 하여금 마음껏 표준에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는 것이다 그리WCDMA .” . 
고 무선통신영역의 표준특허는 수가 막대하고 통상적인 상업거래에 비추어 , 
볼 때 누적실시료율은 이하로 산정되어야 하고 실시료 과적의 방지를 고5% , 
려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가 요구한 실시료는 실시료 과적을 초래할 위IDC
험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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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사건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법원은 매우 정교한   Microsoft v. Motorola , 

실시료 계산 방법을 설정해두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설. 
시한 논리구조는 명료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즉 방법 원, , 
칙 참고할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 . , Georgia- 

요소를 실시료의 산정에 부합되게끔 수정한 것은 각 국 법원Pacific FRAND
에 시사를 줌이 상당한 바 새로운 방법을 설시하는 것보다 기존의 방법을 수, 
정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요소들의 문제점은 별론FRAND (
으로 하고 아울러 확약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비추어 ). , FRAND

실시료의 산정에서 견지되어야 하는 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FRAND 5 , 
그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는 논리를 구성
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가 . ,  Motorola
보유하고 있는 매개의 표준특허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의 기술표준 및 , 

에 기여한 바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의 핵심 Microsoft . 
경쟁력은 특허기술의 가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술표준과 제품에 대한 기, 
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과 같이 기존에 체결하였던 실시, Huawei v. IDC
계약만을 참고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사건은 FRAND . 
특허풀을 통한 실시료의 산정 방법 비교 가능한 실시허락 계약의 참고 제, , 3
자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출된 데이터 등을 고려한 가상적 협상과 함께 당사
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산정 수식을 증명하고 판단하여 실시료를 FRAND
산정했다는 점은 시사를 줌이 상당하다. 

사건에서 참고한 계약은 세계적 범위 내에서 고정적실시료  Huawei v. IDC , 
로서 체결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준특허는 중국국내표준. , 
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어서 다르다 아울러 비교대상으로서의 와 , . , IDC

간에 체결한 계약이 조건에 부합되는지부터 판단해Apple, Samsung FRAND
야 했었으나 이 사건은 앞서 조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으면서, FRAND
도 참고 가능한 실시계약을 판단함에는 조건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 FRAND
음으로 논리적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에, . , Huawei v.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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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고한 와 간에 체결한 계약이 참고 가능한 것인지가 IDC Apple, Samsung
회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과 대비해보면 이 사. Microsoft v. Motorola , 
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실시료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고 법원FRAND , 
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제시한 방법 모두 , 
참고하여 실시료의 산정에 부합되는 방법을 설시하였다FRAND . 
기여도의 판단에 있어서 우선 두 사건 모두 표준으로 선정됨으로써 발생  , , 

한 가치는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건의 , Huawei v. IDC
경우 특허권자의 기여는 혁신을 이룬 기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에 채“
택됨으로써 발생한 그 이상을 이익은 고려될 수 없다 와  실시료의 상한선은 ” “
기술표준에서 표준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유효한 특허만을 고려
할 수 있고 비표준특허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이다 라는 실시료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FRAND , Microsoft v. 

사건의 경우 경제학적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Motorola “
그 특허의 가치내로 제한해야 하는 바 그 이익을 표준으로 인한 가치에 까지 , 
확대시킬 수 없다 라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건에서 ” . Huawei v. IDC IDC
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의 수와 질 그리고 실시허락에 따른 수입상황과 
의 비표준특허가 중국 지식재산권국의 특허재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를 선IDC

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의 특허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어, IDC Huawei
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에는 이들 고려사항을 형식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
고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건의 , . Microsoft v. Motorola
경우 가 보유한 및 표준특허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Motorola H.264 802.11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설립과정 또한 고려하여 매개의 표준특허가 제, , 
품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여 실시료율과 그 범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사건에서 고려된 가지 요소는   , Huawei v. IDC 4 Microsoft v. 

사건과 사건의 요소와 유사Motorola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한 측면이 있다. 

454)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MDL Docket No.2302, Case No. 11 C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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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U.S. Dist. LEXIS 144061, at *162-164(N.D. .Sept.27,2013).  Ⅲ
455)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43-44
456)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25.
457) Microsoft v. Motorola, Ibid. at *41.

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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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확약과 침해금지청구권   5 FRAND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은 지속적인 특허침해로부터 특  
허권자를 구제해준다 그렇지만 그 파급효과는 전체의 시장으로 이어지기 . 
때문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래에도 특허법에서는 침. 
해금지청구권에 대한 제한을 설시해두고 있다 표준특허에 있어서 이 문제. 
는 더욱 부각된다 그 이유는 표준특허권자가가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여 . 
실시권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특허위협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 함께 확약의 공적 성격이 더해짐으로써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FRAND
지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명백해진다 미국을 대표로 영미. 
법계 국가에서는 형평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을 , 
대표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점금지법적 항변에 기한 제한 그리고 중국, 
에서는 경쟁법적 요소를 고려한 제한을 비롯한 당사자 과실존부를 검토하
여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 절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의 침해금  1「

지청구권 에서는 영미법계 대륙법계 그리고 중국법상 침해금지청구권에 , 」
대해 비교분석하며 그것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및 원리를 확인한다 제. 2「
절 확약이 침해금지청구건궈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제 절의 결론FRAND 1」
에 이어 확약의 법적 성격 특히 공적 성격으로서의 경쟁법적 의미FRAND , 
를 기반으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 내
지 그 근거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절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여부. 3「
에 관한 재판실무 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및 중국 법원의 판결례들을 검, , 」
토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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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의 침해금지청구권1

사법구제 수단으로서의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각 국의 규정이나 개념  
정리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법원의 권능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라는 목적과 방식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는 금지청. , 
구권의 행사를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사용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 .458) 침해 
금지청구권은 물권의 배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또
는 전용실시권의 배타성으로부터 나오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부수, 
하는 것이므로 독립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459) 
침해금지명령은 영미법계의 형평법적 원리를 기반  460)으로 발전되어 왔

다.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국가는 법원이 침해금지청구의 여부나 
내용에 대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중국. 
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 관련 침해정지당연론 이 원칙적‘ ( )’停止侵权当然论

458) Jorge L. Contreras, Op. cit., Supra note 3, pp.5.
459) 김주형 특허권등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재판자료 집 법원도서관 면 , “ ”, 56 , , 1992, 336 . 
460) 세기 영국에서 형성된 보통법체계에는 두 가지 유형의 법원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사 14 , 

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보통법법원 및 청원에 따라 국왕정의(courts of law) ‘ (king'
를 집행하는 형평법원 또는 대법관 법원 이 있었다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이 s justice )’ ( ) . 

병존하는 상황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관할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특, 
히 판결이 상호 충돌되고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다 형평법원이 점차 보충적 관할의 역. 
할로 바뀌면서 그러한 충돌이 다소 해결되었다 세기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보통법과 . 18
형평법이 병존하는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헌법 제정자인 알렉산더 해밀턴, (Alexa

및 반연방당원 은 대법관 과 대법관법원 에 광범위nder Hamilton) (Anti-Federalist) ‘ ’ ‘ ’
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미국 형평법상 관할범위. 
는 보통법을 통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사항으로 국한되었다 이러한 보. 
충적 관할권은 헌법 규정과 더욱 잘 합치되는 보통법원의 관할범위가 형법법원으로부터 
대체될 수 없음을 확보해주었다 즉 보통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권리의 경. , 
우 보통법적 구제로서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평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세기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정부는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이 병행하는 제. 19
도를 폐지하였고 법원체계를 통일하여 보통법을 비롯한 형평법적 소송청구를 받도록 , 
하였다.  Jorge L. Contreras,  “Injunctive Relief in U.S. Patent Cases”, Universit
y of Utah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No. 183, 201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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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침해불정지론, ‘ ( )’侵权不停止论
도 판례에 의해 축적되고 있다. 
 아울러 양 법계와 중국법상  , 침해금지제도의 검토에 앞서 우선 그 용어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양 법계의 침해금지제도를 .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즉 독일법상 침해. , 
금지청구권을 의미하고 있는 부작위청구권(Unterlassungsanspruch)461)

과 영미법상의 금지명령 특히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과 )
동일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번역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나 금지명령을 ,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양 법계의 침해금지청구권이 유사한 측면. 462)이 많
지만 유사한 것이 곧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구별할 , 
필요가 있겠고 올바른 용어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463) 이  

461) 사전적으로 은 불이행 부작위를 의미하고 청구권을 의미한 Unterlassung , , Anspruch 
다 독일 민법전 제 조에서는 소유권이 점유이탈 또는 점유억류 이외의 방법으. 1004 “① 
로 방해를 받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 
으로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 ② 
수인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 항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라고 방해배재청구권과 부작1 .”
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양창수 전게서 면. , , 750-751 . 
참조 함 이 규정의 방해배제청구권과 부작위청구권은 침해금지청구권으로 정리된다. . 
이에 관해서는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법학 제 권 면에 상, “ ”, , 33 , 2011, 271
세한 논의가 있음.    

462) 양 법계의 침해금지청구는 그 목적상 동일하다 협정 제 조에서는  . TRIPs 44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 party to desist from an 

라고 침해금지명령 제도를 설시하고 있다 협정에서infringement... ...” (Injunction) . TRIPs
는 당해 제도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바 상이한 법계에 따라 각 국가에서의 집행조치, 
의 규칙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세부적 규칙을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결과지향적 규칙 을 제안한. ‘ (Result0oriented rules)
바 당해 제도의 목적만을 규정하고예컨대 권리침해의 제지 관련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 ) 
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법계를 막론하고 당해 제도는 권리침해의 제지를 목적으로 .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UNCTAD-ICTSD,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463) 의 지식재산권 집행 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신재산권집행에 관한  EU (enforcement) EU「
지침 제 조에서는 (Directive 2004/48/EC on the Enforcement of IPRs, IPRED) 11 ‘Inju-」 

라고 침해금지명령영구적 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독일어본에서는 nctions’ ( ) , 
이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Gerichtliche Anordnungen’ . ‘Gerichtliche Anordn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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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반적 의미에서의 침해금지제도는 
침해금지청구 권 로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의미에서의 그것은 각각 침해( ) , ( )
금지명령 및 침해금지청구권이라 부른다 아울러 중국법적 의미에서는 중. 
국법상 고유용어인 침해정지청구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停止侵权请求权
다. 

양 법계와 중국법상 침해금지청구권 일반1. 

영미법계의 금지명령 (1) 
영  미법계 국가에서 금지명령의 발령은 형평법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보통법상의 금전배상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동시. 
에 일정한 요건에 충족 될 경우 정의 공평 및 공정에 기한 형평법상의 금, 
지명령에 따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인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

제 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금지명령은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65」 
크게 본안재판을 거쳐 제공되는 구제 조치인 한국의 금지명령에 대응하는 영
구적 금지명령 한국의 가처분에 대응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그리고 예비적 금지명령 이전의 잠정적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진 Injunction), 
잠정적 금지명령 으로 나뉜다(Temporary Restraining Order) .464) 아울러 , 
예비적 금지명령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 on 

을 요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구적 금지명령과 궁극적으로 the merits)
동일하다.465)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년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한  2006

의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명령이며 그 규정의 내용상 이는 침해금지의 명령을 의미한다‘ ’ . 
다만 독일 민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을 의미하고 있는 를 여기서는 , Unterlassungsanspruch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바 독일법상 . , 
부작위청구권과 미국법상 금지명령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464) 설민수 특허침해 구제조치로서 금지명령의 적절성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접 , “
근 저스티스 통권 호 면”, , 133 , 2012, 126-127 . 

465)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555 U. S. 7, at 32-3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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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제시된 바 있다 즉 특허eBay Inc. v. MercExchange, L.L.C. . , “①
권침해로 인해서 특허권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을 것 손해배상, ②
만으로는 특허권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회복이 불가능할 것 원고와 피고, ③
사이의 이익형량에 따른 형평법상의 구제가 필요할 것 금지명령이 공공의 , ④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의 가지 요건이 그것이다” 4 .466)467) 
영국에서도 금지명령은 법적으로 보장된 일반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이 형평에 기초해 부여하는 개별적 구제수단으로 이해되
고 있으며 고등법원법, (「 Senior Courts Act 제 조에서는 금지명령에 ) 50」 
갈음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468)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에 갈음한 손해배상 명령이 가능한 것이“ (instead of) ” 
다.469)470) 오래전부터 이러한 법리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바 있고 그 요 , 
건으로는 그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손해가 크지 아니할 것 원고의 , ① ②
손해가 실제금전으로 평가 가능할 것 과다하지 않은 금전배상으로 회복, ③
이 가능할 것 금지를 명하는 것이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 있, ④
다.471) 그렇게 정립된 요건들은 긴 시간동안 후속 판결에 영향을 주었으며  
유연하게 적용되어 왔고 특히 년의 사, , 2013 HTC Corp. v. Nokia Corp. 

466) eBay Inc. v. Mere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467) 이 판결 이전 미국 법원들은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질에 근거하여 금지명령 청구가  , 

있는 경우 별다른 검토 없이 금지명령을 인정하거나 침해가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 
없는 손해를 추정 함으로써 용이하게 금지명령(Presumption of Irreparable Harm)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김창화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지명. , “
령 판단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추정”, , 22 2 , 2013, 100國際去來法硏究 第 輯第 號
면 참조. 

468) Senior Courts Act, 1981 § 50.「 」 
469) 이는 유럽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The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중 대안적 조치들 을 규정하Property Rights (2004/48/EC)) ‘ (Alternative measures)’
고 있는 제 조의 내용과도 일치한 바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금지명령12 , , ① ②
의 발동으로 인해 침해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손해를 입게 되며 권리자가 금전적 구제, ③
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침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침해
금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470) 조영선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명령의 상대화 에 대하여 경영법률 제 권  , “ ( ) ”, , 25相對化
제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면 참조4 , , 2015, 432 . . 

471) Shelfer v. City of London Electric Lighting Co.[1895] 1 Ch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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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472)에서 재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년 영국 대법원은 . , 2014 Coventry v. 
사건Lawrence 473)에서 금전배상으로서 권리침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가

능한 이상 금지명령은 예외적으로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함과 동시에 이
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향후 하급심 법원들이 유연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
다고 하면서 금지명령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두었다.474)

대륙법계의 침해금지청구권 (2) 
영미법계의 금지명령과는 달리 대륙법계에서의 침해금지청구권은 일종  

의 권리로서 인식되어있고 법원이 침해금지청구의 여부나 내용에 대해 재, 
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음이 일반적이다.475)  
독일 특허법 제 조 제 항은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를 야기하  139 1 “「 」 

는 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된다.”476)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맥락으로 , 
보아 독일민법상 자동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물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권 및 부작위청구권 과 유사하(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다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는 특허권의 존재와 침해의 성립만 인정되면 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자동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477) 독일과 대비해보았, 
을 때 그 제한 가능성은 좀 더 열려있다 일본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해석에 .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 청구권의 내용에는 현존침해의 금지 외에 , 
장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도 포함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478) 일본의  

472) HTC Corp. v. Nokia Corp.[2013] EWHC Civ 3778 (Pat). 
473) Coventry v. Lawrence [2014] UKSC 13; [2014] 2 WLR 433. 
474) 조영선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 방안 연구 특허 , “ ”, 

청 면, 2015, 19 .
475) 다만 그러한 입장과 달리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를 자동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하 , , 

고 금지권의 발동 여부나 그 내용은 당사자 간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
으로 결정됨이 상당하다는 대립된 주장이 나타난 바 있다 조영선 전게보고서 면. , , 16 . 

476) Section 139(1)of German Patent Act(Patentgesetz)
477) 조영선 전게보고서 면 참조 , , 17 . .  
478) , 1 ( ): 特許法 平成三十年 第百条 差止請求権 特許権者又 専用実施権者 自己は は の「 」 、

特許権又 専用実施権 侵害 者又 侵害 者 対 侵害 停は を する は するおそれがある に し その の、
이외에 실용신안법 제 조 디자인보호법 제27 , 37止又 予防 請求は を 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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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에는 방해배제청구권 예비적 침해청구권 침해물 폐기청구권이 , , 
포함된다.479) 덧붙여 이론적 통설은 금지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은 객관적으로 특허침해행위가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480) 
그리고 청구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가능성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 없지만 법원이 그러한 재량여부를 발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 
있음이 일반적이다.481)482) 한국의 경우 특허법 제 조 126「 」 483)에서 침해의 정지 “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필수적”
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실무는 관행적으로 금지청구사건에. 
서 침해가 인정되면 으레 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다.484) 침해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침해사실만을 예방청구의 경우에는 침해의 객관적 우려만이 인정되면 족하고, , 
고의나 과실 및 손해액은 다투지 아니한다.485)

조 상표법 제 조 저작권법 제 조 등에서도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36 , 112 . 
479) 이러한 관계를 잘 밝힌 판결례로는  5.9.29 5東京地判平成 特許管理別冊 判例集平成 年

667 [ ] 6.1.27 5 ( )3844 [頁 仮処分異議申立 東京高判平成 平成 年 号 同控シメチジン ネⅡ ，
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판례에서는 페기청구권 제거청구권은 침해행위를 방지하] . “ , 訴審

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 제 조 제 항의 금지청구권과 예비적금지청구권의 행100 1
사에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 
없고 또 그러한 권리의 행사도 예비적 침해가 매우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고 .”
판시하였다. 

480) , 田村善之 ( 5 ), , 2010, 311 .知的財産法 第 版 有斐閣 第 頁
481) 조영선 전게보고서 면 , , 10 .
482) 금지청구의 인정은 권리의 종류 목적물 피해자의 손해 및 금지청구의 인정으로 인 , , 

해 권리침해자에게 발생하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다 이에 . 
관한 논의는 / , “奈須野太 伊達智子 時代 知的財産制度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 の ソフ（

면 참조할 것IP ”, Law & Technology 45 , , 2009, 42-49 . 提言 号 民事法研究会ト の）
483) 한국 특허법 제 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128 : 「 」 ①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1② 

물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 의 ( )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 , 
수 있다. 

484)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면 , 2.0, , 2018, 421 .  
485) 홍봉규 지적재산권법 개론 제 판 면 , ( 2 ), 2019,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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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침해정지청구권      (3) 
중국법상 침해정지청구권은 민법총칙 제 조  179「 」 486)에서 민사책임으로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 조의 , 195 1487)에서는 침해정지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88) 중국 특허법 제 60「 」 
조489)에서 법원이나 행정부서는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침해자에게 즉시의 침해정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침해책임법 제 조15「 」 490)에서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규정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과 침해정지가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병행하여 , , 

486) 민법총칙 제 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주요방식은 다음으로 한다 침해금지  179 : . (1)「 」 ①
방해배제 위험예방 재산반환 원상회복 수리 재제작 대체교환 계속이(2) (3) (4) (5) (6) , , (7)

행 손해배상 위약금의 지불 영향제거 명예회복 사죄 사과 표시 법률(8) (9) (10) , (11) , ②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한 민. ③
사책임의 부담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 

487) 민법총칙 제 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은 다음의 각 호 196 1: 「 」 
와 같다 침해금지 방해배제 위험예방의 청구. 1. , , .

488) 리양교수는 중국 민법총칙 어디에도 침해정지를 지식재산권침해에 따른 필연적 결과 
로 규정한바 없다고 보고 있다 민법총칙 이전에 실시된 민법통칙 제 조에. 2009 118「 ， 」 
서는 지식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민 법인의 저작권 판, “ , (
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의 과학기술성과권이 표절 임의적 ), , , , , 
수정 위조 등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의 정지 영향의 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 , , , 
권리가 있다 는 내용이다 즉 권리자의 침해정지청구권에 대해 규정한 것이지 지식.” . , , 
재산권침해에 꼭 침해정지책임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관한 상. 
세한 논의는 / , “ ”, , 2012 6 , 李扬 许清 知识产权人停止侵权请求权的限制 法学家 年第 期

참조할 것81-83 . .   頁
489) 특허법 제 조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 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 60 : , 「 」 

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 
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
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 .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시 정, 
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내, 15
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 「 」
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 
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
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 」
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90) 권리침해책임법 제 조 주  15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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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볼만 하다 그렇지만 손해배상과 침해금. , 
지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미국 금지명령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으로 보통법원과 형. 
평법원의 이원화 구조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경우 보통법상 , 
구제수단에 해당되고 금지명령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에 해당되는 바 금지, 
명령은 보통법상의 금전배상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에야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 「 」
그것을 병행하여 적용할 경우 피고는 충분한 금전배상을 하였음에도 침해, 
정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고로 하여금 과, 
도한 권리침해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법해석에서는 소멸시효를 넘긴 제소라고 하더라도 제소 시 침해행위  

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 당해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의 , 
침해행위에 대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491)와 국가 및 공공의 이
익 등과 같은 특수한 예외적 요소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권리침해자는 , 
침해정지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특허침해책임을 부담하는 기본방식이, 
라는 태도가 있다.492) 
침해정지 관련 학설상 논의와 재판실무의 태도는 침해정지당연론  ‘ (停止

과 침해불정지론 으로 나뉜다 소위 침해금지)’ ‘ ( )’ . 侵权当然论 侵权不停止论
당연론이란 침해행위성립 즉시 침해정지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고, 
침해불정지론이란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침해정지를 판결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침해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 , 

491) 특허분쟁규정 제 조 특허권침해의 소멸시효는 년이며 특허권자 , [2001]21 23 : 2法释 号「 」 
나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를 알거나 알아야 할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권리자가 년. 2
을 초과하여 제소하였으나 제소 시 침해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면 인민법원, , 
은 당해 특허권이 유효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침해행위 정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권리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 년 전으로 , 2
소급하여 기산 한다( ) . 向前推算

492) 특허분쟁해석 제 조 피고의 특허권 침해가 구성됨과 동시에 권 , [2016]1 26 : 法释 号「 Ⅱ 」 
리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정지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러한 청구를 인용해야 한, 
다 다만 인민법원은 국가의 이익 및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피청구행위의 . 
정지를 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용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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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유사하게 손해배상으로서 침해정지를 갈음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 , 
국법에서는 침해정지당연론이 통설이고 침해불정지론은 판결례의 축적에 , 
의해 정립되어왔다.493) 년 최고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지가 당사자  2009
이익의 불균형을 초래할 여지가 있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여지 사, , 
실상 집행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침해정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침해불정지론을 정면으로 인정한 바 있다.494) 
침해정지 관련 재판실무상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가지로 정리된다  4 .
침해행위 성립 즉시 침해정지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인데 권리자의 특  , ①

허가 유효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당해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하고 허락 없이 특허기술을 실시하는 것은 ,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한 바 침해
정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495)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침해정지를 판결하 ②
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당사자들이 실시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93) 년 복건성고급인민법원에서 경제와 민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침해정지 2001
의 적용을 제한한 심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년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 심판결을 1 , 2008 1
그대로 인용한 바 침해정지명령이 사회의 공공이익에 크게 반하는 경우 권리자의 이익
과 사회의 이익을 감안하여 원고의 침해정지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종심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사건 심판결은 . [ ] 1 (2001)烟气脱硫专利侵权案 福建省高级人民法院 闽知初字

심판결은 년에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4 . 2 (2008) 8 . 2006第 号 最高人民法院 民三终字第 号
서 피고의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침해정지에 갈음한 손
해배상을 결정함으로써 침해정지청구권을 제한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종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심판결은 . [ ] 1 (2004)广州新白云机场幕墙专利侵权纠纷 穗中法民

심판결은 581 , 2 (2006) 391 .三初字第 号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494) 최고인민법원의 현재 경제형세 하에서 지식재산권 재판의 제문제에 관한 의견 , 最高人「

에, [2009]23民法院关于当前经济形势下知识产权审判服务大局若干问题的意见 法发 号」
서 침해불정지론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명확히 밝힌바 가령 관련 행위를 정지하는 “
것이 당사자 사이의 중대한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
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감안한 이익형량을 통해 행위의 정, 
지를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 더욱 충분한 배상이나 경제적 보상 등의 조치로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침해를 방임하였거나 권리보호에 태만하. 
였으나 침해행위정지를 청구하였을 경우 가사 그러한 행위를 정지함이 당사자사이의 , 
이익 불균형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면 신중에 기한 침해불정지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다만 법에 근거한 합리적 손해배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태도이다.” .  

495) (2013) 257 . 山东省高级人民法院 鲁民三终字第 号



- 163 -

다 침해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면 원고의 침해정지청구는 정당한 것일 .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로 하여금 침해정지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사회,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짐과 동시에 피고의 정상적인 작업질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가 침해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 
한다면 현재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바 원고, 
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원고의 권익에 대한 구제와 매립496)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료는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확정. 
하고 피고가 침해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을 거부하거나 그 협상이 이루어지
지 못할 경우 피고는 즉시 침해정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97) 침해정지 ③
책임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바 피고의 특허침해행위가 성립, 
되고 다만 이에 따른 침해정지책임의 부담이 사회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침해정지청구를 기각하고 특, 
허권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
키는 것이다.498)499) 선의적 사용 을 고려하여 침해정지책임뿐 ( )善意使用④

496) 매립 전보 의 원칙 중국 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으로 전부배상의 원칙 ( ) ( ): 填平原则
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이 원칙은 권리자가 받은 손해를 메운다는 점에서 매립의 원칙이. 
라 불린다 즉 권리자가 입게 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 , 
입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특허법 제 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 65 “
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라는 규정에 적... ...”
용된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의 산정은 침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 , 
어렵다는 점에서 그 밖의 침해자의 이익이나 정상적인 실시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배
수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 및 법정배상방법을 특허법 제 조에서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65 “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
리적으로 확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497) 이 사건 피고는 침해제품의 사용자이 (2009) 218 . 昆明市中级人民法院 昆知民初字第 号
고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았다. 

498)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연소가스탈황시스템 인 (2008) 8 . ‘ ’最高人民法院 民三终字第 号
데 피고 전력업회사 는 당해 시스템을 자신의 발전소에 설치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있( )
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침해정지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해 지. 
역의 사회공공이익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권리자 이익과 사회공공
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의 침해정지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갈음하여 피고가 
당해 기술을 실제적으로 사용한 기한을 기준으로 기계 한 세트 당 개년 만 위안1 24
을 사용료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한바 원고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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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의 경제질서, 
를 전제하고 선의적 사용자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
이다.500) 

하도록 판결을 내린바 있다.  
499)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유 (2004) 587 . ‘深圳市高级人民法院 深中法民三初字第 号判决

리외벽연결장치 인데 피고는 장치제조사 및 장치사용자인 심천항공사이다 이 사건 ’ , . 1
심법원에서는 장치제조사에 대해서는 침해정지책임을 추궁하였으나 심천항공사에 대, 
해서는 침해정지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천항공사는 그 사업성질이 매우 명. 
확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장치가 여객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당, 
해 장소도 영업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의 특허기술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는 즉시 침해행위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공항이라는 특수. 
성에 따라 심천항공사에 침해정지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사회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침해정지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건 제조사의 경우 문제된 장치를 공항.(
에 설치한 이후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소송을 청구할 시에 실제적으로 , 
그 장치를 사용한 자는 심천항공사였다 따라서 제조사에게 침해정지책임을 부담시키는 .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종심법원에서 당사자). 1 , 
들을 조정하여 협상을 도출하였다. (2005) 129广东省高级人民法院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判决
500)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방화셔터  (2011) 869 . ‘北京市高级人民法院 高民终字第 号判决

리프랙터리 파이터 복합셔터 이고 당사자는 특허권자 특허침해제품 제조사 및 사용자’ , 
가 있다 심 법원에서는 침해제품 사용자가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한바 침해정지. 1 , 
책임만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2010) 17491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 二中民初字第 号

이 사건 종심법원에서는 침해제품이 이미 실제로 장착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그). , 判决
것을 다시 해체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회의 경제 질서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침해를 정지하게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 사용자
에 침해정지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덧붙여 제조사에게 이미 충분한 손해배상을 다 하. 
였기 때문에 선의적 사용자인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사용자는 침해정지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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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법계와 중국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비교분석2. 
  독일에서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 여부나 내용에 대하여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없다는 점은 이미 위의 논의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 
인 독일에서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소유권 등 물권의 보
호와 유사하게 이해하는 경향과 관계있으며 예컨대 독일 민법상 소유권에 ,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수인의무 를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 )受忍義務
는 한 자동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 , 
심 법원은 침해금지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가집행에 담보의 제공을 명하1
거나 일정한 경우 이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그로써 
족하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결정 단계에서 재량을 발휘할 여지, 
는 없다고 일컬어진다.501) 독일 판례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허권자 
가 특정한 상황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 그러한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 원문에서는 금지권 을 행( ‘ ’)
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502)

독일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에서는 형평법적 요소에 의해 침해금지명령의   
발동여부를 결정한다 세기까지 영국의 보통법에서는 손해에 대한 구제형. 14
식으로서 금전배상만을 마련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나 이행명령 등과 같
이 오늘날 일반화된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없었다.503)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 
기 위하여 형평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보통법을 보완해 나갔다 보통법 법, . 
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개인적으로 청원했으며 왕은 그 자, 
문기관 으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는 관리 대법관 를 임(council) ( : chancellor)
명했다 그러한 관리는 양심과 공정한 거래. ‘ (conscience and fair dealing)’
라는 관점에서 청원을 판단하고 새로운 구제방법을 고안해나가면서 피고가 ,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특별이행명령 비(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 

501) 조영선 전게보고서 면 이 부분 원문의 경우 독일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을 금지명령 , , 13 .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취지에 따라 인용자 필자 는 당해 내용을 인, ( )
용함에 있어서 원문의 금지명령을 침해금지 판결로 수정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502) 조영선 전게보고서 면 , , 14 . 
503) 이병훈 영국법의 형성과 법원 비교법학 제 집 제 호 면 , “ ”, , 1 1 , 2000,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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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금지하는 명령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인정하는 신탁의 법(injunction) 
리 등이 형성된 것이다.504) 특허분쟁에 있어서도 금지명령의 발동여부는 형 
평법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 오다가 년 사건1908 Paper Bag 505)에서 특허 
분쟁의 예외를 인정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의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박탈할 정도
로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인용한 
바 형평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506) 이러한 견해는 년의  2006

사건 이전까지 이어져오다가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특허쟁송에서eBay eBay
의 금지명령 발동여부는 전통적인 형평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다
시 본래의 법리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양 법계의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독일법의 경우 침해금지에 대  . 

한 실체적 판결과 집행절차는 상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심법원에서 
침해금지를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항소된다면 즉시 집행이 
불가능하다.507) 가령 원고가 당해 판결의 집행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 제 조에 의해 별도의 임시적 집행을 청구해야함과 동시에 담보도 제709
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경우 당사자에게 침해금지의 즉시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준 셈인 것이다 반대로 미국법상 . 
영구적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항소절차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
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법상 침해정지청구권과 미국법상 영구적 금지명령의 동일여부에 대  

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다면 양 자는 , 
매우 다르다 영미법계 금지명령의 기본 법리를 비롯한 사건에서 정. eBay

504) 이병훈 전게논문 면 참조 , , 39-39 . .
505) Continental Paper Bag Co. v. Eastern Paper Bag Co., 210 U.S. 405, 4219(1908). 
506) 정상조 박성수 공편 전게서 김기영 집필부분 면 참조 / , ( ), 13 . .  
507) 퀄컴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퀄컴회사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 

였고 퀄컴회사는 당해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억 유로의 보증금을 낸 바 , 13.4
있다 동시에 애플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 Regional Court of Munich, Docket No. 7 
O 104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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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가지 요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금지명령을 청구한 자는 반드시 4 , 
금지명령이 발동되지 않음으로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즉 자, 
신이 입은 손해가 금전보상이나 금전적 표준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손해
를 넘어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중국법상 침해정지책임과 손해. 
배상책임은 단독 또는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원고가 소송 중에 침해정지를 요구할 경우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손해배상으로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 , 
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는 한 특허침해행위 성립 즉시 침해정지책임
을 부담해야 하는 바 침해정지당연론이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 .508) 그리 
고 법원이 발동한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미법계에서는 이에 대해 법
원모욕죄를 적용하여509) 금지명령의 이행을 강제 하고 있지만 (coercive) , 
중국법에는 피고가 침해정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할만한 직
접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권리침해의 .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원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침해정지의 강
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강제집행의 기간이 지났을 . 
경우 원고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미법상 금지. 
명령과 중국법상 침해정지책임은 상당히 다르다.

508) 이러한 것은 미국 사건 이전 미국 법원의 태도와도 유사한바 권리침해의 행위 ebay , 
가 성립된다면 으레 금지명령이 발동되는 것이다 특허권이라는 배타권이 금지명령의 . 
정당성을 확보해주었다는 것이다. Smith Intl, Inc. v. Hughes Tool Co. 718 F. 2d 
1573(1983). Richardson v. Susuki Motor Co. Ltd. 868F. 2d 1226(1989). ，

509) 영국의 법원모욕법 제 조에서는  , Contempt of Court Act 1981 14 “(1)In any case 「 」
where a court has power to commit a person to prison for contempt of 
court... ... (2)In any case where an inferior court has power to fine a person 

라고 고의적으로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for contempt of court... ...” , 
감금 등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모욕죄에 대한 논의는 . Charles B. 
Blackmar, Power of a Court to Modify a Final Permanent Injunction, Michigan 

참조Law Re-view, Vol.46, No.2 (1947), pp. 241,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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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확약이 침해금지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2 FRAND
     

확약의 법적 성격과 침해금지청구권1. FRAND
 

확약의 공적 사적 성격과 침해금지청구권(1) FRAND ·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한 확약 즉 자발적으로 원  FRAND , FRAND
칙을 준수하여 모든 실시권자에게 표준특허의 실시허락을 하겠다고 한 공
적 약속이 침해금지청구권의 포기를 가져오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표. 
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간에
는 확약의 공적 성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가 막FRAND . 
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결
국 권리구제의 목적을 넘어서서 반경쟁적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는 특허의 배타성. 
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침해금지를 청구하지 않는다, 
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침해
금지청구는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실시권자의 경우 가령 특허권자가 , 
높은 실시료를 요구한다면 충분히 대체기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사자치의 원칙이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한다 즉 일반특허의 실시허락 과정. , 
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 실시허락은 제외 반대로 표준특허의 ( ). 
경우 특허권자가 확약을 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여FRAND
지는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표준특허권자는 원칙을 . , FRAND
바탕으로 실시권자와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약은 실시권자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특허권FRAND , 
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510) 따라서 , 

510) 일반적으로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에게 필요한 제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 FRAND
고 있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행사하여 표준실시권자로부터 고액의 . 
실시료를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표준실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확약은 특허위협을 방지함으로써 실시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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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널리 실시되어야 그 , 
효응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표준특허의 본질적 특성과 표준특허를 실시하
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불이익 나아가 침해금지청, 
구권의 행사로 인한 기술표준 제도의 형해화 위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표준, 
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11)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된다면 하부사업자들은 더 이상 관  

련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것은 실시허락의 협상에서 크게 작. 
용할 것인데 특히 그러한 금지청구가 보호하는 것이 복잡하면서 이윤율이 , 
높고 동시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품의 매우 적은 부분을 ,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가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에 . 
대한 디자인 생산 영업 및 판매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한 경우 원고의 , , 
침해금지는 결국 특허위협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512)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특허권자가 확약을 지키지 않FRAND
고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도록 방치하
는 것은 확약의 실효성을 소멸한다FRAND .513) 따라서 확약의 공 FRAND
적성격에 유의해 본다면 확약이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의  FRAND
행사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게 확인된다. 
다른 한편 확약의 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더라고 침해금지청구  FRAND

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원칙은 표준특허권자의 이익도 . , FRAND
보호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 . 
므로 역특허위협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확약은 고려되어야 하는바 성실협상의 FRAND , 
의무는 표준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실시권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확약은 FRAND
역특허위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이로써 표준특허권자의 이익이 보호되
기 때문에 역특허위협을 고려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다.  

511) 송재섭 전게논문 면 , , 228 .
512) Mark Lemley/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 85, 2007, pp. 1992, 1993.
513) 이문지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 , “FRAND -

로 경영법률 제 권 제 호 면 참조-”, , 25 1 , 2014, 53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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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제한되어야한다는 결론은 도출되기 마련이다 우선 계약법적 의미로 . 
접근해 본다면 제 자를 위한 계약설에 비추어 볼 때 표준특허권자가 자, 3
발적으로 한 확약은 잠재적 실시권자들에게 조건의 실시허FRAND ‘FRAND
락을 하겠다 또는 침해금지소송을 제직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표준화기’ ‘ ’
구에 한 것이기 때문에 확약을 했음에도 침해금지의 소송을 제기FRAND
하는 것은 계약법적 의무의 위반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청약설에 근거할 . 
경우 확약은 공개청약에 해당되고 잠재적 실시권자들이 이를 실시FRAND , 
하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논
리인데 이러한 경우에 제기되는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계약법의 위, 
반이 된다 아울러 실시허락계약 관련의 협상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성실하. 
게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금지의 소송을 제
기하는 것인 성실협상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 그 다음 특허법적 의미로 . , 
이에 접근해 본다면 표준특허권자가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FRAND
실시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허권의 남
용으로서 확약의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확약 자FRAND . FRAND
체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장래에 이를 실시하고자하는 , 
모든 실시권자들에게 조건의 실시허락을 하겠다는 의향의 표시라FRAND
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부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갖게 , 
될 것이지만 정작 이를 실시하고자하는 실시권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의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확약의 사적 성격만으로도 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  FRAND
유는 설명된다 즉 침해금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계약법적 위반으로 . ,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단순히 계약적 위반에 그치는 . , 
것이 아니라 표준으로 채택되어 보유할 수 있게 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하여 경쟁자를 착취하거나 배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침해금지의 소송이 제
기된다 즉 특허위협의 문제적 행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법적 . , , 
원리만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약의 공적 성격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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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침해금지청구권의 남용 (2) 
표준특허는 확약의 공적 성격으로 인해 그 공익적 성격은 일반  FRAND

특허보다 더욱 짙어짐과 함께 시장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권 남용은 필히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표준. ,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은 독일 사건에서 확Orange-Book-Standard
인된 바와 같이 경쟁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특허침해 발생 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에 근거하여 침해금지청구  , 

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령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가 배제적 남용으로 이, 
어질 경우 결과적으로는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특허권자의 . , 
특허권 침해 주장과 이에 따른 소 제기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침해금지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최종적으로는 
시장에서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표준특허의 경우 이로 인한 경쟁제, 
한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514)

특허가 표준기술로 선정됨과 동시에 표준특허권자는 막강한 시장통제능  
력을 얻게 되는데 표준기술의 선정으로 인해서 경쟁관계 내지 대체관계에 , 
있었던 기술은 더 이상 시장에 진입 할 수 없다515)는 점을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표준기술에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516) 점에 
서 확인된다 이는 표준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됨을 의미한. 
다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함께 특허실시허락의 협상이 용이.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표준특허권자는 충분히 침해금, 
지청구의 행사를 빌미로 실시권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위협이
라는 문제적 행태가 발생한다 즉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의 협상능력. , 

514) 홍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경쟁법 , “ ”, 
연구 제 호 면, 34 , 2016, 181 . 

515) 정상조 박준석 전게서 면 / , , 26 . 
516) 정상조 박준석 전게서 면 /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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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난 실시료의 요구가 가
능한 것이다.517)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공적 규제가 개입될   

수 있는지는 견해의 대립이 여전하다 다만 특허권의 부여는 인위적 독점. , 
화를 특허의 정책에 의하여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행사가 허용 범, 
위를 넘어설 경우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당해 특허권 및 특허권 행사의 문
제가 제고될 수 있다.518) 특히 표준특허의 경우 표준특허권자가 독점 배 , 
타적 성격의 표준특허권에서 비롯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침해금
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적 규제의 개입은 확약의 공, FRAND
적 성격에 의해 정당화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적용한다고, 519) 
하여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반독점법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
다 다만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적 . 
규제의 직접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 
관한 규정에 이를 맡기게 된다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내지 그 논리. 
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방하다 중국 반. 「
독점법 에서는 개의 기본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6」
를 열거 규정함과 동시에520) 개의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1 521) 개의  6

517) Mark Lemley/Carl Shapiro, Op. cit., Supra note 388, pp.1993.
518) 홍명수 전게논문 면 , , 162 . 
519) 반독점법 제 조 주  55 ( 75). 「 」 
520) 중국 반독점법 제 조 제 항의 제 호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 17 1 - : 「 」 ① ⑥

자의 아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행위를 금지한다 불공정한 높은 가격. ①
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정당한 이유 없이 원②
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③
래를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에 한하여 거래를 하거④
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한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⑤
을 끼워팔거나 거래 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⑥
이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실시하는 행
위. 

521) 중국 반독점법 제 조 제 항의 제 호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시 17 1 : 「 」 ⑦
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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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이 언급된 바 없지만 가령 지식재산권의 행사, 
가 개의 행위 유형에 해당된다면 반독점법 의 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이6 「 」
고 또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의 행위 유형에 , 6
해당될 수 없다면 포괄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는 사업자가 관련시장 내에서 상품가  

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지배하거나 기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 
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논리에 부합된
다면 반독점법적 규제를 받게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최고인. 
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
한을 경쟁법적 논리가 아닌 당사자들의 과실존부에 대한 판단에 그 무게, 
를 두고 있다.522) 그리고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특허침해 판정지침 에서  「 」
침해금지청구권을 기각하는 일반원칙을 제시하면서 의무를 위반한 , FRAND
행위들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자들 모두에게 과. 
실이 없었고 동시에 피고가 실시료를 지불하거나 실시료보다 낮지 않은 , 
금액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23) 이외에 현재 제정 중인 지식재산권 남용에  「

522) 특허분쟁해석 제 조 제 항 국가 업계 혹은 지방의 추천성 표 , [2016]1 24 2 : , 法释 号「 Ⅱ 」 
준에 관련 특허의 정보가 명시된 경우 특허권자 피소권리침해자가 그 특허의 실시, , 
허락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고의적으로 표준 제정 중에 약속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의무를 위반하여 특허실시계약이 체결을 불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피소권리침해자에게 현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
권자의 표준특허실시의 중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본  제 항에 언급된 실. 2
시허락조건은 특허권자와 피소권리침해자가 협상해야 한다 충분한 협상을 통해 여전. 
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기 . 
허락 조건을 확정할 때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특
허의 혁신 정도와 표준에서의 작용 표준이 속한 기술 영역 표준의 성격 표준의 실, , , 
시 범위와 관련 허락 조건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523) 북고법 특허지침 제 조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의 152 : 「 」 
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고 동시에 표준특허, 
의 실시허락협상에서 피소권리침해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을 경우 피소권리침해자가 , 
적시에 실시료를 제공하거나 실시료보다 낮지 않은 금액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법원
은 통상적으로 침해정지청구의 인용을 거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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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독점 지침 에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경쟁을 제」
한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을 제시한 바 협상과정에서의 당사, 
자 행위표현 및 진실한 의사 관련 표준특허가 부담해야 하는 금지청구권, 
과 연관되는 확약 침해금지청구가 실시허락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 
하부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524) 
표준특허분쟁에서 특히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남용에 대한 반  
독점법적 규제가 개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제정 중인 반독점 지침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반독. 
점법의 기본 법리만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 
법적 근거들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다소 한
계가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표준특허분쟁 관련의 재판. 
경험이 부족한 것에 있고 동시에 반독점법적 규제의 경험도 부족하다는 , 
것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표준특허분쟁에서만큼은 중국의 입법자보다 법. 
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판경험과 주요국에서의 추세를 바탕으, 
로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정하면서 그 법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서, . ①
면으로 피소권리침해자에게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구체적
으로 특허권의 침해범위 및 침해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피소권리침해자가 실시②
허락협상을 수락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관행과 거래관습에 반, 
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특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시허락조건을 제시하
지 않을 경우 피소권리침해자에게 상업관행 및 거래관습에 부합되는 답변기한을 제공③
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허락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방④
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실시허락협상 중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하여 실⑤
시허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할 경우 협상과정에 현저한 여타의 과실행위가 존재할 ⑥
경우.

524)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 지침 의견수렴고 제 조 ( )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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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여부에 관한 중국법상 견해 대립2. 
  

침해정지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1) 525) 
중국사회과학원대학 정법학원 의 트안위  ( )中国社会科学院大学 政法学院
엔 교수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 행사를 절대적으로 제한( ) 谭袁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표준특허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 , 
여지가 없고 표준특허권자가 확약을 한 것은 당해 특허의 사적 성, FRAND
질을 포기한 것이고 이로써 공적 성격이 발생하며 관련 시장의 사업자들
은 당해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거론
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기술로 선정됨으로써 표준특허권자는 더, 
욱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실시권자가 표준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표. 
준특허를 실시할 경우 현행법에 근거하여 충분한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
기 때문에 침해정지청구권까지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 또한 침해정지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시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의 이익에 대한 
손해로 이어짐으로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526) 즈앙핑 교수는 표준특허 

525) 이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는 미국의  Mark A. Lemley/Carl Shapiro/Joseph S. 
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표준특허권자가 Miller/Doug Lichtman . , 

확약에 근거하여 표준특허를 실시허락 한 후에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FRAND
는 견해. Mark A. Lemley/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 85, 2007. pp. 1991-92. Carl Shapiro, “Injunctions, 
Hold-up, and Patent Royalties”,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Vol. 
12, No. 2, 2010.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California Law Review, Vol. 90, No. 6, 2002. 
표준특허권자가 한 확약은 침해금지청구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견해‘ FRAND ’ Joseph 

Scott Miller, “Standard-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RAND 
Licens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Indiana Law Review, Vol. 40, 2006, 

이 밖에 표준특허권자가 한 확약은 침해금지청구의 포기로 간주되다pp, 358. ‘ FRAND
는 점에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Doug 
Lichtman,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Houston Law Review, 
Vol. 47, 2010. pp.1043. 
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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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표준특허권자의 실질적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러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특
허권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대. 
한 사회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 특허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금지
청구권을 허용하는 대신 실시허락의 방식으로 실시료를 받을 수 FRAND
있게 하는 것은 강제적 실시허락의 법적 효과와 동일하다고 보아 표준특
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에 더욱 주목하는 것은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히 표준특허를 공공재로 보면서 표준실시권. , 
자는 관련 제품의 모든 제조업자들이고 특별히 지목되는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특허정책에는 차별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기술표준이 선정
되는 즉시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그 표준에 고착 되는 바 표준( ) , 绑架
특허를 특허의 특수한 양상이라고 하여 사적 권리에만 주목할 수는 없고, 
또한 기술표준에 따른 이익은 특허권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표준화기구의 
정책적 효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527)

침해정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견해 (2)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견해에서는 표준실  

시권자의 역특허위협 특허버티기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의 발생 가능성, 
이 그 이유가 된다 난주대학 법학원 왕위엔 교수. ( ) ( ) 兰州大学 法学院 王渊
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가지 측면에서 설명4
한 바 있다 민법논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도 궁극적으로는 재산권에 . ①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침해를 받을 시에 권리자는 법원에 침해정지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준특허도 특허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침해를 받. 
았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확약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FRAND②
없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한 확약은 침해정지청구권의 포기로 볼 . FRAND

527) 참조 , ( 150), 74-75 . .张平 前揭论文 註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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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표준화기구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한 바가 없다 비록 표,  . 
준특허권자가 모든 실시희망자들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시허락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확약을 하지만 그러한 약속은 보상과의 교환을 FRAND , FRAND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침해정지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비록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정지청구권을 이용하여 실시권자를 상대로 비③
합리적인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잠재적 실시권자는 침해정, 
지청구의 위협이 없음에도 성실한 협상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서 비합리
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표준특허권자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역특허
위협 및 특허버티기 등의 문제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 
인해 표준특허권자는 발명에 기여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 있
고 결국 표준특허권자의 표준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익, . ④
의 최대화는 누구나 바라는 바이고 그러한 이익의 추구를 위해 표준실시
권자는 무임편승 하거나 실시료의 지불을 지연하는 등 기회주의적 ( )搭便车
행태를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이 제. 
한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528)  

침해정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3)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침해정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표준특허권자의 , . , 
확약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의무의 설정임과 동시FRAND

에 표준특허의 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기술이 널리 실시되어 진보적 기술
의 촉진과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침해정지 판결은 원칙적으로 내, 
려져서는 안 되고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은 경우로 한정해야 , 
한다.529)  

528) / , “ ”, , 2017 3王渊 杨鸽 标准必要专利禁令的适用研究 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年第
참조, 49 . . 期 頁

529) / , “ (2017) ”杨柏勇 焦彦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专利侵权判定指南 修改解读 中国专利与商「 」 ，
, 2017 3 , 24 . 标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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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논의에서 침해정지청구권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  
해가 압도적으로 많고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일반특허분쟁에 적용되는 침해불. 
정지론의 논리와 유사하지만 그 재량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가 명확하지 않다는 큰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 견해는 표준특허권자의 침. 
해정지청구권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왕시오예 교수는 재산권이 보호. 
하는 객체의 배타성은 권리자의 침해정지청구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특, 
허권도 배타적인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잠재적 실시권자가 객관적으로 조건의 , FRAND
실시허락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약을 위FRAND
반하여 침해정지를 청구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고 
침해정지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경쟁적 요소에 의해 
제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530) 즉 원칙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 
지청구권을 인정하되 객관적으로 그것이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하였을 경
우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법. 
학연구소 즈오치스안 은 법원이 표준( ) ( )中国社会科学院 法学研究所 赵启杉
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FRAND
실시허락의 협상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 및 성실한 태도를 보였는
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침해정지청구의 반독점법 위반여부의 ,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반독점법의 법리로도 충분하다고 한다.531) 

530) , ( 247), 231-232 .  王晓晔 前揭论文 註 頁
531) , : , 赵启杉 竞争法与专利法的交错 德国涉及标准必要专利侵权案件禁令救济规则演变研究

, 2015 2 , 95-96 .竞争政策研究 年第 期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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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침해금지청구권 제한여부에 관련 재판실무3

주요국 법원의 판결례1. 
  

미국(1) 
사건  Microsoft v. Motorola 532)에서  는 의 지속적인 Motorola Microsoft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준특허는  , 
가 확약을 한 의 표준 및 의 표준이Motorola FRAND IEEE 802.11 ITU H.264

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건의 가지 요건을 적용하여 의 금. eBay 4 Motorola
지명령 청구를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금지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그 , . 
이유는 가 특허침해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을 것과 Motorola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회복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건.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533)

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실시허락을 하기 전에 
표준실시권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확약의 위반이라FRAND
고 보아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두 판결은 연방순회항소법원. 
이 사건Apple, Inc. v. Motorola, Inc. 534)에서 침해금지명령의 발동여부를 
결정함에 경험적 밑거름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는 의 제품이 . Motorola Apple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
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심법원인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은 표준특허권. 
자가 확약을 한 이상 이는 금전적 실시료 로만 충FRAND (monetary royalty)
분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침해로 인해 특허권
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금
지명령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확약에 따라 표준특허에서 금지명. , FRAND
령의 발동은 항상 배제된다고 본 것이다.535)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인 연방순회 

53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2012 U.S. LEXIS 170587 (W.D. Wash. 2012).
533)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946 F. Supp.2d 998 (N.D. Cal. 2013).
534) Apple, Inc. v. Motorola, Inc., 757 F.3d 1286 (Fed. Cir. 2014). 
535) Apple, Inc. v. Motorola, Inc., 757 F.Supp.2d 901 (ND IL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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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에서도 금지명령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 원심법원의 . 
견해와 다름이 있다 특히 표준특허에서는 금지명령의 발동이 항상 배제된다. 
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건의 가지 요, eBay 4
건으로도 확약을 한 특허의 금지명령 관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FRAND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규칙이나 틀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536) 법원은  

사건의 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확약의 제약을 받는 eBay 4 FRAND
특허권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에 대한 증명이 어렵겠지
만 침해자가 일방적으로 실시료의 지불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 FRAND , 
없이 협상을 게을리 하여 그 정도가 실시허락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
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특허권자는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537) 이 사건 수석 판사 는 일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Rader . 

이 의 실시조건을 받아들임에 중대사실에 대한 진정Apple Motorola FRAND
한 쟁점 이 있다고 지적한바 이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 , Apple

실시허락을 거절한 것이 성실한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특허버티FRAND , 
기를 한 것인지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하급심에 다시 환송해야 한
다는 견해를 밝혔다.538) 이외에 판사는 특허침해자가 성실한 협상을 하 Prost
지 않았다는 점이 확약을 한 표준특허에 금지명령을 적용하는 근거가 FRAND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잠재적 실시권자의 성실하지 않은 협상은 손해배. 
상액의 증액을 정당화시킬 수 있겠지만 사건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eBay
는 요소를 적용한다면 확약을 한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발FRAND
동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539)  

유럽(2) 
독일법상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관련 규칙변화에는   Orange- 

사건Book-Standard 540)이 전환점이 된다 이 사건 이전의 표준특허분쟁에. 

536) Apple, Inc. v. Motorola, Inc., 757 F.3d 1331-32 (Fed. Cir. 2014). 
537) Ibid., p. 1332.
538) Ibid., p. 1333-34.
539) Ibid., p.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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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피고가 원고의 침해금지청구권에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그 가능
성이 문제되어 왔다 독일연방고등법원은 년 사건. 2001 Spiegel CD-Rom 541)

에서 권리자의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반독점법적 항변을 부정하였
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는 년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 2002

사건Spundfass 542)이 있는데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 
허락을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실시허락이 거절된 후 반독점국이나 독점금지
법원에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직접적으로 독점금지법규칙에 , 
근거하여 항변을 하는 것은 독일 민법 제 조229「 」 543)의 자력구제의 구성요건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법원. 
의 판단이 계속 이어져오다가 년 사건2006 Video-signal-Codierung 544)에
서 뒤셀도르프법원은 사건 법원의 판결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Spundfass
고 피고가 독일 민법 제 조에 근거한 자력구제 항변을 할 수 없다면 제, 229「 」 
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에 기한 항242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변을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결과적. , 
으로 이 사건 피고는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증명 못했기 때문에 
항변이 재판에서 제기되었으나 법원의 인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초로 피. 
고의 독점금지법적 항변이 인정된 사건으로는 년 뒤셀도르프 지방법원2007
의 사건Siemens/Amoi 545)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나치게 ,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였다는 점과 무상상호실시허락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침해금지구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독점금지법적 항
변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취지는 년 연방고등법원의 . 2009 Orange 

540) BGH, Urt. v. 6.5.2009 KRZ 39/06, GRUR, 694 Orange-Book-Standard.– – 
541) BGHZ 148 221-Spiegel CD-Rom.，
542) OLG Düsseldorf, InstGE 2, 168-Spundfass.
543) 독일 민법전 제 조 자력구제의 목적으로 물건을 수거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도 229 : , , 「 」 

주의 우려가 있는 의무자를 자력구제의 목적으로 체포한 사람 또는 인용할 의무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의무자의 저항을 배제한 사람은 관헌에 의한 구제를 적시에 얻을 수 없고 , 
도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실현이 좌절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동하지 아니한 것이다 양창수 전게서 면, . , , 101 .  

544) LG Düsseldorf, Urt. v. 30. 11.2006-4 b 0 508/05 -Videosignal-Codierung.
545) LG Düsseldorf, Urt.v.13.2.2007-4a O 124 /05- Siemens/A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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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매우 명확해졌고 독점금지법에 기한 항변으로서 -Book-Standard , 
원고의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경쟁법적 항변이 성. , 
립될 수 있는 논리에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강제적 실시허락을 그 전제로 해
두고546) 특허의 실시허락을 받는 것은 시장진입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 ①
일 것 즉 표준특허권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547), 
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절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었을 것 즉 표준특허권, ②
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을 것548)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을 설시하
였다 이 외에 표준실시권자 피고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한 바. ( ) ,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조건 없는 실시허락을 제안하였을 ①
것549)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기 전에 이미 그 특허를 실시하였 ②
을 경우 반드시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하였을 것이 그것이다.550) 
이러한 발전에서 보여 진 것처럼 독점금지법에 기한 항변이 가능해졌다  

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의미하고 또한 그것을 독일특허법상 강제실시 조항, 
의 취지에 위배되는 특허권 행사가 민법상 신의칙에 반한 권리행사라고551) 
본 논리적 설시는 표준특허분쟁에 시사를 줌이 상당하다 다만 실시권자를 . , 
상대로 설정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독점금지법에 기한 항변이 ,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적었으며 특허위협과 같은 현상을 해결함에는 여전
히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 사건에서의 표준특허는 사실상의 표준특허이고 . ,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확약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FRAND

546) 이 사건 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령 실시허락을 거절하거 
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제 자가 실시허락을 받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방해했음에3
도 배타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는 강제적 실시허락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 
가 권리침해소송의 절차에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결국 강제적 실시허락의 의무이
행을 거절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BGH KRZ 39/06, Rdnr. 27.   

547) BGH KRZ 39/06, Rdnr. 27.   
548) BGH KRZ 39/06, Rdnr. 27.   
549) BGH KRZ 39/06, Rdnr. 30.   
550) BGH KRZ 39/06, Rdnr. 33.   
551) 나지원 전게서 면 ,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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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따라서 확약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시권자에게 엄격한 요건이 , FRAND
설시되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확약을 한 표준특허분쟁에서 . , FRAND
독점금지법에 기한 항변과 더불어 확약이 고려된다면 피고의 독점FRAND
지금법적 항변의 제기는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
지만 사건에서 정립된 요건들은 확약을 , Orange-Book-Standard FRAND
한 표준특허분쟁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년 는 . 2011 Motorola Ap
이 자신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의 독일 내에서의 제품ple Apple

판매를 금지해줄 것을 만하임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이에 은 독점금. Apple
지법에 기한 항변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건에서 . Orange-Book-Standard
확립된 요건을 적용하여 이 에게 제안한 실시허락 조건이 Apple Motorola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침해Motorola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552) 동일한 취지의 판결로는 년 만하임지방법 2012
원의 와 사건Motorola Microsoft 553)이 있는데 이 사건 역시 , Orange-Boo

사건에서 확립된 요건을 적용하였으며 피고에게 독점금지법적 k-Standard , 
항변의 제기에 앞서 표준특허권자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요구했다
는 점을 증명케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건에서  Huawei v. ZTE 554) 독일의  Orange-Book-S

판결과는 다른 관점에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를 판단하였tandard
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유럽연합의 기능에 . 「
관한 조약 제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102」 
지 않는 경우는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표준특허2 . ①

552) Motorola v. Apple, 2012, Higher Regional Court of Karlsru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6 U 136/11.

553) Motorola v. Microsoft, 2012, Regional Court of Mannheim,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ase No. 2 O 240/11.

554) 이 사건 회사는 에 기술 관련 확약을 하였고 가 자사의  Huawei ETSI LTE FRAND , ZTE
표준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침해금지를 청구ZTE
하였다 이에 대해 년 월 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 사건 관련 유럽사법. 2013 4 5
재판소에 선결적 평결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년 월 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표준. 2015 7 16
특허권자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에 대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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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된 
특허와 구체적인 침해방식에 대해 통지해야 하고 실시권자가 그러한 통지, 
를 받고나서 조건에 부합되는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 FRAND
을 경우 표준특허권자는 실시료 및 그 산정방식이 포함된 구체적인 서면 
청약을 제시해야 하며 그러한 청약은 표준특허권자가 한 확약에 , FRAND
부합되어야 한다 표준실시권자는 해당 업계에서 인정되는 거래관행과 . ②
성실하게 표준특허권자의 청약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특허를 계속 
사용할 경우를 비롯한 실시허락계약의 청약을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신속, 
히 서면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새로운 청약을 제시하지 않FRAND
았거나 표준특허권자가 실시자의 새로운 청약을 거절했음에도 실시자가 , 
여전히 당해 특허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555) 여기 
서 보여 진 바와 같이 판결에서 표준실시권자를 Orange-Book-Standard
상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설시한 것과는 달리 유럽사법재판소는 표
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사이에서 중립적인 요건을 설시하고 있음이 상당하
다. 

한국       (3) 
한국의 경우 사건  Samsung v. Apple(Korea) 556)이 주목된다 이 사건 . 

쟁점 중 하나로는 의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Samsung FRAND
선언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해금지청구의 (
가능 여부 이다) .557)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 “
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독점적 ,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권장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인데 특허권도 기본적으, 

555)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and ZTE Deutschland Gmbh,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16 July 2015 in case C-170/13. 

55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 2012. 8. 24. 2011 39552. 
557) 전게판결문 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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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제도의 ,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
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
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 
는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558)고 하여 특허제도의 기본목적을 바
탕으로 일반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 “FRAND 
준특허에 대하여는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표
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559)고 보았으나 결론적, 
으로 법원은 여러 사정560)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

선언에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FRAND ”561)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1 FRAND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피고 , 
애플의 항변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표준특허
권자의 권리행사의 제한가능성이 검토되었다.562) 특히 표준특허에 대하여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FRAND
등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점에
서 기본적으로 특허법의 목적 내지 공공정책을 고려한 특허법 남용 여부 
판단을 고민한 부분이 엿보이고563) 그러한 법리에서 선언을 한 표, FRAND
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564)    

558) 전게판결문 면 , 182-183 . 
559) 전게판결문 면 , 192 . 
560) 법원이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게판결문 면 참조 192-196 .  
561) 전게판결문 면 , 196 . 
562) 나지원 전게서 면 , , 194 . 
563) 나지원 전게서 면 , , 196 . 
564) 이 사건 법원이 설시한 일반론 관련하여 특허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 민법의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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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의 판결례      2.  
년 사건  2013 Huawei v. IDC 565)의 상급심법원은 현재 외국법원에서도 
확약의 의미에 관한 명백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FRAND

여 중국법을 바탕으로 확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FRAND . 
울러 이 사건의 법원은 민법총칙 제 조 민사활동은 자원 평등 등가유, 4 “ , , ｢ ｣ 
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계약법 제 조 당사자는 공평의 원, .”, 5 “｢ ｣ 
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및 동법 제 조 당사” 6 “
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 는 규정들을 적용하여 확약에 기한 성실협상의무를 해석.” FRAND
하였다 특히 가 미국법원에 를 상대로 제기한 금지명령의 청구. IDC Huawei
에 대해서도 언급한바 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실시허락, “IDC
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협상과정에서 가 밝힌 성의, Huawei (诚
와 선의 를 무시한 채 비합리적인 실시료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 ( )意 善意

미국법원에 침해금지명령을 청구한 바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사실상은 이러한 소송수단을 이용하여 로 하, Huawei
여금 비합리적인 실시허락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
한 행위는 결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으며 시장지배적 지.”
위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법원은 협상과정에서 표준특허. 
권자가 법원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표준실시권자를 압박하는 비합리
적인 수단으로서 확약에 반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FRAND .

년 사건  2016 Huawei v. Samsung 566)의 심판결에서 법원은 확1 FRAND
약의 성질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으나 확약을 실시허락협상의 , FRAND

요소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의 요소 특허법 외에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권리남용의 , ,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설시한 점이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특허권의 남용의 법리를 , , 
비롯한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남용법리가 분화되고 각각의 남용법리에 적용되는 요건
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관한 지적은 나지원. , 
전게서 면 참조할 것, 197-198 .

565) (2013) 305 . (2013)广东省最高人民法院 粤高法民三终字第 号 广东省高级人民法院 粤高法
306 .民三终字第 号

圳 识产权 号 圳 识产权 号



- 187 -

기본원칙으로 보고 표준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 원칙에 따라 “ FRAND
표준특허의 실시허락계약에 관한 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제시된 증거에 따라 년여 간의 특허상호실시허락에서 의 6 Huawei
행위는 원칙에 부합되고 은 고의적으로 실시허락의 협FRAND , Samsung
상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에 현저한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Samsung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정지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 Huawei 1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령 협상
을 도출해내었을 경우에는 정지청구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법원은 침해정지청구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협상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과실존부를 판단하고 있다. 

년 사건  2017 Xidian Jietong v. SONY(China) 567)의 심법원은 원고의 정2
지청구권을 인용하는 동시에 표준특허에 관한 침해정지의 민사책임을 판“
단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협상과정 및 실질적 조건을 고려하여 협상결렬을 
야기한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즉  확” . FRAND
약을 성실신용의 원칙에 기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성실협상의 의무를 강
조한 것이다. 
위의 판결에서 보여 진 바와 같이 중국 법원이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  , 

청구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Huawei 
사건은 확약과 함께 경쟁법적 기준으로 표준특허권자의 정v. IDC FRAND

지청구 인정여부를 결정하였고 사건 및 , Huawei v. Samsung Xidian 
사건은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과실존부를 기준Jietong v. SONY(China)

으로 판단하였다 덧붙여 확약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 , FRAND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문제될 수밖에 없
다.
사법해석의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침해성립 즉시 표준특허권자  , 

의 침해정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 , 
여 침해정지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568) 이러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법관 

识产权 号 识产权 终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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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은 침해불정지론 에 대한 최고인민법‘ ’
원의 인정에서도 엿보인다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 
있다는 직접적인 해석도 있다 즉 표준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고 피. , 
고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특허권자, 
가 고의적으로 표준제정에 따른 확약을 위반하여 특허실시허락계FRAND
약의 체결을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하고 침해혐의자에게 현저한 과실이 , 
없을 경우에 법원은 특허권자의 정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569) 
이러한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은 표준
특허 보유자가 확약의 위반에 있어서 주관적 고의가 있었는지의 FRAND
여부와 표준실시권자의 과실존부에 있다 사건 및 . Huawei v. Samsung 

사건이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사실 Xidian Jietong v. SONY(China) . 
표준특허권에 관한 침해정지청구권의 예외적 규정은 중국의 침해정지에 
관한 민사책임의 기본이론 및 재판실무에 위배된다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 
권리침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정지청구권에 , 
관한 책임을 다투는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특허침해분쟁에서 권리침해. 
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특허권자의 주관적 과실존부와 무관하다 따. 
라서 확약의 성질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특히 그것의 공적 성격FRAND
에 충실해 본다면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경, 
쟁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은 쉽게 드러나고 침해정지청구권이 제한되어, 
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은 확보될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중국 법원의 표준특허 침해정지청구권은 경쟁법적 요소  ,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위반여부 를 고려한 제한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 ( ) , ②
과실존부를 검토하여 침해금지청구의 인용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
다 경쟁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이. . 
는 확약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표준특허분쟁이 항상 계약법적 문FRAND

568) 특허분쟁해석 제 조 26 .「 Ⅱ」 
569) 특허분쟁해석 제 조 제 항 참조 24 2 .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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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반경쟁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 
쟁법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과실존부를 . , 
검토하여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있다 중국도 대륙법계의 .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침해정지청구, 
권의 인정여부에 있어서 당사자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Huawei v. 

사건 및 사건을 비롯한 표준Samsung Xidian Jietong v. SONY(China)
특허분쟁 관련의 일부 사법해석에서는 당사자 과실존부에 초점을 두고 이
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확약의 계약법적 의미에 충실하여 즉 성. FRAND , 
실협상의무에 충실한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렇지만 표준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수단, 
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정지청구. 
권 관련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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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6
  
이 연구는 확약 표준특허 관련 가지의 쟁점에 관한 연구로서  FRAND 3 , 

확약의 법적 성격 특허법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침FRAND , 
해금지청구권에 관한 연구이며 각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미 각 장에서 마, 
무리한 바가 있고 여기서는 그 결론을 다시 한번 간명하게 요약한다, . 

확약의 법적 성격은 사적 성격으로서의 특허법적 계약법적 의미  FRAND , 
가 있고 공적 성격으로서의 경쟁법적 의미가 있다 확약의 사적 성. FRAND
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협상의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중국, 
법상 선계약적 의무에 해당한다 아울러 계약법적 관련의 여러 논의 중에. , 
서는 청약의 유인설이 성실협상의무를 용이하게 흡수 할 수 있다는 점 이, 
에 관한 중국법상 규정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 FRAND
약을 중국법상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공적 성. 
격 관련 중국법에서는 이를 공공이익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에 , 
무게를 두고 표준특허를 공공재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함께 표준. 
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주목하여 확약의 경쟁법적 FRAND
의미도 인정되고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하여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  , 

권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다 물론 확약의 공적 성격에 근거하여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 , FRAND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 
수는 없고 조건 상당의 합리적 실시료로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 FRAND
것이다 그리고 실시료의 산정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기준들. FRAND
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와 실시료, EMVR
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시료를 산FRAND
정하는 국가가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향식 접근법을 택하고 있으며, , 
이를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재판 매뉴얼에 설시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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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하향식 접근법을 중심으로 실시료 산정에 관한 법리가 발FRAND
전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관련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   

다수로 많다 본래에도 특허법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제한을 설정. 
해두고 있는데 미국의 형평법적 요소에 의한 제한 독일의 독점금지법적 , , 
항변에 근거한 제한 그리고 중국의 침해불정지론이 그것이다 사실 침해, . ,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를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침해금지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시권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
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이용하여 문제적 행태를 보이기 . ,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그것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 
렇지만 역특허위협에도 주목하고 유의해야하는 바 표준특허권자의 권리가 , 
부당하게 침해될 여지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
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둘 필요. , 
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적 요소를 고. 
려한 제한과 당사자 과실존부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 
대륙법계의 불법행위 법리를 따르고 있는 중국법에서 침해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당사자의 과실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당사자 과실존부를 검토하는 것이 표준. 
특허분쟁을 해결함에 확약의 법적 성격에 어긋남이 없이 합리적인 FRAND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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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s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for FRAND Commitmen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Decision Cases 

in Chinese law-

LIN, CHUNGUA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s) are products in which 
conflicting elements of technical standards and patents are 
organically combined in an environ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technical standards in 
the IT field, the compatibility of products and the network effect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economies of scale can be achieved, and 
the necessity is inevitable from the viewpoint of the economic effect 
of promoting consumer welfare. However, when a standard is 
established in a specific industry, it is formed on the entry barrier, 
and related licensees cannot enter the market without practice the 
standard. The so-called opportunism problematic behavior is that the 
patentee holder abuses the dominant position due to the preemption 
of technical standards and hold-up the licen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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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SO) adopts specific patents as 
technical standards to prevent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problematic behavior of the patentee,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the patent to do FRAND commitment. However, the FRAND 
commitment also has limitations in solving the problematic behaviors 
that arise in SEPs, so the abstractness and ambiguity of FRAND 
commitment are. Furthermore, the reason for such a problem is that 
it is a matter of how to take measures to approach claims for a damage 
claim and injunction, which are remedies under patent law, in SEPs 
with FRAND commitments. Since the FRAND commitment is placed 
in a critical position in interpreting the SE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rst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 of the FRAND commitment. 
Moreover, in light of such legal character, FRAND commitment acts 
as a limiting factor in the remedy under patent law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keywords: FRAND commitment, Standard Essential Patent(SEP), the 
Legal Character of FRAND commitment, Damage Claim, 
FRAND royalty,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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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FRAND承诺标准专利之法律争议
- -以中国法之解释论与判决例为中心

林 春 光
知识产权法专业

法学大学院
国立首尔大学

  标准专利是一种技术标准与专利之间的冲突在技术创新与竞争的环境中有
IT , , 机结合的产物 其中在 领域 标准技术的制定尤为活跃 其可归因于标准技。

, 术可通过增强产品的兼容性与网络效应 以达到规模经济与消费者的福利 但。
, 与此同时若某个产业制定了特定标准则意味会形成进入壁垒 相关经营者若不

遵循产业标准则无法进入市场 而标准专利持有者若滥用技术标准带来的优。
, , 势地位 也将会威胁其他标准专利的实施 从而产生机会主义行为。

  , 为了防止发生上述标准专利权人的行为以及因此而产生的不利影响 标准化
, 组织在将特定专利认定为技术标准的同时 还要求此特定专利的专利权人作出

FRAND FRAND · , 承诺 然而 承诺因其自身的抽象 模糊性 无法根本性地解决。
, FRA标准专利所产生的问题 进一步地 应当以标准专利持有人所自愿做出的。

ND , , FRAND承诺为基础 合理的接近专利法之救济手段 综上所述 承诺在解。
, FRAND释标准专利的过程中发挥着极为重要的作用 探讨 承诺的法律性质的

, FRAND重要性毋庸置疑 同时将以探讨得出的法律性质为基础 进一步探究。
承诺对专利法所规定的救济手段的限制因素以及合理恰当的救济手段。

FRAND , ( ) , FRAND , 关键词 承诺 标准 必要 专利 承诺的法律性质 损害赔偿请：
, FRAND , ( )求权 许可费 停止 禁止 侵权请求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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