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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표준화는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특허독점권이 존재할 경우 경쟁자가 아예 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게 하는 경쟁

제한의 틀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표준화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적재산권정책을 제정하여 표준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특허권을 가졌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당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나 침해금지청구로 위협하여 겁을 먹은 상대방에게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

하는 등 차별적으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위협행위(patent hold-up)를 하지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허위협행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

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실시허락을 부여하겠다고 사전에 선언하

도록 하고 있다.

  특허매복행위를 하거나 FRAND 선언을 어기고 특허위협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국은 

일부 사례에서는 계약이나 묵시적 실시허락 위반 혹은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다른 

사례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향은 연방특허항소법원의 Princo 판결에서

처럼 표준특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제기될 가능

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장차 그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진정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무효사유가 명백함에

도 아직 미처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기

교적인 틀로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잘못 동원되고 있지만, 장래 한국에서도 공정거

래법위반 여부의 판단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 논문의 초고는 2013. 10. 23.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이 

서울에서 공동개최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경 조치｣ 워크숍에서 발표된 바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학년도 학술연

구비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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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권의 특허위협행위가 횡행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선진제국에서 그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곤란

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등장하여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견해는 FRAND 

선언의 효력이 특허권자와 표준화기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실시허락을 구할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 사이에까지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시각을 전제한 것이거나 

침해금지명령 발동의 재량성을 긍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6년 eBay 판결에 의

하면 침해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곤란한 특허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선진 각국의 당국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

지청구에 반대하는 데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새로운 

견해와,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에 대항한 특허권의 핵심적 권능이어서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을 긍정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의 차이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있다고 보아 그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할 

상황에 있어 전자는 FRAND 선언에 의한 직접적 구속력에 터 잡지만 후자는 특허

권 남용이나 반독점법행위에 터 잡는다는 법적 논리에 차이가 있다. 둘째, 전자의 

견해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결코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상대방의 FRAND 관련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설령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발동할 

수 없어 소송 이전의 교섭과정에서도 그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는 미국 등의 새 견해가 내세우는 근거

들이 한국의 제반사정에는 부합하지 않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항

할 수 있는 나머지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자는 견해는 적어도 한국의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표준특허권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로 연방법원에서 침해금지청

구를 인용받기 어려워진 까닭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배제명령에 

의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그런 추세를 감안하여 미국 ITC와 

마찬가지로 특허침해품에 대항한 국경조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한국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의 장래 발전방향에 관해 명확한 방침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

무역위원회의 준사법기관화 내지 관세청의 특허침해 심사역량 강화와 같은 것들이 

그런 발전방향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논자나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와 같은 기관은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ITC가 배제명령을 내리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ITC의 실제 사례 중 최근 Samsung의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내려진 배제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에 의해 실효된 바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관련 상황이 전혀 상이하므로 특허권의 발호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아직은 논자들과 관련 당국들이 특허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쏟을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표준특허, 표준필수특허, 특허매복행위, 특허위협행위, 프렌드(FRAND) 선언, 

특허권 남용과 공정거래법, 국제무역위원회의 배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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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글의 작성 배경 및 목적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표준특허의 제문제, 특히 표준특허권에 기한 법원의 금

지청구권의 발동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 혹은 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등에 의한 

국경조치(國境措置, border measures)의 의의 및 제한가능성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사이1)의 글

로벌 특허분쟁 때문에 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된 법적 문

제들이다. 

애플이 먼저 삼성을 상대로 미국 특허법상의 디자인특허권(design patent) 등의 

침해를 이유로 2011. 4. 15.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촉발된 두 회사의 법정 분쟁은, 삼성이 같은 달 21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애플을 제소함으로써 한미 양국에 

걸친 국제적인 특허분쟁으로 변모하였다.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신문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영국․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유럽연합 소속 

여러 국가들과 일본, 호주 등 제3국의 법정 여럿에서 쌍방이 서로 공수(攻守)의 위

치를 바꾸어 가며 상대방을 특허권 등 침해로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삼성이 2011. 6. 애플을 상대로 ITC에 특허권 침해물품인 경우 미국 국

내시장으로의 수입을 아예 금지할 수 있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신청하고 

이에 ITC의 조사 뒤 배제명령이 발령되었지만 다시 2013. 8. 3. 미국 오바마 행정

부가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배제명령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사실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 때문에 한국의 논자들이나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법적 쟁점으로 애플이 주로 공격무기로 삼았던 디자인특허권(design 

patent)2)의 제문제도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삼성이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는 표준

특허권의 제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표준특허권에 기한 법원의 

금지명령 혹은 그 대안(代案)인 ITC의 배제명령을 (통상적인 특허권에 기한 권리

1) 이 글에서는 쉽게 알아보기 위한 식별의 편의상 한국에서 벌어진 소송을 ‘삼성 대 애플’ 

사건으로,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을 ‘Apple v. Samsung’ 사건으로 통칭할 것이다.
2) 미국에서는 산업디자인을 연방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로 보호하는데, 한국에서는 디자

인보호법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므로 일단 서로 명칭이 다르다. 양자의 보호는 그 

보호요건이나 보호기간에서도 다소 상이하다. 하지만 물품의 기능이 아니라 외형적 장식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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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경우와 달리)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둘러싼 미국 등에서

의 치열한 논란을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2013. 

10. 17. 삼성은 유럽연합 당국의 반독점법 제재 가능성에 직면하자 부득이 자사의 

표준특허권에 기하여서는 향후 5년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요지

의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본론에 앞서 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점은, 한국에서 진행된 ‘삼성 대 애플’ 

사건4) 혹은 미국에서 전개된 ‘Apple v. Samsung’ 사건5)이 이 글의 작성에 힘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표준특허 관련분쟁 전반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향후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비슷한 유형의 분쟁에 지

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위 사건들에만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6)  

3) Bloomberg 2013. 10. 17.자 “Samsung Shuns Patent Injunctions to End EU Antitrust 

Probe” 기사, <www.bloomberg.com/news/2013-10-17/samsung-shuns-patent-injunctions-to-end- 

eu-antitrust-probe.html, 2013. 10. 22. 최종방문, 이하 같음> 참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이 취급한 분쟁을 가리킨다. 

이에 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가합39552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1가합39552 

판결은 별지(別紙)를 제외한 본문 분량만 224면에 달하는 장문으로 특허청구항의 해석 

문제 등 여러 가지 특허법 이슈를 판단하고 있다(이 글의 각주 94번 참조). 하지만 표준

특허의 문제가 아닌 부분은 이 글에서 논외로 한다. 애플이 원고가 되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63647 판결은, 애플의 

디자인권 침해 및 표준기술과 무관한 통상적인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었을 뿐이어서 

역시 논외로 한다. 
5) 미국에서의 분쟁은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No. 5:11-cv-01846 

(Docket) (N.D.Cal. Apr. 15, 2011)로 시작되었고 그 며칠 뒤 Samsung이 제기한 반소도 

함께 판단되었다. 주의할 점은 1심법원이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위 분쟁에 

관하여 수십 건 이상의 결정과 (일부)판결을 생산하였기에, 이 글 이하에서 ‘Apple v. 

Samsung’ 사건이라고 동일하게 지칭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재판서(裁判書)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Apple은 2012. 8.경에 이르러 또 다른 권리침해를 내세워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것은 아직 제대로 재판이 내려져 있지도 않고 표준특허와 

무관하므로 논외로 한다. 
6) 미국에서의 ‘Apple v. Samsung’ 사건 경과에 관한 가장 간명한 설명으로는 조원희,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한국과 미국 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과 그 시사점”, 

2012. 9. 10.자 법률신문 칼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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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표준특허를 둘러싼 제문제

1. 표준특허의 의의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에서도 삼성과 애플 사이의 글로벌 특허전쟁을 전후하여 

이른바 ‘표준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란 용어가 일반 공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표준

필수특허’란 용어보다 ‘표준특허’라는 호칭이 더 보편적이므로7) 그에 따른다. 따라

서 이 글 이하에서 ‘표준특허’라는 표현 중 ‘특허’란 당해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특정한 표준(standard)의 일정 요소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8) 즉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를 가리킨다. 그와 달리 당해 특허기술을 실시

하지 않고도 다른 대체기술을 통하여 표준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때의 특허권 

보호나 침해 문제는 특허권 일반의 흔한 문제에 불과하여 이 글 이하에서처럼 별

도로 고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최근 표준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자에게 강력한 억제수단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이 표준과 결합

될 경우 그야말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되어 자칫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질

식시킬 수 있고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을 너무나 쉽게 조장하기 

때문이다. 환언하여 표준특허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비단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

권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 독점을 근절하고자 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규범,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함)의 

7) 법령상으로는 2009. 10. 23. 개정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그 소관

사무를 열거함에 있어 ‘표준특허’란 용어를 채용하고 있는 예가 유일하다. 한편 법령은 

아니지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72호, 2013. 3. 21. 일부개정, 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고만 

함)에서는 ‘기술 표준 관련 특허’라고 칭하고 있다. 참고로 위 지침과 더불어 2011년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법

령상의 해당 용어를 가리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독자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지

적재산권’이라 용어를 편의상 사용할 것이다.
8) 필수특허에 관한 이런 통상적인 정의는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A study of 

IPR policies and practices of a representative group of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worldwide (report),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Sep. 17, 2012), p. 34. 그러나 각종 

표준화기구마다 ‘필수특허’가 무엇인지 아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아울러 아주 모

호한 정의를 각각 내리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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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표준특허’라는 문구 중 먼저 ‘표준’은 ‘기술(技術) 표준’을 가리킨다. ‘표준’ 혹은 

‘표준화’의 대상이 반드시 기술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9) 현실적으로 표

준화의 필요성이나 그런 표준화 작업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기술 

전반인데다10) ‘기술적 사상’을 다루는11) 특허와 관련이 있는 표준이려면 기술 분야

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술표준’은 정부, 표준화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이나, 해당 기술 분야에

서 사실상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기술을 가리킨다.12) 

개발하고 상용화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관련 기술

들을 굳이 표준화하는 것은, 기술 상호간의 상호협력 내지 호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시장거래에서의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

하기 위함이다.13) 특히 호환성 증진을 통한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가 가장 뚜렷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표준화작업이 이미 진

행되었거나 계속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14) 

 9) 가령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자기술협회(IEC) 공동의 공식정의에 따르면 ‘표준화

(standardization)’란 ‘현실적 혹은 잠재적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여건 하에서 최적의 

방법을 얻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이용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려는 행위’로 정의

하여 개념정의상으로는 기술 분야만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ISO/IEC, ISO/IEC 

GUIDE 2:2004 (8th edition 2004) 참조.
10) 바로 위 각주의 정의에 불구하고, 가령 ISO에 의한 ‘국제표준분류코드’에서 열거하고 

있는 최상위분류(Level 1) 40가지는 그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기술(技術) 분야에 속하

는 것들이다{이는 ISO, ISO IC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 (6th edition 

2005) 참조}.
11) 한국 특허법 제2조 제1호 참조.
12) 이런 정의는 지식재산권 지침 3. 가. (5) 참조.
13) ISO/IEC GUIDE 2, 1.1 Note 2 및 지식재산권 지침 3. 참조.
1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더불어 표준화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니라 국제전자기술협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표준화기구의 숫자가 840여 개에 달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제표

준화기구(ISO), 국제전자기술협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

회(IEEE), 유럽연합전기통신표준기구(ETSI), 미국국립표준기구(ANSI), 인터넷기술표준

화기구(IETF), 전자정보 표준개량기구(OASIS),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포럼(HDMI Forum), 근접통신 포럼(NFC Forum) 등이 있다는 

설명은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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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특허가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하지만 기술의 표준화가 항상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일단 특정한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게 되면 나중에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당해 산업계

가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 부득이 구(舊) 기술을 답습

하는 이른바 기술고착(技術固着, lock-in)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단점보다 이 글에

서 더 중요시하는 단점은, 만일 표준이 된 기술에 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행사에 의하여 다른 경쟁자는 아예 표준기술이 

통용되는 당해 시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위험성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권의 대상인 기술은 아예 표준기술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래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1932년 미국 국립표준기구(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가 

‘특허권자가 기꺼이 독점적 효과를 회피하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특허된 

기술도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처음 선언한 이래 다른 표준화설정기구(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SSOs, 이하에서는 역시 한국에서의 통칭대로 ‘표준화기구’라

고만 함)에서도 차츰 비슷한 입장을 취한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15)을 채택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런 지적재산권 정책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기술 분야

가 다름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호환성 증진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 이외에도 당해 분야 제품의 

특성상 다수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점,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16)    

현재 각종 표준화기구가 스스로 제정한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가지고 표준화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표준이 될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 즉 표준화과정에서 그 선정대상

으로 고려되는 기술에 관하여 이미 특허권이 존재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경우(이하

에서는 편의상, 이미 특허권이 존재하는 때만을 전제함) 그 사실을 사전공개(ex-ante 

disclosure)할 의무이다. 이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표준화기구가 그런 정보까지 고려

하여 가장 합리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15) 이에 관해 아주 상세한 분석으로는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15 

이하를, 비교적 자세한 국내문헌으로는 정연덕,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문제”, 

창작과권리, 제64호(세창출판사, 2011. 9), 10-20면을 각 참조할 것.  
16) 이 단락은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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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권자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장차 누구에게나 ‘합리적이며 비차

별적인(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조건 혹은 ‘공정하고 합리적

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논리적

으로는 RAND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지만 독자의 편의상 FRAND로 이하에서 호

칭함17))으로 실시허락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18) 그런 의무부과를 통하여 만일 

FRAND 선언이 없었다면 표준이 가져다줄 우월한 지위와 결합하여 특허권자의 권

리행사가 자칫하면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보자면,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자

가 부담하는 의무의 법적 성질은 표준화기구와 특허권자 사이의 사적(私的) 관계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전공개 

의무를 위반하여 특허를 숨기는 행위, 즉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를 하였거나 

혹은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실시허락을 거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겠다는 태도 등으로 위협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는 행위, 즉 특허위협행위(patent hold-up)19)를 한 경우, 각

17)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RAND 조건이란 표현은 미국에서, FRAND 조건이란 표현

은 유럽연합에서 주로 채택된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공정하고(Fair)’란 문구가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12 및 Jorge L. Contreras,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Ex Ante Licensing Disclosure Policies on the Development of Voluntary Technical 

Standards”, NIST Report, No. GCR 11-934 (June 27, 2011), <http://ssrn.com/abstract=1916743>, 

p. 3. 한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어느 용어나 무방하겠다. 굳이 선택하자면 우리 지식재

산권 지침은 ‘FRAND’라 칭하고 있지만, ‘공정’은 공정한 경쟁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우리 지적재산권법 및 공정거래법의 근본목적과 직결되는 최상위개념(즉 공정성을 구비

하면 굳이 합리적, 비차별적인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이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 

남용이나 공정거래법위반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임)에 가까우므로 개념상의 혼란을 피

하기 위해 그 문구는 제외한 호칭(RAND)이 더 적절한 듯하다. 하지만 그런 법논리상의 

정교한 적합성보다 이 글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중시하여 현재 한국에서 더 자주 쓰이는 

용례에 따라 ‘FRAND’라고 칭할 것이다.
18) 이와 관련하여, 각종 표준화기구에서는 특허권자와 i) 당해 특허실시허락의 철회가능성 

유무, ⅱ) 실시허락의 갱신가능성 등도 미리 합의하지만(이는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72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시료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19) ‘특허위협’에 대한 이런 정의는 Daryl Lim, “Misconduct in Standard Setting: The Case 

for Patent Misuse”, 51 IDE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559 (2011), pp. 

561-562; Nicholas P. Chan, “Balancing Judicial Misvaluation and Patent Hold-Up: Some 

Principles for Considering Injunctive Relief After eBay”, 59 UCLA Law Review 746 

(2012), p. 749; Suzanne Michel, “Bargaining for RAND Royalties in the Shado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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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런 행위들에 기초한 특허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가 가장 절실하고 또한 실제로도 잘 이루어진 통신기술 분야에서는 

수천 개의 잠재적 특허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을 구성하기도 하는바, 해당 

완성품 공급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특허권 침해소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려면 각 특허부품의 권리자마다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 부담이 쌓여 전체로는 엄청난 금액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실시료 과적(實施料 過積, royalty stacking)20)의 상황이 드물지 않다. 이런 환경 하

에서 완성품 공급자가 여러 개별특허권자의 특허매복이나 특허위협 때문에 직면할 

부담은 실로 무겁다.21) 표준기술에 관해서는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다른 

Patent Remedies Law”, 77 Antitrust Law Journal 889 (2011), FN 9 등 다수. 위 정의와 

흡사하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구축하거나 만일 다른 대체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당해 특허권이 본래 표준채택 전에 징수할 수 있었을 금액보다 더 

높은 실시료를 징수하는데 특허를 활용하는 행위”라고 개념정의한 것으로는 미국 법

무부(DOJ) 및 특허청(PTO)의 2013. 1. 8.자 ‘자발적인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기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책언명’(각주 190번 참조)의 4면. 한편 일부 견해(가령 Jorge 

L. Contreras, op. cit., pp. 2-3)에서는 자신의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즉 특허매복에 속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키지만, 이것은 보편적 견해가 아니다. 한편 

표준특허권자의 일방적 실시거절행위를 특허위협행위와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이런 

입장은 최승재,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  규율, 세창출판사(2010. 3), 159면 이하} 양자

는 넓게 보아, 표준취득 이후 특허권을 매개로 한 부당한 위협(터무니없는 실시료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실시를 아예 거절하거나 침해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구축하겠다는 위협)에 모두 속하는 행위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이른바 ‘배제남용’과 ‘착취남용’으로 구분하고 있더라도 특

허위협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구분한 논의가 일반적이지 않다. 
20) 실시료 과적(royalty stacking) 상황의 정의에 관해서는 Mark A. Lemley &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85 Texas Law Review 1991 (June 2007), p. 1993 

참조.
21) 가령 삼성보다 스마트폰 특허기술 확보면에서 열세라고 평가받는 Apple조차 1290개 

이상의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이는 Tomson Reuters IP Market Report, “Inside The 

IPhone Patent Portfolio” (Sep. 2012), p. 4). 스마트폰에 관련된 최대 수만 개의 특허 중 

극히 일부에 근거해서도 (표준)특허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스마

트폰의 생산․판매 일체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기업의 완성품 제조에 절실한 

수많은 기술들 중 특정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유효적절한 행사로 상대

기업을 아예 완성품 시장에서 구축하거나 적어도 과도한 실시료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게 하고자 하는 전술이 시장에서 자주 구사된다.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찾기 위해 

서로 애쓰는 과정이 배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양차(兩次) 세계대전의 상공에서 

벌어졌던 적기(敵機)의 꼬리잡기 공중전(Patent Dogfight)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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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다르게 오히려 표준특허권자의 횡포만을 조장함으로써 당해 기술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가 분명한 

것이다.

3.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는 주된 대항수단들

가. 계약위반 등 일반 민사법리에 근거한 대항수단의 한계와 향후 가능성

(1) 개설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여 각국에서 동원될 수 있는 법적 제약 내지 표준

특허에 대한 제어수단으로는 이론상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라면 민법 등 일반 민사법의 법리, 그리고 미국에서라면 형평법이나 

계약법의 법리에 따른 각 제어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허

권자가 표준기술에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번복하거나 

FRAND 조건에 맞게 실시허락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은 ①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관한 사전고지의무 등 표준화기

구에 의해 정해진 지적재산권정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FRAND 선언을 한 것은 

장차 실시허락을 구할 자들에 대한 청약(請約, offer)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당해 표

준특허를 실시함으로써 승낙하여 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성립

되었다거나, ②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포함한 일련의 언동을 함으로써 특허

권자와 표준화기구 혹은 특허권자와 표준화작업 참여주체들과의 사이에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였고 상대방은 다름 아니라 위 계약의 ‘제3자’(혹은 수

익자, third-party beneficiary)에 해당하여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위 계약상의 구속

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2가지 계약관계에 근거한 제어논리는 

후술하듯이 ‘삼성 대 애플’ 혹은 ‘Apple v. Samsung’ 분쟁에서 애플(Apple)이 한국, 

미국의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던 주장이기도 하다. 또한 FRAND 선언 등

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묵시적 실시허락(implied license)을 하였다고 주

장하는 방법, 혹은 특허권자가 표준화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언동에 반한다고 

하여 신의칙 위반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equitable estoppel)22)으로 다투는 방법도 

22) 우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며, 이것과 유사한 것이 영미법상 ‘금반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Ⅰ(박영사, 1999), 118-119면(양창수 집필부분) 참조. 이 글 이하에

서는 이런 원칙들을 묶어 편의상 ‘금반언 원칙’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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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보아 같은 맥락에 속하는 제어수단들이다. 

다만 계약 위반, 묵시적 실시허락, 금반언 원칙 위반(이하, 모두 묶어서 ‘계약 위반 

등’이라고만 함)과 같은 대항수단은 비교적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FRAND 

선언을 비롯하여 특허권자가 표준화작업에 참여하면서 행하는 일체의 언동이, 계약

이나 묵시적 실시허락으로 취급되거나 금반언을 기대할 만하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23) 이런 뚜렷한 한계 때문인지 

‘삼성 대 애플’ 사건 혹은 ‘Apple v. Samsung’ 사건24)에서 한국, 미국의 법원 모두 

FRAND 선언만으로는 실시료의 액수 등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위 ①과 ②에 관한 애플(Apple)의 주장을 공히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계약 위반 등’ 법리에 근거한 주장이 미국 등에서 점차 호소력

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등을 아예 인정하지 말자는 입장이 미국 등에서 유력

하게 주장되고 있는 상황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데, 이런 입장은 FRAND 선언과 

관련하여 그것의 구속력을 특허권자와 향후 당해 기술을 채택할 상대방과의 사이

에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 구속력의 구체적 근거에 관해 혹자는 

계약상의 효력으로, 혹자는 금반언 원칙 등에 기대어 다소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

을 뿐이다. 

덧붙여, 표준특허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계약 법리에 의존하는 경우 국제사법

(conflict of law)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FRAND 선언을 요구한 

특정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P Policy)에서는 대체로 향후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 적용될 준거법(準據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삼성 대 애플’ 

사건이나 ‘Apple v. Samsung’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된 삼성의 표준특허는 유럽

23) 가령 FRAND 선언이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장(章)의 5. 

가. ‘FRAND 조건이 가진 의미’(각주 80번 이하 및 그에 대응하는 본문) 부분 참조. 

뿐만 아니라 금반언 원칙 위반의 경우 표준화작업에서 이루어진 특허권자의 언동에 

기초하여 신뢰를 쌓게 된 상대방의 범주 속에 그보다 나중에 특허권을 실시하게 되었을 

뿐인 제3자가 원칙적으로는 포섭되기 어렵다는 난점까지 있다(특히 이 점을 지적하는 

견해는 Daryl Lim, op. cit., pp. 580-581). 
24)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주지하다시피 Apple v. Samsung 분쟁에 

관해 미국의 1심법원은 수십개에 달하는 결정과 일부 판결을 내렸다. 그중에 위 결정

은 Samsung의 표준특허권에 기한 반소를 기각해달라는 Apple의 주장을 판단한 재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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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기통신표준기구(ETSI)에 의하여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었고 위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제12조는 명시적으로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 때

문에 원,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위 두 사건의 

재판 모두에서 프랑스 민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25) 

그러나 앞서 ①의 청약(請約)이 되기 위한 요건이나 ②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이 한국 및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와 

크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26) 프랑스 민법의 세세한 내용을 위 

두 법원의 재판서(裁判書)에서처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프랑

스법이 한국 및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와 크게 상이한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양도나 

실시허락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는데 서면주의(書面主義)를 요구한다는 점27)이며, 

이 때문에 위 두 법원 모두 애플(Apple)의 계약 성립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중요한 

논거 중 하나로 서면의 작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2) 관련 사례

표준특허 침해 주장에 대항하여 계약 위반 등을 내세운 사례들 중 한국에서 가

장 관심을 끌만한 분쟁은 역시 한국의 ‘삼성 대 애플’ 사건28)과 미국의 ‘Apple v.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중 173면 이하 및 Apple v. 

Samsung,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p. 10 이하.
26) 가령 ①과 관련하여 프랑스 민법에서도 청약(請約)이려면 구체적, 확정적인 의사표시

여야 한다(위 2011가합39552 판결 174면). ②와 관련하여서도 프랑스 민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동법 제1119조), ‘본인 자신을 위한다는 요약

(要約)의 조건이 있을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바(위 2011가

합39552 판결 175-176면), 이런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보상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민법에서의 해석론(가령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73-75면)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삼성 대 애플’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프랑스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특허권자와의 사이에서 ‘보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표준화기구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요약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애플의 관련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7) 프랑스법의 이런 특징은 위 2011가합39552 판결 177면 및 위 Apple v. Samsung 판결 

중 p. 15 참조. 반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

칙적으로 서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널리 계약이 유효하려면 대가

관계(혹은 約因, consideration)가 존재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

약은 소정조건 하에 그런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유효하다는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될 뿐

이다{이는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Westlaw Database updated Oct. 2013) § 

95 (1981) 참조}.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각주 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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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사건29)이다. 두 사건 모두에서,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기술로 채택된 삼성(Samsung)의 특허권30)을 침해하였는지가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이 쟁점에 관한 1심 판결에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의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애플의 주장을 배척하고 표준특허권 침해에 따른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에 비하여,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아예 삼성의 표준특허권이 당연무효(invalid)에 해당하거나 애플의 아이폰에서 삼성

의 표준특허권을 채용하여 실시(實施)한 바 없다고 최종판단함31)으로써 애플에게 

특허침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FRAND 선언과 관련한 삼성의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이 있는지까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미국 법

원에서도 그런 최종적 재판을 내리기 이전 시점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부수적 재판들에서, 표준특허권자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계약위반 등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피고 애플이 앞서 ①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제

29) Apple v. Samsung,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이와 관련하여 각주 

5번 참조.
30) 양국에서 삼성이 내세운 특허권이 모두 표준특허였던 것은 아니며, 아울러 양국에서 

문제된 표준특허권의 구체적 내용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내역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할 논의의 실익이 없다.
31)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특허권 침해(infringement) 여부의 판

단을 법관이 아닌 배심원단(jury)이 수행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배심

원단은 2012. 8. 24. 평결(verdict)을 통하여, Samsung이 내세운 표준특허 2건 모두 소진

(exhaustion)되었다고 보아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제된 특허부품을 애플

에게 판매한 주체가, 삼성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았음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소외

(訴外) 인텔이 아니라, 인텔의 외국 자회사(子會社)였지만 이런 경우도 소진이 적용

된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한국 법원은 소진이 자회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3. 1. 29. Apple의 ‘평결번복 직권재판(judgment as a matter of law)’ 신청에 응하여 

위 표준특허 중 1건(U.S. Patent No. 7,675,941)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이런 재판은 Apple 

v. Samsung, 920 F.Supp.2d 1116), 같은 날 Samsung의 평결번복 직권재판 신청에 응하

여서는 나머지 표준특허 1건(U.S. Patent No. 7,447,516)과 관련하여 애플 아이폰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각각 더 나아가 소진 여부에 관해서까지 판단

하지 않더라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앞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는 재판

(이 재판은 Apple v. Samsung, 920 F.Supp.2d 1079)을 내렸다. 나아가 이 글 주제와 

관련 없지만 1심법원은 위 재판들과 별개로, 애플의 디자인권 등에 기한 손해배상금

으로 약 10억불 이상을 인정한 배심원단 평결 부분도 약 4억 5천만 달러로 감액하는 

수정을 가하였고(이 재판은 Apple v. Samsung, 926 F.Supp.2d 1100) 이런 수정은 한국

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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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에 대하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면서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이나 지적

재산권 가이드에도 구체적인 실시료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상호 간의 협상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FRAND 선언의 문언내용과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원고의 

FRAND 선언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②와 같은 피고 애플의 주장에 관해서는32) 

법원이 “표준화기구인 ETSI의 정책목표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특허의 특허권자와 

ETSI 사이에 기본적인 계약관계 내지 보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ETSI와 같은 표준화기구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술시장에서의 표

준확립을 위한 사적 질서조성기구에 해당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약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역시 배척하고 있다. 미국의 ‘Apple v. Samsung’ 사건에서도 

Apple은 FRAND 선언에 터 잡아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요지로 한국에서의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와 거의 동일한 주장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1심법원은 2012. 5. 

14.자 결정33)에서 이런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배척의 이유 역시 한국 법원이 앞

서 제시한 이유와 크게 보아 대동소이하다.34) 

반면 미국에서 표준특허 침해 사안에 있어 ‘계약 위반 등’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

을 받아들인 예로 1997년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Wang Labs. v. Mitsubishi 

판결35)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Wang은 Mitsubishi로 하여금 Wang 자

신이 개발한 64K 메모리 모듈(SIMMs) 기술을 일부 채용한 256K 메모리칩을 생산

하도록 종용한 다음, 전자기기표준화 공동위원회(JEDEC)의 표준화작업과정에서 

특허출원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메모리 모듈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주

도하였다. 그럼에도 Wang이 나중에 Mitsubishi를 상대로 삼아 특허침해를 주장하

32) 판결문 자체에는 피고 애플의 이 부분 주장이 있었다는 점 자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중에 위 주장을 대상으로 한 판시가 분명히 존재하고 미국에서 

벌어진 Apple v. Samsung 사건에서 Apple이 계약 관련 주장 속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개진

되었음이 분명하다.
33) 2012 WL 1672493 (N.D.Cal., May 14, 2012). 
34) 다만 미국의 법원은 한국 법원과 달리, 원고 Apple의 주장을 위 ②번을 중심으로 파악

하고서도 그에 대한 배척 판단에서는 한국 법원이 ①번 주장에 관하여 판시한 사유, 

즉 FRAND 선언만으로는 청약(offer)으로 보기에 구체적이지(specific) 못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35) 103 F.3d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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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방지방법원은 묵시적 실시허락 이론에 의하여 피고가 실시료 없는 조건으로 

취소불가능한 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연방특허항소법원도 그런 판단을 

승인하였다.36) 나아가 이 글 뒤에서 설명하는 2012년 Microsoft v. Motorola 결정37)

에서도 FRAND 선언으로 인하여 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

나. 특허권 남용 및 반독점행위로 취급하여 대항하는 방법 등

(1) 개설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제어수단으로 특허권 남용 이론이나 

공정거래법의 제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특허법에서는 강제

실시권(强制實施權) 발동도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곤

란하므로38) 논외로 한다.

특허권 남용 이론은, 특허권자가 일방 당사자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사적(私的) 

소송에서 당해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misuse)이라고 보아 배척하는 방법이다. 

반면 공정거래법의 제재는 사적 소송의 존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미국

에서는 antitrust activity)로 취급하여 행정당국의 공적(公的)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사적(私的) 소송에서도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다투며 상대방이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기초로 (특허권 남용) 항변을 제출하는 방법이다.39) 

36) 연방특허항소법원은, 묵시적 실시허락 법리가 본질적으로 미국 특허 판례에서 거의 

인정된 적이 없는 금반언 원칙 위반의 항변에 터 잡은 것이지만 묵시적 실시허락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금반언 원칙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건설명은 모두 Janice M. Mueller, “Patenting Industry 

Standards”, 34 John Marshall Law Review 897 (Summer 2001), pp. 924-925 등 참조.
37) 각주 110번 참조. 아울러 Apple v. Motorola 판결(각주 105번 참조)도 그 판시의 취지상 

넓게 보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사료된다.
38) 미국 등 선진제국의 법제와 달리 한국 특허법에서는 다양한 사유에 관하여 특허청장에 

의한 강제실시권(强制實施權)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 중에는 ‘불

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동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이런 외형과 달리 선진제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서인지 그동안 강제실시권이 설정된 

예는 1980년의 단 1건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이는 2011. 12. 2.자로 개정된 특

허법에 관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2면 참조). 따라서 표준특허권 남

용에 대항하여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의 예상으로 

정연덕, “표준특허 분쟁의 확산과 산업발전”(전문가 좌담회에서의 진술임), 지식재산정책, 

Vol. 11(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6), 24면. 
39) 주의할 것은, 미국에서 특허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반독점법 위반행위라는 주장

은 그 자체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항하여 제출될 수 있는 독립된 항변으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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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에서의 최근 경향은 표준특허권 관련분쟁에 대처함에 있어 본래의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기보다 반독점법위반(antitrust law,40) 한국의 공정거래

법위반)을 중심으로 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41) 사실 표준특허권의 경우, ‘표준’

의 성질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기가 다른 특허권의 경우보다 훨씬 쉬운 

까닭에, 그 특허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다른 어떤 특허권 침해사건에서보다 

공정거래법(미국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쟁점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는 하다. 

하지만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함에 있어 반독점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남용을 내세울 수 없다는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최근 입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반독점행위로 취급하는 대항방법으로부터 독립된 

고유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가능할지에 관해 살펴본다. 

(2)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 전개 상황 및 필자의 소견

특허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특허권의 현실적 혹은 잠재적 독점범위를 부당하게 

않는다는 점이다. 당해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입은 피고가 그런 

양상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항변할 수 있을 뿐이다{이 점은 Martin J. 

Adelman, Cases and Materials on Patent Law, third edition, West (2009), pp. 791-792}. 

특허권자의 반독점법 위반 자체를 침해상대방이 법정에서 다투려는 경우에는 침해소

송의 항변이 아니라 반소(counter claim)로 청구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에 

의하게 된다{이 부분은 Janice M. Mueller, Patent Law, 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2), pp. 567 및 587}. 그러나 이런 반소는 이 글의 관심이 아니다. 가령 ‘특허권자

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통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특허침해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는 주장과 같이, 특허권 남용 항변을 효과적으로 제기하는데 과연 반드시 반독

점법 위반의 요소가 매개가 되어야하는지 여부가 이 글 이하의 관심이다. 
40) 미국의 반독점법은 크게 Sherman Act, Clayt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

으로 나뉘고 그중에서도 Sherman Act 제2조 및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가 

표준특허권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주로 거론되지만 이 글에서는 굳이 특정하지 않고 

‘반독점법’으로 통칭한다. 마찬가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법제도 경제법 혹은 경쟁법이란 호칭 대신 편의상 ‘공정거래

법’으로 통칭한다. 
41) 이렇게 표준특허 분쟁에 관한 반독점법적 접근을 대표하는 것으로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07) 중 ‘특허권이 공동표준제정에 

관련될 경우의 경쟁 문제’(Chapter 2, pp. 33-56)를 참고할 것. 주로 지적재산권법 측면

에서 표준특허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특허매복 및 특허위협 행

위가 분석대상이 될 뿐이다. 하지만, 위 보고서를 참고해보면(pp. 37 & 55) 반독점법 

측면에서는 가령 표준제정과정에서 표준화기구의 주도로 참여주체들이 FRAND 선언과 

관련하여 사전에 장래의 실시료 등을 미리 정하려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담합

행위처럼 오히려 경쟁제한적 행위로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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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려는 경우 그런 권리행사는 남용(misuse)이므로 당해 특허권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요지의 특허권 남용 이론은, 미국에서 성문법이 아닌 형평법에 근거한 

항변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한 또 다른 유력

한 제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독점법 위반행위와 특허권 남용행위의 관계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즉 ① 특허권 남용은 반독점법 위반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 ② 시장에의 영향이라는 반독점법적 요소를 특

허권 남용에서 경우에 따라 고려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 ③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반독점행위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 수십 년 이상 미국

의 판례들과 학자들 사이에 혼란스럽게 엇갈리고 있다.42) 

종전까지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비록 표준특허권에 관한 사건에서는 아니었지

만) 대체로 특허권 남용행위와 특허권 관련한 반독점행위를 개념상 분명하게 구분

하려는 입장이었다.43) 특허권 남용은 특허법 자체에 연원을 둔 법리로, 시장(市場)

에의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특허독점권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특허권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방특허항소법원은 표준특허권의 남용이 문제된 2010년 Princo 

판결44) 등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과는 반대로, 특허권 남용을 인

정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독점적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검토

함으로써 양자의 개념을 상당부분 중첩되게 하면서도 특허권 남용의 인정요건을 

반독점행위의 인정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5) Princo 

42) 이런 3가지 입장에 대하여는 Richard Calkins, “Patent Law: The Impact of The 1988 Patent 

Misuse Reform Act and Noerrpennington Doctrine On Misuse Defenses and Antitrust 

Counterclaims”, 38 Drake Law Review 175 (1988/1989), p. 185 참조. 국내문헌으로는 

비록 표준특허에 국한한 글은 아니지만 조원희, “미국특허법상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 ‒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스티스, 통권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103-115면 참조.
43) 가령 가장 대표적으로 Morton Salt Co. v. G. S. Suppiger Co. - 314 U.S. 488 (1942) 

판결에서는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데 있어 반독점법(이 사건에서는 Clayton Act) 위반 

여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Ibid., at 490 참조). 또한 최초로 특허권 남용을 

긍정한 선례인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Mfg. Co., 243 U.S. 502 

(1917)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아주 추상적 기준을 

내세워(Ibid., at 519) 특허권자의 행위를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44) Princo Corp. v. ITC, 616 F.3d 1318 (Fed. Cir. 2010) (en banc). 당초 ITC 판정을 1차로 

파기한 뒤 다시 이루어진 ITC의 판정에 대한 불복에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5) Janice M. Mueller, Patent Law, pp. 569-570; Spencer Weber Waller & Andre Fiebig, 

Antitrust and American Business Abroad (Westlaw Database updated Dec. 2012) § 1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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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원심에 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서는, 피고 Princo가 

원고 Phillips의 표준특허를 일응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의 표준

특허기술과 Sony의 유사특허기술까지 모두 포함시킨 특허풀(patent pool)46)에 관한 

실시허락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남용행위를 

한 이상 당해 특허권을 피고에게 ‘집행할 수 없다’(unenforceable)47)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반독점법위반행위가 특허권남용을 

인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그것에 더하여 

엄격한 추가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입증할 요건으로 i) 문제된 행

위로 인해 당해 특허권의 독점영역이 부당하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ii) 경쟁제

한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었을 것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런 입장에 충

실하자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애당초 존재하기가 어렵게 된다.

물론 이런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

하는데 특허법 자체의 논리에 터 잡아 고유한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활발하게 적용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거나 적어도 반독점법 법리와 병행하여 위 법리를 활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48)도 유력하다. 이런 비판적 견해는 Princo 판결이 있기 

46) 특허풀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 간에 또는 제3자

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정을 의미한다(지식재산권 지침 2. 가.). Princo 사건에서 

예시되듯이, 표준특허가 존재하는 곳에 특허풀도 아울러서 등장할 때가 많다. 하지만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과 같이 표준특허 지정 즉시 특허풀에의 참여를 권장하

는 경우를 제외하면, 표준특허와 특허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이는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p. 97-98).
47)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항변 중 특허권을 집행할 수 없다는 ‘unenforceable’ 항변은 위와 

같이 특허권 남용의 경우나 형평법에 반하는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어느 경우나 당해 항변을 제기한 소송상대방에게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이라는 점에서, 소송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사실상 효력이 

미치는 무효(invalidity) 항변과 큰 차이가 있다. 즉 무효항변에 따라 연방법원이 당해 

특허권 전부나 그 일부 청구항을 무효라고 판단하면 특허권자는 당해 소송의 상대방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 대하여서도 더 이상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이는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 례연구, 제34권, 민사판례연구회(2012. 2), 1020-1021면 

참조. 요컨대,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권 남용 법리에 

의하는 때는, 공정거래법에 기한 공적 제재를 가하는 때와 달리, 특정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한계가 있음은 주의하여야 한다. 
48) Daryl Lim, op. cit., pp. 589-606; Saami Zain, “Misuse of Misuse: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Federal Circuit’s Misguided Patent Misuse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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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다.49) 

필자의 사견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는 제어수단으로 공정거래법적 

관념으로부터 독립하여 특허권 남용이론이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에서의 논의가 확실히 일단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특허권 

남용 항변과 반독점법 위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앞서 예시한 ① 내지 ③의 입장 

중,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래된 판례들은 굳이 대응시키자면 ① 혹은 ②의 입장인 

반면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최근 판례는 ③의 입장이어서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면, 소수이긴 하지만 포스너(Posner) 판사와 같은 유력학자50)가 양자의 구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하여 ③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점, 미국 의회가 1988년 특허

남용개정법(Patent Misuse Reform Act)을 제정하여 향후에는 연방대법원의 종전 특

허권 남용 판례에서보다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도록 강제하

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의 인정기준으로 추가한 점,51) 아울러 

위 Princo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하였다는 점52) 등에 비

추어 보면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입장이 장래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단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로는 미국 특허법 학자들 대다수는 여전히 

특허권 남용이 공정거래법위반과 분명히 구별되는 법리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53) 

연방특허항소법원이 Princo 판결 등을 통하여 특허권 남용 이론의 적용 여지를 연방

대법원의 선례들보다 너무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특허남용개정법의 

취지 이상으로 특허권자에게 너무 유리한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으로 이미 최근 약 10년 동안 특허권자에 편향적이었던 연방특허항

소법원의 여러 판결을 잇달아 파기하는 등54) 연방대법원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13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95 (Fall 2011), pp. 117-146 등.
49) Janice M. Mueller, “Patenting Industry Standards”, p. 921 & pp. 934-946. 
50) Posner 판사는 USM Corp. v. SPS Technologies, Inc., 694 F.2d 505 (7th Cir. 1982) 판

결을 통하여 특허권 남용을 판단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오늘날에는 반독점법이 특허권자의 부정한 행위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특허남용의 

독자적 역할을 더 이상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더 자세히는 Richard Calkins, op. 

cit., pp. 188-192.
51) 35 U.S.C. § 271(d)가 그렇게 수정되었다. 자세히는 Richard Calkins, op. cit., pp. 192-200.
52) Princo Corp. v. ITC, No. 10-898, 2011 WL 1832842 (U.S. May 16, 2011).
53) 다만 앞서 ①과 같은 입장이라기보다 ‘반독점법위반행위가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②에 보다 가까운 입장으로 볼 수 

있다.
54) 연방대법원은 2002년 Festo 판결에서 시작하여 2013. 6. 13. 선고된 Myriad 판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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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만일 연방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동일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할 기회가 온다면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입장이 파기되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요컨대 필자의 소견으로는, 반독점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표준특허권에 대항하여 특허권 남용의 항변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미국의 최종적 입장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곤란하고 한국에서도 당분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 전개 상황 및 바람직한 방향 제시 

   (가) 한국 판례는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잘못 취급함

한국의 관련 상황을 살피건대, 표준특허권자의 횡포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특허

권 남용이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판례가 일반 민사

사건에서 종종 인정하여 온 전형적인 권리남용, 즉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권리남용55)은 아직 특허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인정된 예를 찾기 

어렵다. 현재까지 우리 판례에서 특허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는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의 킬비(キルビ－, Kilby) 판결56)의 태도를 우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이나 이후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

결57)에서 수용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법상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록특허권에 큰 흠이 있음에도 그런 권리에 기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

기까지 원심파기 판결을 잇따라 내림으로써 연방특허항소법원이 특허법의 여러 중요 

쟁점에 관하여 제법 오랫동안 운용한 기준들을 계속 부정해오고 있다. 이런 추세와 

달리 연방특허항소법원을 지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2011년 Microsoft v. i4i 판결(131 

S.Ct. 2238) 및 2013년 Bowman v. Monsanto 판결(133 S.Ct. 1761) 등 극소수이다. 
5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

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

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56) 最高裁 平成10年(オ)第364号 平成12.4.11.
57)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

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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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청구가 있을 경우, 특허법상 무효판단을 전담하도록 설계된 특허심판원 등의 

특허무효심판절차 등에서 무효가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라도,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기교적인 개념으로 권리남용이 등장하고 있다. 이때 형식상 ‘권리

남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래의 권리남용에서 당해 권리의 행사(行

使)와 관련이 있는 제반사정을 주로 참작한 뒤 법관이 종합적인 평가로서 그 권리 

행사가 당초 법이 예정한 범위에서 이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권

리의 성립 과정(成立過程)에서의 흠, 그중에서도 진보성 결여로 인한 무효사유의 

존부, 그 흠이 정정심판(訂正審判) 등으로 메꾸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만 관

심이 쏠려 있다. 이런 기교적인 ‘권리남용’이 본래의 권리남용과 얼마나 이질적(異

質的)인 것인지는 가령 ‘삼성 대 애플’ 사건5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크게 두 부분에서 ‘남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바, FRAND 선언과 관련하여 

삼성의 특허권 행사가 적절한 것인지를 민법, 특허법, 공정거래법 등 규범에 비추

어 검토한 뒤 관련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넓게 보아 본래의 권리남용에 관한 판단이

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기교적인 ‘권리남용’ 법리에 터 잡아 판단

하면서 아예 “특허의 무효 여부(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목차 속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 존부와 권리남용 해당여부를 아예 묶어 구별 없이 판시한 

뒤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법원의 이 부분 관심은 당해 표준특허권이 등록무효사

유를 지녔는지 확인하는데 쏠려 있을 뿐이다. 특허등록 무효사유와 권리남용을 동일

하게 놓은 것과 같은 이런 개념상 혼란은 위 법원의 판시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일

본의 판례가 취한 태도를 그대로 따른 앞서의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59)

   (나) 특허권 남용에서만 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배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음

비록 상표권에 관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일부 대법원 판례60)는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해서는 아예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례적 입장을 취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도, 비록 결론에서는 특허권 남용을 부정하였

지만, 논리전개과정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표준특허권 남용이 다투어진 이번 

58) 각주 4번 참조.
59)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관해 자세히는 박준석, 전게논문(각주 47), 1034-1049면 및 

이를 보충한 박준석,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Law & 

Technology, 제9권 제3호(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3. 5), 17-19면을 참조할 것. 
6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세칭 ‘진한 커피’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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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그대로 원용한 바 있다.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대법원 선례가 

잘못되었음에도 ‘삼성 대 애플’ 판결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본다.

살피건대, 이렇게 주관적 요건을 제거할 경우 장차 특허권 남용이 활발하게 인

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커질 것이지만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관해서만 다른 

사건들에서와 다르게 주관적 요건을 제거할 것은 아니다. 주의할 것은, 권리남용에서 

과연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당부 판단은 민사법 일반의 문제일 뿐

이어서 필자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지적재산권 

남용 사건에서는 오히려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란 주관적 요건을 굳이 인정

하고자 한다면 권리남용이 인정된 다른 민사사건 일반에서보다 더 쉽게 긍정할 수 

있음에도 위 대법원 판례는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성질상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61) 즉 위 

61) 위 ‘진한 커피’ 판결의 진의(眞意)에 관한 옹호론{이는 오영준, “등록상표권자의 상표

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등(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법원 례해설, 제69호(2008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8)의 견해임}에 따르면, 종전

까지 판례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사건’ 등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반사회적 비경제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거의 항상 남용의 객관적 요건을 쉽게 충족하므로, 객관적 요건만일 경우 거의 

언제나 권리남용이 되어 토지소유권 제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을 대법원이 ‘주관적 요

건’을 도구개념으로 추가함으로써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인이 

선사용하던 표장을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먼저 등록한 뒤 선사용자를 상대로 금지청

구를 구하는 ‘진한 커피’ 사건에서는 금지청구로 인해 등록상표권자에게 아무런 이익

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만일 이때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면,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은 거의 성립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옹호론이 비교대상으로 거론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긍정한 취지 속에는, 

철거의 상대방은 지상건물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철거로 고통과 손해를 입는 

반면 토지소유자가 되찾는 대지는 대체로 ‘자투리땅’에 불과하여 기존 지상건물의 대

지로 계속 활용되는 것 외에는 달리 유용한 ‘이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결국 

판례는 ‘자투리땅’이라는 분명한 유형물조차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에서 지칭하는 

‘이익’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런 판례의 이해방식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야 어찌되었든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사건’과 비교할 때 지

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는, 옹호론의 설명과는 반대로, 오히려 위와 같은 ‘이익’이 존

재하지 않을 여지가 더 크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이 무형(無形)의 재화에 대한 권리로 

비경합적(non-rivalrous) 성질을 가진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타인이 

함께 사용하여도 권리자의 실제 활용이 저해받지 않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임의)활용

이 중지되더라도 권리자의 실제 활용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서 

‘자투리땅’의 반환처럼 선뜻 ‘이익’과 연결 지을 대상조차 당장은 막연하다. 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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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주관적 요건을 배제한 전제(前提)부터가 잘못되었다. 

   (다) 공정거래법위반의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특허권 남용 항변의 유용성 등

어쨌든 한국에서도, 장차 진정한 의미의 특허권 남용이 다투어지는 사례들이 활

발하게 등장한다고 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특허권 남용행위의 관계도 앞서 

미국에서처럼 치열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62)에서 (비록 

표준특허권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행사에 관해서였지만) 지적재산권 행

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경우 당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이 존재한다. 한편 학설63)로는 특허권 남용의 배경이 되는 특

허법의 정책목적은 공정거래법의 그것보다 더 넓은 결과 공정거래법위반행위는 특

허권 남용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존

재하지만, 위 판례와 학설은 물론 앞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결64)까지 공정거래

법위반행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특허권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공통된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가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법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특허권 남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려는 입장이 실제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가지

는 현실적 장점이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표준

특허권남용 인정의 전제가 될 경우 당해 재판에서 통상 방대한 규모의 시장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필요성은 해당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법

관의 판단이 자칫하면 종속될 위험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권 남용이론은 이

런 위험을 피하게 해 준다.65) 물론 시장분석 등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 제반사정을 

한 비판은 박준석, 전게논문(각주 47), 1008-1017면을 참조할 것.
62) 서울고법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세칭 ‘천재교육’ 사건). “… 이러한 점들에 비

추어 보면 저작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63) 오승한,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산업

재산권, 제33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 12), 198면 이하.
64) 이 판결은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고 한 다음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검토의 범위를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65) 주의할 것은, 특허매복행위의 경우와 달리 특허위협의 경우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가 대략적으로나마 산정되어야 과연 특허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허권 남용인지를 판단하려면 부득이하게 위 실시료를 개략적으로나마 산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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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추상개념을 재량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혹자의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특허권 남용을 비롯하여 권리남용 법리 자체가 일단 

법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리행

사를 허용할지 추상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불확정적 추상개념을 매개로 한 법리인 까닭에 남용이론이 자주 발

동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발동될 여지까지 아예 봉쇄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덧붙여 표준특허권자의 횡포가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특허권 남용행

위에 이르는지 법적 평가를 내림에 있어, 미국의 입장과 유럽연합의 입장(나아가 

그에 가까운 한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간 특허권

의 행사에 대항하여 반독점법적인 제재를 가함에 있어 실제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미국은 지적재산권자의 독점을 옹호하는 입장을, 유럽연합은 공적 이익을 내세워 

경제법적 규제를 가하려는 입장을 각각 취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이 

글의 주제인 표준특허권 관련 사안66)뿐만 아니라 과거 여타 특허권 관련 사안67)에 

관해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난다. 이것은 반독점법의 등장시점이나 관련 논의의 축적

에서는 미국이 결코 유럽연합보다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국이 

특허권의 강한 보호와 관련하여 얼마나 비교우위를 가졌는지에 따라 미국처럼 자국 

특허권자를 우선적으로 옹호할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에서처럼 실상은 미국 

등 타국의 기업일 경우가 상당부분인 특허권자에 대해 공적 견제를 강하게 가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려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여전히 공정거래법위반인지의 판단보다는 법관의 부담이 경미하다고 본다.   
66) 2012. 2. Google은 거액을 들여 Motorola의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권 등을 인수

하였고, 그 표준특허에 터 잡아 애플, MS 등을 상대로 침해금지를 구하였다. 이런 행

위가 FRAND 조건을 위반하여 반독점행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미국 FTC의 경우 

장기간 조사에 불구하고 2013. 1. Google과 합의하여 일정 조건 하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조사를 중단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 당국은 Google의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상은 WSJ 2013. 1. 5.자 “Behind Google’s Antitrust Escape” 

기사 및 Foss Patents (Blog) 2013. 5. 6.자 “Preliminary EU ruling finds Google’s Motorola 

guilty of abuse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칼럼 등 참조.
67) 미국에서도 논란 자체는 있었지만 실제 규제까지는 내려지지 않았던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익스플로러 검색엔진 끼워팔기, Google의 검색결과 제시방식이 유럽연합에서

는 반독점적 제재를 받았던 것이 좋은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Joe Wilcox, “Google’s 

antitrust defense sounds like Microsoft’s” (2011. 6. 25.자), <http://betanews.com/2011/06/ 

25/google-s-antitrust-defense-sounds-like-microsof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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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특허권자의 특허매복(patent ambush) 행위에 대항한 제동

가. 반독점법에 기한 공적 제재까지 이루어졌던 미국의 Rambus 사건

특허매복행위에 관해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분쟁사례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FTC)가 반독점법위반의 제재를 가한 Rambus 사건68)이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

기기표준화 공동위원회(JEDEC)의 DRAM 메모리 기술 표준화 작업과정에 참여한 

Rambus가 관련 기술이 특허출원 중인 사실을 사전공개하지 않은 채 표준기술로 

채택되도록 유도한 행동이 문제되었다. FTC는 이런 행동이 반독점행위라고 보아 

시정조치를 내렸고 Rambus가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이 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

종적으로 연방DC항소법원에서, 표준화 작업 당시 전자기기표준화 공동위원회

(JEDEC)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정한 사전공개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반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설령 사전공개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경

쟁제한적 효과가 초래되었어야 하는데 만일 Rambus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다른 

대체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었을 것임을 입증한다면 그런 경쟁제한의 효과가 입증

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69) 등에 의해 FTC가 패소하였다. 

한편 Rambus는 나아가 표준기술 채택 이후 해당 기술을 채용한 메모리 제조업

체인 Infineon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70) 이 침해소송에서

는 Rambus가 위와 같이 표준화 작업과정에서 특허출원 중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기망(fraud)’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에게 인정되는 항변 

중 하나인 ‘형평법에 반하는 행위(inequitable conduct)’에 속하므로 특허침해가 아니

라고 볼지가 문제되었다. 1심과 달리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위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FTC의 앞서 판단과 마찬가지로 Rambus의 사전공개의무 위반으로 경쟁제한적 결

68) Rambus, Inc. v. FTC, 522 F.3d 456 (D.C. Cir. 2008). 이 사건을 설명한 국내문헌으로는 

이황,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산업재산권, 제36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12), 339-345면을 참조할 것.
69) 522 F.3d at 466. 이렇게 미국에서는 특허권자의 기망행위 자체만으로는 곧장 반독점

법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경쟁제한적 효과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이황, 

전게논문, 353-355면 참조). 다만 미국의 이런 입장이 한국의 공정거래법 해석에도 그

대로 타당한지는 다툼이 있다(각주 78번 참조).
70) 이는 Rambus v. Infineon Technologies Ag, 318 F.3d 1081 (Fed. Cir. 2003). 이 사건의 

상세설명은 Peter David G. Sabido, “Defending against Patent Infringement Suits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Rambus Inc. v. Infineon Technologies AG”, 13 Federal 

Circuit Bar Journal 635 (2003-2004), p. 637 이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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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초래되었다는 요지로 피고가 다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다툼이 항변으로 

제출될 경우 특허권 남용의 형태로 주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71) 

나. 한국기업이 관련된 미국의 Apple v. Samsung 사건 

특허매복행위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사건은 현재 미국에서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Apple v. Samsung 사건에서의 관련 판단부분이다. 이 사건

에서 특허매복에 관한 Apple의 주장을 1심법원은 2013. 1. 29.자 결정72)에서 배척한 

바 있다. 여기서 Apple은 Samsung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기술에 관해 유럽연합전기통신표준기구(ETSI) 주도의 표준화과정에서 특허매복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Samsung은 계약 위반의 책임73)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따르면 장차 표준기술로 채택될 수 있는 (필수)특허를 

가진 경우 적시에 합리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표준화작업 참가주체에게 부과하고 있

지만, Samsung은 특정 기술들을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표준의 일부로 채택

하도록 제안함에 있어 그보다 조금 앞서 스스로가 한국 특허청에 당해 기술들을 

출원 중인 사실에 관해 아무런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Apple은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연방지방법원은 Apple의 특허매복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만일 ETSI가 Samsung이 

특허출원을 은닉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대체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였을 것이

라는 사실을 Apple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74) 

즉 Samsung의 고지의무위반과 그 이후에 Apple이 겪은 불이익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71) 이런 지적은 Peter David G. Sabido, op. cit., p. 650. 아울러 각주 39번을 참조할 것.
72) 920 F.Supp.2d 1116 (Jan. 29, 2013). 이 결정은 앞서 설명한 대로(각주 31번 참조) Apple

이 배심원단의 평결에 불복하여 그것을 번복하는 판사의 직권재판(judgment as a matter 

of law)을 신청한 것에 응답한 재판이다. 
73) 특허매복행위가 어떻게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본 결정문 

자체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각주 23번과 24번 및 그 바로 

앞 본문(①과 ②의 각 논리 설명부분)을 참조할 것.
74) Apple v. Samsung 사건에 관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2011. 10. 18.자 결정

(각주 91번 참조)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특허매복으로 인한 반독

점법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Apple의 주장을 증거부족으로 기각하면서, 연방DC항소

법원의 Rambus 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였음을 선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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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관련 상황

한국에서는 아직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매복행위가 문제된 적은 없다. 일단 

지식재산권 지침에서는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자신이 출원 또는 등록한 관련 특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라면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75) 장차 

문제될 경우, 위 공정거래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적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침해

소송 안에서 특허권 남용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76)

먼저 공정거래법에 기한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특허매복행위가 우리 공정거래법

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특허권자의 기망 

때문에 대체기술이 표준에서 배제되었다는 경쟁제한적 효과77)가 요구되는지 문제

된다. 여기서는 지면제약상, 그런 경제법 차원의 문제에 관해 한국 경제법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점78)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어쨌든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그것을 근거로 특허권 남용 주장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79)

다음으로 특허권 남용 항변에 관하여서는, 그런 항변이 최종적으로 원용되려면 

특허매복행위의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제반사정의 입증이 필요할 것임은 특허

위협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특허매복행위는 특허권 남용이라는 추상적 

법적 요건을 인정하는데 주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5.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patent hold-up) 행위에 대항한 제동

가. FRAND 조건이 가진 의미

표준화기구가 사전에 특허권자와의 사이에, 제3자들에 대한 장차의 실시허락 조

75) 지식재산권 지침 3. 나. 부분. 주의할 것은 특허매복행위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요청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76) 반대로 특허매복행위에 관해 특허권 남용이론이 적용되기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

로는 오승한,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산업재산권, 제36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12), 406면. 
77)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즉 이른바 ‘배제남용’의 

사안을 다루었던 포스코 판결(각주 98번 참조)이 제시한 요구이다.
78) 그런 효과가 요구된다는 견해로 이황,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스티스, 통권 제129호(한국법학원, 2012. 4), 231면, 반대

견해로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 2013), 273면 각 참조. 
79) 각주 39번 참조.



136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 12.)

건을 구성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대략적으로 정해두고자 협의함에 있어 ‘공

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은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하지만 무

엇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지에 관해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에서는 대부

분 아예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정책 밖에서 따로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80) 국제적으로도 보더라도 최근 법정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례도 충분하지 못하다.81) 따라서 

한국의 법원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82) 다만 여기서 합리적

이고 비차별적 조건의 실시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특허권자가 당해 기술이 표준

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징수할 수 있었던 실시료 금액의 최상한(最上限) 범위 내이

거나 당해 기술이 표준으로 작동하면서 실제로 기여한 가치 이내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위협’에 따른 과도한 실시료 부과로 판정될 것이다.83) 

위와 같이 FRAND 조건에 모호함이 많은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시장상황이 

불확실함에 불구하고 장래에 이루어질 실시허락의 요금을 명확하게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작업과정에서 너무 상세하고 지나친 구속을 가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참여를 주저하거나 그런 표준화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원

심력(遠心力)이 작용하게 되어 표준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84) 그렇다

고 전혀 구속을 가하지 않을 경우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특허권자의 발호(跋扈)를 

방지할 안전판은 전혀 없게 되므로 각 표준화기구가 나름의 절충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FRAND 조건인 셈이다. 

80)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103. 마찬가지의 취지로 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73 Antitrust Law Journal 1 (2005), 

p. 5; Anne Layne-Farrar, A. Jorge Padilla & Richard Schmalensee,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74 Antitrust Law Journal 671 (2007), p. 671 등 다수. 
81)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를 그나마 비교적 소상하게 밝힌 판례로 거론되는 것이 

Microsoft v. Motorola 사건이지만, 이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용이하

지 않다(각주 139번 참조).
82)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지침에서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혹은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특허발명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지침 3. 가. 및 나.) 이런 내용 역시 

FRAND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83) Rudi Bekkers & Andrew Updegrove, op. cit., p. 103.
84) 비슷한 진술은 Daryl Lim, op. cit., p.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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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위반(혹은 반독점법

위반) 행위, 가령 한국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

위로 취급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한국 공정위는 2009년 퀄컴 사건85)에서 그 

결정문 일부의 표현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86) 

그렇지만 FRAND 조건위반 행위 그 자체(per se)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는 논리는, 경쟁제한의 의도 및 경쟁제한의 객관적 우려가 요구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87)에 비추어 적어도 그 판례가 적용될 유형의 사안에서는 특히 객관적 요건과 

충돌하는 면이 있게 된다.88) 따라서 여전히 다른 사정까지 결합하여 위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최종 검토하되 FRAND 조건위반은 다른 어떤 사정보다 그것을 인정하

는데 유력하게 참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비교적 여러 건의 재판 사례가 있다. 지면제약상, 여기서는 우리가 가

장 관심이 있는 Apple v. Samsung 사건에서의 관련 주장만을 본다. 1심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Samsung의 FRAND 선언에 따라 계약관계가 성립

되었다는 Apple의 주장을 2012. 5. 14. 결정에서 배척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85) 각주 93번 참조.
86) “FRAND 조건의 확약 및 준수 요구는 이동통신 기술 표준 설정 과정에서 표준설정으로 

인한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데, 이러한 사실은 표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보유자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경쟁제한 우

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부분(의결서 42면) 참조. 다만 위 부분의 표

현에 불구하고, FRAND 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

까지 합쳐져 고려되어서야 비로소 경쟁제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공

정위 결정문의 진의로 보이기도 한다(각주 99번 참조). ‘삼성 대 애플’ 판결에서는 삼

성의 FRAND 위반을 인정하고서도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결론에서는 공정거래법 위

반을 부정하고 있다(각주 136번 참조).
87) ‘포스코’ 판결(각주 98번)에 대한 설명 참조.
88) ‘포스코’ 판결은 FRAND 조건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과 같은 ‘행위 중심의 

형식적 접근방법(form-based approach)’이 아니라 ‘효과 중심의 실질적 접근방법(effect-based 

approach)’을 명확하게 취하고 있다. 사실 우리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조항(제3조의2)은 특정행위를 열거하여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자의 접근방

법에 오히려 가까운 듯 보이지만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은 이런 입법의 수정 없이 제

외국에서 보편화된 기준인 후자의 접근방법을 해석론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

이라는 견해로는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 제5호(사법발전

재단, 2008. 9),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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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의 2013. 1. 29.자 결정89)에서도 FRAND 선언에 따라 계약위반의 책임 

내지 공정거래법 위반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90)이 제기되었었지만 비교적 간

단하게 배척된 바 있다. 여기서 Apple은 Samsung이 유럽연합전기통신표준기구(ETSI) 

주도의 표준화과정에서 FRAND 선언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조건에 위배하여 특허

위협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다투었다. 즉 Samsung은 Apple의 디자인 등 특허침해 주

장의 본소(本訴)에 맞서 반소로 위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금지청구 등을 구

하여 압박을 가한 다음 얼마 뒤 Apple이 판매하는 아이폰 1대당 약 2.4%의 실시료를 

지급하라고 제안하였는바 위 비율은 FRAND 선언에 위반하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비율의 실시료가 과도한 금액이어서 Samsung의 

FRAND 선언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전문가 증인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이상 입

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의 또 다른 결정(2011. 10. 18.자 결정)91)에서는 애당초 Samsung은 FRAND 선언을 

준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표준화기구를 기망하여 자신의 특허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게 하였으므로 반독점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출되었다. 이

것은 엄밀히, 협의의 특허위협 행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 판례법92)에 따라 

이른바 허위 FRAND 선언 법리(false FRAND declaration theory)를 내세운 반독점

법위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이에 관한 주장 및 증거의 보완을 명하면서 역시 기각

한 바 있다.

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표준특허권에 기한 특허위협행위가 문제된 분쟁사례가 존재하지 않

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2건의 관련 사례가 등장하였다. 앞서 본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Qualcomm)의 표준특허권 행사가 공

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라고 보아 2009. 12. 30.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93) 서울고등법원도 그런 부과결정이 정당하다고 2013. 6. 19. 판

89) 각주 31번에 등장하는 여러 건의 재판서(裁判書) 중 920 F.Supp.2d 1116 판결을 말한다.
90) FRAND 위반이 어떻게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Apple의 논리에 대해서는 

동 결정문에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으나, 각주 23 및 24번 및 그 바로 앞 본문(①과 

②의 각 논리 설명) 부분을 참조할 것. 
91) 2011 WL 4948567 (N.D.Cal.). 이것은 Apple의 재반소(再反訴) 기각을 구한 Samsung의 

신청에 대한 재판이다. 
92)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501 F.3d 297 (3d Cir.2007)에 의존하고 있다.
93)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2. 30. 제2009-281호로 의결한 2009지식0329호 사건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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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사건이 그것들이다. 

전자의 침해소송에서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분야의 3GPP/UMTS 표

준특허기술을 실시한 휴대폰을 판매 중인 애플의 행위가 특허침해라는 주장에 대

항하여 애플은, 위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삼성이 유럽연합전기통신표

준기구(ETSI)에 FRAND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터 잡아 ① 위 선언은 성질상 실

시허락의 청약이며 애플의 당해 특허실시 혹은 승낙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한 실시

허락계약이 체결된 셈이라는 주장(삼성과 표준화기구 사이에서 애플을 위한 ‘제3

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 포함), ② 위 선언을 위반하여 삼성이 과도

한 실시료를 요구하다가 침해금지까지 구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이라는 주장, ③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 거래거절행위 혹은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행위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

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의 당부가 각각 다투어졌고,94) 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먼저 

①번 부분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다음 ②번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애플이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허락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침해자에게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침해적인 실시자를 더 보호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③번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단 삼

성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며 삼성의 위 표준특허 역시 시행령이 정한 ‘필수

설비’95)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나아가 부당한 거래거절이 있었다거나 부당한 

이다. 여기에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한 결과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이 

내려졌다. 그렇지만 동 사건에 관해서는 소송기록 열람제한 결정(서울고등법원 2012. 

11. 29.자 2012아432)이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아쉽게도 판결문 등이 외부에 알려

지고 있지 않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하였다고 한다(더 자세히는 CDRI News 2013. 7. 6.자 참조, 

http://www.cdri.co.kr/site/board_dIQb70/762). 이에 퀄컴이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

14726호로 현재 상고진행 중이다.
94) 이 글의 목적상 제외되었지만 그 밖에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따른 

특허침해의 성립 여부, 신규성․진보성․명세서 기재불비 등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남용 여부(여기서의 권리남용은 앞서 각주 57번에서 언급한 

기교적인 권리남용을 가리키며 위 본문에서의 통상적인 특허권 남용과 구별하여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에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실시한 부품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얻은 소외 회사가 판매한 것에 해

당하여 특허권소진의 대상인지 여부, 간접침해 성립 여부 등이 다투어졌다.  
95)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한 동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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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여 결국 당해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후자의 공적(公的) 제재 사건에서 퀄컴은 CDMA 표준특허기술의 보유자인바 휴

대폰제조사들에게 위 특허기술을 실시허락함에 있어 퀄컴사의 CDMA 모뎀칩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는 위 실시료를 낮게 산정해주는 방법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기술표준화과정에서의 FRAND 선언과정은 

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하고 표준화가 하방(下方, downstream)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수적 장치라고 판시한 다

음, 그런데 퀄컴은 위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FRAND 선언을 하

였음에도96) 위와 같이 차별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함으로써 FRAND 선언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97)인 퀄컴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FRAND 선언 위반사실을 경쟁

제한의 의도 및 경쟁제한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98)을 각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99)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사업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규정 참조.
96) 공정위 의결서에서는 퀄컴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TTA)에 제출한 FRAND 선언을 문제삼고 있다(동 의결서 41면 등).
97)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해 공정위는, CDMA 뿐만 아니라 GSM 등 다른 이동통신기술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퀄컴의 주장을 배척하고 CDMA 특허기술 시장으로만 한정하

였다. 
98) 경쟁제한의 의도 및 경쟁제한의 객관적 우려를 요건화한 것은 대법원ﾠ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세칭 ‘포스코’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거래거절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여야 한다고 하여 주관적 요건(편의상, ‘경쟁

제한의 의도’라고 함)과 객관적 요건(편의상 ‘경쟁제한의 객관적 우려’라고 함)을 모두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은 나아가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

가 인정되면 주관적 요건은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에 관해 객관적 효과로부터 

주관적 의사를 추정하는 것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이봉의, “포스코 판

결과 방해남용의 향방”, 경쟁 , 통권 제140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 9), 20면}. 
99) “피심인들은 … 이동통신 기술 시장에서의 표준 설정에 따른 독점력 형성과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FRAND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뎀칩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더 많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는 피심인들의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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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위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같은 항 제1호 참조) 등을 범하였다고 판정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III.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포기를 가져오는가?

1.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 행사가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이유

표준특허권자의 횡포 중 특허매복보다는 특허위협(hold-up)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더 빈발하는 상황이고, 특허위협행위가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비록 과도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제시한 실시료 금액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뒤

이어 침해금지청구권이 발동되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특허침해부품 때문에 완성품 

전체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상대방의 공포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표준

특허권에 대하여서는 특허위협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허권침해로 인한 금지

청구권의 행사가능성을 아예 부정하거나 제한한다면 적어도 표준특허권자의 특허

위협행위만큼은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할 수 있다. 

이런 착안에 터 잡아 미국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함으로써 침

해금지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점차 세(勢)를 불리고 있는 배경에는 특허권 침해에 기한 

금지명령 발동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대폭 인정한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

결이 놓여 있다.100) 원래 미국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성

문법에 따라 주어진 권리가 아닌 본질상 형평법에 근거한 권리로 보아101) 법원이 

형평법의 원리를 해석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그 구제를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02)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제약 

의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및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로

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는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로열티 차별 

기간이 장기이고 로열티 차별정도가 크다는 점,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가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의결 부분 참조.
100) 이와 관련해서는 Mark A. Lemley, “Ten Things to do about Patent Holdup of Standards 

(and One not to)”, 48 Boston College Law Review 149 (Jan. 2007), p. 166 참조.
101) 아래 적시하는 미국 특허법 제283조는 그런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확인

한 것이다. 이는 Janice M. Mueller, Patent Law, p. 611 참조.
102) 35 U.S.C. § 283 (2012). “특허법에 따라 당해 사건에 관할이 있는 법원들은 형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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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얼마든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방특허항소법원을 필두로 하여 미국의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금지청구권 발동에 

관하여도 유효한 특허권에 대한 침해사실만 입증되면 자동적으로 금지청구를 특허

권자에게 부여하여왔었다. 그런 하급심에 제동을 건 것이 유명한 2006년 eBay v. 

MercExchange 판결103)이다. 여기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계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담당법원이 회복불가능한 손해 등 형평법상의 4대 요건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금지명령을 발동할지를 최종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형

평법에 따르면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발동하려면 법관이 ① 회

복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를 입고 있다는 점, ② 금전배상과 같은 성문법상

의 구제수단이 그런 피해를 구제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104)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어려움을 상호비교(balance of hardship)할 때, 신청인을 위한 형평법상 구제

가 요청된다는 점, ④ 금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는 않는다

는 점 등 4가지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금지명령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잘못 본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2. 표준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가. FRAND 선언의 직접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입장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

지하는 가장 유력한 학자로 미국의 포스너(Richard A. Posner) 판사가 있다. 그는 

Apple v. Motorola 사건에 관해 2012. 6. 22. 내려진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105)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FRAND 선언을 행한 표준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

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를 당해 법원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may grant).” 이런 미국 특허법 제283

조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284조가 “… 침해를 전보하기 

위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부여하여야 한다(shall award).”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

적이다.
103) eBay v. MercExchange, 547 U.S. 388, 126 S.Ct. 1837, 164 L.Ed.2d 641 (2006).
104) 이와 달리 임시의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즉 금지가처분을 발동하는 데는 

②번 요건 대신에,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이 요건

으로 추가된다.
105) Apple Inc. v. Motorola Inc., 869 F.Supp.2d 901 (N.D.Ill., 2012). 원래 제7항소법원 판

사인 Posner는 대직(代職, sitting by designation)으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본 판결

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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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행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FRAND 선언을 

통해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누구에게나 실시

허락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셈이므로 침해금지청구는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106)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만으로도 FRAND가 예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인 실시료를 

징수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표준특허권자인 Motorola

는 만일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박탈되는 경우 상대방은 특허권자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실시료금액보다 낮은 금액

에도 부득이 만족할 것이라 예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투었다. 하지만 Posner 판사는 ① 연방대법원이 eBay 판결

에서 위와 같이 분명히 밝힌 대로 침해금지는 형평법상의 요건을 검토하여 법관이 

부여할지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배상과 같은 성문법의 구제가 피해 구제에 

적절치 않을 경우’라야 발동되는 것이므로, 단지 표준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손해

금액을 합의받기 위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② Motorola가 상실하는 것은 Apple에게서 징수할 수 있었던 정당한 실시료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일뿐 Apple이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는 결과는 침해금지청구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③ 승소자조차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패

소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는 것이 미국법의 대원칙임107)을 고려할 때 침해금지청

구가 없어 실제보다 더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한 뒤, 손해

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입증부족으로 마찬가지로 기각하였다. Posner 판사의 판결은 

현재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에 항소되어 그 당부가 심리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Posner 판사의 위 판결에서와 비슷한 취지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6) 아래에서 설명할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는 Robart 판사가 다소 과감하게, 

FRAND 선언에 의해 특허권자는 표준화기구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다름 아니라 그 표준화작업에 참여한 다른 경쟁자

(즉, 소송상대방인 Microsoft 등)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과 달리 Posner 판사는 위 

본문과 같이 판단한 근거가 금반언에 의한 것인지, 계약상 효력에 기한 것인지에 관

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107) 참고로 미국 특허법 제285조는 변호사비용(attorney fee)의 부담에 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한국법의 

패소자 부담 원칙과는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런 미국 특허법 규정 하에서 통상 패

소자가 고의적인 특허침해를 하였을 경우 위 조항이 지칭한 ‘예외적 경우’로 인정하곤 

한다는 설명으로는 Janice M. Mueller, Patent Law, p.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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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선언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마치 특허풀에 관해 쌍방이 개별적인 실시

허락을 약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당사자 사이에서 근본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금지청

구권에 대해 철회불가능한 포기(irrevocable waiver)도 합의에 포함된다는 견해,108) 

FRAND 선언에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거나 묵시적 허락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09) 등이 이에 속한다. 

아직 드물지만 미국의 판례 중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 관해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바트(James L. Robart) 판사가 잇따라 내린 결정도, Posner 판사의 

Apple v. Motorola 판결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2012. 2. 27. 결정110)

에서는 Motorola가 FRAND 선언을 함으로써 표준화기구와 구속력 있는 계약상 의무

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 그런 계약에서 Microsoft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혹은 수익자, third-party beneficiary)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나아

가 2012. 11. 30. 결정111)에서는 그렇게 Microsoft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Microsoft는 Motorola의 표준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삼은 침해금지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 밖에 2013. 5. 20. 내려진 Realtek Semiconductor v. LSI 사건112)에서도 캘리포

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휘트(Ronald M. Whyte) 판사가, Microsoft v. Motorola 

판결의 입장을 원용하면서 표준특허권자인 LSI의 FRAND 선언에 따라 ‘제3자를 

108) Joseph Scott Miller,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Rand Licens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40 Indiana Law Review 351 (2007), pp. 358, 374-378.
109) Doug Lichtman,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47 Houston Law Review  

1023 (2010), p. 1043. 그와 비슷하게, FRAND 선언은 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적 

관계를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위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견해는 Herbert 

J. Hovenkamp, “Competition in Information Technologies: Standards-Essential Patents, Non- 

Practicing Entities and FRAND Bidding” (Univ. of Iowa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12-32, Nov. 2012), <http://ssrn.com/abstract=2154203>.
110) 854 F.Supp.2d 993. 표준화기구인 IEEE 및 ITU에 행한 FRAND 선언에 의하여 

Motorola가 부담하는 계약의 효력이 표준화작업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에게 미친다고 

전제한 다음, Microsoft가 IEEE 및 ITU의 표준화작업에 참여한 주체인 이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11) 2012 WL 5993202 (W.D.Wash. Nov. 30, 2012). 한편 Robart 판사의 또 다른 결정에 

대한 항고심(Microsoft v. Motorola, 696 F.3d 872, 9th Cir. 2012)을 통하여 2012. 9. 28. 

연방제9항소법원도, Posner 판사의 Apple v. Motorola 판결을 원용하면서, ‘보기에 따

라서는(at least arguably)’ FRAND 선언에 따라 침해금지청구는 하지 않기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2)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2013 WL 2181717 (N.D.Cal. Ma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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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계약’이 성립되었고 Realtek은 그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Posner 판사의 입장이나 그에 찬동하는 입장들은, 구체적 법논리에

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FRAND 선언의 직접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점

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들 입장을 이해함에 있어 주의할 것은 Posner 

판사조차도 만일 상대방이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113) 

나. eBay 판결의 취지를 응용하여 침해금지명령 발령을 최대한 피하자는 입장 

근본적으로는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특허위협행위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하면서 그 침해금지청구를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때문에 Posner 

판사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혹 혼동되기도 하지만, 주장의 뉘앙스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견해로 렘리(Mark A. Lemley) 교수 등의 주장114)이 있다. Lemley 교수

는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을 통하여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징수하곤 하므로, 가령 

침해소송의 상대방이 표준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서라도, 법원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권 행사에 대해 그 금지명령의 발령을 

미루는 등 침해금지청구권 발동을 현저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emley 교수의 이런 주장이나 역시 그것과 비슷한 주장들115)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113) 이는 869 F.Supp.2d at 914. “… unless Apple refuses to pay a royalty that meets the 

FRAND requirement.”
114) Mark A. Lemley & Carl Shapiro, op. cit., p. 2008 및 p. 2044; Mark A. Lemley, “Ten 

Things to do about Patent Holdup of Standards (and One not to)”, pp. 166-167. 동일한 

주장을 경제학적 분석으로 제시한 글로는 Carl Shapiro, “Injunctions, Hold-up, and Patent 

Royalties”,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On-line Journal: http://aler.oxfordjournals. 

org/content/12/2/280, Sep. 2010), pp. 297-298. 아울러 금지청구권을 포기시키고 그 대

신 FRAND 실시료를 보장하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으로써 결국 비슷한 맥락의 견해로는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90 California Law Review 1889 (Dec. 2002), p. 1902.
115) 가령 Suzanne Michel, op. cit.에서는 FRAND 선언의 직접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전통적 입장 어느 견해에도 동참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p. 897), eBay 판결의 취지를 따른다고 할 때 설령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가 

배척되더라도 권리자가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p. 907) 

결국 실질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전자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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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발동을 원칙론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FRAND 선언의 직접적인 구속력에 의지하기보다 금지명령 발동에 있어 법원의 재

량을 대폭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에 더욱 의지한다는 점에서 Posner 판사

의 입장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3. 표준특허권의 침해금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둘러싼 

실무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허용할지 여부에 관해 아직 미국에서도  

판례가 많지 않아 미국의 주류적 입장이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연방특허

항소법원에서 Posner 판사의 Apple v. Motorola 사건 판결의 항소심을 진행 중이므로 

그 판단결과가 이 쟁점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116) 

한편 미국의 FTC와 법무부(DOJ) 등 반독점법 집행당국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침해금지청구권

의 행사 측면을 아주 중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법원 등을 향하여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인용에 극히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FTC의 

경우 2011. 3. 7. ‘진화하는 지적재산권 시장’이란 공식보고서117)를 간행하여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권인지 여부가 금지명령 인용 여부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eBay 판결의 취지를 살려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명령 발동에 아주 

신중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118) 또한 Posner 판사의 Apple v. Motorola 사건의 

116)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Apple v. Samsung 사건에서 Apple이 청구한 침해금지청구를 

1심법원{877 F.Supp.2d 838 (N.D.Cal. July 1, 2012)}이 인용하자 Samsung이 연방특

허항소법원에 불복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침해금지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요건 중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와 권리자 Apple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의 기여와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

를 초과하여 경쟁상의 이점을 얻으려고 특허권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특허위협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침해금지청구는 인용

하기 곤란함을 강하게 암시한 적이 있지만{695 F.3d 1370, 1375 (Fed.Cir.(Cal.) Oct. 

11, 2012)}, 이런 판단은 표준특허권이 아닌 일반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시

일 뿐이다.  
117)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FTC Report, March 2011), <http://www.ftc.gov/reports/evolving- 

ip-marketplace-aligning-patent-notice-remedies-competition-report-federal-trade>. 동 보고서에 

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Roger G. Brooks, “Patent “Hold-up”, Standards-setting Organizations 

and the FTC’s Campaign Against Innovators”, 39 AIPLA Quarterly Journal 435 (Fall 

2011) 참조.



표준특허의 제문제 / 朴俊錫   147

판결이 연방특허항소법원에 항소되자, FTC는 2012. 12. 5. 침해상대방인 Apple을 

옹호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여119)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로 위협하는 것이 통하게 될 경우 당해 표준의 채택자인 상대방은 기

술고착(lock-in) 효과 때문에 FRAND 조건에 불구하고 과도한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표준채택의 가치가 저하되고 표준에의 투자의욕도 저하

되므로 결국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할지 판단함에 있어 특허위협행위의 일환인지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라는 요지로 주장하였다.120) 또한 2013. 1.경 FTC는, Google

이 새로 인수한 Motorola의 이동통신 표준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반독점행위위반 

조사과정에서, Google에게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허락을 구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여서는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121) 미국 

법무부도 이상과 같은 FTC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22)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집행지침123)에서는 특허권 등 침해에 대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회원국들이 부여할 수 있다(may provide)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 

회원국 법원의 지금까지의 판결들은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금지명령을 발동하여 왔다. 그렇지만 독일연방대법원은 2009. 5. 6. 오렌지북 

표준(Orange Book Standard) 사건에서 침해금지청구의 상대방이 FRAND 조건에 

맞는 실시료를 확실히 제안하는 등 실시허락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

고 반면 특허권자는 그런 조건에 어긋나게 반독점법위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

면 표준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예외적 항변으로서 

이른바 ‘FRAND 항변’을 인정하였다.124) 나아가 2013. 5.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118) 동 보고서 28-29면 참조.
119) 그 전문은 <http://www.ftc.gov/os/2012/12/121205apple-motorolaamicusbrief.pdf>.
120) 위 법정조언자 의견서 5-6면.
121) FTC의 동의명령(Consent Order)은 실시허락을 받으려는 상대방과 구체적 조건에 다

툼이 생길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따를 것,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를 

법원에서 확정받으려는 절차가 상대방에 의해 진행 중인 경우 Google은 침해금지청

구를 일체 행사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lyse Dorsey & Matthew R. 

McGuire, “How the Google Consent Order alter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FRAND 

Bargaining”, 20 George Mason Law Review 979 (Summer 2013), pp. 989-990 및 FOSS 

patent (personal blog) 2013. 1. 3.자 칼럼, <www.fosspatents.com/2013/01/ftc-orders-google- 

to-stop-pursuit-of.html> 등 참조. 
122) 이와 관련해서는 각주 190번 및 해당 본문의 설명을 참조할 것.
123)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4/48/EC), Article 12.
124) 독일법원의 이런 입장은, 반독점법 위반 등이 성립하지 않는 원칙적 경우라면 표준

특허권자는 실시허락 협상과정에 성실히 임하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침해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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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하고도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반

독점법 규범 역할을 하는 EU 기능조약(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이 규제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125)가 아닌지 유럽연합사

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법률해석을 의뢰(referral)한 상황이라

고 한다.126) 

한편 반독점법 집행당국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미국의 FTC 등과 마찬가지로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에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13. 10. 17. 한국의 삼성은 유럽연합 

당국의 반독점법 위반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자 이것을 면하기 

위하여 자사의 이통통신 관련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

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다른 경쟁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7) 아울러 2012. 2. 13. 위 집행위

원회가 Google의 Motorola 합병을 승인함에 있어,128) 표준특허권자가 특허위협행

위를 통하여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거나 상대방의 특허기술에 관해 억지로 실시

허락권을 획득하는 것은 FRAND 위반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행위129)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

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 자체가 바로 반독점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허락을 얻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130)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는 분석으로 송재섭, “FRAND 선언과 특

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미의 동향”, 법률신문, 2012. 9. 27.자 칼럼.
125) TFEU, Article 102. 
126) 유럽연합의 현황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Thomas F. Cotter,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Subject to a FRAND Commitment” (personal blog, 2013. 

5. 8.), <comparativepatentremedies.blogspot.kr/2013/05/remedies-for-infringement-of-standard.html> 

및 Jones Day (law firm), “Standards-Essential Patents and Injunctive Relief” (report, April 

2013), <http://www.jonesday.com/standards-essential_patents> 참조.
127) Bloomberg 2013. 10. 17.자 기사(각주 3번) 참조. 이에 따르면 향후 적어도 5년간 공정한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하는 기업을 상대로 삼아서는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

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128) European Commission, Case No COMP/M.6381 -Google/Motorola Mobility. 그 전문은 

<http://ec.europa.eu/competition/mergers/cases/decisions/m6381_20120213_20310_2277480_

EN.pdf>.
129) TFEU, Article 101 & 102를 가리킨다.
130) 관련 내용은 위 전문 중 26-28면, 3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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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여러 입장 중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독점법 집행당국의 입장은, 

전반적으로는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려는 입장에 가

깝다. 하지만 일부 행동에서는 그런 입장과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기도 

하는 등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가령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었다면 표준특허권자로부터 침해금지청구권을 포기한

다는 합의안을 제출받는 등의 추가적 언동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금지청구권은 이미 

FRAND 선언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임에도 굳이 그런 확약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실은 적어도 반독점법 집행당국이 표준특허권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침

해금지청구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전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적 의미의 확약을 징수하였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정리 및 분석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관해 지금까지 

미국, 유럽연합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입장, 즉 표준특허권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특허권과 달리 취급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

려는 입장을 위주(爲主)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새로운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려는 이 글의 목적상 그런 외양을 가지게 된 것일 뿐 그런 입장이 대세라고 

아직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런 입장과 상반되게 표준특허권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긍정하려는 입장 역시 여전히 다수 병존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 입장을 일일이 소개하기는 지면제약상 곤란하므로 여기서는 그 요지

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먼저 학설로는 Geradin 교수의 견해131)가 대표적이다. 그는 특허위협 행위가 횡

행한다는 Lemley 교수 등의 주장과 달리 3G 휴대폰 업계 사례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그런 행위의 해악에 대한 주장이 다분히 과장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132) 

131) Damien Geradin, Anne Layne-Farrar, and A. Jorge Padilla, “The Complements Problem 

within Standard Setting: Assessing The Evidence on Royalty Stacking”,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Vol. 14, No. 2 (Jan. 8, 2008), <papers.ssrn.com/ 

abstract=949599>, pp. 30-32. 
132) Geradin 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로, 이동통신기술시장은 수많은 주체가 

서로 나누어 관련 표준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나의 완성품을 

출시할 수 있는 까닭에 특허위협행위에 대한 상호견제가 작동한다는 점,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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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FRAND 선언을 곧장 그 조건에 합치하는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취

급하고 가장 유효한 보호수단인 침해금지청구권을 박탈함으로써 특허권자로부터 

상대방과의 실시료 협상에 있어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강제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것이다.133) 

다음으로, 판지가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만, 전통적 시각을 유지한 판례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결이 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RAND 선언의 의미에 

관해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의해 곧바로 불특정의 제3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 또는 구속력 있는 취소불가능한 

실시권 허여의 확약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특허를 사용한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FRAND 선언에 의해 당연히 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 뒤 FRAND 선언 후에 침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피고 애플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134)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자세히 소개한 

기술의 표준이 3G에서 4G로, 다시 ‘그 이후 세대’로 쉴 새 없이 변천하는데 특정 세

대의 표준기술이라고 특허위협행위를 함부로 하였다가는 이후 새로 표준특허권을 가

질 수 있는 경쟁기업의 보복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자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Damien Geradin and Anne Layne-Farrar, “The Logic and 

Limits of Ex Ante Competition in a Standard-Setting Environment”,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Vol. 3, No. 1. (Spring 2007), <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 

id=987321>, pp. 92-93.
133) 비슷한 맥락의 비판으로는 Elyse Dorsey & Matthew R. McGuire, op. cit., pp. 991-1001 등.
134) 동 판결은 다른 부분의 판시에서는 “표준화기구(ETSI)의 정책 목적, 표준화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자는 FRAND 선언을 한 후 향후 표준특허에 대하여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는 제3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실시료 등을 FRAND 조건에 따라 협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실시권자 내지 제3자

로서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면 정당하게 실시권 허여를 요청하고, 특허권자

와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해야할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의 허여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를 더 보

호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라고 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악의적인 실시권자 내지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하여

서만큼은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풀이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위 판

시가 FRAND 선언의 구속력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애

플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 제시된 것을 고려하면 그런 풀이는 오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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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사실 혼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

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에 가장 반대하는 듯한 Posner의 견해조차도 청구의 

상대방이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라면 침해금지청

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의 그 어떤 입장

에서도 침해금지청구의 상대방이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허락을 아예 회피하거나 

혹은 교섭과정에서 성실히(in good faith)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를 상대로 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표준특허권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는 않는

다.135) 다음으로 역시 세계 각국의 그 어떤 입장에서도 침해금지청구의 상대방이 

이번에는 반대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허락을 얻고자 진실로 성실하게 노력한 

자임에 불구하고 단지 실제로 실시허락을 아직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금지명령을 발하여 사업폐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외형상 아주 다양한 듯 보이는 입장들은, 만일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

료액이 객관적으로 이미 분명히 확정되어 있고 아울러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허락과정의 제반 절차적 조리(條理)를 양 당사자가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미리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실질적으로 결론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위와 같이 FRAND 조건 관련 사실들이 미리 명확하

게 확정되었다기보다 법원 등 분쟁해결기관이 최종판정할 때까지 지극히 모호한 

상황으로 남아있게 되고 심지어 법원조차 이를 끝까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즉 스스

로에게는 FRAND 조건에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실시료 금액이 상대방에게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인간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차이가 없었을 위 각각의 입장들이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Posner나 Lemley 등의 

견해를 (침해금지청구권)불인정설로, 그와 대비되어 전통적인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려는 견해를 (침해금지청구권)인정설로 명명한 뒤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표준특허를 둘러싼 침해금지청구 요청이 이루어지는 가장 통상적인 수순은, 가령 

특허권자가 먼저 실시료를 제안하였다고 할 때 그것을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FRAND 조건에 어긋나는 것으로 과도한 금

135)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금지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표준특허권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 지급조차 거부하는 상대방의 행위, 즉 이른바 역(逆)

특허위협(reverse hold-up)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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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라고 주장하여 다투는 상황에서와 같이 특허권자 및 상대방이 서로 협상과정을 

거쳤지만 주로 실시료 금액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심하여 그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특허권자에 의해 침해금지청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다시 편의상, 최종적으로 인정될 실제상황은 상대방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였지만 

특허권자가 특허위협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불인정설과 인정설은 특허위협행위를 이유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하는 법원의 법적 논리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불인정설은 

FRAND 선언 당시에는 보기에 따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침해금지청구 상대방

과의 사이에서도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의 내용에 직접 구속을 받는다는 법논리

를 취하므로 계약 위반․묵시적 실시허락 혹은 금반언 원칙 위반을 들어 곧바로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하게 된다. 하지만 인정설에서는 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FRAND 선언에 따른 구속력이 직접 긍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설령 특허권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다른 제반사정까지 두루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행위에 해당하는 남용이라고 보아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하는 두 단

계의 판단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인정설에서는 특허권자의 FRAND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제반사정까지 두루 고려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136) 

둘째, 불인정설과 인정설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사실, 즉 FRAND 조건에의 부합여부(앞서 가정한 상황에서는, 

가령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어긋나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에 관한 소송상 입증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137) 불인정설에 충실하자면 표준

136) 가령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이 FRAND 조건에 합

당한 실시허락의 성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서도(위 판결문 

184-185면 참조) 애플 역시 마찬가지의 노력을 게을리하였음에 터 잡아, 삼성의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가 i) 특허권 남용이거나 ii) 공정거래법 위반인 권리남용이라는 애플

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삼성의 침해금지청구를 결론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반면 일

본의 동경지방재판소는, 삼성이 위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삼

성이 문제된 특허를 표준화기구에 공개한 시점조차 표준채택 이후 2년이 경과한 시

점이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을 들어 삼성의 침해금지 가처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는 東京地裁 平成23年

(ヨ) 第22027号 平成25.2.28. 참조).  
137) 주의할 것은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의 인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주 최근이어서 그동안 등장한 학설이나 판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

하지 않고 있어 향후 그 실제 전개방향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유보하고 사견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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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외적 

경우에만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특허권자가 유효한 특허권이 침해당하였

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상대방이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

허락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인정설에 따르면 표준특허권에 있어서도 특허권자는 

일반적인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때와 마찬가지의 입증책임만을 부담

하고 그 상대방이 그런 일반적 요건의 구비에 불구하고 가령 과도한 실시료 금액을 

요구하는 등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138)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침해금지청구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반독점행위로

서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항변(抗辯, affirmative defense)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의 산정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139)

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FRAND 조건 관련 사실의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

냐는 소송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다. 

셋째, 불인정설과 인정설은 침해금지소송에 이르기 직전까지 양 당사자가 실시

허락을 위해 교섭․협상하는 과정에 끼치는 동적(動的)인 영향력이 판이하다. 불

인정설에 따르면 협상의 실패로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더라도 특허권자로서는 

침해금지청구권을 관철하기가 한층 어렵다는 사실(가령 FRAND 조건에 관련된 입

증부담)이 미리부터 당사자 사이에 자명하므로 무리한 실시료 요구를 하기가 어려

워진다. 이 점에서는 불인정설이, 당초부터 그 주장의 목표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한다는 점이다.  
138) 만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 금액

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과 구별하여야 한다. 
139) 참고로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를 적절히 확정한다는 난제에 직면하여 가령 

앞서 본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 관해 2013. 4. 25. 내려진 판결{2013 WL 2111217 

(W.D.Wash.)}은 양 당사자의 가상적인 실시허락 교섭을 상정하여 제반요소를 평가한 

뒤 손해배상청구에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Georgia-Pacific 선례의 기준

(이는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정해진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전형적 

방법임, Janice M. Mueller, Patent Law, p. 637 이하 참조)을 적용하여 위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동 판결이 FRAND 조건에 합당한 실시료 산정에 

관해 논리일관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령 Jorge L. Contreras 

교수가 PatentlyO블로그(http://www.patentlyo.com/patent)에 2013. 4. 27. 게재한 판결평

석 등 참조)가 존재하지만, 실제 위 판결에서는 그 실시료 산정에만 100면이 넘는 판

결문의 대부분 지면을 쓰고 있는바 향후 다른 사례에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방법의 논리적 타당성은 별론 일단 엄청난 노력이 소요될 것이고 위 법리의 아주 세

밀한 판단부분에서는 법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154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 12.)

특허위협행위의 성립을 상당히 억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자 입

장에서는 상대방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이를 제어할 유력한 수단이 없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점이 앞서 Geradin 교수의 견해, Apple v. Motorola 

사건에서 특허권자 Motorola의 다툼 중 핵심적 내용이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앞

에서 살핀 Posner 판사의 견해가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법률학계의 거장인 

Posner 판사의 견해를 여기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지면제약 등 여러 가지 이

유로 곤란하다.140) 하지만 그가 Motorola가 제기한 다툼을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

들이 적어도 한국의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다음과 같이 어렵지 않게 

고찰할 수 있다. 일단 그의 세 가지 반박 근거들 중 ②는 상당인과관계(causation)의 

존부에 관한 지극히 추상적 견해차이일 뿐이므로 논외로 한다. 나머지 근거들 중 

①의 논거와 달리 한국에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었을 경우 금지청구권을 발동할지 

여부가 법관의 재량이라기보다 그 반대에 가깝고,141) 미국과 달리 손해배상청구권

에 의한 구제가 적절치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발동되는 구제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가장 주된 권리구제수단이며 이 점을 고려하여서인지 우리 입법자는 

손해배상청구 관련규정보다 앞서 조문을 등장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③의 논거와 

달리 한국에서는 실제 지출한 금액과 법원이 상환을 인정한 금액과 괴리가 작지 

않다는 점 등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 적어도 민사소송법 제98조의 법리상으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 부담함이 원칙이다. 덧붙여 ‘특허괴물’의 예에서처럼 

특허권자의 횡포가 그동안 너무나 횡행하여 그에 대한 제한이 특허법의 지상과제 

중 하나인 미국의 사정과, 한국의 그것은 전반적으로 판이하다. 가령 손해배상청구

권만을 가지고도 미국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혹은 가중적 

손해배상(enhanced damages) 제도를 통하여 비교적 강력한 보호를 꾀할 수 있지만142) 

140) 사실 앞서 각주 105번 및 그 본문 설명을 통해 비교적 짧게 설명한 Apple v. Motorola 

판결에서 Posner 판사는 그의 장기(長技)인 법경제학적 손익 분석까지 논거에 곁들이

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Motorola의 반대견해를 직접 반박하며 Posner가 

제시한 논거 3가지만을 언급하였다.   
141) 형평법이란 규범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성문의 한국 특허법 조항(제126조 제1항)에 

기속되어야 하는바, 해당 조문에서 ‘청구할 수 있다’란 문구는 특허권자의 권리임을 

드러낸 표현일 뿐이다. 더 자세히는 각주 143번 참조.
142) 멀리 예를 찾을 것도 없이 Apple v. Samsung 사건에서 비록 삼성의 표준특허권이 아

니라 애플의 디자인특허권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결과였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10억 5천만 달러가, 이를 감축한 판사의 판결에서도 약 40%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액의 배상이 명하여진 바 있다. 이는 

CNET, 2013. 3. 1.자 “Apple v. Samsung: Judge orders new trial on some damages, cuts 



표준특허의 제문제 / 朴俊錫   155

한국에서는 그간 논의만 있었을 뿐 아직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는 혹자에 의해서는 무용(無用)하다고 냉정하게 비판받

을 만큼 특허권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요컨

대 미국에서 지금 한창 유력하게 주장된다고 하여 표준특허권에 관한 침해금지청

구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한국의 논자들이나 법원이 따르기에는 한국의 

실정이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143) 

IV. 무역위원회를 통한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 문제

1. ITC가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관련하여 주목받는 이유

지금까지 표준특허의 제문제, 특히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능성을 검토하던 이 글

에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즉 ITC를 

언급하려는 것은 미국에서 ITC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관철하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v. 

MercExchange 판결을 통하여 종전과 달리 법원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award by $450M” 기사 참조.
143) 미국과 차이가 있는 점들 중 하나로, 우리 특허법은 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하여 ‘특허

권자 … 는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26조) 

특허권자의 의사에 따라 침해에 불구하고 침해금지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량은 적어도 외형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의 차이가 아니라도, 한국에서는 특허침해금지에 관한 법원의 재

량을 긍정할만한 판례와 학설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이 아닌 본안의 

금지청구 사안에 대하여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에서와 같은 입장이 구현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이는 권영준,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산업재산권, 제36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12), 212면}. 나아가 법원의 

재량은 침해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예외적 경우인지의 판단에 하나의 고려요소

일 뿐이라는 분석이 있다{이런 취지로 권영준, 전게논문, 212면 및 정차호, “특허의 

침해금지권에 관한 eBay판결: 특허권의 몰락?”, 지식재산21, 통권 제96호(2006. 7), 

71-72면 등}. 이상과 같이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에 관해 미국에서의 불인

정설에서처럼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기에는 한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록 표준특허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

을지라도 한국의 학설은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침해금지

청구를 일단 허용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으로 보아 그 청구를 부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에 가깝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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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명령이 발동될 여지를 아주 좁히자, 그런 구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행정

기관(혹은 준사법기관, 準司法機關)인 ITC의 수입금지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이 

현재 미국의 표준특허권자를 비롯한 특허권자에게 경쟁자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금

지명령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처리기관으로 각광받게 되었다.144) 

미국의 ITC를 통한 수입금지 배제명령의 획득이 점점 중요해진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비가 저렴한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위치시키고 

나중에 주요 소비시장이 위치한 국가로 당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유통행태를 취하고 

있는 까닭에 특허침해분쟁에서도 미국과 같은 주요 소비시장의 길목을 차단하고 

특허침해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행정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의 국경조치(border measures)

가 더욱 실효적인 구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적재산권 침해품에 관해 

국경조치를 취함에 있어 각국의 담당기관이 근본으로 삼는 국제규범은 Trips협정

인데 동 협정에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품에 관해서는 각국의 세관당국(customs 

authorities)으로 하여금 반드시 국경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145) 특허권 

침해품에 관하여는 각국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146) 그 결과 특허권 침해품에 

관해서는 각국이 무역위원회 혹은 관세청을 각각 담당기관으로 삼고 있는 차이가 

발생하였음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그 밖에도 ITC에 수입금지 배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인적관할이 문제될 수 있는 법원 절차와 달리 ITC는 수입물품 자체에 물적 관할

(物的 管轄, in rem jurisdiction)을 가지므로 하나의 절차를 통해 미국 전체에서의 

특정 침해를 배제할 수 있고, 침해여부를 배심원단이 아니라 전문적인 행정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 ALJ)147)가 판단하는 등 제반절차 면에서 법원의 종국

144) 이런 설명은 Colleen V. Chien & Mark A. Lemley, “Patent Holdup, The ITC, and The 

Public Interest”, 98 Cornell Law Review 1 (Nov. 2012), p. 8 및 Christopher A. Cotropia, 

“Strength of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s A Patent Venue”, 20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1 (Fall 2011), pp. 6-7 등 다수.
145) Trips협정 제51조 제1문. 
146) 같은 조 제2문.
147) 미국 연방헌법 제3조의 사법권 조항에 근거하여 종신(終身)으로 임명된 독립적인 법

관과 달리, 미국의 행정판사(ALJ)는 치안판사(magistrate judge) 등과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헌법 제1조에 따라 입법부의 권능으로 임명된다{Black’s Law Dictionary (9th ed. 

2009) 참조}. 따라서 행정판사는 한국의 법관과는 전혀 상이한 존재이며, 그 담당업

무의 성격상 한국의 행정심판절차에서의 심판관(審判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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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다 ITC의 최종판정이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148)

2.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의한 배제명령의 발동절차 일반

미국에서는 관세법14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국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경우

로 제한되고,150) 특허권 침해의 경우 관세청이 오직 ITC의 배제명령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151) 미국 관세법 제337조152)에서는 특허권 침해를 포함하여 지

적재산권 전반의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unfair practice)에 관해 조사할 권한 

및 그 행위가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 시장에의 수입금지를 명하는 배제명령 

등을 발동할 수 있는 주체를 준사법기관인 미국 ITC153)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37조 (a)항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열거함에 있어 크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154)와 그 이외의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불공

정행위를 하는 행위155)로 나누고 있다. 이때 전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관해

서는 단지 침해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미국 국내산업이 존재하거나 현재 미국 국내

148) 이와 관련해서 ITC는 최종판정까지 통상 17개월이 소요되어, 특허침해소송을 쾌속처리

하는 법원으로 가장 유명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통상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17. 7개월보다 더 짧다는 설명은 Sapna Kumar, “The Other Patent Agency: Congressional 

Regulation of The ITC”, 61 Florida Law Review 529 (July 2009), p. 537. 
149) Tariff Act of 1930, 19 U.S.C. Chapter 4.
150) 위 미국 관세법 중 일부로 관세청의 직권조치를 규정한 19 U.S.C. § 1526(e) 및 19 

U.S.C. § 1595a(c)(2)(C) 등 참조.
151) 이런 구조에 관해 더 자세히는 US CBP, CBP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vised edition, Aug. 2012), pp. 7-13.
152) 19 U.S.C. § 1337.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ITC의 절차를 설명한 국내문헌으로는 박

덕영, “한미 지적재산권 분야 국경조치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계간 무역구제, 겨울호

(2009. 1), 26-39면; 설민수,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8호(2012. 4), 75-84면; 이충훈,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무

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정보법학, 제13권 제2호(한국정보법학회, 2009. 8), 303-314면 

등이 존재한다. 한편 영문문헌으로 비교적 자세하고 쉬운 설명으로는 Peter S. Menell, 

Section 337 Patent Investigation Management Guide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 

LexisNexis, 2010) 등을 참조할 것.
153) 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되며, 일당(一黨)의 구성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공화

당과 민주당 각 3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Peter S. Menell, op. cit., pp. 1-14.
154) 19 U.S.C. § 1337(a)(1)(B) 내지 같은 (E)항에서 특허권 및 저작권, 연방상표권, 반도

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155) 19 U.S.C. § 1337(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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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육성 중이라는 요건만이 필요한데, 이 요건은 미국에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실시허락 중이어도 해당된다고 보므로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156) 그에 반하여 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미국 국내산업을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국내산업의 육성에 

장애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157) 이런 차이점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들어 제337조에 기한 ITC의 권한 발동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한결 수월하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 실제 조사는 행정판사, 즉 

ALJ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조사절차는 연방행정절차법 중 심판 관련규정에 따

라 이루어진다.158) 그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판사는 관세법 제337조 위반행위가 있

었는지를 판단한 예비 판정(initial determination, ID)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제안하는 권고 판정(recommended determination)을 각각 발령하게 된다. 제

337조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는 예외적 경우159)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등 구제

를 명하게 된다. 

여기서 ITC가 명할 수 있는 구제로는 제한적 배제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LEO)과 일반적 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GEO), 그리고 행위중지 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CDO) 등 3가지가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제한적 배제명령

(LEO)의 형태로 구제가 주어진다.160) 다만 연방지방법원에서와 달리 손해배상의 

156) 19 U.S.C. § 1337(a)(2) 내지 같은 (3). 따라서 너무 쉽게 당해 요건을 너무 쉽게 충족

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는 Colleen V. Chien & Mark A. Lemley, op. cit., p. 13. 
157) 19 U.S.C. § 1337(a)(1)(A) 참조.
158) 5 U.S.C. Part I, Chapter 5, Subchapter II (Administrative Procedure) 중 심판규정(adjudicative 

provisions). 이는 Peter S. Menell, op. cit., pp. 1-17.
159) 19 U.S.C. § 1337(d)(1)에서는 “당해 배제명령이 공중위생 및 공중복지, 미국 안의 경

쟁상황, 미국 안의 직간접적인 대체재화의 생산, 미국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할 때 당해 물품의 수입이 배제되서는 곤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 수입이 배

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에서는 이렇게 공익을 고려하는 문구 부

분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요건으로 부르면서, ITC가 설령 eBay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 하여도 위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배제명령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함이 지배적 해석이다.
160) 19 U.S.C. § 1337(d) 내지 (f)항. 배제명령은 어느 것이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

입 등을 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 ITC에 제소된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제한적 

배제명령과 달리 일반적 배제명령(GEO)은 그렇게 상대방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령된다{19 U.S.C. § 1337(d)(2)}. 한편 행위중지명령은 제337조 위반행위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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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중 일반적 배제명령은 침해자가 수입의 주체를 바꾸어 

명령의 효력을 악의적으로 우회하는 것까지 방지하므로 특허권자에게는 아주 유리

하지만, 연방특허항소법원은 2004년 VastFame Camera 판결161)을 통하여 일반적 

배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논박받을 여지를 아주 넓혀버렸고 그 결과 ITC는 일반적 

배제명령을 거의 발령하지 않게 되었다.162) 일반적 배제명령과 달리 제한적 배제

명령은 그 성질상, 형평법에 근거해 부여하는 연방법원의 금지명령과 흡사하다. 

ITC는 제한적 배제명령을 발한 뒤 그 명령의 효력이 당해 제소된 자 이외의 주체, 

가령 당해 수입업자로부터 침해물품을 구성부품으로 공급받아 파생상품(downstream 

product)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태

도에 따를 경우 실질적인 효력이 일반적 배제명령과 마찬가지가 된다. 하지만 이

런 태도 역시, 연방특허항소법원이 2008년 Kyocera 판결163)을 통하여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일반적 배제명령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

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164)

이런 행정판사의 각 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ITC 위원회에 의해 

적법성 심리(review)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심리를 통해 위원회는 폭넓

은 재량을 가지고 행정판사의 당초 판정내용을 파기하거나 일부 수정하거나 승인

할 수 있다.165) 만일 위법을 발견하거나 예비판정을 수정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최

종 판정(final determination, FD)을 발하게 되고, 그와 달리 위원회가 그런 심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 바로 최종판정으로 취급된다. 

만일 위원회가 관세법 제337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판정한 경우 그런 판

특정인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161) VastFame Camera, Ltd.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86 F.3d 1108 (Fed. Cir. 

2004).
162) 이런 설명은 Ting-Ting Kao, “Section 337’s General Exclusion Order ‒ Alive in Theory 

but Dead in Fact: A Proposal to Permit Preclusion in Subsequent ITC Enforcement 

Proceedings”, 36 AIPLA Quarterly Journal 43 (Winter, 2008), pp. 63-67 참조.
163) Kyocera Wireless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45 F.3d 1340 (Fed. Cir. 

2008).
164) 이 부분 설명은 Christopher A. Cotropia, op. cit., pp. 2-3. 더 자세히는 Michael J. Lyons, 

Andrew J. Wu, and Harry F. Doscher, “Exclusion of Downstream Products After 

Kyocera: A Revised Framework for General Exclusion Orders”, 25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821 (Symposium Review, 2009), pp. 830-832.
165) 행정판사의 판정과 위원회의 심리 사이의 관계부분은 Michael Diehl, “Does ITC Review 

of Administrative Law Judge Determinations add Value 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21 Federal Circuit Bar Journal 119 (2011), pp. 122-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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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용은 미국 대통령에게 통지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책적 이유(policy reasons)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경

우 위원회의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166) 이런 거부권은 그동안 거의 행사되지 

않았었다. 다만 최근 배제명령이 신청된 Apple v. Samsung 사건에서 Samsung과 

Apple을 상대로 각각 내려진 배제명령에 관해 유독 Apple을 피신청인으로 삼아 

Samsung이 얻어낸 배제명령에 대하여만 거부권이 행사되어 한국에서 차별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또한 ITC가 발령한 배제명령 등의 집행은 제337조가 정한 바에 따라 그것을 통

보받은 미국 재무부장관에게 집행의무가 있고, 실제 집행은 그것을 위임받은 미국 

관세청(CBP)이 수행하게 된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내려진 ITC

의 배제명령에 관한 불복은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에 제기한다.167) 후술하는 한

국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관해서는 일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에 

불복하도록 정한 것(불공정무역행위법 제14조 제3항)과 차이가 있다.

3. 한국에서의 국경조치(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현황 및 그 평가

미국의 대표기업인 Apple이 외국기업인 Samsung과 벌였던 ITC 쟁송 때문에 다름 

아니라 미국 시장에의 접근이 차단당할 뻔했다는 사실은, 아직 특허침해와 관련하

여서는 국경조치(國境措置)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한국에도 대비할 점

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한국에서도 장래에는, 미국의 현재가 그러하듯이, 기업

들이 자신의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저렴한 제3세계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훨씬 두드

러질 것이고 그 결과 그곳에서 생산된 한국기업의 특허제품을 다름 아니라 한국 

소비시장에 공급하는데도 종전과 달리 한국의 무역위원회 혹은 관세청의 국경조치

가 중요한 법적 다툼의 장(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외국의 기업인지를 막론하고 경쟁기업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종전처럼 법

원 등에서의 쟁송이 아니라 아예 국경조치에 호소할 여지가 점점 증가할 것임은 

어느 정도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66) 19 U.S.C. § 1337(j).
167) 19 U.S.C. § 1337(c). 주의할 점은, ITC의 결정 중 반덤핑행위의 시정을 위한 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연방특허항소법원이 아니라 연방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불복한다는 점이다(19 U.S.C. § 1516a).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정 수준의 전

문성을 갖추었음은 물론이겠지만, 오직 지적재산권 문제만 취급하는 전담기관으로 

오해하여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ITC 역시 연방특허항소법원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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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비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미국 ITC의 배제명령 발령제도와 흡사하게 

한국에서도 한국무역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01. 2. 3. 

제정된16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

행위법’)에 근거하여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 도중

이라도 불공정무역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잠정조치’를 취하거나(동법 제7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고(동법 제10조) 시정조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동법 제13조의2)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법이 예정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핵심으로 

하고(동법 제4조 제1항 참조), 위 잠정조치나 시정조치는 필요에 따라 해당 침해품

의 수입중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169) 무역위원회가 수입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그

런 잠정조치나 시정조치는 실제로 관세청의 협조170)를 받아 집행된다. 

한편, 또 다른 기관인 한국 관세청이 국경을 넘는 지적재산권 침해품에 관하여 

직권으로 통관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오직 상표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로 한정되었다. 구 관세법 제235조 제1항과 제5항에서

는 특허 침해품의 경우도 통관보류조치의 대상이라고 선언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그 사무처리지침을 정한 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171)에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품에 대하여만 통관보류의 절차를 규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관세청에 의한 통관보류의 대상에서 특허 침해의 

경우가 제외된 까닭에 과거 오랫동안 한국에서 특허침해품에 관해 국경조치(border 

measure)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앞서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조치 혹은 시

정조치를 받는 길뿐이었다. 하지만 이 고시의 한정적 태도는 상위법령인 관세법 

조문과의 충돌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부쩍 중요해진 특허권 보호와 여타 지

적재산권 보호와의 균형상 문제가 있는 태도였다.172) 그런 문제점 지적을 반영하

여서인지 2013. 6. 28. 일부 개정된 위 고시에서 드디어 특허권 침해품까지 통관보

168) 그 이전까지 ‘대외무역법’의 5개 조문에 불과하던 내용이 독립된 법률로 확장된 것이다. 
169)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170) 잠정조치 및 시정조치 모두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 본문), 특히 시정조치에 관한 협조요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단서 참조). 
171) 관세청고시 제2013-61호로 2013. 6. 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72) 특허 침해품의 경우도 통관보류조치대상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는 지적으로 박준석,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 

스티스, 통권 제132호(한국법학원, 2012. 10), 2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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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현실적인 대상으로 포섭하기에 이르렀다.173) 

참고로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의 무역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174) 그 결과 일본에서는 관세청이 국경조치를 전담하면서 상표권 및 저

작권 침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의 경우까지 직권으로 판단하여 국경조

치를 취할 수 있다.175) 유럽연합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침해의 경우

까지 포괄하여 관세청이 국경조치를 전담한다.176)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한국의 경우 2013. 6. 28. 관세청 고시 개정 이전

까지는 관세법 제235조의 선언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미국법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특허침해에 대한 국경조치는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와 구분하여 현실적으로 

무역위원회만의 권한에 속하다가, 관세청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일본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침해까지 통관보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일정부분 병용(倂用)하고 있는 셈이다.

고찰하건대, 미국에서는 ITC가 제반 인력확보나 그 활동 면에서 국경을 넘나드

는 특허 침해품의 수입저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에

서는 한국무역위원회의 현재 제반여건이 미국의 ITC만큼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국

경조치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177) 따라서 장기적 입법으로는 

173) 개정된 고시 제4조 제5호, 제10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3호 참조.
174) 이에 관해서는 日本 知的財産研究所, 知的財産侵害物品に対する水際制度の在り方に

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第二分冊(2006. 3), 7면 및 日本 知的財産協会 特許第2委員会 

第4小委員会, “特許権に基づく関税定率法等の水際措置について”, 知財管理, Vol. 56, 

No. 8 (2006), 1152면 참조.
175) 日本 関税法 第69条の11 내지 第69条の20까지의 규정 참조. 종전까지 국경조치에 

관해서는 관세정률법(関税定率法)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6년 개정으로 관련규정

들이 모두 관세법으로 이전되었다.
176)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2003년 ‘지적재산권 침해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

에 관한 유럽연합규정’(Council Regulation No 1383/2003 of 22 July 2003)이다. 다만 

유럽연합에서 취해진 국경조치는 주로 상표권 침해의 경우이며(97%), 특허권 침해는 

불과 5%에 불과하다는 설명(동 설명에서 제시한 저작권 침해가 2%, 디자인권 침해 

등이 1%여서 총합 100%를 넘는 것은 중복된 사건 때문으로 짐작됨, 著者註)은 Lisa 

Peets & Victoria Hanley, “European Border Detention Orders”, Trademark World #222 

(Nov. 2009), p. 47. 나아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관련 실태에 관해서는 日本 知的

財産研究所, 전게서, 104면(영국), 118면(독일), 155면(프랑스) 이하 각 참조.
177) 가령, 특허침해의 경우 한국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수 자체가 2001년 

이전까지 불과 6건에 불과하였고, 이후 2012년까지 33건(총 39건)에 그치고 있다. 이

는 한국무역위원회의 ‘통계’ 중 ‘불공정무역행위’부분, <http://www.ktc.go.kr/sub_frame. 

jsp?link_menu_id=04> 참조. 



표준특허의 제문제 / 朴俊錫   163

우리 입법자가 미국과 일본(아울러 유럽연합)의 서로 상이한 제도 중 어느 것을 

더 고려할지 분명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의 제도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한국무역위원회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준사법기관(準司法機關)의 성격을 강화

하는 등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일본의 제도를 따르려

면 개정된 고시의 취지대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한 한국관세청의 실제 능력을 확

충178)해나가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는 현재 상

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달리 특허권 침해에 관해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

인 국경조치를 제대로 감당할만한 주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특허권 보호에 미흡

하다는 현실을 조속히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미국 무역위원회(ITC)에서의 표준특허에 기한 배제명령 제한 논란

현재 미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ITC를 통한 수입금지의 배

제명령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다. 2000년부터 10년간의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접수사건의 건수나 ITC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179) 2006년에 이르러 미국 연방대법원이 eBay 

v. MercExchange 판결180)을 통하여 법원이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려면 단지 특

허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평법상의 4가지 요건181)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한 뒤라야 명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서 eBay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

됨에도 그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사실, 그러자 법원 대신 금지를 

구할 통로로 ITC의 배제명령 신청제도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음은 이미 설명한 내

용이다. 가령 이런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그대로 따르자면 ‘특허 비실시 수익기업

178) 일본 관세법은 특허 침해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관세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특허청의 의견을 청취하거나(日本 関税法 第69条の19) 관세청 전문위원(專門委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같은 법 第69条の19)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개정 

고시 제21조에서도 세관장으로 하여금 특허청 등 유관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79) 이런 사실은 Robert D. Fram & Ashley Miller, “The Rise of Non-practicing Entity Litigation 

at the ITC: The State of the Law and Litigation Strategy 11” (Sep. 19, 2010) (unpublished 

manuscript), p. 910. 이는 Wei Wang, op. cit., p. 420에서 재인용. 관세법 제337조에 

관한 ITC제소가 2000년 12건에 불과하였지만 2008년에는 37건으로 몇 배나 증가하였

다는 설명은 Thomas A. Broughan, “Modernizing § 337’s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for The Global Economy”, 19 Federal Circuit Bar Journal 41 (2009), p. 41.
180) 547 U.S. 388.
181) 각주 103번 및 해당 본문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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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Non-Practicing Entity)’의 경우 위 4가지 요건 중 특히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

건을 입증하기가 아주 곤란해진다. 왜냐하면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시장에서의 손해가 직접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ITC의 견해는 eBay 

판결의 엄격한 기준이 배제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런 

입장은 2010년 Spansion 사건을 통해 연방특허항소법원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182)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위 사건에서, 형평법상 침해금지명령과 관세법 제337조에 따

른 배제명령은 오랫동안 서로 상이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고 배제명령은 불공정무

역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구제로 주어지는 것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 결과 특허 비실시 수익기업의 경우 일반

법원에서 부여받기 곤란해진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에 대신하여 ITC로부터 배제명

령을 받는 방법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 이때 특허 비실시 수익기업은 제337조 

중 국내산업과 관련한 요건은 주로, ‘타인에게 실시허락 중’이라는 사실에 터 잡아 

충족시키고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의 경우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 법원을 통하여서는 상당히 곤란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ITC의 배제

명령을 구하는 우회경향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2013년 현재 ITC에 

9건의 특허침해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데, 그중 3건이 표준특허 사건이라고 한다.183) 

이 글의 앞 부분에 등장한 2010년 미국연방특허항소법원의 Princo 판결184) 역시 

당초에는 Phillips가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ITC에 배제명령을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그 표준특허권 행사가 특허권 남용이라고 본 ITC의 최종판정에 관해 항소법원에 

불복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법원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력한 입장이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ITC의 배제명령 발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현재 미국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185) 만일 ITC의 

182) Spansion Inc. v. Int’l Trade Comm’n, 629 F.3d 1331, 1358 (Fed. Cir. 2010).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는 Wei Wang, “Non-Practicing Complainants at The ITC: Domestic Industry 

or Not?”, 27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409 (Annual Review 2012), pp. 

417-418 참조.
183) Motorola v. Apple 사건, Motorola v. Microsoft 사건, Samsung v. Apple 사건으로 모두 

이통통신 표준특허를 다투는 중요사건들이다. 이는 John G. Mills et al., Patent Law 

Fundamentals, § 21:48.50 (Westlaw Database updated Aug. 2013) 및 Jones Day (law 

firm report), op. cit., pp. 7-8 참조.
184) 각주 4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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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명령이 억제되지 못하면 우회통로가 열린 것 때문에 eBay 판결의 취지가 무색

해질 수 있고,186) 아울러 표준특허권에 기한 법원에서의 침해금지청구권 발동을 

불인정하는 목적 달성이 곤란해짐을 이유로 한다.187) ITC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도록 한 관세법 제337조의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ITC도 표준특허권의 금지청구에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주장뿐 아니라 ITC의 유관기관들도 ITC에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ITC가 처리하던 배제명령 신청사건

에 관하여 제3자 입장에서 제출한 2012. 6. 6.자 진술서188)를 통하여 “표준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배제명령 등을 발하는 것은 미국 내의 경쟁이나 소비자, 그리고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배제명령이 FRAND 조건을 벗어

나 특허위협을 통한 과도한 실시료 징수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것을 요

청189)한 바 있다. 여기서 FTC는, FRAND 선언을 통해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

허권처럼 타인을 배제하는 힘을 갖기보다 당해 특허기술을 광범위한 표준채택을 

통하여 금전화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 그에 맞춘 (손해배상)구제만을 부여하여

야 특허위협의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미

국 법무부(DOJ) 및 특허청(PTO) 역시 2013. 1. 8. ‘자발적인 FRAND 선언을 한 표

준특허에 기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책언명’190)을 통하여 ITC가 관세법 제337조가 

명시적으로 정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란 고려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에 기한 배제명령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원칙

적으로 부정하되, 다만 상대방이 실시허락계약에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하거나 손

해배상의 구제를 부여할 수 있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일 때는 예외

185) 대표적으로 Colleen V. Chien & Mark A. Lemley, op. cit.
186) Colleen V. Chien & Mark A. Lemley, op. cit., p. 3.
187) Colleen V. Chien & Mark A. Lemley, op. cit., p. 41 참조. 
188) Third Party United States Federal Trade Commission’s Statement on The Public Interest, 

Inv. No. 337-TA-745 (June 6, 2012). 이는 <www.ftc.gov/os/2012/06/1206ftcwirelesscom.pdf>.
189) 이런 요청이 가능하였던 것은 관세법 제337조에서 배제명령의 발령과 관련하여 ITC로 

하여금 적절한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0)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S Patent & Trademark Office, “Policy Statement on 

Remedies for Standards-Essential Patents subject to Voluntary F/Rand Commitments” 

(Jan. 8, 2013). 이는 <www.uspto.gov/about/offices/ogc/Final_DOJ-PTO_Policy_Statement_ 

on_FRAND_SEPs_1-8-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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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급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91)

이런 상황 속에서, ITC는 Samsung이 자신의 표준특허권을 침해당하였다며 Apple

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사건192)에 대하여 배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앞서 ‘Apple v. Samsung’ 사건에 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

법원은 아예 침해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193)일 뿐만 아니라, 나

아가 FTC 등 다른 기관들의 분명한 반대에 불구하고 표준특허권 침해에 근거한 

금지청구권 발동을 허용한 셈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다. ITC의 해당 결정은 표

준특허에 근거한 금지청구를 둘러싼 치열한 논란을 의식하여서인지, 표준특허권자

가 FRAND 선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명령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짤막하게 적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런 배제명령은 2013. 8. 3. 미국 대통령에

게 주어진 거부권이 이례적으로 행사됨194)으로써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Apple이 자신의 디자인특허권 등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Samsung을 대상으로 

ITC로부터 발령받았던 배제명령에 관하여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

이다. 이런 차별적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입장

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에 대한 우려였다.195)

191) FTC가 발간한 2011. 3. 7.자 ‘진화하는 지적재산권 시장’ 공식보고서(각주 117번)에서

도 다소 표현은 상이하지만 관세법 제337조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배제명령을 

심사함으로써 표준특허에 기한 특허위협을 제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위 보고서 

30면). 한편 관세법 제337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실제 조문내용은 각주 159번 참조.
192) ITC Investigation No. 337-TA-794.
193) 다만 ITC 쟁송에서 Samsung이 내세운 표준특허권(U.S. Patent No. 7,706,348)은 캘리

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심리한 앞서 ‘Apple v. Samsung’에서 침해가 다투어진 

표준특허권과 서로 다른 것이다. 수천 개의 특허 관련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스마

트폰을 구성한다는 사실 때문에, 경쟁사업자를 공격할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특허

권이 실로 다양하다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의 특징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각주 21번의 설명 참조).
194) 거부권 행사의 권한은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위임되어 있다. 그에 따라 무

역대표부장이 Samsung의 표준특허를 위한 ITC의 배제명령 승인을 거부한 통지문은 

<www.ustr.gov/sites/default/files/08032013%20Letter_1.PDF>. 
195) 거부 통지문에서, 앞서 언급한 미국 법무부(DOJ) 및 특허청(PTO)의 2013. 1. 8.자 

‘자발적인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에 기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책언명’(각주 190번)

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적극 고려하여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에 기한 배제명령 신청은 위 정책언명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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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국경조치에서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를 제한할지에 대한 검토

한국의 관련 상황은 앞에서 본 미국의 그것과 판이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특허권 

남용의 법리나 반독점법 차원의 제재가 활발하게 등장한 계기는, 때로는 극단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를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보장된 미국의 특허권 제도 

및 관련 현황이 그 배경이었다. 반면 한국에서 특허권 남용이나 특허권에 대한 공정

거래법위반의 제재가 지금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한국에서는 특허권이 미국에서만큼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라

고도 볼 수 있다.196) 한국에서는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 그 특

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해 다소 기교적인 논리로 채택된 남용이

론이 채택된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특허권 남용이 인정된 예가 

없다는 점, 2009년 퀄컴 사건197)이 있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특허권 행사

의 제한 역시 한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너무나 골칫거리여서 최근 연방의회에서 특별한 규제입

법까지 심도 있게 논의 중인 특허괴물(patent troll) 혹은 특허 비실시 수익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이 그간 한국에서는 제대로 활약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비록 

실제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었고 종국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른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지만) 비실시 특허권에 관해서는 아예 취소

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었던 데다 손해배상제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실(實)손해배상 원칙에서 거의 벗어남이 없었던 

까닭에 소송제기위협을 받는 상대방이 굳이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아직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이나 반독점행위와 같은 발호(跋扈)를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표준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권 발동에 관해서도 미국처럼 지나친 오용을 먼저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한국무역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역시 미국의 그것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하고 관세청의 특허침해품에 대한 통관보류조치는 이제 막 도입된 

상황이다. 어느 모로 보나, 아직 표준특허권 침해로 인한 수입중지 조치의 신중한 

196)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침해소송을 통한 특허권자의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결과 특허권자가 침해소송 제기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특허사건수는 

담당법관의 전문성 함양에 악영향을 끼치며, 다시 이런 비전문화는 특허권자의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악순환(惡循環)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으로는 설민수, 전게논문, 

70면 및 97면.  
197) 각주 9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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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를 벌써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한국에서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상대적 중요성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정만큼은 미국 등 제외국과 마찬가지이고, 미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차례로 경험하였던 것처럼 주요 물품의 생산기지가 점차 해외로 이전함으

로써 한국의 소비시장으로 그런 생산품들이 반입될 때 벌어질 지적재산권 분쟁도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한국무역위원회 혹은 한국

관세청의 관련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사이의 글로벌 특허분쟁 때문에 크게 관심이 증가한 표준특허의 제문제를 두루 살

펴보았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여야 할 

지, 나아가 침해금지명령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미국 ITC에 의한 배제

명령의 발동을 제한하여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표준화는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특허독점권이 존재할 경우 경쟁자가 아예 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게 

하는 경쟁제한의 틀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표준화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적재산권정책을 제정하여 표준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특허권을 

가졌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당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나 침해금지청구로 위협하여 겁을 먹은 상대방에게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는 등 차별적으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위협행위

(patent hold-up)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허위협행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실시허락을 

부여하겠다고 사전에 선언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허매복행위를 하거나 FRAND 선언을 어기고 특허위협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

국은 일부 사례에서는 금반언 원칙 위반 혹은 계약위반 법리를 통하여, 다른 사례

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향은 연방특허항소법원의 Princo 판결에서처럼 

표준특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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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장차 그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는 현재

까지 진정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고 무효사유가 명백함에도 

아직 미처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기교

적인 틀로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잘못 동원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장래에는 공정

거래법위반 여부의 판단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장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권의 특허위협행위가 횡행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선진제국에서는 

그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등장하여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견해는 

FRAND 선언의 효력이 특허권자와 표준화기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실시

허락을 구할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 사이에까지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시각을 전

제한 것이거나 침해금지명령 발동의 재량성을 긍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6년 

eBay 판결에 따르면 침해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곤란한 특허권도 존재

할 수 있다는 시각에 터 잡은 것이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선진 각국의 당국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에 반대하는 데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새로운 견해와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에 대항한 특허권의 핵심적 

권능으로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을 긍정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의 차이를 비교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있다고 보아 

그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할 상황에 있어 전자의 견해는 FRAND 선언에 의한 직접적 

구속력에 터 잡지만 후자의 견해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행위에 터 잡는다는 

법적 논리에 차이가 있다. 둘째, 전자의 견해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결코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상대방의 FRAND 관련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설령 협

상에 실패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발동할 수 없어 소송이전의 교섭과정에서도 

그 협상력이 약화된다. 미국 등에서 유력한 새로운 견해가 내세우는 근거들이 한

국의 제반사정에는 부합하지 않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머지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하자는 견해는 적어도 한국의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 글은 분석하였다.  

한편 표준특허권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로 연방법원에서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받기 어려워진 까닭에 미국 ITC의 수입금지 배제명령에 의지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그런 추세를 감안하여 미국 ITC에 대응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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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그리고 특허침해품에 대항한 국경조치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의 

각 장래 발전방향에 관해 명확한 방침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

무역위원회의 준사법기관화 내지 관세청의 특허침해심사역량강화와 같은 것들이 

그런 발전방향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논자나 미국 공정거래위

원회와 같은 기관은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ITC가 배제명령을 내리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ITC의 실제 사례에서는 Samsung의 표준특허권에 기하여 내려진 배

제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에 의해 실효된 바 있지만, 한국의 경

우 앞서 언급한 대로 관련 상황이 전혀 상이하므로 특허권의 발호를 지나치게 걱정

하기보다 아직은 논자들과 관계 당국이 특허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더 관

심을 쏟을 시점이라고 이 글은 분석하였다.    

투고일 2013. 11. 4    심사완료일 2013. 11. 25    게재확정일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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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Issues o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 Including the Issue on Eligibility for ITC’s Exclusion Order - 

Park, Jun-seok*

198)

If there is a patent monopoly on the technology which was just adopted as a 

standard in the specific field, the technical standardization which has been actively 

done mainl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e 

exploited as a framework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under which competitors are 

even not able to access the market. To dispel this concern, almost all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try to prevent all the participants of standardization 

from the following wrongdoings by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so-called “patent ambush” which means any participant who already holds a patent 

or a pending patent on the issued technology induces the technology to be adopted 

as a standard by SSOs without prior notice about the existence of his/her own patent 

interest and so-called “patent hold-up” which means any holder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exercises the patent right in discriminatory way such as collecting an 

excessive royalty fee from an intimidated licensee by threatening with injunction.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patent hold-up, SSOs require all the participants of 

standardization to previously declare that he/she will grant a license to anyone under 

th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condition.

If the SEP holder did patent ambush or breached FRAND declaration by doing 

patent hold-up, many countries ten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 by the patent 

holder by treating such wrongdoing as breach of contract, implied license or violation 

of estoppel in some cases and patent misuse or violation of antitrust law in other 

cases. Even though the rec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Princo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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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by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seems denying the possibility 

of intrinsic patent misuse defense against SEP, such trend could be reversed in the 

future. In Korea, the real patent misuse defense has never been accepted by the 

court. Even though the arguably fake patent misuse defense has been widely 

accepted as an artificial tool to obstruct the enforcement of any patent right having 

clear reason for invalidation but not yet being declared as invalid, we need to pay 

attention the benefits of real patent misuse defense against SEP which can be judged 

separately from the determination on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To eradicate rampant patent hold-up activities by SEP holders in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like EU, some strong opinions emerged and have been more and 

more widely supported which argues that, unlike other patents, SEP should not be 

vested with injunction power in principle. These opinions are based on the theory 

that the FRAND declaration shall bind between the patent holder and not only SSOs 

but the 3rd party including future licensees or that the eBay ruling of the US 

Supreme Court in 2006 which recognized a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urt about 

injunction order did open the possibility of a patent without injunction power.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antitrust laws in the above countries seem to take tougher 

stance against the injunction power of SEP. This article reveals the following differences 

between the above new opinions and the traditional views which commonly recognize 

that, even in SEP-related disputes, the injunction power should be given in principle 

because it is a vital part of patent against infringement. First, when the injunction 

claim should be finally denied due to the existence of patent hold-up by a SEP 

holder, the former find the ground for such denial in the binding effect of FRAND 

declaration while the latter justify such denial with patent misuse or violation of 

antitrust law. Second, under the former, SEP holders will be given a weakened 

bargaining power because he/she will never be able to exercise injunction power 

even though the bargain will fail unless he/she will prove any violation related to 

the FRAND by the opponent which is not an easy task. Moreo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w opinions supporting the SEP without injunction power are not plausible 

at least at this point in Korea because the specific grounds presented by such 

opinions are not matching with the related situations in Korea and the mon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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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as the other remedy against patent infringement has not been well working 

in Korea, unlike in the US.

Meanwhile, when considering that SEP holders have depended more and more on 

the exclusion order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rather than on 

injunction order by the federal court which became difficult to get after the eBay 

ruling of the US Supreme Court, Korean authority should establish in advance a 

clear policy on the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Trade Commission 

(KTC) and Korea Customs Services (KCS) which are now sharing the same 

responsibility as ITC for border measure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As an example 

of such development, it could be possible that KTC would be changed into a 

quasi-judicial agency or KCS would be reinforced with more professional capability 

to determine patent infringement. Despite that some US scholars and other authorities 

such as US FTC severely criticize any exclusion order by ITC given to SEP and 

that in actual case of ITC the exclusion order based on Samsung’s SEP was just 

vacated by rare exercise of presidential veto power,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scholars and authorities had better focus on more sincer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including SEP rather than too worry about rampant abuse of patent power at this 

point because the related circumstances in Korea are still totally different as stated 

above.  

  

Keywords: standard patent,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patent ambush, patent 

hold-up, FRAND declaration, patent misuse and the antitrust law, exclusion 

order by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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