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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영상, 통신 기술 등 IT 분야에 적용되던 표준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산업으로
적용되어 가면서,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준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특허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표준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동 가이드는 이와 같이 표준특허 분쟁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가이드는 크게 3가지 Part로 구성된다.
“Part 1 표준특허의 이해”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를 대상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특허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하여, 표준화 기구 및 표준 풀 등의 표준특허
관련된 현황과 표준특허 라이선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FRAND 선언에 대하여 살펴본다.
“Part 2 표준특허 분쟁 대응”에서는 실제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될 때, 실시자의 입장에서 라이선스 진행 단계에 따라
주의해야 할 내용과, 표준특허 로열티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록”에서는 표준특허를 이해하고, 표준특허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의 정보, 용어 정리, 주요 표준 풀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주요
표준화 기구 정보 확인 방법, 주요 판례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제공한다.
동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분쟁을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표준특허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표준특허와 관련된 특허 및 법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표준특허
분쟁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동 가이드가 작성되었다.
아래 표는 인터뷰 동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질문을 정리한 것이며, 동 가이드의 목차와
매칭하여 각 질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준특허 분쟁에 노출된 기업들이 이 내용을
통해 분쟁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표준특허 분쟁은 매우 많은 특허와 복잡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며, 대부분 상대방이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을 진행하되,
반드시 각 단계별로 특허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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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주요 질문 및 관련 목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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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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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관련 목차

라이선스 협상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가. 라이선스 협상의 기본단계

침해금지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하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의 성실성

다른 업체가 표준기술을 구현하여 만든 부품을 구매하여
완제품에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 로열티를 누가 내야하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다. 라이선스 협상의 주체

특허권자의 경고장에 검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가. 경고장의 요건 및 검토사항

특허권자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그대로 응해야 하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특허권자가 대상특허를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바. 특허의 표준필수성 확인

판매대수당 금액으로 로열티를 결정하였는데,
판매대수를 특허권자가 어떻게 확인하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4. 협상의 종료
나. 협상 종료 이후의 감사(Audit)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은 없나?

IV.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4. 협상의 종료
라. 소송 이외의 중재절차(ADR등)

관련 용어와 약어가 어려운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부록I.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1.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주요용어 및 약어

어떤 표준기술이 어느 특허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

부록I.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2. 주요 특허풀 및 주요 표준기술 현황

표준풀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록I.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3. 주요 특허풀 정보확인 방법

특허권자가 제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여
제시하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가. 로열티 베이스의 산정(EMV vs. SSPPU)

특허권자가 다른 라이선스 사례를 근거로 로열티를 제시하면서,
비차별적 로열티를 위해 동일하게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나?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나.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Bottom-up방식)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채택된 기고문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을까?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나.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Bottom-up방식)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의 기본이 될 만한 참고할 사례가 있을까?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2. 로열티 산정의 기준
라. GeorgiaPacific요소
마. GeorgiaPacific요소의 수정

로열티 역제안을 마련할 때, 계산식을 어떻게 만들지 막연한데,
정해진 계산방법이 있나?

V. 로열티 금액의 산정
3.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법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분야에서 특허풀 등의
다른 특허권자의 로열티 수준을 알 수 있을까?

부록I.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4. 주요 특허풀별 로열티 레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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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표준특허의 의미

가. 표준특허의 의미
표준특허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특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동 가이드에서는 ITU, ISO, ETSI 등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Essential)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준규격은 비디오 코덱 표준, 통신 표준 등과 같이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도록 합의된 규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능을
구현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리범위를 가지는
특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표준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표준특허를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특허
권자와 로열티를 요구받는 실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유럽 통신 표준 협회(ETSI) IPR Policy의 표준필수특허 정의
"ESSENTIAL" as applied to IPR means that it is not possible on technical (but not commercial) grounds,
taking into account normal technical practice and the state of the art generally available at the time
of standardization, to make, sell, lease, otherwise dispose of, repair, use or operate EQUIPMENT or
METHODS which comply with a STANDARD without infringing that IPR. For the avoidance of doubt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STANDARD can only be implemented by technical solutions, all of which
are infringements of IPRs, all such IPRs shall be considered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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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특허의 필수성 평가
표준특허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가이드에서는 표준특허를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Essential)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필수성 평가(Essentiality
Evaluation)라고 한다.
대부분의 특허 분쟁에서 특허권자는 침해대상제품이 자신의 보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실시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실시자들은 해당 특허 이외에도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떤 기술의 구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며, 특허 청구범위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 해당 기술의 구현에 모두 사용되는지 여부,
이른바 구성요건 완비의 법칙(All Elements Rule)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경우도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침해의 판단기준은 동일
한데, 표준기술의 특성상, 개별의 실시품들이 표준규격을 그대로 따라야하기 때문에, 개별 실시품
들과 특허들을 하나씩 비교하는 경우보다는 표준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과 특허의
청구범위를 비교하여 표준규격의 실시에 필수적인 특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표준특허의 경우는 특허풀이 결성되어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표준규격에 관련된 특허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허풀에서 개별 특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필수성 평가(Essentiality Evaluation)를 수행하여,
해당 표준규격의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인지를 판단하고, 필수적인 특허로 판단된 특허만 특허풀에
포함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가장 큰 특허 풀 중 하나인 MPEG-LA의 경우, 필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별로 필수성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의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각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가 표준규격의 구현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특허풀들도 유사한 형태로 필수성 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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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LA H.264/AVC 필수성 평가 정의
Each Patent is essential to the AVC(MPEG-4 Visual) standard specific implementation for which there
are competitive alternatives not includes.

특허풀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표준의 경우나 특허 풀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특허권자의 경우는
객관적인 필수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특허들을 이용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임을 주장하면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표준규격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표준필수성 평가 방법에 관해서는 제4장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다. 표준특허의 특성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특허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허의 기본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기술이어야 한다(진보성).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명세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명세서 기재요건).
 불필요한 한정사항이 없이,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표준기술에 관한 일반특허의 경우와 구별되는 표준특허만의 특징이 존재한다.
일반특허의 경우 다양한 실시자의 실시형태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하는 반면, 표준특허의 경우는 구체적인
표준규격만을 보호하는 좁은 권리범위를 가지더라도 해당 표준규격을 따르는 모든 실시자들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표준특허의 경우는 넓은 권리범위보다 표준규격을 정확히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가 구성된 경우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임하는 실시자 입장에서는 표준특허로 제시되는 특허들의 권리범위가
넓고 좁은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표준 규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표준특허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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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중요성

가. 표준기술 적용범위의 확대
IC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표준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 왔다. 특히, 통신기술과 디지털 콘텐
츠에 관한 표준은 표준기술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기술의 경우,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기술인데, 송신되는 데이터의 포맷과 수신되는 데이터의 포맷이
서로 다르면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포맷에 관한 표준이 없다면 송신기와 수신기를
동일한 기업이 만들지 않는 한 통신기술의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면, 지금과 같이 다양한 제조사들이 다양한 통신기기를 만들고, 이
기기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에코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의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 국제 표준의 유무에 따른 기기 간 연결 형태 예시

A사

A사

A사

A사

B사

B사

C사

C사

A사

B사

A사

C사

B사
C사

표준이 없는 경우

표준이 있는 경우

표준이 없는 경우, 제조사별로 자사 제품간의 통신 및 컨텐츠 공유만이 가능하지만,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게 되면 제조
사 관계없이 다양한 기기들간의 통신과 컨텐츠 공유가 가능.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기(카메라 등)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스마트
폰, PC, 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장 및 전송 포맷이 국제적
으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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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까지 표준기술은 주로 4G, 5G 이동통신과 같은 통신표준과 디지털 방송
전송 규격(ATSC 등), 비디오 코덱(MPEG, H.264/AVC, H.265/HEVC 등), 오디오 코덱(AAC 등)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서, 표준기술 및 표준특허에 의한 이슈는 통신
기기, 컨텐츠 뷰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ICT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기기간의 초연결 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자동차, 가전제
품, 로봇, 게임기, 보안 카메라, 조명 장치, 웨어러블 헬스기기, 스마트 홈(Smart Home), 스마트 팜
(Smart Farm) 등 거의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및 통신기술 등의 ICT
표준기술이 사용되게 되면서, ICT 기업들 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표준기술이 중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아래 그림은 최근에 새로 결성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분야의 표준풀인
어반치(Avanci)의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시(Licensee)를 나타낸 것이다.1))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수스(ASUS), 블랙베리(BlackBerry), NTT 도코모(NTT docomo),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파나소닉(Panasonic), 퀄컴(Qualcomm), SK텔레콤, ZTE 등의
ICT 기업들이 자사의 보유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서(Licensor)로 특허 풀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ICT 분야의 다양한 특허 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표준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라이선시(Licensee)의 명단을 보면,
아우디(Audi), 벤틀리(Bentley), BMW, 롤스로이스(Rolls-Royce), MAN, 폭스바겐(Volkswagen)
등 전통적인 완성차 생산업체들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ICT 기술이 전통산업 분야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ICT 표준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던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는 ICT
기업들의 로열티 요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출처: 어반치(Avanci) 홈페이지(www.avan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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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치 특허풀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 명단

이처럼, 초연결시대가 도래하면서 종래에는 ICT 관련 표준기술 및 표준특허에 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던 다양한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표준특허로 인한 로열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표준특허
문제는 더 이상 ICT 분야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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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 특허권자의 로열티 요구대상 범위 확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 확장되어 가면서, 표준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요구
하는 요구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신기기나 TV 등의 컨텐츠 뷰어를 생산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종래의 표준특허 분쟁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일례로, 2018년 전자신문 등의 언론에서는 CCTV, 블랙박스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기업들이 해외 특허단체로부터 H.265/HEVC 표준과 관련된 로열티 요구를 다수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MPEG-LA, HEVC Advance,
Velos Media 등의 해외 특허단체로부터 기기당 총 2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받았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 표준특허 라이선싱에서의 중소기업의 어려움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특허 분쟁을 경험한 바가 없으며, 내부에 특허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전문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들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칩셋 등을 구매하여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준기술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인력을 내부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 판매로 인한 마진이 높지 않아, 로열티 요구 금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표준특허 라이선싱 협상의 특성은 협상기간이 길고 특허의 수가 많다는 점인데, 이로 인하여 특허/법률 전문가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허권자와 실시자간의 정보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시자가 대응하기 어려움.

이처럼, 표준특허로 인한 라이선스 요구는 국내의 중소기업들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 중소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표준특허를 이용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기관은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 풀이거나 글로벌 대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허 라이
선스에 대한 이해, 표준기술에 대한 이해가 모두 국내 중소기업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특히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의 제품에 표준기술을 채택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표준
특허로 인한 로열티 지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존 표준기술과
관련성이 낮았던 다양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들도 표준특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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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기술과 관련된 로열티 증가
표준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많은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표준
특허를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특허권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기술을 실시하는
기업들의 로열티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특히, 특허 풀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하나의 표준에
대해 하나의 특허 풀에서 특허를 관리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특허 풀에 가입한 기업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하나의 표준기술에
대하여 특허 풀이 2개 이상 결성되어 많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코덱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특허 풀이 활동하고 있는 기술이 H.264/AVC 코덱과
그 후속 코덱인 H.265/HEVC 코덱인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H.264/AVC의 경우 MPEG-LA에서
특허 풀을 구성하여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참가하였고, MPEG-LA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H.264/AVC 코덱의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후속 코덱인 H.265/HEVC의 경우, MPEGLA에서 특허 풀을 결성하여 로열티를 요구하던 도중 HEVC Advance, Velos Media 등의 새로운
특허전문기관들과 Nokia, Interdigital 등 개별 특허권자들이 이보다 더 큰 로열티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H.265/HEVC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 버전인
H.264/AVC 코덱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표준특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H.264/AVC 표준 제정 당시에 비해 많은 특허권자들이
표준화과정에서 표준특허를 창출하였고, 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특허 풀 등으로 모이면서
개별적으로 로열티 요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H.264 / AVC

H.265 / HEVC

그림Ⅰ- 2 비디오 코덱 관련 로열티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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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주요 표준화 기구 현황

주요 표준화 기구를 설명하기 전에 표준(Standard)과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SO/IEC Guide 2:2004-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문서에서는
표준과 표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표준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 가이드에서는 ISO/IEC Guide 2:2004 문서에 정의된 표준의 적용범위, 제정주체 등에 따른 주요
표준화 기구들을 살펴본다.

가. 표준화 기구의 의미 및 구분
표준화는 크게 공식표준화(De jure standardization)와 사실상 표준화(De facto standard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표준화 기구들은 일명 제도권 표준화 기구들로서 활동 범위에 따라 국제
표준화 기구, 지역표준화 기구, 국가표준화 기구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공식표준화 기구 간에는
표준화 절차상 상호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국가나 지역에서의 표준화 활동 결과를 국제표준화
활동에 반영하는 상향식 표준화(Up-Stream) 활동과, 국제표준화 결과를 국내표준화 활동과
산업체에 전파/보급하는 하향식 표준화(Down-Stream)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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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준화의 장점은 표준화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공개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편향되지
않은 표준제정을 중시하며, 지식재산권 정책(IPR 정책)을 제시하여 표준과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용자측이 표준화
과정에 직접적 참여가 어렵고, 표준제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빠른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구 간, 지역 간 표준화 작업의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공식표준화 기구들은 이용자 의견반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럼 등
사실상 표준화 활동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표준은 일반적 또는 공식적으로 국가/지역/국제적으로 정한 표준은 아니나 일부 업계 또는
Fora/Consortia 등에서 만든 규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기능 혹은 주요 장치의 접속점에서의
인터페이스가 실질적인 대중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원리에 의한 지배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들을 만들고 있는 Fora/Consortia 등을 사실상 표준화 기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초부터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생성, 소멸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동들의 특성상 장점으로는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을 한다는 점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지향적이고 표준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표준 기술의 순환주기가 빠르고, 소비자 시장이 큰 이동통신, 방송기술과 같은 표준화
영역에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2)
이처럼 표준화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표준의 제정주체에 따른 설명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제정주체에 따른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 제정주체에 따른 표준
•공식표준(De jure):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국제/국가)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표준
•포럼/컨소시엄 표준: 특정 기술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임의로 결성된 조직체 또는 특정 기업 연합에서 제정하는 표준
•사실상 표준(De facto): 시장 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표준(ex. MS Windows)

다음으로 표준의 적용범위에 따른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출처: 세계 표준화 활동 추진체계 31p~32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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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에 따른 표준
•국제표준: ITU 권고(Recommendation), ISO, IEC, JTC 1의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s) 등
•지역 표준: 유럽의 EN(European Norm) 등
•국가 표준: 미국의 ANS(American National Standards), 영국의 BS(British Standards), 우리나라의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등
•단체 표준: ATIS(The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우리나라)의 표준 등

위에서 살펴 본 제정주체 및 적용범위에 따른 표준을 제정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들 중, 표준기술의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 1 주요 표준화 기구
표준화기구

소개
설립년도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소재지
홈페이지

개요

설립년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소재지
홈페이지

개요

설립년도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1865년
스위스 제네바
http://www.itu.int
유럽 20개국이 전신서비스의 국가 간 상호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전
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을 바탕으로 1865년 5월 17일 설립
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모체로 하여 설립됨
1947년
스위스 제네바
http://www.iso.org
각국 표준 제정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47년 국제적인 표준화기구를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음
1906년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홈페이지

http://iec.ch

개요

비영리, 준정부기관(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기전자 기술 분야
의 표준 제정 및 적합성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전기전자 기술 분야의 표준 및
이와 관련된 문제 등에 수반되는 의문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발간하고 관련된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Part 1. 표준특허의 이해

표준화기구

소개
설립년도
소재지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
IEC 공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개요

설립년도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소재지
홈페이지

개요

설립년도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
전자기술자협회)

소재지
홈페이지

개요

설립년도
소재지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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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요

1987년
스위스 제네바
http://www.jtc1.org
ISO의 TC 97(정보처리시스템 분야)와 IEC의 TC 83(정보기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분야)의 활동을 통합하여, ISO와 IEC 간 공동 기술위원회로 JTC1이 설립됨
(이후, IEC SC 47B 참여).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음
1988년
프랑스 소피아
http://www.etsi.org
회원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표준 개발과 유럽시장 단일화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요구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세계 정보통신 표준의 제안 및 촉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표준의 사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됨
1963년
미국 뉴저지
https://ieee.org
전파공학자 협회(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 1912년 설립)와 미국 전기공
학자 협회(AIEE,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1884년 설립)를 합병
하여 설립된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으로, 주로 전기전자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1998년
프랑스 소피아
http://www.3gpp.org
3G, 4G, 5G 이동통신과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설립된
표준화단체

나. 표준화 기구별 주요 표준 기술
주요 표준 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 기구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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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2 국제표준화 기구 표준화 대상기술과 사실상 표준화 기구
국제표준화 기구별
주요 표준화 대상 분야

관련 사실상 표준화 기구

전파/이동통신
(5G 이동통신 포함)

3GPP, 5GAA, GSMA, IEEE 802, IETF, NFC Forum, OMA,
ONF, W3C, WiFi Alliance, Bluetooth SIG, IALA, NMEA,
ICAO, EUROCAE, RTCA, A4WF, CISPR, PMA, WPC,
AirFuel

방송
(MPEG VVC 포함)

SMPTE, SCTE, Cablelabs, DVB, ATSC, HbbTV, W3C, CTA,
DAB, WorldDAB, RadioDNS, OMA

광통신, 미래인터넷 등 통신망

DMTF, OPNV, IEEE 802, IETF, IMTC, IRTF, ONF, OGF,
SNIA, BBF, TM Forum, WiFi Alliance, OCF, Kantara, W3C,
OMA

ITU-R

ITU-T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스마트농업, 이헬스

ITU, ISO, IEC,
JTC 1 공통분야

방송, 멀티미디어
(MPEG VVC 포함)

ATSC, SCTE, SMPTE, World DAB, HDMI Forum, TISA,
DVB, DMTF, GICTF, SNIA, IETF, Web3D, IEEE

보안, 정보보호

FIDO Alliance, W3C, OASIS, ODCA, IETF, ABC, CCRA,
CCUF, CSA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DMTF, W3C, OASIS, CSA, TM Forum, SNIA, OCP, IEEE,
GICTF, OGF, CCSC, ILSVRC, LSUN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SW 품질평가
ISO/IEC JTC 1

기타 분야

oneM2M, OCF, IETF, GS1, IEEE 11073, HL7

메타데이터, e-Publishing

oneM2M, IEEE, IETF, W3C, OCF
SAE, RTCA, EUROCAE, OGF, SNIA
IDPF, IMS, W3C, DCMI, IDPF, ANSI, DAISY

디지털 콘텐츠

W3C, IEEE P3333/P3079/P2048, OMA, Khronos Group,
Web3D, GSA

지능형 디바이스

OCF, oneM2M, WPC, IEEE, GSMA IDE, NAAQS, OMA,
A4WP

지능형 로봇

OMG RTF, IEEE-RAS

자율주행차

AUTOSAR, OCF, OGC, SAE, OPEN AutoDrive Forum,
3GPP, W3C, GENIVI

무인기 ICT

ICAO, RTCA, EURO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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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IPR) 정책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과정 중 지식재산권(특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특허기술을 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특허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특허 정보를 어떻게 조기에 공개하도록 할 것인가?
 표준 구현 시, 특허의 사용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특허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표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논란에 대해 표준화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기본원칙 - 표준화기구는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협상은 특허권자와 실시자 당사자 간에 맡긴다. 또한
특허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 특허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공개시기 - ITU, ISO, IEC 등 3개 국제기구는 가능한 조기에(from the outset), ETSI는 적시에
(in a timely manner), IEEE는 프로젝트 승인즉시 등 각 표준화 기구는 가능한 표준화 초기에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③ 특허정보 제공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각 특허권자에게 표준 관련 특허 정보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명칭은 표준화 기구마다 다를 수 있음)
④ 특허 이용조건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RF(Royalty Free) 또는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⑤ 특허정보 미공개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표준에 포함된 특허정보를 검색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표준화기구는 특허정보 확인 및 라이선스에 있어서 제3자로서 중립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알려진 특허권자가 표준에 포함된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시허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기술을 제외 또는 수정하거나, 특허기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준화를 중단하거나 관련 표준을 취소할 뿐이다.3)

3) 출처: ICT 표준화 활동 가이드 8p~11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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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3 주요 공식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
주요 표준화기구

공개 시기

ITU-T
ITU-R
ISO
IEC
(Common Patent Policy)

표준화 활동 초기부터
(from the outset) 공개

ANSI

적시에 (in a timely manner)
조기공개

ATIS

조기공개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ETSI

표준 또는 기술규격 개발 시 적시에
(in a timely fashion) 통지

TIA

조기공개(as early as possible)

TTA

과제 제안 시부터 공개

표준으로 채택 조건

•Free of Charge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
•범세계적, 상호주의 적용(Reciprocity)

•불공정한 차별 없는 합리적 조건으로 라이선스 허여
•대가없이, 그리고 불공정한 차별 없는 합리적 조건
으로 라이선스 허여
•대가 없이 이용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실시 허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허여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 허여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 허여

표Ⅱ- 4 주요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
주요 표준화기구

공개 시기

표준으로 채택 조건

IEEE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승인 시 즉시

•일반적 권리 포기
•범세계적, 무료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불공정한 차별
없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IETF

Internet-Draft 제출 후
가능한 조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실시 허여

W3C

수시로 공개

•참여회원은 무료 실시 허여 의무

OMA

수시로 공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OASIS

수시로 공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 허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의 무료로 실시 허여
•제한적 조건의 무료 실시 허여

OMG

수시로 공개

•무료 실시 허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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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허풀 현황

가. 특허풀의 의미
특허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보면, “특정한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와 기타 지식재산권을 크로스라이선스 하는데 합의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회사들의 컨소시엄” 또는 “다수의 라이선서들이 특허업무 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여 각각 소유하는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집중적으로 허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4)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보통 특허풀이 특허라이선스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특허라이선스뿐 아니라, 라이선스를 위한 로열티 협상 혹은 크로스
라이선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특허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서 다수의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특허풀의 특성상 하나의 기술에
대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특허권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표준기술의 경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다양한 주체가 연구개발하고, FRAND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허풀의 특성과 매우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의 경우도 개별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것이 물론 가능한데, 이와 비교하여 특허풀에 가입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의 장점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특허풀 내의 라이선서들 각자가 라이선스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특허무효소송이나 침해소송에 연루
되는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일화 된 경로를 통해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어, 기술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허풀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시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득을 수요자
에게 줄 수 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기술과 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후발 개발자의 기술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IT 분야 주요 특허풀 분석 – MPEG-LA 특허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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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풀과 독점금지법
•미국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폐쇄형 특허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나, 원칙적
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결정하고 있음.
•판단 기준으로는 (1) 특허풀에의 참가제한이 공유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2)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함.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허풀의 관리자는 MPEG-LA가 있는데, 비디오/오디오 압축 코덱
인 MPEG 표준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표준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풀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Via Licensing, Sisvel 등이 다양한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풀의 결성 및 관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풀을 관리하고 있는 HEVC Advance, Avanci 등도 존재한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표준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하여서 이와 같은 특허풀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요 특허풀이 어떤 표준기술들과 관련된 특허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특허풀 소개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허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허풀은
MPEG-LA와 같이 여러 표준기술에 대한 풀을 운영하는 곳과 HEVC Advance와 같이 하나의 표준
기술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요 특허풀은 아래와 같다.
표Ⅱ- 5 주요 특허풀
특허풀

소개

주요 대상 표준기술

MPEG-LA

1996년 창립되어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
한 가장 대표적인 특허풀

MPEG-2, MPEG-4, H.264/AVC, H.265/
HEVC 등의 비디오 코덱 관련 표준

VIA Licensing

2002년 돌비 연구소를 모기업으로 하여 설립
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특허풀

LTE, Wi-Fi 등의 무선통신 관련 표준 AAC 등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

SISVEL

1982년 TV 등의 전자기기 관련 벤처로 설립
되어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특허풀

3G, LTE Wi-Fi 등 무선통신 관련 표준
MEPG-Audio 등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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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

소개

주요 대상 표준기술

HEVC Advance

2015년 HEVC 표준에 대한 라이선싱을 목적
으로 설립되어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에 위치
한 특허풀

H.265/HEVC 비디오 코덱 표준

AVANCI

2016년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주로 커넥
티드 차량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특허풀

Connected Car, Connected Home, Smart
Meter 등과 관련된 표준

주요 특허풀에서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있는 주요 표준기술, 특허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
보 확인 방법 및 주요 특허풀의 로열티 레이트 정보는 부록Ⅰ.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산업/제품별 주요 표준기술 및 특허풀 현황
표준기술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술인데, 이와
같은 기술을 실시하는 것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표준기술은 그와 같은 기술을 그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기술이면서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표준기술
을 적용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표준에 대하여 특허 권리행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풀이 결성되어 실시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분쟁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최신의 표준기술을 적용하기
보다는 표준기술에 대하여 결성되어 있는 특허풀이나 특허권자 현황, 또한 분쟁 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표준기술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에서는 특허풀이 결성되어 있는 주요 표준들이 각각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 제공하고 있으
므로, 제품 기획 시 관련 표준에 대한 적용여부 확인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록Ⅰ에서는 주요
특허풀의 로열티 레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확인되는 표준기술에 대해 향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로열티를 미리 점검하여 제품 기획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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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6 산업/제품별 표준기술 및 특허풀 현황
분야

Video Codec

Audio Codec

디지털방송

셀룰러통신

적용제품

영상 스트리밍
CCTV
셋톱박스
블랙박스
스마트기기

영상 스트리밍
셋톱박스
블랙박스
스마트기기

셋톱박스
TV

스마트기기
커넥티드 차량

표준명칭

특허풀 등 주요특허권자

H.264/AVC

MPEG-LA

H.265/HEVC

MPEG-LA
HEVCAdvance
VelosMedia

H.264/SVC

SISVEL

MPEG-4 Visual

MPEG-LA

VC-1

MPEG-LA

EVS

MPEG-LA

MVC

MPEG-LA

MPEG-2

MPEG-LA

Video Coding Platform

SISVEL

JPEG-XT

SISVEL

AAC

VIA

MPEG-4 SLS

VIA

MPEG Surround

VIA

MPEG Audio

SISVEL

ATSC

MPEG-LA

DVB-T2

SISVEL

DVB-S2X

SISVEL

DVB-SIS

SISVEL

OCAP

VIA

ATSS

SISVEL

WSS

SISVEL

TOP teletext

SISVEL

LTE

VIA

MG

VIA

W-CDMA

VIA

MCP

SISVEL

LTE-A

SISVEL

3G

SISVEL

Wireless

SIS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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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용제품

표준명칭

특허풀 등 주요특허권자

Wifi

각종 Wifi 연결 기기

802.11

VIA

Wi-Fi/W-LAN

SISVEL

커넥티드 차량

커넥티드 차량

AVANCHI

AVANCHI

위치정보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AGORA-C

VIA

LBS

SISVEL

EV Charging

MPEG-LA

전기

전기차
전기차충전소
급속충전기

DASH

MPEG-LA

Display Port

MPEG-LA

IEEE 1394

MPEG-LA

Telemetry

SISVEL

연결포트

원격측정

모니터
프로젝터
TV
그래픽카드
카메라
AMR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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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FRAND 선언

1

FRAND 선언의 의미

가. FRAND 선언 개요
특정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는 이유는 해당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수의
특허권자가 표준화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독과점하는 것은 표준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ITU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들은 기술표준에 포함되는 특허에 대해서 “무상”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사용허락을 하도록 정책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화 과정에서 사전 특허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허공개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실시 의무(Duty of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e, FRAND)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를 공개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지식
재산권 실시 의무를 지킬 것을 확약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이라고 부른다.

특허권자

특허
공개

FRAND
확약

표준화 단계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싱

상용화 단계

그림 Ⅲ- 1 표준특허와 관련된 특허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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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향후 표준화된 이후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표준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기술 관련 특허들을 미리 공개하고,
향후 표준화가 완료될 경우 FRAND 기준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미리 선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이와 같은 선언 이후에는 실제 표준기술이 상용화되어 특허권을 행사하게 될 때, 표준화기구를
통해 선언한 FRAND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FRAND와 RAND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의미하며, RAND는 합리
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의미함.
•여기에서 공정(Fair)의 의미는 절차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종종 법률가들이 “정당한 (법의) 절차”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
한다고 볼 수 있음.
•실질적인 로열티 조건에 있어서, 공정(Fair)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FRAND와
RAND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이 조건이
실제 로열티 비율이나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표준화기구는 없다. 또한 각국 법원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FRAND 조건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Fair(공정함)는 지식과 절차적인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독점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며, Reasonable(합리적)은 절차가 아닌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 로열티 또는
이에 따르는 반대급부에 대하여 폭리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Non-Discriminatory
(비차별적)라는 것은 양측의 어떤 쪽이든 간에 그가 다른 외부인과 합의한 바 있는 비슷한 조건과
비교해 보아 양측의 어느 쪽도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FRAND 조건 중에서 표준특허 라이선스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로열티
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Reasonable(합리적)에 관한 조건이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각국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특허권자와 실시자 중 어느 쪽에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계산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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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FRAND 조건에 대해서 따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사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로열티 수준을 다른 로열티 사례 등과 같은 기준과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FRAND 조건에 따른 로열티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5장 로열티 금액의 산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나. FRAND 선언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권리제한
전세계적으로 특허권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배타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점배타권이라고 하면
해당 기술을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유/무상의 실시권 허여와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각국의 특허법에 의해 정의된 특허권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의 특성 자체가 널리 보급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특허권의 권리행사와 동등하게 다루
어지기는 어렵다.
즉, 표준특허는 특허로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함께 표준으로서의 공익적인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충돌하고 있는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절충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표준특허의 경우도 유/무상의 실시권을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인정여부이다.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입장은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에게는 침해금지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표준특허는 그 표준의 일부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로 인해 기술표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표준특허 자체가 표준에 기여한 가치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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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선언이 묵시적으로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어떤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표준특허권자에 대해 FRAND 조건에서 나아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받게 되면, 소극적으로 침해사실이 발생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시자가 성실한 협상을 통해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에 관하여 최근의 판례(Huawei vs. ZTE 사건5) 등)에서는 어느정도 절충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표준의 공익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표준특허로
인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시자가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상과정의 특허권자의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4장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5) 부록II-2-나. Huawei vs. ZT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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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권 행사의 범위

가. 표준특허권의 배타적 효력 제한의 근거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법률로 정의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표준특허에 한정하여 배타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의 배타적 효력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등의 다른 경쟁법에 문제가 된다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공익 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는 주요 국가별로 경쟁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검토한 것이다.

1)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및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가 주로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제12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복수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는데, 특히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항목을 정해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우회하는 행위, 부당
하게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거절하거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가능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표준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있으며, (1)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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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협상을 제안했는지, (2) 그 협상기간이 적절했는지, (3) 실시허락 조건이 합리적이고 비차별
적인지, (4)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회부하기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한다.

2) 유럽의 경우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는 “하나이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회원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공동시장에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남용행위로 (1) 직,간접적인 부당한
가격, 거래조건의 부과, (2) 생산, 시장, 기술개발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3) 다른 거래 상대방
과의 차별대우를 통한 경쟁상의 불이익 초래, (4) 끼워팔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 위원회의 수평협정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은 표준화, 표준조건 및 표준설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표준설정 과정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고 문제된 표준을 채택하는 절차가 투명하며,
표준협정 준수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FRAND 조건에 따른 표준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표준협정이 TFEU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미국의 경우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은 부당한 거래제한과 독점금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거래 통상시의
독점화(monopolization), 독점화 시도(attempt of monopolize), 독점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
(conspiracy to monopolize)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ion Act) 제5조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클레이턴법(Clayton Act)
제2조는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특허권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1) 특허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2) 금전배상으로는 특허권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3)
금지명령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이득과 침해자의 피해를 비교하였을 때, 형평법상 침해금지명령이
적절한지, (4) 금지명령으로 인해 공익을 해하지 않는지의 4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36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이와 같은 기준을 표준특허에 적용하면서,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라고 하더라도 실시자가
일방적으로 FRAND 조건의 실시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앞서 소개했던 유럽 사법재판소의 Huawei vs. ZTE의 판례6)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된 이후, 다른 재판에서도 그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FRAND 선언으로 제3자는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조건
으로 라이선싱 해 줄 것이라는 합법적인 기대를 부여 받았으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싱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TFEU 제102조 위반이 되는 남용행위로 정의하였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표준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대해 FRAND 선언을 하였다면, 침해자에
대해 (1) 특허 침해금지청구를 하거나, (2) 특허가 사용된 상품의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TFEU
제102조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표준특허의 존재와 침해사실을 명시하여 경고하고, (2)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침해자에
대해 FRAND 조건 하에서 라이선스 협상을 맺을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로열티와 그 산정방법이
포함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서면으로 표시하였으나, (3) 침해자가 상관습과 신의칙에 따른 성실한
확답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전술을 사용한다면,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표준특허권자가 적극적으로 FRAND 조건에 따른 로열티 협상에 임하였는데, 실시자가 이를 회피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국가별로 법률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FRAND 기준에 의한 로열티 협상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상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제4장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을 참고 한다.

6) 부록II-2-나. Huawei vs. ZTE 참조

Ⅳ. 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Ⅴ. 로열티 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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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초기대응과 라이선스 협상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 실시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여, 침해금지
청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3장 권리행사와 FRAND 선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특허는 FRAND 조건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시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실시자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를 회피할 수 있는
성실한 협상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협상의 각 단계에서 실시자의 대응 전략을
협상의 진행 순서에 맞춰 설명하면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1

라이선스 협상의 개요와 주의사항

가. 라이선스 협상의 기본 단계

라이선스 협상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라이선스 협상은 크게 (1)라이선스 요구 검토 → (2)로열티 협상 → (3)협상종료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대상 특허수가 많고,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1-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아래와 같이 크게 라이선스 요구 검토 단계, 로열티 협상 단계 그리고
협상종료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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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라이선스 요구 검토 단계는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라이선스를 요청하고, 실시자가 이
요구에 응할지 검토하는 단계이며, 2단계 로열티 협상 단계는 FRAND 조건에 따라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상호 제시하며 조율하고 합의하는 단계이다. 또한 마지막 3단계
협상종료 단계는 라이선스 조건에 합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하는 단계이다.

특허권자

1단계

실시자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요구
검토
단계

경고장 검토
라이선스 의사 표명
비밀유지계약 체결

2단계

FRAND 조건 오퍼 제시
FRAND 조건 오퍼 검토

로열티
협상
단계

카운터 오퍼 제시
카운터 오퍼 검토

3단계
협상종료
단계

라이선스 체결 OR 소송 등 분쟁절차

그림 Ⅳ- 1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기본 단계

1단계 라이선스 요구 검토 단계에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제시하는 라이선스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표명하게 된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다른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가 경고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실시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통신표준과 같이 일부의 경우에는
실시자가 먼저 라이선스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요청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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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면, 실시자는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데,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을 소모한다고 해서, 이를 실시자의 협상 지연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본격적인 라이선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 침해 여부(특허가 표준에 필수적인지, 해당 표준을 실시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특허 권리의 유효성 여부(특허가 유효한 특허인지,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
 사업적인 영향 파악(실시중인 제품의 현황, 관련 매출, 판매국가 등의 사업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계약적/법적 면책 여부(계약적으로 면책 조항이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이 기존 라이선시인지
검토하여 법적으로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확인)
이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실시자가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협상을 개시할 의사를 특허권
자에게 표명하게 되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양측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라이선스 협
상에 들어가게 된다. 비밀유지계약은 경고장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상호 정보제공을 위하여 먼저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2단계 로열티 협상 단계는 실시자가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를 표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로열티 금액
등의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로열티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라 로열티 금액을
실시자에게 제안하게 되고, 실시자는 이 특허권자의 협상조건을 검토하여 FRAND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FRAND 조건에 맞는 실시자 측의 카운터 오퍼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RAND 조건이라는 것이 표준화기구 및 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 및 실시자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협상 절차가 마무리되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이나 중재(ADR 등) 절차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3단계 협상종료 단계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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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시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로열티 금액 이외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송 경험이 적고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실시자
입장에서는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체크 리스트

“라이선스 협상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위에서 라이선스 협상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 라이선스 협상은 정해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FRAND 조건 오퍼가 제시되고 이에 대해 검토 및 역제안 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단순히 오퍼를 주고받고 그 중 적절한 안을 선택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하나씩 논의하는 과정이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라이선스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이와 같이 단순 프로세스로 끝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여러 전문가들
의 도움을 구하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의 성실성

Q

침해금지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하나?

A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실시자가 협상 과정에 성실
하게 임하지 않아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침해
금지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협상 과정의 성실성을 반드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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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의 성실성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
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표준기술의 특성
으로 인하여, 표준특허를 이용한 권리행사는 침해금지청구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 특허권자는 실시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정당하게 확보한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국 법원에서
실시자가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게 되면 실시자는 제품 생산이나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시자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성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불성실하다고 평가
되어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3단계에서 실제 협상이 진행되는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실시자가
불성실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7).
표Ⅳ- 1

실시자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단계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응답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음
포트폴리오 전체로 교섭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표준특허에 관한 필수성 및 유효성의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교섭을 개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1단계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 단계

타인과의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개시할 수 없는 정보를 특허권자에게 집요하게 제공하기를 요구
하는 행동 등으로 교섭이 연기됨
상세한 클레임 해석을 포함한 클레임 차트를 특허권자에게 요구하면서도 비밀 유지 계약 체결에는 일절
응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 회답을 반복함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라이선스 취득을 완고하게 거절함

2단계
로열티 협상 단계

특허권자가 제안한 라이선스 조건이 FRAND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FRAND 조건의 카운터 오퍼를 제시하지 않음
로열티 산정 방법과 카운터 오퍼가 FRAND 조건임을 설명하지 않음

7)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센스 교섭 가이드, 일본 특허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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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상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를 불성실한
태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토에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불성실한 태도로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실시자는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를 충분히 특허권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요구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시자는 많은 수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몇 개월 이내와 같이 기계적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특허의 수, 기술의 난이도, 실시자의 기술적
수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 등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시자는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 특허의 수가 많고, 내부에 해당 표준기술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가 없어 검토에 얼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특허권자에게
먼저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고장을 수령한 뒤 이와 같은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리
지 않고, 별도의 회신 없이 검토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경우, 협상을 지연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로열티 협상 단계에서는 특허의 수, 기술의 복잡성, 대상 제품의 수 및 종류, 비교가능한 라이
선스의 유무, 라이선스 대상 지역 등에 따라서, 검토에 소요될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검토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지연 이외에, 로열티 협상 단계에서의 실시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로열티 제안에 대한 역제
안을 할 때에,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자는 실질적인 로열티 협상에 들어갈 경우, 제5장의 로열티 금액 산정 방법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역제안을 특허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하였는데도,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FRAND 조건에 따라 잠재적 실시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특허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경우, 이를 향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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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협상의 1단계 및 2단계에서 특허권자가 불성실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다.8)
표Ⅳ- 2

특허권자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단계

의무사항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경고장을 송부하기 전 또는 송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1단계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 단계

라이선스 요구시, 표준특허를 특정하는 자료와 표준특허의 필수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클레임 차트를 일절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함.
FRANAD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협상의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를 표명한 실시자
에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2단계
로열티 협상 단계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송부함
명백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가장 먼저 제시함
로열티 산정 방법과 라이선스 요구가 FRAND 조건임을 설명하지 않음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라이선스 협상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경우이다.
만일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협상 진행 중에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주장하면서 실시자를 압박하는
경우, 실시자는 이와 같은 행위가 FRAND 선언을 위반하는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특허권자가 제시해야 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허침해에서 침해여부의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으며, FRAND 로열티 협상에서도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수준의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할 의무를 가진다.

8)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센스 교섭 가이드, 일본 특허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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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FRAND 선언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리고, 라이선스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시자는 충분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이선스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조건에 관해 FRAND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실시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역제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특허권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라이선스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라이선스 협상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자.”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 성실성은 특허권자와 실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항목이다. 성실성에 대한
판단은 라이선스 협상이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협상의 진행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실시자는 라이선스 협상 시작시점부터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상에 충분히
성실하게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협상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자가 특허권자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특허권자는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실시자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을 날짜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 협상의 초기부터 이와 같은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소송과정에서 표준특허 소송 경험이
풍부한 특허권자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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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이선스 협상의 주체

Q

다른 업체가 표준기술을 구현하여 만든 부품을 구매하여 완제품에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 로열티를 누가 내야하나?

A 만일 부품에 대해 라이선스가 체결되어 있다면 로열티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품
제조업체와 완성품 제조업체 모두 협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협상 시작 전에 협상당사자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복잡한 공급체인(Supply-chain)이 작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표준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단위 부품, 소프트웨어, 소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하게 된다.
표준특허 라이선스에서도 이와 같이 복잡한 공급체인이 작동하는 산업에서,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사에서 생산하는 Wi-fi
모듈을 사용하여 B사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된 스마트폰에 대해 Wi-fi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요구할 때, 협상의 주체가 A사가 되어야 하는지, B사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기존에 라이선스를 체결한 실시자가 판매한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최종제품의 생산자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허권 소진이론이다. 따라서, 앞선 예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라이선스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쪽에서 체결하더라도 무방하다.
결국, 부품 제조사와 최종제품 제조사 중 어느 쪽과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완성품 제조사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 이는 부품 단위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라이선스 협상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협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특허권자가 경고장을 발송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의 대상은 특허권자가 선택하게 된다. 만일 특허권자가 최종제품 제조사에 라이선스
요구를 하였을 때, 최종제품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가 모두 이에 응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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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라이선스 협상의 성실성 문제로 인해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신하게 되면, 어느 주체가 라이선스 협상에 임할지
빠르게 결정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품 제조사와 최종제품 제조사 사이의 부품 납품계약에서, 특허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품
제조사가 지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경고장을 수령한 최종제품 제조사는 부품 제조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특허권자에게 해당 라이선스 비용을 부품 제조사에서 지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부품 제조사와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허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주요 체크 리스트

“특허보증 계약을 확인하자”
실시자가 최종제품 제조사인데, 경고장에 해당하는 표준기술이 부품 제조사에서 납품한 부품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인
경우, 해당 부품을 구매하는 계약에서 특허보증 항목을 포함시켰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품 납품계약시 타인의 특허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라이선스 문제를 부품 제조사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항목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표준특허로 인해 발생되는 라이선스 비용을 부품 제조사에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특허보증을 하는 경우 부품의 납품단가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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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검토단계

가. 경고장의 요건 및 검토사항

Q

특허권자의 경고장에 검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협상과정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별다른 답변
없이 시간만 소요할 경우 성실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검토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지
특허권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대부분의 경우 먼저 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실시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경고장
발송이다. 특허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증책임이 특허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경고장을 발송할 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해야 한다.
 특허 리스트(특허번호 기재)
 침해대상 제품(제품번호 등)
 표준규격의 명칭
 클레임 차트(표준규격과 청구항의 대응관계)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FRAND 선언한 서면
일반적인 특허침해 경고장의 경우, 침해대상의 제품과 특허청구항 간의 대응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클레임 차트가 필요하지만, 제품이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표준 규격과의
대응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레임 차트에서 표준 규격과 특허 청구항의 대응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에
특허권자의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클레임 차트를 제공하기 이전에 특허권자가
비밀유지계약(NDA)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요구는
받아들이는 것이 향후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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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특허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특허번호를 특정하지 않거나,
클레임 차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실시자가 스스로 이를 확인하여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특허권자가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실시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장 예시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Tel: (02) 000-0000
Fax: (02) 0000-00000
September 10, OOOO
VIA Facsimile
Mr. CCC
General Manager
Intellectual Property Group
OOOO Ltd
.
Re: Patent Infringement
Dear Mr. OOOO:
OOO Inc.(“OOO”) is the owner of patents essential OOOOO Players (“OOO’s essential patents”), and
also is a member of the OOOOOO Patent Pool. Please find the enclosed the lists and claims charts of
OOO’s essential patents.
I would like to have an opportunity to discuss with you a patent license under OOO’s 50 essential
patents for OOOOO and/or its affiliate’s manufacture, use, sale, and other disposition of OO products.
I am available to meet with you on October 13, 14, or 24~28 in your office. Please be understood that
I am not available on October 17 because of my prior commitment. Please let us know what day and
time is convenient for you to meet us.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OOO
Senior Manager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cc: Mr. OOOO
Encl.: - 50 essential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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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권자가 이와 같이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가 FRAND
로열티 협상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해
두어 향후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경고장은 위와 같이 침해사실을 알리고, 침해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사의 Licensing Program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형태를 갖추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침해제품, 관련
표준규격 및 이들의 매칭관계를 나타내는 클레임차트 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제공되기만 한다면,
그 형태에 의하여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형식에 신경 쓰기보다는 위 내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준특허의 경우 특히 경고장과 함께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들의 청구항이 표준문서와 어떻게
매칭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클레임차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레임차트는
경고장과 함께 제공되지 않고, 향후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한 이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클레임 차트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형식에 제약이 있지는 않지만, 아래
예시와 같이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의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별로, 어떤 표준의 어떤
Section에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표Ⅳ- 3
Claims 1

클레임 차트 예시

Description in patent

Covered Standard Portions
AVC Standard section 8.4.2.1 specifies reference
picture selection process for field macroblock.

a Video Decoder
comprising:

Element A

Element B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moving picture coding...

Since motion compensation
for field macroblocks must
be performed from reference
field...

Index values increased by one
are alternately allocated to
reference fields...

ISO/IEC 14496-10 (July 2004)
Sec:
8.4.2.1;
Annex:
A.2.1;
Pages:
145 - 146, 241.
AVC Standard section 8.7.2.3 specifies filtering
process for edges with bS less than 4.
ISO/IEC 14496-10 (July 2004)
Sec:
8.7.2.3;
Pages:
183 - 184.
AVC Standard section 8.7 specifies deblocking filter
process.
ISO/IEC 14496-10 (July 2004)
Sec:
8.7;
Pages:
175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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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클레임차트에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허의 각 구성요소가 표준문서의 어떤 Section에
어떻게 매칭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시자는 특허권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표준필수성(표준 규격의 실시에 필수적인
특허인지 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주요 체크 리스트

“경고장에는 빠르게 답변하되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경고장을 받게 되면, 1-2주 이내 일단 잠정적으로 회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잠정적 회신 시에는 ‘경고장을 접수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을 요지로 하여
일차 회신하면 충분하며, 특허 침해 주장 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특허권자에게 과제를 던지면서 경고장으로서의
효과를 퇴색시키는 시도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경고장에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특허권자에게 즉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협상 과정에 성실히 임했음을 입증할 수도 있다.

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Q

특허권자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그대로 응해야 하나?

A 협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특허권자의
요구대로 쉽게 들어주게 되면, 향후 외부 지원이나 협의체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을 참조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위하여 특허권자와 실시자는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격적인 라이선스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
(NDA)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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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정보는 특허권자와 실시자 양측 모두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자가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비밀
유지계약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상 초기에 비밀유지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되면 협상 과정 또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과정도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시자가 검토해야 할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상 표준특허 리스트 등 공개 가능한 자료
특허권자는 특허권자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
번호 리스트 등과 같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의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공개 가능한 자료까지 비공개로 할 경우, 외부지원이나 공공지원사업 신청 시 비밀유지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 비밀
유지대상이 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2) 비밀유지 의무 대상
비밀유지계약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실시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3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의 외부
전문가 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정할 때에, 향후 협상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최대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3) 라이선스 협상 진행과정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으로 라이선스 협상 진행 과정의 모든 서면 등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소송으로 진행되어 침해금지청구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
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비밀유지대상이 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등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의 대상
에서 제외하거나, 이와 같은 정보에 한하여 비밀유지 대상에서 법원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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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선스 협상 결과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협상 결과 또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다른 로열티 협상에서 비교가능한 사례로 로열티 협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
할 수 있다. 이는 실시자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시자측의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비밀유지계약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반드시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유지계약 단계에서부터 비밀유지정보와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체결함으로써, 협상과정 전반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비밀유지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자”
라이선스 협상 경험이 많지 않은 실시자의 경우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비밀유지계약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밀유지계약은 전체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의 각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라이선스 협상 경험이 풍부한 특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뒤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표준기술 실시여부 확인
표준특허는 해당 표준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실제
제품에 표준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해당 표준의 명칭이 적용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표준기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실시자들이 많다.
그러나, 표준기술에도 다양한 버전 또는 프로파일(Profile)이 존재하고, 실시 제품에는 이 중 일부
만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실시중인 제품에 해당 표준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버전과 프로파일의 규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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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제시한 특허 리스트 중 전부 또는 일부의 특허를 침해대상 특허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로열티 금액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시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리스트가 각각 표준규격의 어떤 버전 또는 어떤 프로
파일에 대응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통해 수신한
자료를 기반으로 표준기술의 실시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특허권자
에게 있으며,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시자가 표준기술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특허권자의 특허가 해당 표준기술의 실시에 필수적(Essential)이라는 사실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실시자가 표준기술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특허
권자에게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세부 제품별로 실제 표준기술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자.”
제품에 특정 표준을 사용하였다고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실제 해당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정 기능만을 사용하여, 전체 표준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특정 표준을 적용하였다고 홍보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표준기술의 사용을 인정하지 말고,
제품별로 실제 표준기술을 사용하였는지, 표준기술 중 어떤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이선스 협상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거나, 여러 버전으로 생산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세부 제품단위별로 실제로 사용하는 표준기술을 확인하여, 일부 제품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만큼의
로열티 금액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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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제품의 실시국가 확인
속지주의의 원칙상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를 등록받은 국가의 내부로 국한된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할 때, 각 국가별로 어떤 특허권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각 국가별로 실시자가 어떤 제품을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지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특허권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자가 특허권자에게 이를
요구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미국, 일본,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특정하고, 미국, 일본, 한국에서 판매
되는 제품을 특정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실시자는 미국, 일본, 한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자사 제품과 그 판매량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특정 국가에서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라이선스 협상 대상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를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국가별 실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 국가에서의 로열티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체크 리스트

“국가별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하자”
특허권자의 국가별 특허현황과 실시자의 국가별 제품판매 현황을 비교하여, 전체 로열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별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시자의 제품판매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로열티 레이트가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체 로열티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로열티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할 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한국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향후 제품의 판매 또는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미래 로열티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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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허권자의 FRAND 선언 확인
표준특허를 이용하여 권리 행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관련된 표준특허를 미리
선언하고, 이에 대해 FRAND 조건에 의한 실시권을 제공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만일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 중 일부에 대해서 제대로 선언을 하지 않고 이를 숨기고
있었거나, FRAND 조건에 의한 실시권 제공을 확약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실시자는 특허권자에게 경고장에서 제시된 특허 리스트에 해당하는 특허들이 모두 선언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FRAND 확약을 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표준화기구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선언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표준 특허의 공지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자!”
표준 특허풀에서 관리하는 특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준 특허 라이선스를 하는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표준화 단체는 표준화 활동 시 각 참여 업체에 대하여 해당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해당 특허 기술이 표준 기술로 채택될 경우 FRAND의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는 데
동의한다는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특허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는 했지만 추후 표준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특허권을 FRAND조건으로 라이선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특허의 공개는 각 표준화기구에서 진행되는데, 이 때, 포괄선언(Blank Declaration)에 관한 것이 문제된다. 포괄선언은
특허권자가 해당 표준에 대한 특허를 FRAND 조건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해당 특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관련특허 전부”와 같은 형태로 선언하는 것이다.

표준화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것이 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포괄선언을 한 경우 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표준화기구에서도 포괄선언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포괄선언 후, 표준특허와 일반특허를 특허권자가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이의 부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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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허의 표준필수성 확인

Q

특허권자가 대상특허를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단지 특허의 주된 내용이 표준기술과 유사하거나, 표준번호를 명시하였다고 해서 표준기술에 필수적인 특허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실시자도 대상특허의 표준필수성을 확인하고,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필수성 확인을 위한 자료는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특허권자에게 적극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들이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임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없이 로열티 금액 협상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경고장을 발송한 주체가 특허풀인 경우에는 특허풀에서 표준필수성 평가를 이미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백에서 수천건의 특허를 이용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특허들에 대해서 실시자가 표준필수성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에 따르는
실익도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풀에서 1,000건의 특허를 가지고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 1,000건의 특허에
대한 표준필수성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상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중 일부의 특허가
표준필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표준필수성이 없는 특허의 비중이 높지 않다면 로열티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고장을 발송한 주체가 개별특허권자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표준필수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검증 과정에서 표준필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가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전체 특허 수가 특허풀에 비해 많지 않아, 일부 특허를 라이선스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만으로도 로열티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준필수성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표준기술을 확인대상기술로 하여 확인대상기술을 실시할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준필수성
평가는 특허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며, 이 과정은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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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라이선스 대상 국가에 일본이 포함될 경우 일본 특허청(JPO)의
‘표준특허 필수성 판단 판정’ 제도를 활용하자.”
일본 특허청에서는 표준특허의 필수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이선스 협상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에 대한 판정(Advisory Opin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비슷한 제도로서, 이해 당사자(표준
특허권자, 실시자 등)의 청구에 따라 일본 특허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필수성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조언적인 의견에 불과하나, 그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판정’의 결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소송대비 저렴한 비용(관납료 ¥4만, 수임료 별도)으로 라이선스
대상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대상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대상특허의 일본 패밀리 특허에 대한 표준필수성 판단 결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협의체를 통해 필수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대상 특허리스트 등의 공개자료를 비밀유지계약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수성 평가에 그 밖의 중요 비밀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부 사항은 일본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표준필수특허 포털사이트(https://www.jpo.go.jp/e/support/general/sep_
portal/)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준특허 필수성 판단 판정제도 절차>

청구인 의한 판정 청구
(대상 물품 등을 특정)
청구인

피청구인 의한 답변
피청구인

합의체에 의한 심리
(청구항과 대상 물품 등을 대비·판단)

판정
출처 : 일본 특허청(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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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침해의 판단 기준
표준필수성 판단은 특허의 침해여부 판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특허의 침해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 중 적어도 하나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기술에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는 경우에
특허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All Elements Rule).

구성요소 A

구성요소 A

구성요소 B

구성요소 B
제품

제품

구성요소 C

구성요소 C

구성요소 D

구성요소 D
침해

비침해

그림 Ⅳ- 2

특허 침해여부 판단

위 그림에서와 같이, 청구항에 구성요소 A, B, C, D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제품에 구성요소
A, B, C, D에 매칭되는 구성(모듈 또는 기능 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특허 침해가 성립하게
되며, 우측과 같이 하나의 구성요소만 매칭되지 않아도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구성요소의 매칭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한정어들이 실제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문구 하나하나 단위로 살펴보아야 하며, 청구항의 수많은 내용 중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는 기술만 다르게 적용된 것이 확인되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시자
입장에서는 청구항의 내용과 제품간의 차이점을 발견해 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이루는 구성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항의 구성요소도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 내의 하나의 모듈이 청구항의 2개 이상의 구성요소에 해당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당 구성요소가 제품에 매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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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규격과 특허청구범위의 매칭
앞서 기술한 일반적인 특허의 침해여부 판단과는 달리, 표준특허의 경우는 제품에서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 제품과 특허 청구항을 대응시켜 볼 필요 없이 표준규격과 특허
청구항을 대응시켜 보는 것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표준규격과 특허청구범위를 대응시켜 검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허 침해여부
판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표준규격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침해가 성립한다.

구성요소 A

표준 Sec. 8.2.1

구성요소 A

표준 Sec. 8.2.1

구성요소 B

표준 Sec. 8.2.2

구성요소 B

표준 Sec. 8.2.2

구성요소 C

표준 SEC. 8.3

구성요소 C

표준 SEC. 8.3

구성요소 D

구성요소 D

그림 Ⅳ- 3

표준 규격과 특허 청구범위 매칭

위 예시와 같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표준의 각 Section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표준규격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Essential) 특허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우측과
같이 일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준규격 중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표준필수특허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표준규격의 경우 표준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으며, 구현을 위한
모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구현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표준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 대체 구현방법이 존재한다면 필수성
평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기술에 대한 이해나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단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기술자 입장에서의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특허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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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과 특허청구항을 대응시키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특허권자가 경고장과 함께 또는 경고장
발송 후에 제공하는 클레임 차트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특허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특허권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표준규격에 필수적인 특허라는 사실도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제공한 클레임 차트에서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표준규격을 대응시켜 놓은 것을
보아도 표준규격에 해당 구성요소의 기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침해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논의는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데에도 바람직하다.
※ Encoder VS Decoder
•비디오 코덱(Video Codec)과 관련된 표준의 경우 영상을 부호화(Encoding)하는 기술과 복호화(Decoding)하는 기술
중에서 복호화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복호화 기술에 대한 청구항이 있는 특허에 대해서만 필수성을 인정하는 특허풀이 많고(MPEG-LA 등), 부호화
기술과 복호화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로열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실시자는 표준 필수성을 판단할 때에,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부호화/복호화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특허 청구항이
부호화/복호화 중 어느 쪽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표준의 필수적(Mandatory) 항목과 선택적(Optional) 항목의 검토
다수의 표준기술은 표준규격을 통해서 표준을 따르는 경우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수적
(Mandatory)인 기술과 실시자가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Optional) 기술을
구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준의 구현에 필수적인(Essential) 특허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준규격을 따라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 특허 기술 이외에 대안적인 기술이 없어야 하는데, 특허 청구범위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의 기술이라도 표준규격 중 선택적(Optional) 항목에 매칭된다고 한다면, 실시자가 이를 선택
하지 않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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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A

표준 Sec. 8.2.1
(Mandatory)

구성요소 A

표준 Sec. 8.2.1
(Mandatory)

구성요소 B

표준 Sec. 8.2.2
(Mandatory)

구성요소 B

표준 Sec. 8.2.2
(Mandatory)

구성요소 C

표준 Sec. 8.3
(Mandatory)

구성요소 C

표준 Sec. 10.5
(Optional)

구성요소 D

구성요소 D
Essential

Non-Essential

그림 Ⅳ- 4 필수적 항목과 선택적 항목의 검토

표준규격에서 필수적(Mandatory) 항목과 선택적(Optional) 항목을 구별하는 방법은 표준규격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근의 다수의 표준에서는 표준규격 목차에서 선택적(Optional) 항목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Section별로 도입부에서
선택적인 기능인지를 명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각각의 기술에 대한 설명에서 해당 규격의 사용을
강제하는 표현(Shall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가 선택적(Optional) 항목에 관한 기술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특허는 해당 표준에 필수적
인 특허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특허에 대해 비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선택 항목을 실시자가 구현하였을 경우에는 표준 필수성과 별개로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실시자의 제품에 실제로 해당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가지게 된다.

4) 프로파일(Profile) 확인
표준규격들은 하나의 방법만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달리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프로파일(Profile)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비디오 코덱 등 분야).
셋톱박스, TV 등의 영상재생장치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압축된 입력영상을 재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표준규격의 모든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CCTV, 블랙박스 등과
같은 영상생성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표준규격 중에서 일부 프로파일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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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의 표준필수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특허의 권리범위가 표준규격 중 어느 프로파일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표준규격문서의 부록(Annex) 등에서 프로파일별
적용되는 Se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자가 클레임 차트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시한 각각의 특허가 해당 표준의 어떤 프로파일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특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어떤 특허가 어떤
프로파일에 필수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표준특허라고 주장한다고 모두 표준필수특허는 아니다.”
특허권자가 제시한 특허가 표준기술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
라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자의 특허들이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특허가 표준에 필수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가 가지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가 표준에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클레임차트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필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 특허의 유효성 확인
표준특허 라이선스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특허는 각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인데, 등록된
특허는 기본적으로 현재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된 특허이지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허인 경우도 있다.
첫 번째는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각국 특허법은 특허 등록 시 특허가
거절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것이 추후 확인되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사유를 특허심판원에서 받아
들이게 되면 특허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특허로 인한 분쟁은 자연
스럽게 종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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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특허의 무효사유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의 출원 이전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진보성 흠결)인데, 이 무효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는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이다. 특허를
직접 출원하고 등록받은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허풀과 같은
특허관리전문기업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특허권자로부터
제대로 권리를 위임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특허권이 현재 존속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이다. 특허료가 미납
되었거나,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인데, 각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원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초적으로 현재 권리행사가 가능한 특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현재 유효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시자는 경고장에 명시된 특허들에 대해서 무효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유효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효함을 특허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자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가진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효사유인 진보성 흠결과 관련하여, 실시자의 검토 방벙법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표준문서의 공개시점과 특허출원시점 확인
표준특허는 기본적으로 표준기술과 매칭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특허의 출원일자가
표준규격의 공개 시점보다 늦은 경우라면 표준문서가 선행기술이 되어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MPEG-LA 등의 특허풀에서는 필수성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무효여부 조사를 진행
하지는 않지만, 출원 시점과 표준규격의 공개시점을 비교하여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는 풀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허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실익이 많지 않으나, 개별특허권자의
경우 이를 확인하면 가장 간단하게 특허의 무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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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264/AVC와 H.265/HEVC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표준규격이 존재하고 그 후속 버전의
표준규격이 정해지는 경우, 선행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을 후속 표준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분쟁 대상이 되는 표준뿐 아니라 그 선행표준의 공개시점과 특허의
출원시점을 비교하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표준에 있었던 내용인지 확인함으로써,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2) 선행기술 조사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 공개
되었든지 상관없이 특허의 유효성 검토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
특허, 각종 학술지에 개제된 논문, 제품의 브로셔, 뉴스기사 등의 자료들이 모두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문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검색해 보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확인하여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다. 특히 표준특허의
경우, 표준화과정에 참여한 다른 출원인의 특허가 해당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 무효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표준에 대한 타 특허권자의 특허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무효여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 또한 기업에서 직접 실시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체크 리스트

“무효심판을 함께할 실시자를 찾아보자.”
라이선스 협상 과정은 기업의 기밀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고, 실시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차에서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무효심판의 경우는 공개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들만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효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그 효과를
해당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다수의 실시자가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실시자가 함께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보통, 표준특허의 경우 다수의 특허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허에 대해 모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상 큰 부담이 되지만, 경고장을 받고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중인 다수 기업들이 비용과 업무를 분담한다면, 많은
특허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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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로열티 협상 단계

가. 실시자의 라이선스 협상 의사 표명
경고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마치고 나면, 실시자는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특허권자에게 응답하여야 한다. 이 때,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표명
하는 것이 침해여부에 대한 인정(표준기술의 실시여부, 특허의 표준필수성,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선스 협상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실시자가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만일 지속적으로 대항 수단을 활용하여 논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한 채로 라이선스 협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허의 표준필수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나,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특허들의
표준필수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발송할 수 있다.
검토결과, 라이선스 협상에 임할 의사를 표명할 때에 라이선스 협상의 주체나 대상국가 등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특허권자에게 알려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앞서 라이선스 주체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체인 상에서 부품 제조사가 특허
보증을 진행하였고, 이 부품 제조사의 기술 이해도가 높아 특허권자와 부품 제조사 사이에서 라이
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라면, 라이선스 협상에 임할 의사가
있으나, 라이선스 협상을 부품 제조사와 진행하자는 취지의 응답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허풀 VS 개별특허권자
•경고장에 대한 검토시, 특허풀에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특허풀과의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를 받을 것인지, 특허풀에
포함된 개별 출원인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특허풀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 여러 출원인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할 필요 없이 협상과정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특허 풀 내에서 소수의 강력한 특허권자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소송 등의 행동을 하는 특허권자가 보이
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수의 특허권자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풀 전체와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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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특허권자의 경고장에 대한 검토 후 라이선스 협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과정의 성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으로 특허의 수, 기술의 난이도, 실시자의 기술적 이해도 등의 상황과 필수성 및
유효성에 대한 논의 사항 등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얼마의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결국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답변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협상 과정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음을 충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수성 및 유효성에 대한 논의와 같이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유지해 나간다면, 협상의 지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실시자가 입증책임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가지는 필수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특허권자에게 요구하고, 이 자료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는 등
입증책임의 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는 협상태도를 보이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성 또는 유효성을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체크 리스트

“충분한 예상 검토시간을 통보하자.”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는 특허권자의 요구에 대해서 실시자가 검토하고 이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성실성 문제로 인해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의 경고장 및 후속 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검토를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예상되는 검토시간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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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표준필수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및 특허/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대략 몇 개월
후에 응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의 성실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실제 검토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만일 검토 중 해당 기한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특허권자의 FRAND 로열티 요구 검토
실시자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의한 라이선스 조건을 실시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어떤 이유에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실시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산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라이선스 조건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한 산정근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만일 특허권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의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오히려 권리남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허권자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실시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논리적인 허점이나 근거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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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로열티 금액에는 정답이 없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로열티는 [로열티 베이스 X 로열티 레이트]로 결정되는 것이고, 로열티 레이트는
[로열티 베이스에서 해당 표준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X 해당 표준기술의 전체 특허 중 특허권자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과 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제품에서 표준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 표준기술 특허 전체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을 수 없으며, 특허권자와 실시자 중 누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실제 각국의 판례를 보아도,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산정해 보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계산방법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개별
협상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특허권자의 논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로열티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제5장 로열티 금액의 산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다. FRAND 로열티 역제안
실시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검토한 뒤,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다 합리적이고 비차별
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준비하여 특허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제공했던 것과 같이,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의 계산방법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 실시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이 너무 높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고 역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허권자가 산정한 로열티가 적당한 FRAND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합리적인
근거에 따르는 로열티 역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자의 로열티 조건을 검토하고, 역제안을 제시할 때에 실시자가 주의해야 할 사실 한가지는
특허권은 특허가 등록된 각 국가 내에서만 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속지주의 원칙) 국가별로 로열티
계산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시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국가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로열티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로열티
역제안을 적당한 시기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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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열티 역제안 시에는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근거한
역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5장 로열티 금액의 산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로열티 과적은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많은 특허들에 대해서 유사한 조건으로 로열티를 전부 지급할
경우, 로열티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체크 리스트

“특허권자의 조건을 수정할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지 결정하자.”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서 역제안을 준비할 때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특허권자
의 라이선스 조건 중에서 일부를 수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 중에서 논리적으로 근거가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로열티 금액을 줄이도록 수정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제시한 로열티 조건에서 해당 표준기술의 전체 표준특허 중 특허권자의 특허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전체 로열티 금액을 낮춰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기본적인 로열티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데, 특허권자의 라이선
스 조건에서 논리적인 허점이 명확하고 해당 조건에 대해 실시자가 더 유리한 조건의 근거를 명확하게 댈 수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이끌 수 있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이 FRAND 조건에 부합하여 조건의 각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수준
의 Top-down 방식의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였을 때, 비교가능한 타인의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한 새로
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새롭게 제시되는 라이선스 조건이 FRAND 조건에 부합함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라이선스 조건에 비해 더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로열티 과적은 법원의 로열티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므로, 단순히 해당 라이선스
건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로열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준의 다른 특허들 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다른 기능들에 대한 특허들에 대한 로열티까지 함께 고려하여, 로열티 과적이
발생되지 않는 수준의 역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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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내용은 라이선스 협상 이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할 대상 특허 확정 문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무효심결로 인해 라이선스
대상 특허가 감소하는 경우나 새로이 등록되는 특허로 인해 라이선스 대상 특허가 증가하는 경우의
로열티 지급 문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지 않던 국가에서 향후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게
될 경우의 로열티 지급 문제 등이 있다.
라이선스 협상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할인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가 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할 대상 특허를 확정하는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해당 표준특허만을 라이선스 대상으로 할지, 그 밖의 일반특허들도 대상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시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많은 특허가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라이선스 대상 특허가 소수의 표준특허만으로
한정될 경우 나머지 특허들에 의한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권자의 모든 특허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무효심결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 대상 특허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특허 수에 따라서 향후 로열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허수 감소와 관계없이 최대한의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황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결 확정
전까지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
지급한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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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경우 표준기술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라이선스 협상 이후에 새롭게 출원되는
특허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표준기술의 공개 이전에 출원된 특허 중 라이선스 협상이 완료된
이후 등록이 이루어져 권리가 발생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표준에 대해 특허권자의 새로운 등록특허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시키도록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향후 해당 표준기술과
관련하여 등록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미리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실시국가와 관련하여서는 실시자가 향후 생산 또는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추가될 국가에서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향후 불필요하게 라이선스 협상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나. 협상 종료 이후의 감사(Audit)

Q

판매대수당 금액으로 로열티를 결정하였는데, 판매대수를 특허권자가 어떻게 확인하게 되나?

A 기본적으로 실시자가 특허권자에게 판매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출내용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감사(Audit)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Audit)에는 많은 노력이 따르므로, 다음을
참조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감사(Audit) 조건도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로열티 금액의 산정에서 살펴보겠지만, 로열티의 지급 방식은 크게 일괄지불 방식과 런닝 방식
(경상실시료 방식)이 있다. 일괄지불 방식은 합의한 전체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이고, 런닝 방식은 향후 제품의 생산/판매 현황 등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괄지불 방식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런닝 방식으로 로열티 지급방식을 결정
하게 되면, 실제 실시자가 해당 제품을 어느 정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특허권자는 감사(Audit)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품의 생산/판매 현황에 대한 정보를 특허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시현황을 파악하는 것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 특허권자는 감사에 소모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감사 결과가 실시자의 제출 내역과 정해진 수치(일반적으로 5% ~ 10%)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감사 비용을 실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의도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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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실시자의 실시현황 집계가 감사 결과와 정확히 들어맞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위 수치를
정할 때에는 가급적 여유있는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허권자가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시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시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감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년에 1번 또는 2년에 1번 등과 같이 최대 감사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감사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소송으로의 진행
1) 라이선스 협상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특허권자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실시자뿐 아니라 특허권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실시자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지불되는 소송 비용과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로열티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시자는 자신이 표준기술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국가별 매출액과 특허권자의
국가별 등록특허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자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분석해 보고,
이에 따라 협상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 로열티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라이선스에서 특허권자가 소송 전의 협상 과정에서는 로열티를 할인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 까지 고려하여, 소송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지, 소송까지 감수할 것인지 결정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2) 특허 침해소송 진행 국가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경우 국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실시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특허권자는 실시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 중에서 특허권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를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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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자가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될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시자가 무효
또는 비침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확인의 소(Declaratory Judgement)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가능
한데,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 이전에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향후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도
해당 법원에서 진행되게 되어, 실질적으로 실시자가 소송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권자는 함부르크 법원 등 독일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한 비용과 짧은 소송 기간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이며,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실시자 측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곳이 영국 법원으로 알려져 있다.

라. 소송 이외의 중재절차(ADR 등)

Q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은 없나?

A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WIPO나 각국 특허청 등에서 이와 같은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재판 외 분쟁해결 수속(ADR)이 있다. 실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참조하여,
협상 시작시점부터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상호 제시한 로열티 제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분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외 분쟁해결 수속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ADR은 소송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표준특허
라이선스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특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으므로, ADR은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이 ADR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허권자가 ADR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ADR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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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으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ADR을 위하여 WIPO
AMC(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WIPO AMC 홈페이지9)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WIPO의 ADR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Ⅳ- 5

9) https://www.wipo.int/amc/

WIPO의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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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WIPO 이외에도 각국 특허청에서, ADR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10) http://www.kiopa.re.kr/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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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특허청에서도 ADR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일본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아래 홈페이지1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 7

일본특허청의 ADR 홈페이지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어려울 경우 ADR 절차를 이용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도 소송 진행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11) https://www.jpo.go.jp/e/support/general/chizai_chusai_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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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의 주요 대항 수단

가.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에 근거한 대항
앞서 로열티 역제안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로열티 과적은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실시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로열티 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대항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기기에 적용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의 경우인데, 스마트폰에는 이동통신기술, Wi-Fi 기술, 블루
투스 기술 등과 같은 통신기술은 물론, 생체인식 기술, 각종 센서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AP 기술, 저장매체 기술, 운영체제 관련 기술, 보안 기술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첨단 기술들이 총 망라되어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각각의 기술들의 특허권자가 보유특허를 기반으로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로열티 금액의 총액이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단가보다 로열티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제품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일 기술을 적용할 때에 해당 기술에
대한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조건에 따르는 로열티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로열티 과적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는 로열티를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로열티 과적의 문제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개별 로열티를 산정할 때, 개별 로열티의
금액의 산정 논리의 타당성만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로열티가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로열티 과적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Microsoft vs. Motorola 사건12)에서 법원은 Motorola가 제시한 로열티 레이트를 다른
표준특허권자에게 모두 적용하여 실시료를 지급하게 되면, 총 실시료 금액이 전체 제품가격을 상회
할 것이라는 이유로 Motorola가 제시한 로열티 레이트가 로열티 과적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2) 부록II-1-나. Microsoft vs. Motoro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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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열티의 총합이 어느정도 수준이면 로열티 과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하게 25%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약 50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골드샤이더 (Robert Goldscheider)에 의해 개발된 이
이론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자본 및 사업화를 제공하는 자가 이익을 나누는
경우 비율은 25%:75%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2011년 1월 4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내려진 Uniloc vs. Microsoft 판결13)에서 부정되기 전까지는 로열티를 결정함에 있어 자주 언급되던
방법이다.
최근에는 제품의 판매로 인해서 실시자가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을 로열티의 상한으로 해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실시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로열티 과적을 방지할 수 있는 로열티 한도 금액
을 정할 필요가 있다.
로열티 과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반박하고 역제안을 준비하는
로열티 산정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제5장 로열티 금액의 산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주요 체크 리스트

“모든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로열티 과적을 검토하자.”
로열티 과적은 법원에서 일관되게 로열티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요소이며, 실시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특허권
자의 요구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이선스 조건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제품 가격 중 로열티로 지불 가능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이 중에서 적절한 비율을
해당 라이선스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Top-down 방식의 경우에는 로열티 과적에 대한 문제가 이미 계산 방법에 고려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교가능한 기존 라이선스와 비교하여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라이선스 협상에서의 실시자가
로열티 과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실시자와 다른 사업적 상황에서
라이선스를 체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유사한 상황의 기존 라이선스 결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자의 상황에 맞춰 로열티 과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라이선스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3)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Uniloc이 Microsoft의 제품 활성화 기능에 의해 자사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소를 제기한 사건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Fed. C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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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권에 근거한 대항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때, 특허권자가 해당 라이선스 대상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실시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
받아 실시권이 있는 경우와 둘째, 실시자가 구입해서 사용한 부품의 생산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경우이다.
첫째, 이미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에서 실시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① 특허권자가 특허 풀 활동을 하면서, 실시자가 해당 특허 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특허권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허 풀을 통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많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는 실제 최근 이슈가 되었던 H.265/HEVC 관련 표준 라이선싱
사례에서 확인된다. H.265/HEVC 표준 관련하여서는 MPEG-LA 라이선싱 프로그램에서 특허
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 특허권자가 HEVC-Advance에도 가입되어 양 쪽에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통으로 포함된 특허권자의 특허는 라이선스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② 특허권자의 특허 중 일부가 기존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른 표준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특허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시자가 H.264/AVC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는데,
후속 버전인 H.265/HEVC 표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특허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자가 실시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H.265/HEVC
라이선스 협상에서는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③ 크로스 라이선스가 체결된 경우이다. 특히 특허 풀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 협상에서, 특허 풀에
가입된 특허권자 중 일부 특허권자가 실시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된다.
이 경우 실시자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 실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
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에서는 해당 특허권자의 특허들을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이미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에서 실시자가 구매한 부품의 생산자가 특허권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는 특허권의 소진이론(Patent Exhaustion)이 적용될 수 있다. 특허권의
소진이론은 특허에 대해 실시권을 부여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완성품 생산자가 구매하여
완성품에 적용한 경우, 해당 부품은 재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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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련 모든 기존 계약을 확인하자.”
이처럼,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때, 의외로 협상 대상 특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시자가 실시권을 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실시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를 추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시자는 라이선스 협상이 시작되게 되면, 라이선스 협상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제품에 채용된 부품 중 해당 표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과 관련하여 기존에 체결된 모든 계약(라이선스 계약 및 부품 공급계약 등)을 검토하여, 실시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부품의 생산자가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특허 문제가 발생될 경우 어느 쪽에서 이를 해결할 것인지 부품 공급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 권리남용에 대한 대항
특허권은 각국의 특허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므로 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된다면, 각국의 경쟁법
(독점금지법 등)에 의하여 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 매복 행위이다.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 보유
사실을 숨기고 표준화 과정을 진행한 뒤, 숨겨두었던 특허권을 기반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이다.
표준특허권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만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시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매복
행위가 고의적임을 입증하고, 특허권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던
대체기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권자의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또 다른 경우는 특허권자가 표준선정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 FRAND 선언
등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높은 라이선스 조건을 고집하거나, 실시권의 부여를 거절하고 침해금지
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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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의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확약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선언을 한 이후에 경쟁을 제한하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중 과도하게 높은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는 FRAND 조건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9년 Qualcomm 사건14)에서 미국연방지방법원은 Qualcomm이 책정한 실시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도하게 높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Qualcomm의 실시료는 Qualcomm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보면, Qualcomm이 가진
특허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Qualcomm이 모뎀칩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책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핸드폰 전체를 로열티 베이스로 삼는 것은 특허실시비례에 근거한 할당원칙(patent
rule of apportionment)에 반한다. 위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실시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feature)에 따른 합리적인 실시료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시료가 최소 판매가능한 특허실시단위(SSPPU;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핸드폰은 영화 재생, 데이터 저장, 영상 촬영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와이파이(Wi-Fi)에 의한 데이터 송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Qualcomm의 모뎀칩
관련 특허에 대한 최소판매가능 특허실시단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Qualcomm에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Qualcomm은 ① 고객의 특허실시상태에 따라 모뎀칩의 공급을 조절해서는 안
되며, 모뎀칩 공급, 관련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접근의 차별적 제공 및 이용 금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하에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② FRAND 조건에 따라서,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표준필수특허의 소진적인 실시허락을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 혹은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③ 명시적 또는 사실적(de facto) 형태의 모뎀칩 공급의
배타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④ 잠재적인 법 집행이나 규제 사안에 관하여 정부와 연락하는
고객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⑤ 위 구제 조치들이 준수되도록 7년간 매년 FTC에게 위 준수 사항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14) 부록II-4-나. Qualcomm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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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권리남용 사례들을 검토하면, 특허권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항하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라. 표준화 기구의 규정에 근거한 대항
표준화기구들의 경우 지식재산권(IPR) 정책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개별 계약조건을 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표준화 기구의 규정을 근거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표준화 기구와 관련된 다른
개별 사건의 판례 내용을 근거로 주장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Qualcomm, InterDigital 등 정보통신기술(ICT)
특허권자가 라이선스(특허권)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지식재산권 정책
개정안)을 2015년 개정하여 이를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에 통보했다.
이 안의 핵심은 특허료(로열티)도 단말기 전체가 아닌 ‘칩셋’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로열티는 보통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신 분야는
유독 스마트폰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왔다는 것이다.
Qualcomm의 사례를 살펴보면, Qualcomm은 세계 최초로 무선통신기술(CDMA·코드분할다중
접속)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면서 한국 내수 제품은 판매가의 5.25%, 수출 제품은 판매가의 5.7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해 제조사를 압박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 3억 대 이상의 스마트
폰을 판매하면서 Qualcomm 특허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년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이 과정
에서, Qualcomm은 특허 사용권을 부품업체에 별도로 주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사에만 특허료를
받는 독특한 구조를 취해왔으며, 이는 부품 제조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
이번에 IEEE가 칩셋 판매량 기준으로 로열티 산정을 권고함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기 원하는 업체
에 세트, 부품 업체 구별 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라이선스 차별 금지 조항이 중요하게
판단되게 되었고, Qualcomm 또한 이와 같은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로열티
산정에 있어서도, 과도한 로열티 산정 방지를 위해 제품단위가 아닌 부품단위로 시장가격을 고려한
로열티 산정을 실시자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IEEE 약관과 같은 표준화기구의 규정을 근거로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실시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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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로열티 금액의 산정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핵심은 FRAND 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의 산정이다. 합리
적인 로열티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표준특허 라이선스 경험이 많은 특허권자에 대항하여 실시자가 유리한 로열티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과 실시자의 실시 현황이다.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조건이 로열티 과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특허권자가 알기
어려운 실시자의 실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자의 특허가 실시 제품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로열티 산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로열티 산정의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로열티 산정 방법 예시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1

로열티 산정의 기본개념

가. 로열티 베이스와 로열티 레이트
표준특허의 FRAND 로열티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를 의미하는데, 합리적인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특허가 제품에 대해 공헌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결정되는
것이 기본이다.

[로열티 계산식]
= 로열티 베이스(산정의 기초) X 로열티 레이트(요율)

여기서 로열티 베이스는 로열티를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최종 완성품을 로열티
계산의 기초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표준기술이 적용된 최소단위의 부품을 로열티
계산의 기초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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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레이트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로열티 베이스에서 해당 특허권자의 특허들이 공헌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적정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1)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를 참고하는 것(Bottom-up 방식)과, (2) 산정의
기초를 차지하는 특정 표준과 관련된 표준특허 전체의 공헌비율을 산정하고, 그 후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표준특허의 공헌비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것(Top-down 방식)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ttom-up 방식은 특허권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특허권자
와 실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제품의 실시자 사이에 기존 체결된 라이선스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참조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Top-down 방식은 로열티 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본, 기술, 마케팅, 인력 등 여러 요소 중에서
기술(특허) 이외의 요소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해당 로열티
베이스를 구성하는 기술들 중에서,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여,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확인한 뒤, 표준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들 중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는 특허권자의 보유특허의 비중을 적용하여, 최종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로열티 레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특허권자와 유사특허

특허권자 A
보유특허

자본
특허권자
A

실시자
(가)

라이선스
조건 참고

실시자
(나)

Bottom-up 방식

그림 Ⅴ- 1

기술
(특허)

실시자
(나)

마케팅

실시자와 유사업종

인력

기술 1
기술 2
기술 3
기술 4

특허권자 B
보유특허
특허권자 C
보유특허
기타 특허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방법

구체적인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2. 로열티 산정의 기준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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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열티 지불 방식
로열티 금액의 산정과 함께 로열티의 지급 방식도 문제가 된다. 로열티 지급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시자는 현재의 상태 및 미래의 상황예측을
통해 최적의 로열티 지불 방식을 결정하고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률 VS 정액
로열티를 지급할 때에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인지, 정해진
금액으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이라고 하며, 제품 또는 부품의 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품의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제품 가격의 변동 시점과 변동 금액을 파악하여 로열티 금액을 달리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Audit) 과정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정해진 금액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 방식이라고 하며,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금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에도 로열티 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 변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
적으로 로열티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주요 체크 리스트

“향후 제품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지불방식을 결정하자.”
라이선스 체결 이후에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실시자 입장에서는 정액 방식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실시자는 제품의 특성이나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품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정률 또는 정액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방식대로 라이선스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제품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적거나, 제품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가격 확인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감안할 때 정액 방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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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지급 VS 런닝 로열티
로열티를 지급할 때에는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제품의 판매량 등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량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으나, 실시자 입장에서는 예상한 만큼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제품 판매가 급격히 증가
하더라도 로열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런닝 로열티 방식의 경우에는 실제 표준기술을 사용한 제품 등의 실시현황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로열티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품의 판매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Audit)로 인한 비용부담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감사 방법 및 감사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다. 로열티 산정의 기준시점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표준기술의 경우 기술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표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가 존재한다. 그런데 표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면 특허권자가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기술의 가치에 비해 과도
하게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해 표준특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최근 판례(Microsoft vs. Motorola 사건15) 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견해는 표준선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치를 제외하고 실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
규격이 결정되기 이전 또는 표준규격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의 시점(ex-ante라고 부른다)을 기준
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설적 협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는 표준
규격이 결정되기 이전 또는 표준규격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의 시점에 당사자가 가설적 협상을 진행
하였다면 합의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부록II-1-나. Microsoft vs. Motoro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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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설적 협상의 개념은 미국에서 로열티를 산정한 유명한 사건인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사건16)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 사건이 진행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로열티를 산정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1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15번째 요소가 가설적 협상에 근거한
산정방식이다.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와 같은 논리가 로열티 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규격이
결정되기 이전 또는 표준규격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 시점의 가설적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로열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다.

16) 부록II-1-바.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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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산정의 기준

가. 로열티 베이스의 산정(EMV vs. SSPPU)

Q

특허권자가 제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여 제시하는데, 이 것이 타당한가?

A 로열티 산정의 기초는 제품 전체(EMV) 또는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최소부품(SSPPU)이 되는데, 실시자 입장에서는
최소부품(SSPPU)을 기초로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로열티 금액의 산정 기초가
최소부품(SSPPU)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열티 산정은 로열티 베이스를 산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로열티 베이스는
로열티 산정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여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해야
할지를 의미한다.
로열티 베이스도 여러 가지로 결정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소 판매 가능 특허 실시 단위
(SSPPU;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와 시장 전체 가치(EMV; Entire Market Value)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주로 문제가 된다.
SSPPU 방식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최종 제품 중에서 해당 표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최소 판매
단위의 부품을 로열티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전체 제품에
표준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 내에서 해당 통신기술을 실제 이용하는 칩셋이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EMV 방식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종 제품 전체를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표준기술 자체는 제품 내부의 특정 부품에서 동작하지만, 그 기능이 제품 전체 기능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표준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는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 전체를 기초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표준기술이 최소단위 부품에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제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MV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시자는 단위 부품에서만 동작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이므로, 해당 부품을 기초로 삼는 SSPPU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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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판례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SSPPU 방식이 표준특허의 로열티 베이스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당해 특허권의 특성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근거가 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다른 구성부분들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경우”에만 실시료가
특정 특허실시 부품이 아닌 상품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예로, Power Integrations와 Fairchild Semiconductor의 미국 소송17)에서도 특허권자인 Power
Integrations가 EMV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EMV 방식의 경우 제시된
특징이 유일한 소비자의 수요의 동기이거나 구성 부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때에만 적절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는데, Power Integrations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EMV 방식을 적용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015년 CSIRO vs. CISCO 사건18)에서 CISCO는 FRAND 확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침
해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 기초는 SSPPU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실시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부품이 모든 실시료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항
소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경우도 있다.
EMV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 제품을 단순히 로열티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제품에서 표준기술이 기여하고 있는 비율을 산정
하여 이를 곱하여 로열티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7) 부록II-1-마. Power Integrations vs. Fairchild Semiconductor 참조
18) 호주의 연구기관인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 Research Organisation)가 CISCO에 대해 무선통신기술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anization v. Cisco Sys., Inc., 809 F. 3d 1295(Fed. C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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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SSPPU를 주장하되 EMV도 대비하자.”
일반적으로 실시자는 SSPPU, 특허권자는 EMV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견해로는 EMV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술의 기여도 등을 더 적게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두 방식중 어느 한 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전체가 100달러이고, 표준기술 관련 부품이 10달러일 때, SSPPU를 적용하고, 로열티 베이스 10달러 중
표준기술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10%로 적용하면, 1달러가 산정되고, EMV를 적용하더라도, 로열티 베이스 100달러 중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1%로 적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1달러가 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판례(Power Integrations vs. Fairchild Semiconductor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EMV가 적용된다는 것은
제품 전체에서 표준기술이 수요자의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기술의 기여도가
1%보다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실시자는 SSPPU에 따라 로열티 베이스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준기술 이외의 다른 기술들도 중요한
수요자 구매 동기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EMV가 적용될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하여, 전체 제품의 관점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나.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Bottom-up 방식)

Q



특허권자가 다른 라이선스 사례를 근거로 로열티를 제시하면서, 비차별적인 로열티를 위해 동일하게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나?

A 비차별적인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로열티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개별 기업의 실시 상황에 따라 로열티가 달라져야 함을 특허권자에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Q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채택된 기고문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을까?

A 특허권자들은 채택된 기고문 수를 가지고 자신들의 특허가 표준기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타당하지만,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채택된 기고문들이 실제 표준기술의
효과에 기여하는 기고문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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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레이트(요율)를 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는 방식(Comparable Approch 또는 Bottom-up Approach라
부른다)이다.
FRAND 로열티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라이선스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판례 중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로 주로 언급되는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사건19)에서도 15가지의 판단요소를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확립된
실시료를 입증하거나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허권자가 계쟁 중인 특허권을 제3자에게 라이
센스했을때 받은 실시료(The royalties received by the patentee for the licensing of the patent
in suit, proving or tending to prove anestablished royalty.)”를 제시하고 있다.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표준특허들이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에서의 표준특허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강도를 가지는지 판단하여, 이를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에서 산정된 로열티 레이트에 적용함으로써,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에서 5%의 로열티 레이트가 산정되었는데, 해당 라이선스
사례에서의 대상 특허와 비교할 때, 특허권자의 표준특허들은 50%정도의 강도(특허의 양적/
질적인 비교에 의해 도출되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2.5%를 로열티 레이트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를 기초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다.

1) 제시되는 사례가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인지에 대한 판단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를 기초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한 판례들을 보면,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각각 제시한 라이선스 사례들에 대해 법원에서 비교가능한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경우
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19) 부록II-1-바.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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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시자는 기존의 라이선스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하면서, 이 사례가 법원에 의해서 비교대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에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로 받아들이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한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1) 사례에서의 대상특허가 FRAND 선언이 이루어졌던 표준특허인지 여부,
(2) 사례에서 라이선스가 침해소송의 압박 없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3) 사례에서의 대상제품이 본
라이선스 협상에서의 대상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요소는 기존 사례가 표준특허만을 대상으로 라이선스가 체결되었는지, 비표준특허까지
포함하여 라이선스가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비교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Microsoft vs. Motorola 사건20)에서 법원은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스 사례를 비표준특허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FRAND 선언이 고려되지 않은 라이선스 협상 사례를 FRAND 선언을 고려해야 하는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기존 사례가 침해소송의 압박, 특히 침해금지청구의 압박 하에서 라이선스가 체결
된 경우라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침해금지청구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시
자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도 라이선스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침해금지청구의 인용이 어려운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세 번째 요소는 기존 사례에서의 대상제품이 본 라이선스 협상의 대상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에서의 대상제품과 라이선스 협상에서의 대상제품 사이의 상업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경우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품마다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비교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품의 라이선스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20) 부록II-1-나. Microsoft vs. Motoro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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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불리한 라이선스 사례는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자.”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각각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라고 제시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된 판단기준 이외에도 라이선스의 지불 형태가 동일한지, 라이선스의 대상 지역이
동일한지 등도 비교가능한 사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FRAND 로열티 산정에 비교라이선스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의 사례
이거나, 다른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여러 라이선스 사례 중 실시자에게 불리한 라이선스 사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본 라이선스 협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비교라이선스로 부적합함을 주장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실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사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여러 판단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Innovatio 사건21) 등에서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Qualcomm)의 특허 중 소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라이선스가 체결된 경우는
비교라이선스로 부적합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또한, Sisvel vs. Haier 사건22)에서는 제시된 라이선스
사례가 언론에만 보도되었을 뿐, 라이선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를 비교라이선스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2) 특허풀의 라이선스 사례를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개별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사례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이 비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특허풀의 라이선스 사례는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특허풀의 라이
선스 사례를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풀의 라이선스 사례라고 해서 비교라이선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풀의 특성에
따라, 비교라이선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판례로
미국의 Microsoft vs. Motorola 사건23)이 있는데, 이 판례에서 법원은 특허풀 라이선스에서는
21) Innovatio가 Wi-Fi 표준특허 23건을 기반으로,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등 무선네트워크 사용자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No. 11-c-9308, 2013 (Oct. 3, 2013)]
22) Sisvel이 통신기술 관련 유럽특허를 기반으로 독일에서 Haier에게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OLG Düsseldorf, Case I-15 U 66/15, Order of 17 November
2016]
23) 부록II-1-나. Microsoft vs. Motorol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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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개개의 중요도를 평가하지 않으며, (2) 침해가 잦고 낮은 가치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 특허권자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풀 라이선스를 비교라이선스로 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와 같이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MPEG-LA의 H.264 특허풀의 라이선스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단 근거로 (1) MPEG-LA H.264 특허풀에
Apple, Cisco, Fujitsu, Ericsson, LG, Microsoft, Sony 등을 포함한 기술선도 업체들이 특허권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2) 1,100개가 넘는 라이선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특허권
자인 Motorola가 자신의 특허가 MPEG-LA의 H.264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보다 더 가치있는 특허
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Innovatio 사건24)에서는 Via Licensing의 라이선스 사례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하면서, 특허풀에 의한 실시료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없음을 이유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특허풀의 경우 비교대상 라이선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이 특허권자의
특허와 비교할 때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특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특허풀의 특허가치를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
특허풀의 라이선스 조건은 개별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비해 실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자가 특허
풀의 기존 라이선스 사례를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이 특허권자의 특허와 최소한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Microsoft vs. Motorola 사건에서와 같이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이 표준기술을 선도하는 선도기업들의 특허를 중심
으로 구성되었음을 제시하거나, 다수의 라이선시가 이에 라이선스에 응했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 밖에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의 가치를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들의 가치가 특허권자의 특허에 비해 낮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특허풀의 라이선스 조건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로열티 금액을 주장할 수 있다.

24) Innovatio가 Wi-Fi 표준특허 23건을 기반으로,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등 무선네트워크 사용자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No. 11-c-9308, 2013 (Oct.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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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대상 라이선스 사례를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 적용하는 방법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비교라이선스의 로열티 레이트를 본 라이선스의
로열티 레이트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에서
도출된 로열티 레이트를 본 라이선스의 로열티 레이트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판례 중에서 Unwired Planet vs. Huawei 사건25)에서는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레이트에 비교가능한 라이선스의 특허들과 특허권자의 특허의 상대적인 강도
(Strength rate)를 곱하여 최종 라이선스 레이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상대적인 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비교라이선스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로열티 레이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실시자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의 상대적인 강도를 최대한
낮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인 강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특허의 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관련 표준특허를 50건 보유하고 있는데 비교대상 라이선스에서 특허 200건에 대해 단위제품당
4달러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건수에 비례하여 1/4인 1달러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직관적이고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판례에서 적용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개별 특허들의 질적인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판례에서는 이와
같이 특허의 양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경향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특허의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여 특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의 질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가 해당
표준기술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허권자의 경우 비교가능한 라이선스의 특허들에 비해서 자신의 특허들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고,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에 비해 비교라이선스의 대상특허
들이 더 높은 질적 수준을 가진다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25) 부록II-1-다. Unwired Planet vs. Huawe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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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들이 많이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는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표준규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의
회의록(Meeting Report) 등을 입수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표준화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채택된 기고문(Adopted
Contribution) 현황인데, 표준규격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참여자들은 각각
표준기술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기술들을 기고문(Contribution)으로 제출하게 되고, 이 중 회의를
통하여 채택된 기고문이 실제 표준규격에 반영되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채택된 기고문을 얼마나 많이 제출하였는가에 따라서 해당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표준화 과정에 참여했던
표준기술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표준에 대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을 하고 있어, 해당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였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어렵지 않다.
한편, 표준규격은 표준기술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기술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격을 통일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압축 코덱 표준의 경우, 표준규격에 압축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데이터를 저장 또는 전송하는 포맷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필수특허라고 하는 것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압축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에 대한 특허와 데
이터 포맷을 정의하는 특허 모두 표준필수특허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허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각각 표준기술의 어떤 Section을 구현하기 위한기술에 관한 특허인지
클레임차트 등 특허권자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의 특허들이
어떤 Section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인지 확인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쪽이 더 기여도가
높은 기술에 관한 특허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다수의 특허에 대해 필수성 평가가 정밀하게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필수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특허의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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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외부 기관 등을 통한 필수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
는데,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의 특허들은 필수성 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상대적
강도를 판단하는 주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허의 질적 가치를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와
비교대상 특허의 수가 너무 많으면 개별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여 상대적 강도를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특허를 일부 샘플링하여
질적 수준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요 체크 리스트

“채택된 기고문 수가 많다고 반드시 기여가 높은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가 채택된 기고문을 근거로 표준기술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실제 채택된 기고문의 개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채택된 기고문의 수는 표준화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여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택된 기고문의 수만 확인하고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채택된 기고문 중에서도 표준기술의 성능에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기고문이 있고, 단순히 스펙 등을 제안하거나, 성능테스
트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는 기고문도 있어, 실제 기술적인 성능에 기여하는 기고문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코덱의 경우, 실제 비디오의 압축률 등과 같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고문이 있는 반면, 메타
데이터의 구조 등 기술성능과 관련성이 적은 기고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양적으로 많은 수의 채택된 기고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기술적인 기여도가
높은 기고문인지 분석하여 제시하게 되면, 특허권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표준기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권자가 주요기술에 대한 표준기고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대상 특허가 해당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활동이 특허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기고문이 실제 특허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분석하여 반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Part 2. 표준특허 분쟁 대응

99

다.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Top-down 방식)
로열티 레이트(요율)를 산정하는 방식 중에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은 해당 표준기술에 대한 전체 표준특허 중에서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표준특허의 비
중을 이용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Top-down 방식이라고 흔히 부른다.

로열티 베이스(산정의 기초)

표준기술의 기여도 (전체 표준특허의 로열티)

대상특허의 로열티

그림 Ⅴ- 2

Top-down 방식 로열티 산정

위 그림에서와 같이, Top-down 방식은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이 기여하는 기여도를 반영
하여 전체 표준특허의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고, 전체 표준특허 중에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라이선스 대상특허들의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이 기여하는
비중과, 전체 표준특허 중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기여하는 비중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하다.

1)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 산정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앞서 로열티 베이스 산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열티 베이스가 제품 전체(EMV)로 산정되었는지,
아니면 최소 유닛(SSPPU)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서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기여도에 따라서 로열티 레이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에서 논리적
대립이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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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로열티 베이스가 SSPPU로 결정되었고, 해당 부품이 해당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을 로열티의 상한액으로 볼 수
있다(Innovatio 사건26) 등). 예를 들어, 무선통신 칩의 경우 무선통신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칩의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로열티 베이스가 EMV 방식으로 적용되어 제품 전체를 기초로 하게 되거나, SSPPU 방식으로
하였으나, 해당 부품이 표준기술 이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해당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이 기여하는 비중을 논리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특허권자는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자 할 것이고, 실시자는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평가하고자 할 것이므로, 어느 쪽에서 최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실시자 입장에서는 로열티 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다른 기능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표준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들이 제품의 성능에 기여하는 부분을 극대화하여 상대적으로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낮게 책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전체 표준특허 중 특허권자의 표준특허의 비중
이와 같이 기여도가 산정된 표준기술이 로열티 베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면, 표준기술에
대한 전체 표준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의 로열티가 계산되는 셈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해당 표준에 대한 전체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표준특허 중에서 특허권자가 라이
선스를 요구하는 대상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
특허권자 이외의 다른 표준특허권자들의 특허와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자의 특허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앞서 살펴본 비교가능한 라이선스를 이용한 로열티 산정의 논리들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표준특허 건수 중에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대상
특허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허 건수를 기반으로 비중을 산정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교가능한 라이선스를 이용한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개별 특허들의 질적인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6) Innovatio가 Wi-Fi 표준특허 23건을 기반으로,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등 무선네트워크 사용자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No. 11-c-9308, 2013 (Oct.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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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들의 질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전체 표준특허 중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많다거나, 표준기술 중에서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특허권자의 보유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배척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 이외에 해당 표준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표준특허권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활동에 비하여
특허권자의 활동이 표준화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나, 이들의 특허에 비해
특허권자의 특허가 더 중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Innovatio 사건27)에서 법원은 Wi-Fi 표준에 포함된 표준특허가 총 3,000건
인데, Innovatio의 19건의 특허가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상위
10%의 특허가 전체 특허 가치의 84%를 차지한다는 경제학적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도출하였다.
로열티 레이트 = (19개 특허 / 300개 상위특허) * 84%(상위특허 300개가 차지하는 가치)
이와 같이, 특허권자의 특허가 전체 특허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분석
결과 등 다양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으며, 실시자는 특허권자의 특허들의 기여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판례와 같은 계산식을 특허권자가 주장한다고 하면, 실시자는 (1) 특허권자의 특허가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 (2) 상위 10%의 특허가 전체 특허의 가치의 84%를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7) Innovatio가 Wi-Fi 표준특허 23건을 기반으로,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등 무선네트워크 사용자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No. 11-c-9308, 2013 (Oct.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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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비교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도 로열티 과적을 체크하자.”
비교가능한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시자는 로열티 과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정된 로열티 레이트를 적용할 경우, 이를 Top-down 방식으로 적용하면 전체 특허권자에
게 지급되는 로열티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해 보는 방식이 적절하다.
Microsoft vs. Motorola 사건28)에서 법원은 Motorola가 제시한 로열티 레이트를 다른 표준특허권자에게 모두 적용하여
실시료를 지급하게 되면, 총 실시료 금액이 전체 제품가격을 상회할 것이라는 이유로 Motorola가 제시한 로열티 레이트가
로열티 과적을 야기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Ericsson vs. D-link 사건29)에서는 단순히 기술표준에 수천가지 특허기술이 집적되어 있다고 하여 실시료 과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실시료 과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실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실시자는 실제 로열티 레이트 계산에 Top-down 방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Top-down 방식의 로열티 레이트
계산방법을 활용하여, 로열티 과적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Georgia Pacific 요소

Q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의 기본이 될 만한 참고할 사례가 있을까?

A 다음에 설명할 Georgia Pacific 요소는 특허 로열티 산정에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Georgia
Pacific 요소의 수정에서는 이를 표준특허에 맞게 수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특허에 대한 적정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열티 산정의 주요 요소들을 판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Georgia Pacific 요소이다. Georgia Pacific 요소는 1970년대 Georgia
Pacific 사와 United States Plywood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로열티 레이트를 판결하면서 제시하였던 15가지 로열티 산정 요소를 말한다.

28) 부록II-1-나. Microsoft vs. Motorola 참조
29) 부록II-3-마. Ericsson vs. D-lin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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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Pacific 요소

번호

요소

설명

1

대상특허의 확립된 라이선스 실시료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대상 특허를 이용하여 타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실시료와 비교

2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실시료

유사한 분야의 비교가능한 다른 특허권자 및 실시자 사이의 실시료와
비교

3

라이선스의 설정 범위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설정여부, 지역적인 제한, 판매처의 제한 등

4

특허권자의 정책 및 마케팅 프로그램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확립된 정책이나 마케팅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여부 검토

5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상업적 관계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쟁사인지 여부 검토

6

비특허상품에 대한 특허기술의 가치

실시자의 다른 제품들의 판매를 위한 홍보가 특허제품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 검토

7

특허의 존속기간 및 실시계약조건

특허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한 라이선스 기간을 어떻게 산정
하고 있는지 검토

8

상품의 상업적 성공여부

라이선스 대상 제품의 확인된 이익률이나 상업적 성공 및 인기정도 등에
대한 고려

9

기존 기술에 비해 가지는 우수성

특허기술과 유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전 기술들과 비교
하여 가지는 유용성 또는 장점 검토

10

특허발명의 특성

11

실시자가 그 발명을 사용한 정도

실시자가 특허발명을 이용한 정도 및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검토

12

동종업계에서의 이익 배분 사례

해당 영업분야에서 그 발명이나 유사한 발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통상적
인 이익이나 판매가격에 대해 할당하는 로열티 비율 고려

13

비특허요소에 대비한 특허발명의 이익기여

제조 방법, 리스크, 실시자에 의해 부가된 개량기능 등의 요소와 구별되는
특허기술만의 기여 비율 검토

14

전문가의 증언

15

가설적 협상에 근거한 실시료

제품에 특허기술이 기여하는 이익 고려

관련 전문가의 증언 검토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도달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실시료 검토

이와 같은 Georgia Pacific 요소들은 이후의 판례에서도 자주 인용되며 특허권에 기반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시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각 요소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검토하고, 역제안을 위한 라이선스 조건을
준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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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Georgia Pacific 요소는 표준특허의 FRAND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FRAND 로열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검토요소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FRAND 로열티 특성에 맞춰 수정된 Georgia Pacific 요소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마. Georgia Pacific 요소의 수정
Georgia Pacific 요소는 표준특허의 FRAND 로열티 레이트 산정을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FRAND 로열티의 특성에 맞게 일부의 요소들은 수정하고, 일부 요소들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FRAND 로열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Georgia Pacific 요소를 수정하여 제시한 판례가
미국의 Microsoft vs. Motorola 사건30)의 판례이다.
이 사건의 판례에서 법원은 일반 특허침해 사건과 달리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FRAND 확약에 근거하여 함부로 실시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실시자는 당해
표준특허뿐 아니라 기술표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다른 수많은 표준특허들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받을 수 있어 로열티 과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Georgia Pacific 요소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Microsoft vs. Motorola 사건에서 수정된 Georgia Pacific 요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Ⅴ- 2

Georgia Pacific 요소의 수정

번호

요소

수정

1

대상특허의 확립된 라이선스 실시료

기존의 라이선스가 FRAND 협약에 근거한 실시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음

2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실시료

그대로 적용

3

라이선스의 설정 범위

그대로 적용

4

특허권자의 정책 및 마케팅 프로그램

FRAND 확약에 따라 적용할 수 없음

5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상업적 관계

FRAND 확약에 따라 적용할 수 없음

6

비특허상품에 대한 특허기술의 가치

7

특허의 존속기간 및 실시계약조건

30) 부록II-1-나. Microsoft vs. Motorola 참조

표준설정에 의하여 생성된 표준기술의 가치를 제외한 기술적인 기여도
만을 고려해야 함
FRAND 조건에 따라 적용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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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소

수정

8

상품의 상업적 성공여부

표준설정에 의하여 생성된 표준기술의 가치를 제외한 기술적인 기여도
만을 고려해야 함

9

기존 기술에 비해 가지는 우수성

표준 선정당시 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대체기술과 비교한 우수성을
고려

10

특허발명의 특성

표준설정에 의하여 생성된 표준기술의 가치를 제외한 기술적인 기여도
만을 고려해야 함

11

실시자가 그 발명을 사용한 정도

표준설정에 의하여 생성된 표준기술의 가치를 제외한 기술적인 기여도
만을 고려해야 함

12

동종업계에서의 이익 배분 사례

FRAND 조건에 따라 체결된 기존 라이선스 사례만 고려할 수 있음

13

비특허요소에 대비한 특허발명의 이익기여

14

전문가의 증언

15

가설적 협상에 근거한 실시료

표준설정에 의하여 생성된 표준기술의 가치를 제외한 기술적인 기여도
만을 고려해야 함
그대로 적용
실시료 과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설적 협상을 고려

전반적으로 FRAND 로열티를 고려함으로써, Georgia Pacific 요소에서 수정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라이선스 사례를 고려할 때, 반드시 FRAND 조건하에서 체결된 라이선스
사례인지 확인한 후, 그 경우에만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시자 입장에서는
특허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사례를 제시할 때, 이 라이선스가 온전히 FRAND 라이선스
조건 하에서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표준기술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해당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독점적인 가치를 제외하고 오로지 기술 자체의 가치만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이미 표준이 채택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표준 채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치를 따로 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5번 요소인 가설적
협상에서 가설적 협상의 기준시점을 표준 채택 이전이나, 표준 채택 후 확산되기 이전 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술 자체의 가치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로열티 과적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열티 과적은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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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라이선스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게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로열티 과적의 문제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비차별적인 로열티
FRAND 조건 중에서 ND는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오해로 동일한 표준의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는 동일한 로열티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FRAND 조건에서의 비차별적인 조건은 절대적인 비차별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차별성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상황의 실시자에게는 다른 취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실시자에게 무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실시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는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에 어떤
형태로 표준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실시자가 표준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떠한지, 표준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적 범위가 어떤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표준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기술이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다른 라이선스 사례를
들어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실시자의 상황을
들어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압축 코덱에 대한 표준기술의 경우, 영상 데이터의 압축률을 높여 동일한 영상에
대해 송수신해야 하는 데이터를 최소화 하는 것이 표준기술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이 테이터 전송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전송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기기에 적용되는 경우와 광대역 유선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에 적용되는 경우 표준기술이 제품에
기여하는 가치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이동통신 기기에 적용한 라이선스 기준을 유선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실시자는 이와 같이 표준기술이 제품에
기여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여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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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중소기업일수록 실시자의 상황을 근거로 활용하자.”

살펴본 바와 같이, 실시자의 상황이 다를 경우 그에 부합하는 로열티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FRAND 조건에서의
비차별적인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다른 기업과의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주장할 경우, 실시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이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이나 그로 인한 영업이익 등에 있어서 대기업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권
자가 대기업과의 라이선스 조건을 들어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의 차이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반박할 수
있다.
특히, 로열티 과적과 관련하여, 제품의 전체 로열티의 상한을 제품의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Innovatio 사건31)
등)가 있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로열티 과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로열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표준기술, 대상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특허권자와의 협상에서, 실시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특허권자보다 실시자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조정하거나
역제안을 할 때, 이 내용들이 실시자 측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31)

31) Innovatio가 Wi-Fi 표준특허 23건을 기반으로,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등 무선네트워크 사용자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No. 11-c-9308, 2013 (Oct.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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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법

Q

로열티 역제안을 마련할 때, 계산식을 어떻게 만들지 막연한데, 정해진 계산 방법이 있나?

A 표준특허 로열티를 위한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기본적으로 (1)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Bottom-up 방식)와 (2)없는 경우(Top-down 방식)의 로열티 금액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자의 상황에 맞는 변수를 반영하여 역제안 식을 마련할 수 있다.

가.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사건32) 이후로 다수의 판례(Unwired Planet vs. Huawei 사건 등)
에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기존의 사례가 FRAND
조건의 라이선스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2) 소송의 압박 없이 진행된 라이선스 계약이어야
하며, (3) 제품이 동일하거나, 다른 제품일 경우에는 두 제품 사이의 상업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가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확인되면, 이 라이선스 조건을 본 라이선스 협상에 적용하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기초로 논리를 구성하게 된다.

로열티 레이트 =
[비교 로열티 레이트] X [대상특허의 가치] / [비교 특허의 가치]

예를 들어, 비교 로열티 레이트가 1%로 확인되며, 라이선스 대상특허가 50건, 비교 라이선스의 대상
특허가 100건이라고 할 때,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양을 기반으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32) 부록II-1-바.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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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레이트
= [1%] X [50건] / [100건] = 0.5%

이와 같은 로열티 레이트 계산은 가장 단순하게 로열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특허의 개별
적인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의 개별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의 표준화 과정에서의 활동을 근거로 특허의 가치를 판단해 본다고 하면,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문의 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예에서, 특허권자의
채택된 기고문이 전체의 10%이고, 비교 라이선스의 특허권자의 채택된 기고문이 전체의 20%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특허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산정해 볼 수 있다.

로열티 레이트
= [1%] X [50건 X 10%] / [100건 X 20%] = 0.25%

특허권자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할수록 특허권자의 보유특허가 표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논리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다.
또한, 표준기술 중 표준기술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의 가중치를 높게
고려하는 방법도 적용될 수 있다. 동일한 예에서, 대상 표준기술이 비디오 코덱 기술인 경우, 압축
효율 향상과 직접 관련된 Section이 표준기술 전체의 효과에서 미치는 영향이 90%, 압축 데이터
포맷에 관한 Section이 전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10%라고 가정할 수 있다(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 논리적 근거가 필요함).
이 경우, 특허권자의 50건 특허 중 압축 효율 향상과 관련된 특허가 20건, 압축 데이터 포맷에 관한
특허가 30건이라고 한다면, 특허권자의 50건의 특허 가치는 (20건 X 90% + 30건 X 10%)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비교 라이선스 대상 특허는 80건이 압축 효율 향상 관련 기술, 20건이 압축
데이터 포맷에 관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비교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가치는 (80건 X 90% + 20건 X
10%)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본 라이선스의 로열티 레이트를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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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레이트
= [1%] X [20건 X 90% + 30건 X 10%] / [80건 X 90% + 20건 X 10%]
= [1%] X [21] / [74] = 0.28%

이와 같이, 비교가능한 로열티 레이트와 비교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특허와
비교 라이선스의 대상특허 사이의 가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시자는 최대한 특허권자의 특허의 가치를 낮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조건의 대상 제품과 본 라이선스의 대상 제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각
제품에서의 표준기술의 기여도의 비율을 계산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표준기술의 기여도는 표준기술 이외의 기술들이 얼마나 제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도 있고, 제품의 특성상 표준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기능이 융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특정 표준기술의 기여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의 경우, 해당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기술
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분야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의 경우 영상 압축 표
준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촬영되는 영상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는 영상 압축 표준의
기여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다.
만일, 비교대상 라이선스의 대상 제품에서의 표준기술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산정되는데, 본
라이선스의 대상 제품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가 10%정도로 산정된다면, 앞서 산정한 로열티
레이트에 0.5(= 10% / 20%)를 곱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위의 계산식은 최대한 로열티 레이트 계산 방법을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시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형태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반영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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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크 리스트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수정하자.”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먼저 특허권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수정하여 역제안을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자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근거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특허권자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조건에 적용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자신들이 표준화 활동에서 채택된 기고문의 수가 비교 라이선스의 특허권자의 채택된 기고문의
수보다 2배 많아 2배의 기여도를 가진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 채택된 기고문을 확인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다.
특히, 특허권자가 테스트 데이터 등 실제 기술적인 성과와 관련이 낮은 기고문을 다수 제출하여 채택된 것 등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기고문은 제외하고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채택된 기고문의
수는 특허권자가 2배 많지만, 중요 기술에 대한 채택된 기고문은 비교 라이선스 특허권자가 2배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특허권자가 제시한 로열티 레이트의 1/4 수준의 로열티 레이트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수 있는 수준의 논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표준기술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나.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없는 경우의 로열티 레이트 산정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위 Top-down 방식으로 로열티 베이스
전체에서 표준기술이 기여하는 비중에 표준특허 전체 중에서 특허권자의 표준특허가 차지하는
기여도를 곱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로열티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로열티 레이트 =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 X [전체 표준특허 중 대상 특허의 기여도]

이때,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는 로열티 베이스에서 기술(특허)이 차지하는 기여도에
로열티 베이스에 적용되는 기술 중에서 해당 표준기술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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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레이트 =
[로열티 베이스에서 기술(특허)이 차지하는 기여도] X [로열티 베이스에 적용되는 기술 중
표준기술의 기여도] X [전체 표준특허 중 대상 특허의 기여도]

여기서 로열티 베이스에서 기술(특허)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제품의 가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 자본, 마케팅, 인력 등) 중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앞서 소
개한 바 있는 로버트 골드 샤이더 이론을 적용하여, 기술 로열티를 25%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제품의
한계이익을 여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간단한 예로, 로열티 베이스의 한계이익을 10%라고 보고, 로열티 베이스가 표준기술의 구동만을 위
한 단위부품이며, 전체 표준특허가 3,000건이고, 대상특허가 100건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양적인
계산방식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은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다.

로열티 레이트 =
[10%] X [100%] X [100건 / 3,000건] = 0.33%

여기서부터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먼저 특허권자의 특허가 전체 표준특허에서 차지
하는 기여도와 관련하여, 앞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사례와 비교할 때와 유사하게, 특허의 질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Innovatio 사건33)의 판례에서, 법원은 경제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10%의
특허가 전체 특허 가치의 84%를 차지한다는 이론을 로열티 레이트 계산식에 적용한 바 있다.
위의 예에서, 특허권자의 표준화 활동, 특허 기술분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특허가 상위
10%내에 해당하는 특허임이 확인되는 경우, 이 판례의 계산식에 따르면 전체 표준특허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300건 중에서 대상특허 100건이 차지하는 비중에, 상위 10% 특허의 가치인
84%를 곱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3) Innovatio가 Wi-Fi 표준특허 23건을 기반으로,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등 무선네트워크 사용자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ation, No. 11-c-9308, 2013 (Oct.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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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레이트 =
[10%] X [100%] X [84% X 100건 / 300건] = 2.8%

이 때, 실시자의 입장에서는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논리를 최대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로열티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품이 표준기술 이외에 다른 추가 기능을
수행하고, 이 추가 기능과 표준기술이 1:1의 비율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실시자가 입증할 경우, 표준
기술의 기여도는 100%에서 50%로 감소하게 되어 위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게 된다.

로열티 레이트 =
[10%] X [50%] X [84% X 100건 / 300건] = 1.4%

예를 들어, 비디오 압축을 처리하는 칩이 로열티 베이스가 되는 경우, 최신의 칩에서 H.265/HEVC를
이용한 압축과 H.264/AVC를 이용한 압축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면, H.265/HEVC 표준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할 때, 이 칩에서 H.265/HEVC 표준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실제 제품이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압축하는 경우가 많거나, 충분한 저장공간 등으로 인해, 높은
압축률이 필요 없어 H.264/AVC 코덱의 이용률이 높다는 자료 등은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요소는 특허권자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시자가 가장 잘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자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로열티 베이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열티 베이스는 제품 전체(EMV) 또는 최소 단위 부품(SSPPU)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실시자
입장에서는 로열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 부품을 로열티 베이스로 산정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 전체를 로열티 베이스로 하여, 로열티를 산정할 경우에 로열티 베이스에서 표준기술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제시할 수 있는 논리도 충분히 준비하여,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분쟁대응 가이드

부록
부록Ⅰ.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부록Ⅱ. 표준특허 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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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1

표준특허 분쟁 관련 정보

표준특허 라이선스 관련 주요 용어 및 약어
표Ⅰ- 1 주요 용어 및 약어
용어

유의어 등

의미
[채택된 기고문] 표준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표준규격에
반영될 기술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내용

Adopted Contribution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당사자간 협상 또는 제3자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AER

All Elements Rule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허침해가 성립된다는 원칙

Claims Chart

[클레임 차트]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별로 특허침해 또는
표준규격에 필수적임을 설명하는 표

Contribution

[기고문] 표준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표준규격에 반영될 기술
등을 제안한 내용

Cross License

[상호라이선스] 두 당사자가 보유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상호간에 허여하는 계약

Declaration
EMV

[선언] 표준화 과정에서 보유특허를 미리 공개하는 행위
Entire Market Value EMVR
(Entire Market Value Rule)

[상품전체가격] 라이선스의 기초가 되는 로열티 베이스의 산정
방법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 전체 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

Essentiality Evaluation

[표준필수성 평가] 어떤 특허가 표준기술의 구현시 반드시
침해가 성립되는 특허인지를 판단하는 절차

Ex-ante

[사전] 가설적 협상의 판단시점으로 표준규격이 결정되기 직전
또는 표준규격이 널리 확산되기 이전의 시점

FRAND

Hold-up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
적인 조건을 의미함
[특허위협/특허억류] 잠재적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하여 침해금지청구
등으로 압박하는 행위

부록

용어

유의어 등

117

의미

Hypothetical
Negotiation

[가설적 협상] 당사자간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협상

Infringement

[침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 등
실시하는 행위

Injunction

[침해금지명령] 특허권에 기반하여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침해품의 실시를 중지하도록 하는 명령

IPR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IPR정책] 표준화기구 등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해 놓은 정책

Licensee

[라이선시]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부여 받아 이를 실시하는 주체

Licensor

[라이선서]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해당 특허
기술을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주체

Litigation

[소송] 특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로열티 청구) 및 침해금지
청구 등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

Mandatory

[필수적 요소] 표준규격에서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
하게 구현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라이선스 협상 등을 진행할 때, 상호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하기에 앞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

Optional

[선택적 요소] 표준규격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술은 아니
고 실시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사항

Patent Exhaustion

[특허소진] 특허권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제품을 타인
이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시권을 인정하는 것

Patent Pool

[특허풀] 특정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권자들이 협의하여 공
동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기구

Profile

[프로파일] 표준규격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가능
한 형태로 모은 표준집합

Reverse Hold-up

Hold-out

Royalty

[역특허위협/역특허억류] 잠재적 실시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행위
[로열티] 라이선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Royalty base

[로열티 베이스] 로열티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유닛의
금액

Royalty rate

[로열티 율] 로열티 베이스에서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

Royalty Stacking

[로열티 과적] 해당 라이선스 뿐 아니라,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가정할 때, 제품의 상업적 실시
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로열티가 부과되는 상황

SSPPU

the Smallest Saleable
Patent Practice Unit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Standard Specification

특허기술이 동작하는 판매가능한 최소 단위
[표준필수특허/표준특허] 표준기술을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침해가 성립되도록 권리범위를 갖춘 특허권
[표준규격] 채택된 표준기술을 정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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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허풀 및 주요 표준기술 현황

가. MPEG-LA
표Ⅰ- 2 MPEG-LA 표준풀 정보
명칭

개요

표준번호

EV
CHARGING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에 전기 충전을
제공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AC/DC 충전,
연결, 통신 및 안전 기술에 관한 표준

IEC 62196-1:2014, IEC 62196-2:2011, IEC 621963:2014, IEC 60309, SAE J1772, IEC 61851-1 Ed
2.0: 2010, IEC 61851-1 Ed 3.0: 2017, IEC 6185121:2014, IEC 61851-21:2017, IEC 61851-22, IEC
61851-23:2014, IEC 61851-24:2014, IEC 619801:2015, ISO 15118-1:2013, ISO 15118-2:2014,
ISO 15118-3:2015, DIN Spec 70121:2014-12, SAE
J2847/2, ISO 6469-3, and ISO 17409:2013-09.

EVS

모바일 및 유선 전화, 화상회의, 음성 응답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음성 및 오디오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

3GPP TS 26.441, 3GPP TS 26.442, 3GPP TS 26.443,
3GPP TS 26.444, 3GPP TS 26.445, 3GPP TS 26.446,
3GPP TS 26.447, 3GPP TS 26.448, 3GPP TS 26.449,
3GPP TS 26.450, 3GPP TS 26.451

HEVC

4K/8K 초고화질 영상을 TV 및 모바일기
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고해상도 비디오 인코딩/디코딩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23008-2:2013(E), ITU-T Recommendation
H.265 (04/2013), Recommendation ITU-T H.265
v2 (10/2014), Recommendation ITU-T H.265
v3 (04/2015), Recommendation ITU-T H.265 v5
(02/2018)

DISPLAYPORT

모니터, 프로젝터, TV, 어댑터, PC,
그래픽카드, 카메라 등의 영상기기 사이의
오디오/비디오 소스를 연결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VESA DisplayPort Standard, VESA Mini DisplayPort
(mDP) Connector Standard, VESA Embedded
DisplayPort (eDP), VESA Internal DisplayPort (iDP),
VESA DockPort, VESA DisplayPort Dual-Mode
(DP++) Standard, VESA DisplayPort Alt Mode
Standard

ATSC

ATSC에서 개발한 디지털 지상 방송 송수신
기술에 관한 표준

ATSC Standard

부록

명칭

개요

표준번호

AVC/H.264

전화, TV, 블루레이디스크, 게임기, 개인
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영상기기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비디오 코딩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14496-10, ITU-T H.264,

MVC

셋톱박스, 미디어 플레이어 등에서 3D
영상을 압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뷰 비디오 코딩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14496-10

VC-1

전화, TV, 블루레이디스크, 게임기, 개인
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영상기기에서
사용되는 VC-1 디지털 비디오 코딩 기술
에 관한 표준

SMPTE 421M-2006

MPEG-4
VISUAL

전화, TV, 블루레이디스크, 게임기, 개인
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영상기기에서
사용되는 MPEG-4 Visual 디지털 비디
오 코딩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14496-2,

MPEG-2

셋톱박스, DVD 플레이어, TV PC, 게임기
등의 비디오 및 시스템 코딩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IS 13818-1, ISO/IEC IS 13818-2

MPEG-2
SYSTEMS

셋톱박스, DVD 플레이어, TV PC, 게임기
등의 시스템 코딩 기술에 관한 표준

ISO documents IS 13818-1

1394

IEEE 1394 고속 전송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된 표준

IEEE 1394-1995, IEEE P1394a, IEC 61883-1,
IEEE P1394b

DASH

저전력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에 관한 표준
(새로운 Licensee에게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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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IA Licensing
표Ⅰ- 3 VIA Licensing 표준풀 정보
명칭

개요

Advanced
Audio Coding

이전 MPEG 오디오 코딩 기술에 비해
낮은 비트레이트로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오디오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13818-7:2006, ISO/IEC 14496-3:2009,

LTE-Advanced 및
LTE-Advanced Pro를 포함한
3GPP LTE 기술에 관한 표준

TS 22.011, TS 22.016, TS 22.022, TS 22.024, TS
22.030, TS 22.038, TS 22.053, TS 22.057, TS 22.101,
TS 22.105, TS 22.220, TS 22.233, TS 23.107, TS
23.110, TS 23.140, TS 23.204, TS 23.207, TS 23.221,
TS 23.272, TS 23.401, TS 23.402, TS 24.008, TS
24.301, TS 24.302, TS 26.233, TS 26.234, TS 26.244,
TS 26.245, TS 26.246, TS 26.247, TS 26.346, TS
33.102, TS 33.105, TS 33.110, TS 33.220, TS 33.246,
TS 33.259, TS 33.320, TS 33.401, TS 35.201, TS
35.202, TS 35.215, TS 35.216, TS 36.101, TS 36.104,
TS 36.133, TS 36.201, TS 36.211, TS 36.212, TS
36.213, TS 36.214, TS 36.300, TS 36.302, TS 36.304,
TS 36.305, TS 36.306, TS 36.314, TS 36.321, TS
36.322, TS 36.323, TS 36.331, TS 36.355, TS 36.360,
TS 36.361, TS 36.401, TS 36.410, TS 36.412, TS
36.413, TS 36.414, TS 36.420, TS 36.421, TS 36.422,
TS 36.423, TS 36.424, TS 36.425, TS 36.440, TS
36.443, TS 36.444, TS 37.320

Long Term
Evolution
(LTE)

MG- MultiGenerational
Wireless
Program

W-CDMA(3G) 및 LTE(4G)에 관한 표준

W-CDMA

사용자의 장치에서 3GPP W-CDMA
표준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관한
표준

AGORA-C

GPS의 실시간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향상
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표준번호

ISO Standard 17572-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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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요

802.11
(a-j)

무선 수단을 통해 이더넷 네트워킹을 확장
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표중

IEEE 802.11

MPEG-4 SLS

지각적으로 투명한 재생에서 무손실 오
디오 품질까지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MPEG-4 AAC를 확장하는 오디오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

ISO/IEC 14496-3:2009

MPEG
Surround

대역폭 제한 채널을 통해 서라운드 사운드
를 전송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표준

ISO/IEC 23003-1

대화형 텔레비전 서비스, 셋톱 박스 또는
텔레비전 수신기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상관없이 모든 케이블 텔레
비전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OC-SP-OCAP1.0- I16-050803, ATSC A/53C, OCSP-HOST2.0- CFR-I04-050415, OC-SP-CDIF-I08-040831, OC-SP-SEC-I05-040831, CEA766-A , DAVIC 1.4.1p9., DVB-GEM 1.2.1, DVBMHP 1.0.3, EIA/CEA 608B, EIA-708-B, EN 301
192, ETS 300 802, ETSI EN 300 468, ETSI TR
101 202, FCC 98-36, HAVi, 1.1, IETF RFC 793,
IETF RFC 1738, IETF RFC 2396, OC-SP-CCCPIF-C01-050331, OC-SP-CC-IF-C01-050331, ISO
10646-1, ISO/IEC 11172-3, ISO/IEC 13818-6, JFIF,
JSSE , CHILA, PNG, ANSI/SCTE 07 2000, ANSI/
SCTE 57, SCTE 18 2002, ANSI/SCTE 20 2001, ANSI/
SCTE 26 2001, ANSI/SCTE 40, ANSI/SCTE 43 2004,
ANSI/SCTE 21 2001, ANSI/SCTE 55-2 2002, ANSI/
SCTE 55-1 2002, ANSI/SCTE 65 2002, ANSI/SCTE
54 2002, CORBA/IIOP

OCAP/
tru2way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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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SVEL
표Ⅰ- 4 SISVEL 표준풀 정보
명칭

개요

MCP

3G UMTS 및 4G LTE의 사용 분야에 대해
SEP를 라이센스하기위한 단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LTE/LTE-A

3GPP를 통해 개발된 4세대모바일 통신
기술에 관한 표준

표준번호

IETF RFC 6275, IETF RFC 5213, IETF RFC 3775,
IETF RFC 3344, ETSI TS 136 212, ETSI TS 124 229,
ETSI TS 102.221, 3GPP TS26.237 , 3GPP TS26.114 ,
3GPP TS23.401 , 3GPP TS 37.320, 3GPP TS 36.423,
3GPP TS 36.413, 3GPP TS 36.401, 3GPP TS 36.331,
3GPP TS 36.322, 3GPP TS 36.321, 3GPP TS 36.306,
3GPP TS 36.304, 3GPP TS 36.300, 3GPP TS 36.221,
3GPP TS 36.214, 3GPP TS 36.213, 3GPP TS 36.212,
3GPP TS 36.211, 3GPP TS 36.201, 3GPP TS 36.133,
3GPP TS 36.101, 3GPP TS 33.220, 3GPP TS 33.163,
3GPP TS 32.551, 3GPP TS 32.522, 3GPP TS 32.521,
3GPP TS 32.422, 3GPP TS 31.102, 3GPP TS 31.101,
3GPP TS 29.212, 3GPP TS 29.061, 3GPP TS 29.060,
3GPP TS 26.346, 3GPP TS 26.247, 3GPP TS 26.243,
3GPP TS 26.237, 3GPP TS 26.234, 3GPP TS 26.177,
3GPP TS 26.114, 3GPP TS 25.331, 3GPP TS 24.371,
3GPP TS 24.312, 3GPP TS 24.303, 3GPP TS 24.301,
3GPP TS 24.279, 3GPP TS 24.229, 3GPP TS 24.173,
3GPP TS 24.008, 3GPP TS 23.682, 3GPP TS 23.402,
3GPP TS 23.401, 3GPP TS 23.327, 3GPP TS 23.303,
3GPP TS 23.279, 3GPP TS 23.261, 3GPP TS 23.246,
3GPP TS 23.234, 3GPP TS 23.228, 3GPP TS 23.207,
3GPP TS 23.204, 3GPP TS 23.203, 3GPP TS 23.122,
3GPP TS 23.107, 3GPP TS 23.060, 3GPP TS 23.003,
3GPP TS 23.002, 3GPP TS 22.368, 3GPP TS 22.279,
3GPP TS 22.243, 3GPP TS 22.101, 3GPP TS 22.011,
3GPP TS 22.003, 3GPP TS 21.111, 3GPP TS 102.22,
3GPP TR 21.905, 3GPP ETSI ES 202 050

부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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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표준번호

3G

광범위한 이동 통신 장치 및 서비스에 사용
되는 기술에 관한 표준

GPP TS 21.111, 3GPP TS 22 038, 3GPP TS 22.003,
3GPP TS 22.243, 3GPP TS 23 228, 3GPP TS 23 401,
3GPP TS 23.040, 3GPP TS 23.060, 3GPP TS 23.107,
3GPP TS 23.203, 3GPP TS 23.204, 3GPP TS 23.207,
3GPP TS 23.221, 3GPP TS 23.228, 3GPP TS 23.234,
3GPP TS 23.327, 3GPP TS 23.401, 3GPP TS 23.402,
3GPP TS 24.008, 3GPP TS 24.229, 3GPP TS 24.303,
3GPP TS 26.177, 3GPP TS 26.190, 3GPP TS 26.243,
3GPP TS 26.290, 3GPP TS 29.060, 3GPP TS 29.061,
3GPP TS 29.212, 3GPP TS 31.101, 3GPP TS 31.102,
3GPP TS 36.211, ETSI ES 202 050, ETSI TS 100 922,
ETSI TS 100 977, ETSI TS 101 267, ETSI TS 101 622,
ETSI TS 102.221, IETF RFC 3344, IETF RFC 3775,
IETF RFC 5213, RFC 6275

Wireless

GSM, WCDMA 및 LTE와 같은 2세대,
3세대 및 4세대 통신 표준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언되어 광범위한 이동 통신 장치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에 관한 표준

Wi-Fi/W-LAN

가정 및 사무실 네트워크에서 노트북, 프
린터, 스마트폰 및 기타 인기있는 가전 제
품이 서로 통신하고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표준

IEEE Std 802.11

MPEG audio

인코딩 및 디코딩 장치 및 프로세스 기술을
포함하는 표준

ISO/IEC 11172-3, ISO/IEC 13818-3

H.264 SVC

높은 압축률과 낮은 디코딩 복잡도로 이
미지 파일과 비디오 스트림을 인코딩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표준

Video Coding
Platform(VP9)

비디오 인코딩 형식으로 작은 비트 스트림
을 생성하는 효율적인 코덱 기술을 포함
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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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요

Video Coding
Platform
(VP1)

비디오 코딩 형식으로 실시간 응용 프로
그램 및 4K, HDR과 높은 프레임 속도 형
식을 포함한 포준 및 고품질 컨텐츠 압축
기술을 포함하는 표준

DVB-T2

지상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을
방송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하는 표준

DVB-S2X

전문가용 응용 프로그램과 위성을 통해 개
개의 가정으로 직접 채널을 송신하는 서비
스 기술을 포함하는 표준

DVB-SIS

DTH 위성 수신기를 다루는 신호의 지상
재전송을 허용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표준

ATSS

텔레비전 수신기를 자동으로 프로그래망
하는 고급 시스템에 관한 표준

WSS

아날로그 텔레비전 신호의 이미지 포맷을
식별하고 이를 스크린에 적용하기 위해
강화된 텔레비전 수신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표준

Recommendation engine

사용자의 반응을 예측하는 대화형 시스템
클래스는 방대한의 콘텐츠 또는 제품 선택
을 탐색하고 액세스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표준번호

부록

명칭

JPEG-XT

개요
JPEg 호환 스틸 형식의 고생동폭
(High Dynamic Range) 이미지 기술에
관한 표준

DSL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에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통신 장치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에
관한 표준

LBS

차량, 트럭, 택시, 버스, 개인 자동차 등과
같은 소규모 차량 그룹의 실시간 모니터
링,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TOP teletext

표준 텔레 텍스트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사용 가능한 페이지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
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표준

DECT

국내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휴대용 전화기 기술에 관한 표준

Telemetry

분산 네트워크 관리, 가스, 물, 전기 에너지
또는 열 네트워크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중앙 스테이션과 연결된 복수의 주변 스테
이션을 통해 데이터의 원격 측정이 가능한
기술에 관한 표준

DVB-T2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방송을
위한 프레이밍 구조, 채널 코딩 및 변조를
지정하는 기술에 관한 표준

표준번호

ISO/IEC 18477, ISO/IEC 10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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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특허풀 정보 확인 방법

가. MPEG-LA
MPEG-LA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특허 풀에 관한 정보(특허리스트, Licensor 리스트,
Licensee 리스트, 특허별로 매칭되는 표준 Section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① 홈페이지 - https://www.mpegla.com/

② 확인대상 표준 선택
홈페이지의 메뉴 중 “CURRENT PROGRAMS”를 선택하면 현재 MPEG-LA에서 운영중인
특허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정보 확인이 필요한 표준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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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인대상 표준 개요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표준에 관한 개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NTRODUCTION”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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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리스트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해당 풀에 포함된 특허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ATENT LIST” 메뉴를 클릭한다.

⑤ 특허 리스트 예시
특허 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특허권자별로 풀에 포함된 특허의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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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표준 매칭 항목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특허별 관련 표준 Section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ESSENTIALITY OVERVIEW”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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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표준 매칭 항목 정보 예시
표준 매칭 항목 정보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특허별로 표준 내의 어떤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요와 표준에 대응되는 청구항 번호, 적용되는 표준 Section 정보를 제시
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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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확인대상 표준 실시허락자(Licensor)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확인대상 표준의 실시허락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ICENSORS” 메뉴를 클릭한다.

⑨ 확인대상 표준 실시권자(Licensee)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확인대상 표준의 실시권자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LICENSEE”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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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확인대상 표준 라이선스 계약서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확인대상 표준의 라이선스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ICENSE AGREEMENT” 메뉴를 클릭한다. 라이선스 요약본을 확인 하기
위하여 “Click here” 메뉴를 클릭한다.

⑪ 라이선스 요약 확인
라이선스 요약은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라이선스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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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IA LICENSING
VIA LICENSING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특허 풀에 관한 정보(License Fees, Licensor 리스트,
Licensor 리스트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① 홈페이지 - http://www.via-corp.com/

② 확인대상 표준 선택 – 1
홈페이지 메뉴중 “LICENSING”을 선택하면 “PROGRAMS”와 “PARTNERS”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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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인대상 표준 선택 – 2
홈페이지 메뉴 중 “PROGRAMS”을 선택하면 현재 VIA LICENSING에서 운영중인 특허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대상 표준 선택 – 3
“PROGRAMS”을 선택하면 VIA LICENSING에서 운영중인 특허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정보 확인이 필요한 표준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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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확인대상 표준 개요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표준에 관한 개요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OVERVIEW” 메뉴를 클릭한다.

⑥ 로열티 정보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나타나는 메뉴 중 해당 풀에 포함된 로열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LICENSE FEES”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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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확인대상 표준 실시권자(Licensee)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확인대상 표준의 실시권자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LICENSEE” 메뉴를 클릭한다.

⑧ 확인대상 표준 실시허락자(Licensor)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확인대상 표준의 실시허락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ICENSORS” 메뉴를 클릭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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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SVEL
SISVEL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특허 풀에 관한 정보(특허리스트, 특허권자, 로열티율 등)를
제공하고 있다.
① 홈페이지 - https://www.sisv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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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인대상 표준 카테고리 선택
홈페이지 메뉴 중 “LICENSING PROGRAMS”를 선택하면 현재 SISVEL에서 운영중인 특허풀의
카테고리를 호가인할 수 있으며, 이중 정보 확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 확인할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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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인대상 표준 선택
확인대상 표준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후 왼쪽에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대상 표준 개요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표준에 관한 개요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Introduction”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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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확인대상 표준 특허권자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특허권자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atent Owners” 메뉴를 클릭한다.

⑥ 확인대상 표준 로열티율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로열티율을 호가인하기 위해서는
“License Term” 메뉴를 클릭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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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허리스트 확인
확인대상 표준을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는 메뉴 중에서 해당 풀에 포함된 특허 목록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Patents” 메뉴를 클릭한다.

⑧ 특허 리스트 예시
특허 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특허권자별로 풀에 포함된 특허의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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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EVC Advance
HEVC Advance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특허 풀에 관한 정보(특허리스트, Licensor 리스트,
Licensee 리스트, 특허별로 매칭되는 표준 Section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① 홈페이지 - https://www.hevcadvance.co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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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세 정보 확인
홈페이지 메뉴 중 “LICENSING”을 선택하면 현재 HEVC-Advance에서 제공하는 특허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44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③ HEVC-Advance 정보 확인
“LICENSING” 메뉴를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HEVC-Advance의 개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rogram Overview”의 “DOWNLOAD PDF”를 클릭하고, HEVCAdvance의 로열티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Royalty Summary”의 “DOWNLOAD PDF”를 클릭
한다. 또한, HEVC-Advance의 실시허락자(Licensor)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icensor List”의
“DOWNLOAD PDF”를 클릭하고, HEVC-Advance의 실시권자(Licensee)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icensee List”의 “DOWNLOAD PDF”를 클릭하고, HEVC-Advance의 특허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atent List”의 “DOWNLOAD PDF”를 클릭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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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요 정보 확인
HEVC-Advance의 개요 정보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HEVC-Advance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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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로열티 정보 확인
HEVC-Advance의 로열티 정보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HEVC-Advance의
로열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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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시허락자(Licensor) 확인
HEVC-Advance의 실시허락자(Licensor) 정보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HEVCAdvance의 실시허락자(Licensor)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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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시권자(Licensee) 확인
HEVC-Advance의 실시권자(Licensee) 정보는 아래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HEVCAdvance의 실시권자(Licensee)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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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허리스트 확인
HEVC-Advance의 특허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하여 “Patent List”의 “DOWNLOAD PDF”를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HEVC Advance Patent List”의 “DOWNLOAD PTENT
LIST (PDF)” 또는 “DOWNLOAD PTENT LIST (EXCEL)”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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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특허 리스트 예시
특허 리스트는 PDF 파일 형태 또는 EXCEL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풀에 포함된 특허의 특허번호 및
특허별로 표준 내에 어떤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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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VANCI
AVANCI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특허 풀에 관한 정보(로열티율 등)를 제공하고 있다.
① 홈페이지 – http://avanci.com/

② 로열티 정보 확인
홈페이지 메뉴 중 “HOW IT WORKS”를 선택하면 AVANCI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로열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CE”를 선택하면 AVANCI의 로열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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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열티 정보 예시
메뉴 중 “PRICE”를 선택한 이후 아래와 같이 AVANCI에서 제시하는 로열티율을 확인 할 수 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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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허풀별 로열티 레이트 정보

가. MPEG-LA
1) ATSC
표Ⅰ- 5 ATSC 로열티 조건
조건
Under the ATSC Patent Portfolio License, the party that offers ATSC Receiver Products (Section 1.6) for “Sale”
(Section 1.16) to the End User (Section 1.11) is responsible for royalties on those Products either manufactured
or sold in a country with one or more Portfolio patents. The royalty is $5.00 for each ATSC Receiver Product from
January 1, 1998 through December 31, 2016. The royalty is $1.50 per ATSC Receiver Product from January 1,
2017 – December 31, 2020, but Licensees may elect, with written notice to MPEG LA, a further reduced royalty of
$1.00 per ATSC Receiver Product from the later of January 1, 2017 or the receipt of such notice with 30-day right
of termination on or after January 1, 2021. From January 1, 2021 forward, the royalty is $1.00 per ATSC Receiver
Product (Section 3.1).

2) VC-1
표Ⅰ- 6 VC-1 로열티 조건
구분

최종 소비자 제품, OS에
포함되지 않는 PC용 OEM 제품
(decoder, encoder, or codec =
“unit”)

OS에 포함된 PC용 OEM 제품

로열티
•0 – 100,000 units/year: No royalty (available to one legal entity in an
affilianted group)
•US $0.20 per unit after first 100,000 units/year
•Above 5 million units/year: US $0.10 per unit
•Enterprise cap: $5 milion/year 2006-2012
•Royalties begin January 1, 2006

•0 – 100,000 units/year: No royalty (available to one legal entity in an
affilianted group)
•US $0.20 per unit after first 100,000 units/year
•Above 5 million units/year: US $0.10 per unit
•Enterprise cap: $8 milion/year 2006-2012
•Royalties begin January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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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로열티
•Subscription (not limited by tilte):

유료 비디오
(소비자가 직접비용 지불)

연간가입자수
0 to 100,000
100,001 to 250,000
250,001 to 500,000
500,001 to 1,000,000
>1,000,000

연간 로열티
$0.00
$25,000
$50,000
$75,000
$100,000

•Title-by-Title:
12 minutes or less = no royalty
>12 minutes in lengh = lower of (a) 2% or (b) $0.02 per tilte
•Royalties begin September 1, 2006

•Free Internet Broadcast (not Title-by-Title, not subscription) No royalty
during first term (through 2012; not greater than Free Television
Thereafter)

무료 서비스
(소비자의 직접비용 지불 없음)

•Free Television
One-time $2,500 per transmission encoder or Annual fee depending on
the number of households (“HH”) of
0 – 100,000 HH
100,000 – 499,999 HH
500,000 – 999,999HH
>1,000,000 HH

$0/Year
$2,500/Year
$5,000/Year
$10,000/Year

•Enterprise cap: $4.25 M/year 2006-08, $5M/year 2009-2012
•Royalties begin September 1, 2006

3) MPEG-2
표Ⅰ- 7 MPEG-2 로열티 조건
제품분류

세부 제품 항목

로열티 방식

set-top boxes
TV receivers
DVDplayers
MPEG-2
Decoders

Packaged Medium playback equipment
Computers-with hardware decoder loaded with decode software
software to end users-bundled or not

$4.00 per unit to Jan.1 2002
$2.50 per unit form Jan.1, 2002

부록

제품분류

세부 제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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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방식

Hardware encoders

MPEG-2
Encoding
Product
MPEG-2
Eecoders

Computers-with hardware decoderloaded with decode software
Software sold to end usersbundled or not

$4.00 per unit to Jan.1 2002
$2.50 per unit form Jan.1, 2002

Not including Packaged Medium
encoders
Distribution
Encoding
products

Program encoders sold to
commercial end-users for realtime terrestrial, cable, satellite, etc.,
broadcats/distribution

$4.00×L to Jan.1,2002
$2.50×L from Jan.1,2002
(L: the number of channels of the
MPEG-2 Disribution Encoding Product)

DVD recorders
Camcorders
Comsumer
products :
Encode & Decode

Tape recorders
Computers with hardware decoder loaded with
decode software

$6.00 per unit to Jan.1 2002
$2.50 per unit form Jan.1, 2002

software to end users-bundled or not
Pre-recorded DVDs
MPEG2 packaged
Medium

CD ROM
Video cassettes
Tapes

MPEG-2
Transport or
program Stream
products

File Servers

Multiplexers

$0.04 to sept.1, 2001
$0.035 from Sept, 1, 2001 to Feb. 20.
2003
$0.03 from March,1,2003 for the first
MPEG-2 Video Event, plus $0.01
for each add’l 30 minutes or portion
recorded on the same copy
$4.00N
(N:the greater of the number of input
and output transport or program
streams of the MPEG-2 Distribution
Transport or Program Stream Product)

IC Chips
Intermediate
Products

Circuit Boards
Subassembiles

Licensed to make and sell, end user
product bears royalty

Firmware & Software
MPEG-2 decoding Software
Software Update

MPEG-2 Encoding Software

For use in connection with an MPEG2 Royalty product And For overwrite
or render not usable the pre-exising
MPEG-2 Royalt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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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PEG-2 Systems
표Ⅰ- 8 MPEG-2 System 로열티 조건
제품분류

세부 제품 항목

로열티 방식

multiplexer, remultiplexver, demultiplexer
Video encoder, Video decoder
Set top box
MPEG-2
Systems Device

Video enabled personal computer

$0.50 per unit

Television receiver, Television transmitter
Vido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nsumer video recording equipment,
Consumer video playblack equipment

5) MPEG-4 Visual
표Ⅰ- 9 MPEG-4 Visual 로열티 조건
제품분류
MPEG-4
Video Decoders and
Encoders

Title-by-Title
MPEG-4 Video

Subscription
MPEG-4 Video

로열티 방식
$0.25 per unit ($0.2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Annual Cap : $1,000,000 per legal entity
•First 50,000 units/year : no charge
$0.00 (For each title that is 12 mins or less in length when measures at nomal
viewing speed)
2.0% of the remuneration paid in Licensee’s first Arm’s-Length Sale or $0.02/
Title which is lower (For each title that is longer than 12mins)
$0.00(Subscribers 0 ~ 100,000)
$25,000(Subscribers 100,001 ~ 250,000)
$50,000(Subscribers 250,001 ~ 500,000)
$75,000(Subscribers 500,001 ~ 1,000,000)
$100,000(Subscribers 1,000,001 ~ 5,000,000)
$200,000(Subscribers 5,000,001 ~ 25,000000)
$300,000(Subscribers 25,000,001 ~ )
(/YEAR)
•Annual Cap : $3,000,000 for each Licensee

부록

제품분류
Free Television
MPEG-4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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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방식
$2,500/transmitter encoder
•Annual Cap : $3,000,000 for each Licensee
$0.00 to Dec.31.2008

Internet Broadcast
MPEG-4 Video

2009년 1월 1일 이후의 로열티는 Free Television MPEG-4 Video에 대한 로열티와 동일
하게 할 예정
2009년 1월 1일 이후의 로열티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에 MPEG LA가 공고할 예정임
(a) MPEG-4 Video Decoders & Encoders
•Annual Cap; $3,000,000 per legal entity

Enterprise Licensees

(b) title-by-title MPEG-4 Video, Subscription MPEG-4 Video, Free Television
MPEG-4 Video and Internet Broadcast MPEG-4 Video-Annual Cap: $3,000,000
(a) & (b): Annual Cap: $6,000,000
Licensee must notifying the MPEG LA in writing By Feb.28.Every year and paying
the max amount by Mar.31. Every year

6) MPEG-4 SYSTEMS
표Ⅰ- 10 MPEG-4 SYSTEM 로열티 조건
제품분류

Consumer
Recorded Data

세부 제품 항목

로열티 방식

decoders
(make, sell, use)

$0.15 per unit ($0.14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encoders
(make, sell, use)

$0.25 per unit ($0.2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decoders
(make, sell, use)

$0.15 per unit ($0.14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encoders
(make, sell, use)

$0.25 per unit ($0.2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decoders
(make, sell, use)

$0.15 per unit ($0.14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encoders
(make, sell, use)

$0.25 per unit ($0.2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Internet Data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Mobile Data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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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류

세부 제품 항목

로열티 방식

decoders
(make, sell, use)

$0.15 per unit ($0.14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encoders
(make, sell, use)

$0.25 per unit ($0.24 w/o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decoders
(make, sell, use)

$0.15 per unit ($0.144 w/0 reporting country of mfg/sale)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Unique Use Data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Annual Cap : $100,000 per legal entity
$.001/30 min (S0.00096/30 min w/0 reporting country) to
$.004 movie($0.00384/movie w/o reporting country) 5 yrs
or less in age

Stored Data
encoders
(make, sell, use)

$.0005/30 min ($0.00048/30 min w/o reporting country) to
$.002 movie($0.00192/movie w/o reporting country) > 5 yrs
in age
$.0002 for 12 min or less ($0.00192 w/o reporting country)

Consumer Recorded Data
Internet Data
Enterprise Data

Mobile Data
Unique Use Data

$500,000 per year 2004/05
$700,000 per year 2006/07
$1,000,000 per year 2008

Stored Data decoders
MPEG-J

Mutual Non-Assert under MPEG-J Essential Partents – No
Royalt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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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VC/H.264
표Ⅰ- 11

AVC/H.264 로열티 조건

제품분류

로열티 방식
$0.00/unit (0 ~ 100,000 Units)
$0.20/unit (100,001 ~ 5,000,000 Units)
$0.10/Unit(5,000,001 ~ units)
Year after December 31. 2004

AVC Decoders
Encoders or Codec

Annual Cap
$3,500,000 in 2005 and 2006
$4,250,000 in 2007 and 2008
$5,000,000 in 2009 and 2010
Licensee must notify the MPEG LA in writing By Feb.28.Every year and
paying the max amount by Mar.31. Every year
Decoders in AVC Video only having capability of decoding the AVC Video: No
royalties
$0.00 (For each title that is 12 mins or less in length when measured at
normal viesing speed)

Title-by-Title AVC Video
(Sold after December 31.2005)

2.0% of the remuneration paid in licensee’s first Arm’s-Length Sale or
$0.02/Title which is lower(For each Title that is longer than 12mins)
•Annual Cap: $3,500,000

Subscription AVC Video
(Year after December 31. 2005)

$0.00(Subscribers 0 ~ 100,000)
$25,000(Subscribers 100,001 ~ 250,000)
$50,000(Subscribers 250,001 ~ 500,000)
$75,000(Subscribers 500,001 ~ 1,000,000)
$100,000(Subscribers 1,000,001 ~ 5,000,000)
(/YEAR)
•Annual Cap : $3,500,000

Free Television AVC Video
(Year after December 31. 2005)

(a)
$0.00(0 ~ 99,999 Households)
$2,500(100,000 ~ 499,999 Households)
$5,000(500,000 ~ 999,999 Households)
$10,000(1,000,000 ~ Household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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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류

로열티 방식
(b)
$2,500/AVC Encoder to encode Free Television AVC Video
(a) 또는 (b) 중 하나를 라이센시를 선택하여 계약에 따른 사용후 30일내에 통지해야
함. (a) 방식을 선택한 후라도 계약 기간 내라면 (b) 방식으로 언제든지 MPEG LA에
서면 통지 필요. 이 경우, 이전의 로열티의 반환은 불가함
- Annual Cap : $3,500,000
$0.00 to Dec.31.2010

Internet Broadcast AVC Video

2011sus 1월 1일 이후의 로열티는 Free Television AVC Videos에 대한 로열티와
동일하게 할 예정
2011년 1월 1일 이후의 로열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에 MPEG LA가 공고할
예정임
$0.00/unit (0~100,000 Units)
$0.20/Unit (100,001 ~ 5,000,000 Units)
$0.10/Unit(5,000,001 ~ Units)
Year after December 31, 2004

OEM Licensee
(After Dec 31, 2004)

Annual Cap
$3,500,000 in 2005 and 2006
$4,250,000 in 2007 and 2008
$5,000,000 in 2009 and 2010
Licensee must notify the MPEG LA in writing By Feb.28.Every year and
paying the max amount by Mar.31.Every year
Title-by-Title AVC Video, Subscription AVC Video, Free Television AVC Video
and Internet Broadcast AVC Video

Enterprise Licensees

$3,500,000 in 2005 and 2006
$4,250,000 in 2007 and 2008
$5,000,000 in 2010 ~
Licensee must nofifying the MPEG LA in writing By Feb.28.Every year and
paying the max amount by Mar.31. Every year

부록

나. Via Licensing
1) Advanced Audio Coding
표Ⅰ- 12

Advanced Audio coding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For the first 1 to 500,000 units

$0.980

For units 500,001 to 1,000,000

$0.780

For units 1,000,001 to 2,000,000

$0.680

For units 2,000,001 to 5,000,000

$0.450

For units 5,000,001 to 10,000,000

$0.420

For units 10,000,001 to 20,000,000

$0.220

For units 20,000,001 to 50,000,000

$0.200

For units 50,000,001 to 75,000,000

$0.150

For units 75,000,001 and more

$0.100

2) Long Term Evolution(LTE)
표Ⅰ- 13

Long Term Evolution(LTE)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For the first 1 to 100,000 units

No Fee

For units 100,001 to 1,000,000

$1.000

For units 1,000,001 to 2,500,000

$1.500

For units 2,500,001 or more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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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ORA-C
표Ⅰ- 14

AGORA-C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1 - 50,000

$0.500

50,001 - 500,000

$0.400

500,000 - 1,000,000

$0.300

1,000,001 - 5,000,000

$0.200

5,000,001 - 10,000,000

$0.100

Above 10,000,000

$0.050

4) 802.11 (a-j)
표Ⅰ- 15

802.11 (a-j)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1 to 500,000

$0.550

500,001 to 1,000,000

$0.500

1,000,001 to 5,000,000

$0.450

5,000,001 to 10,000,000

$0.300

10,000,001 to 20,000,000

$0.200

20,000,001 to 40,000,000

$0.100

40,000,001 or more

$0.050

부록

5) MPEG-4 SLS
표Ⅰ- 16

MPEG-4 SLS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For the first 1 to 500,000 units

$0.098

For units 500,001 to 1,000,000

$0.076

For units 1,000,001 to 2,000,000

$0.062

For units 2,000,001 to 5,000,000

$0.052

For units 5,000,001 to 10,000,000

$0.042

For units 10,000,001 to 20,000,000

$0.024

For units 20,000,001 to 50,000,000

$0.020

For units 50,000,001 or more

$0.015

6) MPEG Surround
표Ⅰ- 17

MPEG Surround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For the first 1 to 500,000 units

$0.49

For units 500,001 to 1,000,000

$0.38

For units 1,000,001 to 2,000,000

$0.31

For units 2,000,001 to 5,000,000

$0.26

For units 5,000,001 to 10,000,000

$0.21

For units 10,000,001 to 20,000,000

$0.12

For units 20,000,001 to 50,000,000

$0.10

For units 50,000,001 or more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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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CAP/tru2way
표Ⅰ- 18

OCAP/tru2way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Consumer Devices

$1.50 per device

Service Providers

$0.30 per subscriber (household) per year Option:
One-time five-year license for $1.50

다. Sisvel
1) Wireless
표Ⅰ- 19

Wireless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From 1 to 500,000

€ 0.140

From 500,001 to 2,500,000

€ 0.100

From 2,500,001 to 5,000,000

€ 0.075

5,000,001 and above

€ 0.060

From 1 to 500,000

€ 0.110

From 500,001 to 2,500,000

€ 0.075

From 2,500,001 to 5,000,000

€ 0.060

5,000,001 and above

€ 0.050

2) H.264 SVC
표Ⅰ- 20 H.264 SVC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Input/Output interface

Euro 0.5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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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SL
표Ⅰ- 21

DSL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From 1 to 1.000.000

$ 0,40

From 1.000.001 to 5.000.000

$ 0,30

5.000.001 and above

$ 0,20

From 1 to 1.000.000

$ 0,50

From 1.000.001 to 5.000.000

$ 0,375

From 5.000.001 to 10.000.000 units

$ 0,25

10.000.001 units and above

$ 0,20

From 1 to 1.000.000 ports

$ 1,40

From 1.000.001 to 5.000.000 ports

$ 1,05

From 5.000.001 to 10.000.000 ports

$ 0,70

10.000.001 ports and above

$ 0,56

4) DVB-T2
표Ⅰ- 22 DVB-T2 로열티 조건

Type of DVB-T2 Licensed Products

Standard Royalty
Rate per Unit

Royalty Rate per Unit for
compliant licensees

Licensed Consumer Product with one of Encoder1
or Decoder2 function

€ 0.75
(seventy-fiveEurocents)

€ 0.60
(sixtyEurocents)

Licensed Consumer Product with both Encoder1
and Decoder2 functions

€ 1.00
(oneEuro)

€ 0.80
(eightyEurocents)

Licensed Professional Product3 with one of Encoder1
or Decoder2 function

€ 18.00
(eighteenEuros)

€ 15.00
(fifteenEuros)

Licensed Professional Product3 with both Encoder1
and Decoder2 functions

€ 24.00
(twenty-fourEuros)

€ 20.00
(twentyE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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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P
표Ⅰ- 23 MCP 로열티 조건
Field of use

Standard Rate

3G UMTS

EUR 0.45

Compliant Rate

Patent Owners

EUR 0.35

3G Licensing SA
KoninklijkeKPNNV
MitsubishiElectricCorporation
NederlandseOrganisatievoorToegepastNatuurwetens
chappelijkOnderzoek–TNO
SisvelInternationalSA
SisvelSPA

3G Licensing SA
AirbusDSSLC
KoninklijkeKPNNV
MitsubishiElectricCorporation
NederlandseOrganisatievoorToegepastNatuurwetens
chappelijkOnderzoek–TNO
OrangeSA
SisvelInternationalSA
SisvelSPA

4G LTE

EUR 0.66

EUR 0.53

Combined

EUR 1.11

EUR 0.88

6) Wi-Fi
표Ⅰ- 24 Wi-Fi 로열티 조건
Field of use

Compliant Rate

Standard Rate

Wi-Fi

EUR 0.25

EUR 0.30

7) Video Coding Platform(VP9)
표Ⅰ- 25 Video Coding Platform(VP9) 로열티 조건
Field of use

Standard Rate

Compliant Rate

Consumer Display Device*

EUR 0.24

EUR 0.18

Consumer Non-Display Device**

EUR 0.08

EUR 0.0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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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ideo Coding Platform(VP1)
표Ⅰ- 26 Video Coding platform(VP1) 로열티 조건
Field of use

Standard Rate

Compliant Rate

Consumer Display Device*

EUR 0.32

EUR 0.24

Consumer Non-Display Device**

EUR 0.11

EUR 0.08

9) DVB-S2X
표Ⅰ- 27 DVB-S2X 로열티 조건
Type of Licensed Product

Standard Rate per unit

Compliant Rate per unit

Licensed Consumer Products

0.60 €
(sixtyEurocents)

0.50 €
(fiftyEurocents)

Licensed Professional Products*

18.00 €
(eighteenEuros)

15.00 €
(fifteenEuros)

10) JPEG-XT
표Ⅰ- 28 JPEG-XT 로열티 조건
Type of JPEG-XT Licensed Product

Standard Royalty
Rate perunit

Royalty Rate
perunitforcompliantlicensees*

Licensed camera-enabled devices
(e.g.phones,actioncameras,securitycameras)

0.06 €

0.045 €

Licensed camera-based devices
(e.g.digitalsingle-lensreflexcamerasDSLR,com
pactsystemcameras)

0.12 €

0.090 €

11) Telemetry
표Ⅰ- 29 Telemetry 로열티 조건
entrance fee

unit utilizing the Telemetry technology

€ 5.000,00

€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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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VANCI
1) IoT
표Ⅰ- 30 IoT 로열티 조건
조건

가격

eCall only

$3/vehicle

3G(includes 2G and eCall)

$9/vehicle

4G(includes 2G/3G and eCall)

$15/vehicle

마. W-CDMA Technology
1) W-CDMA
표Ⅰ- 31

W-CDMA 로열티 조건
Year 1

Year 2

Year 3+

Royalty: 1% NSP

Royalty: 1% NSP

W-CDMA Royalty Rates

Quarterly Cumulative
Volume Discount

Discount

MIN

1 to 2,500,000

0%

$1.00

2,500,001 to 6,250,000

25%

6,250,000 to 12,500,000

MAX

MIN

MAX

Flat Rate

1% NSP

$2.00

$1.00

1% NSP

$2.00

$1.00

$0.75

1% NSP
– 25%

$1.50

$0.75

1% NSP
– 25%

$1.20

$0.75

45%

$0.55

1% NSP
– 45%

$1.10

$0.55

1% NSP
– 45%

$0.88

$0.55

12,500,001 to 25,000,000

59%

$0.41

1% NSP
– 59%

$0.82

$0.41

1% NSP
– 59%

$0.66

$0.41

25,000,001 to 50,000,000

70%

$0.30

1% NSP
– 70%

$0.60

$0.30

1% NSP
– 70%

$0.48

$0.30

50,000,001 and more

78%

$0.22

1% NSP
– 78%

$0.44

$0.22

1% NSP
– 78%

$0.3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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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HEVC ADVANCE
표Ⅰ- 32 HEVC ADVANCD 로열티 조건
Device
Category and
Examples

Mobile Devices:
Mobile Phone,
Tablet, Laptop

selling Price

Per-Device
Royalty Main
Profiles

Advanced
Profiles
Royalty
(Each)

Advanced
Profiles
Royalty
(All Three)

Annual
Annual
In-Compliance In-Compliance
Device
Enterprise
Category Caps Credit and Cap
$30MM
$20MM
(If entity
does not sell
phones)

All price
ranges

$0.40/
$0.20

+$0.10/
$0.05

+$0.25/
$0.125

Devices ≤
$80.00
$20 or less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60.00
$60.01$70.00
$70.01$80.00

$0.20/
$0.20
$0.25/
$0.25
$0.35/
$0.35
$0.45/
$0.40
$0.55/
$0.40
$0.65/
$0.40
$0.75/
$0.40

$0.10/
$0.05

+$0.25/
$0.125

Devices
>$80.00
and
All HEVC
Software

$0.80/
$0.40

+$0.20/
$0.10

+$0.50/
$0.25

4K UHD+
Televisions

All price
ranges

$1.20/
$0.60

+$0.30/
$0.15

+$0.75/
$0.375

$20MM

Digital Media
Storage
Blu-ray Discs,
Other Storage
Devices

All price
ranges

Per Disc/
Title $.0225/
$.01125

$0.00

$0.00

$2.5MM

Connected
Home & Other
Devices:
consumer
products:
Set-Top Box,
Game Console,
Blue-ray Player,
Desktop PC,
non-4k UHD+
TV, HEVC
Software
Authorized
Commercial
Products:
Surveillance
Cameras,
Conferencing
Products,
medical Imaging,
Digital Signage

$20MM

Annual
Enterprise
Cap
$40 million
Annual
Enterprise
Credit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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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가. 공적 표준 기구의 선언특허 확인 방법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언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데이터 선언특허 접근이 가능하다.
① 사이트 접속 (https://isotc.iso.org/) 후 “ISOTC home” 클릭

부록

② 00. ISO standards and patent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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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pies of patent declarations 선택

④ 확인할 Declaration 정보 선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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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eclatarion 내의 선언특허 정보 확인

Patent Information (desired but not required for options 1 and 2; required in ITU for option 3 (NOTE))

No.

Status
[granted/pending]

Country

Granted Patent Number or
Application Number (if pending)

1

GRANT

US

US 8,085,845

M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hybrid intra-inter coded blocks

2

GRANT

US

US 8,085,846

Method and apparatus for decoding
hybrid intra-inter coded blocks

3

GRANT

EP

EP 1902586

Method and apparatus for macroblock
adaptive inter-layer intra texture
prediction

Title

4

PENDING

EP

EP 06775577.7

Method and apparatus for encoding
a flash picture occurring in a
video sequence, and for decoding
corresponding data for a flash picture

5

PENDING

EP

EP 99402099.8

Picture compression process

US 12/311174

Method for using a network abstract
layer unit to signal an instantaneous
decoding refresh during a video
operation

6

PENDI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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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는 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언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선언특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① 사이트 접속 (http://patents.iec.ch/) 후 필요한 선언정보 확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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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eclaration 문서로부터 선언 특허 정보 확인

Patent Information (desired but not required for options 1 and 2, required in ITU for option 3 (NOTE))

No.

Status
[granted/pending]

Country

Granted Patent Number or
Application Number (if pending)

1

granted

DE

10 2008 007 672 B4

2

granted

EP

2 235 861 B2

Method and device for transmitting data
in a network

3

granted

CN

101 960 755 B

Method and device for transmitting data
in a network

4

granted

JP

5 250 047 B2

5

granted

US

8 369 966 B2

Title

Verfahren und Vorrichtung zum
Übertragen von Daten in einem
Netzwerk

Method and device for transmitting data

in 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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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언특허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사이트 접속 (http://www.itu.int/net4/ipr/) 후 필요정보 검색

부록

② 검색 결과를 Excel Data로 다운로드

③ Excel Data에서 특허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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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상 표준 기구 선언특허 확인 방법
1)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선언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선언특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홈페이지에 접속(https://ipr.etsi.org/) 하여, Confirm to continue 선택

부록

② 분석을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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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색 결과로부터 선언정보 확인

부록

④ IPR information statement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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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허정보 확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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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특허를 일부 공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다.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dmtf.org/) 후 About DMTF > Patent Disclosures 메뉴를 통해 선언
특허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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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다.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openconnectivity.org/) 후 OCF Specifications > Other Specifications
> UPnP Specifications & Architecture 선택

② 분석대상 기술항목 선택

부록

③ IP Declarations 선택

④ 선언특허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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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언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홈페이지에 접속 (https://datatracker.ietf.org/ipr/) 후, 선언특허 정보 확인

부록

② 선언특허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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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MA(Open Mobile Alliance)
 OMA(Open Mobile Alliance)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언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홈페이지 접속 (http://openmobilealliance.org/) 후 ABOUT > IPR 선택

② OMA Member IPR Declarations 또는 Non-OMA Member IPR Declarations 선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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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언특허 정보 확인

6)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과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는 공통 홈페이지를 통해 선언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홈페이지에 접속 (https://cencenelec.eu/) 후, IPR & PATENTS > Patents > List of CENCENELEC patent declarations 선택 후 Access CEN and CENELEC patent declaration lis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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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DF 파일에서 선언특허 정보 확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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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 사이트
표Ⅰ- 33 주요 참고 사이트
구분

특허풀

명칭
MPEG-LA

https://www.mpegla.com/

VIA LICENSING

http://www.via-corp.com/

SISVEL
HEVC Advance
AVANCI

공적
표준화기구

https://www.hevcadvance.com/
http://avanci.com/
https://www.iso.org/

IEC

https://www.iec.ch/

ITU

https://www.itu.int/

IEEE

https://www.cencenelec.eu/

ETSI

https://www.etsi.org/

OMG

https://www.omg.org/

DMTF

https://www.dmtf.org/

GENIVI
OGC
oneM2M

https://www.autosar.org/
https://www.genivi.org/
https://www.opengeospatial.org/
http://www.onem2m.org/

OCF

https://openconnectivity.org/

IETF

https://datatracker.ietf.org/

OMA

http://openmobilealliance.org/

CEN

https://www.cen.eu/

CENELEC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타

https://www.sisvel.com/

ISO

AUTOSAR
사실상
표준화기구

사이트

WIPO AMC

https://www.cenelec.eu/
http://www.koipa.re.kr/
http://www.epcenter.or.kr/
http://www.tta.or.kr/
https://www.wipo.int/amc/

일본특허청 ADR

https://www.jpo.go.jp/e/support/general/chizai_
chusai_portal/

일본특허청 한테이

https://www.jpo.go.jp/e/support/general/sep_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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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1

표준특허 분쟁사례 분석

침해된 권리와 배상범위의 판단 사례

가. 표준특허에서의 손해 배상 범위 산정 예시
표준특허의 경우 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되며,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 산정이 문제가 된다. 특허권자는 최대한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실시자는 최대한 낮은 금액의 로열티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로열티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던
중요 판례 2가지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들을 소개한다.
Microsoft vs. Motorola 사건은 표준특허 로열티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결은 지방법원의
결정이기는 하나 표준특허의 FRAND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본 판결 이후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료 산정에 있어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가 적용되어, 실시자의 영업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대규모 특허풀의 로열티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Unwired Planet vs. Huawei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구체적인 지역에 따른 로열티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Unwired Planet은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NPE로 자사의 3G,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Huawei, 구글을 제소하였다. 영국 법원은
주요 시장과 중국 및 기타 시장으로 나누어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중요 시장에서 4G의 경우 장비 0.051%, 단말기 0.052%, 3G의 경우 장비
0.016%, 단말기 0.032%, 2G의 경우 장비 0.064%, 단말기 0.064%로 FRAND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였다. 로열티 산정의 기준은 단말기의 경우는 평균 판매가격, 장비의 경우는 장비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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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핵심 내용

Microsoft vs.
Motorola

FRAND 실시료
판단과 손해배상액
기준

Motorola는 제품당 2.25%의 로열티 레이트에 근거하여 매년 40억 달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Georgia Pacific 요소를 수정하여
H.264 표준필수특허 로열티 레이트를 0.555센트/unit으로 산출. 802.11 표
준필수특허 3.471센트/unit의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 Microsoft가 Motorola
에 총 180만 달러 배상 판결

Unwired Planet vs.
Huawei

FRAND
실시료 산정

Unwired Planet의 협상 조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LTE 0.13%,
GSM/UMTS 0.065%, 영국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LTE의 경우 인프
라 0.42%, 핸드폰 0.55%, GSM/UMTS의 경우 인프라 0.21%, 핸드폰
0.28%. Huawei는 영국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LTE의 경우 인프라 0.036%,
핸드폰 0.04%, UMTS는 인프라/핸드폰 모두 0.015%, GSM에 대해서는
인프라/핸드폰 모두 0%를 요구. 영국법원은 양 당사자의 계속된 FRAND
실시료 주장을 정리하여 로열티 기준을 제시.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이 포함된 주요 시장에서 4G의 경우 장비 0.051%, 단말 0.052%, 3G의 경
우 장비 0.016%, 단말0.032%, 2G의 경우 장비 0.064%, 단말 0.064%로
FRAND 로열티 수준을 결정.

Rite-Hite vs. Kelly

EMV
적용기준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이 적용. 전체 관련 시장 및 제품에 대한
손해의 범위의 확장 여부를 다룬 첫 사건

Power Integrations
vs. Fairchild
Semiconductor

EMV
적용기준

대상판결을 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새롭게 채택한 EMV의 원칙의 적용
요건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었던 소비자 수요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라고
평가.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획득하려는 특허권자의 EMV의 원칙의 적용요건
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거워짐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특허 실시료 산정의
판단요소

일반적인 특허의 실시료 산정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많이 인용되는 사건으로
특허 실시료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15가지 요소(Georgia Pacific 요소)
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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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icrosoft vs. Motorola
1) 사실관계
Motorola는 화상부호화 기술에 대한 ITU의 H.264 표준 및 무선 LAN에 관한 IEEE의 802.11 표준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특허에 대해서 ITU와 IEEE에 FRAND 선언을
하였다.
Microsoft가 판매하는 게임기 “Xbox 360”과 윈도우 SW는 Motorola의 표준필수특허를 실시
하고 있었다. Motorola는 2010년 10월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H.264, 802.11 표준특허에 대해
“Xbox”와 윈도우 제품 판매 가격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료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Microsoft는 Motorola의 제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2010년 11월 9일 Motorola의 FRAND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과 미국 통상위원회(ITC)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Motorola는 역시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요쟁점 및 결과
Microsoft는 제품당 2.25%의 로열티 레이트는 과도한 특허권남용이며, 로열티 레이트를 부과하는
기준도 최종생산재인 “Xbox”와 윈도가 아닌 이에 사용되는 개별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Motorola는 자신들이 제시한 2.25%의 로열티 레이트는 FRAND
조건에 해당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제품당 2.25%의 로열티 레이트에 근거하여 매년
40억 달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의 주심판사인 Robart 판사는 본 사건의 FRAND 로열티 레이트의 산정에 있어서 일반특허에
대한 로열티 레이트 산정기준인 Georgia-Pacific 요소를 이용하면서, 표준특허의 FRAND 조건의
취지에 맞게 다음의 요소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특허권자는 특허를 라이선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하여, 표준특허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FRAND 확약준수 의무), ② 표준을 사용하는 자는 많은 표준특허
보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므로 소송 당사자 간의 교섭만을 분리하여 특허베이스로 한 가상
의 협상(hypothetical negotiation)을 기준으로 한 계산을 하여서는 안 되며(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 ③ 특정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실시료는 표준 전체를 포함한 제품에 부가된 기술의 실제
가치와 맞아야 한다(특허권 남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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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Georgia-Pacific 요소를 수정하여 H.264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로열티 레이트를 0.555
센트/unit으로 산출하고, 802.11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3.471센트/unit의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Microsoft는 Motorola에 총 1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서 로열티 금액은 연간 180만 달러로 Motorola가 Microsoft에 제시한 연간 40억 달러 수준에
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실시권자의 영업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과다한 로열티 누적(royalty
stack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특허풀의 로열티 지급 방식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3) 의의
본 판결 이후 FRAND 조건에 따른 로열티 산정에 있어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로열티 과적(royalty stacking)으로 실시권자가 과다한 로열티를 내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34) 표준특허의 FRAND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 Unwired Planet vs. Huawei
1) 사실관계
Unwired Planet은 2013년 Ericsson으로부터 통신특허 2,000여 건을 매입한 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NPE이며,35) 보유 특허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관련 표준(2G
GSM, 3G UMTS, 4G LTE)에 필수적인 특허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36)
Unwired Planet은 2014년 3월에 Huawei, 삼성, Google을 상대로 6개의 영국 특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중 5개 특허에 대해서는 ETSI에 그 표준필수성을 선언하고
FRAND 확약을 하였으며, 그 후 Google과 삼성전자는 Unwired Planet과 화해를 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Huawei는 해당 FRAND조건 위반, 특허 무효,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소송을 계속했다.

34) 송재섭,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2014. 2), 240면
35) Unwired Planet은 1994년 Libris란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에는 모바일 장치의 인터넷 접속에 관한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였다. Ericsson,
Motorola, Nokia 등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의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마련과 표준화기구(SSO) 상대 로비를 목적으로 하는 WAP Forum과 Open Mobile
Alliance 등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 라이선싱 전문기업이 되어 핸드폰 등 통신장치와 인프라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36) Unwired Planet Int’l Ltd vs. Huawei Technologies [2017] EWHC 711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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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ired Planet은 2014년 7월에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 실시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범위로 4G LTE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0.2%, GSM과 UMTS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0.1%의 로열티
레이트를 제안하였다.
법원 명령에 따라 양 당사자는 2015년 6월에 실시계약조건 청약을 하는데, Unwired Planet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시계약을 제안하며 영국 내 실시권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보다 높은 로열티
레이트를 요구하였고, Huawei는 영국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만 실시계약을 제안하였다.
그 사이 삼성, Google 등 다수가 화해하였고, Unwired Planet과 Huawei는 2016년 8월에 다시
새로운 청약을 하였다. Unwired Planet의 조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LTE 0.13%, GSM/
UMTS 0.065%, 영국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LTE의 경우 인프라 0.42%, 핸드폰 0.55%, GSM/
UMTS의 경우 인프라 0.21%, 핸드폰 0.28%이었다. Huawei는 영국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LTE의
경우 인프라 0.036%, 핸드폰 0.04%, UMTS는 인프라/핸드폰 모두 0.015%, GSM에 대해서는
인프라/핸드폰 모두 0%를 요구하였다.
Unwired Planet은 Huawei가 Unwired Planet의 FRAND 실시계약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므로
Huawei에 대한 금지명령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Huawei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Huawei vs. ZTE [2015] Bus LR 1261 판결에 따라 Unwired Planet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금지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Unwired Planet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시계약은 FRAND 조건에 위배되므로 실시계약은 영국 표준필수특허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주된 내용
① FRAND 의무의 발생 여부
표준화기구인 ETSI의 IPR 정책상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는 그 표준필수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FRAND 확약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 선언 및 FRAND 확약에 대한 대가로
ETSI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특허를 ETSI의 표준필수특허로 등록하여 공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볼 때 유효한 확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히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FRAND조건은 특정 값인가 범위인가
FRAND 조건은 하나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로열티 레이트가 아닌 범위를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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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법원은 어느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FRAND 실시료는
범위가 아닌 값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로열티 레이트를 제시
하였다면 두 값이 모두 FRAND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법원이 나서서 FRAND
조건 및 로열티 레이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FRAND 로열티 산정
로열티 레이트 산정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Top-down 방식으로, 특정 표준에 적절한
총 실시료(T)를 결정한 후 그 표준에 포함된 표준필수특허가 표준에 기여하는 정도(S)에 따라
로열티 레이트를 (T×S)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실시계약을 참고하는 것(Bottom-up 방식)인데,
그 대상으로는 특허권자가 이미 해당 특허에 대해 체결한 최근의 실시계약이 고려된다.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실시계약으로 Unwired Planet이 2014년에 Lenovo와
체결한 계약, 2016년에 삼성과 체결한 계약이 있으며, 그 밖의 제3자의 실시계약도 고려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특허 전부가 Ericsson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Ericsson의 실시계약은 본
사건과 관련이 높게 판단되었다. 만일 Ericsson사의 로열티 레이트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Ericsson의 로열티 레이트에 Unwired Planet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상대적 가치를 곱하여 로열티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계약에는 Ericsson이 삼성, Huawei,
ZTE 등과 각각 체결한 실시계약이 포함되는데, 법원은 Ericsson 포트폴리오에 대해 Unwired
Planet의 포트폴리오가 갖는 가치를 0.8로 판단하였으며, Ericsson사의 로열티 레이트에 이를
곱하여 FRAND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하였다.
Ericsson 포트폴리오에 대한 Unwired Planet 포트폴리오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모두 특허 자체의 기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특허의 개수를 세어 해당
표준의 전체 특허의 수로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④ 실시계약의 범위
EU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렇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끼워팔기(tying)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조건 등을 분석해 보면 협상할 의사가 있는 양 당사자는 시장에 따라 로열티 레이트를
다르게 적용할 것이 예상되어 주요시장과 중국 및 기타 시장으로 나누어 로열티 레이트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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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특허법원은 양 당사자의 계속된 FRAND 실시료 주장을 정리하여 실시료 기준을 제시하였다.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주요 시장에서 4G의 경우 장비 0.051%, 단말기 0.052%,
3G의 경우 장비 0.016%, 단말기 0.032%, 2G의 경우 장비 0.064%, 단말기 0.064%로 FRAND
로열티 레이트 수준을 결정하였다. 로열티 산정의 기준은 단말기의 경우는 평균 판매가격, 장비의
경우는 장비 매출액이다.

라. Rite-Hite vs. Kelly
1) 사실관계
Rite-Hite와 Kelley는 모두 화물차의 화물 상하차시 차량과 도크(dock)를 고정시켜주는 차량 구속
장치(Vehicle Restraint Device)를 만드는 경쟁업체이다.두 회사는 차량 구속장치 이외에도 화물을
싣고 내릴 시 차량 데크(deck)와 도크의 간격 및 높낮이를 맞춰주는 도크 레벨러(dock level)도 부수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Rite-Hite는 1980년 4월 모터와 회전 갈고리(pivoted hook) 등을 이용한 자동 차량 구속 장치
인 “ADL-100”을 개발하였고, 이 회전 갈고리를 이용한 기술은 1981년 4월 미국 특허(USPatent
4,264,259)를 취득하였다. Rite-Hite는 1981년 여름에 ADL-100의 절반 이하 가격의 모델인 수동식
차량 구속 장치 MDL-55를 출시하였다. 이에 사용된 갈고리 및 고정기술과 관련하여서 1983년 2월
미국 특허(USPatent 4,373,847; 이하, 847특허)를 획득하였다.
경쟁사인 Kelley사는 1982년 7월에 Rite-Hite의 후속기술인 MDL-55의 특허기술인 847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Truck Stop”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MDL-55에 포함된 특허기술은
847특허를 포함함과 동시에 자동화된 차량 구속 장치이다. Rite-Hite사는 1983년 3월 22일
Kelley사의 “Truck Stop”이 자사의 847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Rite-Hite사는 Kelley사의 특허침해행위가 자사의 847특허가 사용된 “MDL-55”의 판매뿐만
아니라 본 특허가 침해되진 않았지만 유사하게 구현되는 “ADL-100”의 판매, 이의 부속 제품인
도크 레벨러의 판매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인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은 특허가 침해된 “MDL-55”만이 아니라 “ADL-100”과 도크 레벨러의 판매에 대한
손해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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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배상에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EMVR; Entire Market Value Rule)이 적용되었다.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서 일부 특허가 침해된 경우에 침해된
일부 특허가 전체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전체제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37)
Kelley사는 자사의 “Truck Stop”이 “특허”를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동화된 차량 구속
장치인 “Truck Stop”이 “ADL-100”의 판매와 도크 레벨러의 판매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과도한 판결이라고 하여 “ADL-100”과 도크 레벨러의 판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ADL-100”의 손해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유지하고, 도크 레벨러 판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Kelley사의 항소를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3) 의의
이 사건은 전체 관련 시장과 제품에 대한 손해 범위의 확장 여부를 다룬 첫 사건이다. 침해한 특허가
제품 전체 기술요소의 일부분일지라도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체시장가치의 원칙(EMVR;
Entire Market Value Rule), 즉 전체 제품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38)
특허 침해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제품(patent base)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특허받은 부분의 기술로
전체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Customer Demand)가 발생한다는 것을 특허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기술요소와 침해되지 않은 기술요소가 하나의 작동단위 또는
전체 제품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위해 함께 팔리고 있어야 한다.

마. Power Integrations vs. Fairchild Semiconductor
1) 사실관계
Power Integration 사와 Fairchild 사는 전력공급조정칩(power supply controller chip)의 생산기업
이다.39) Power Integration 사는 Fairchild 사가 자신의 079 특허와 908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California 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37) 이주환,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7. 284면.
38)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85면.
39) Power Integration 사는 전력공급조정칩과 관련된 079 특허(U.S. Patent No. 6,212,079와 908 특허(U.S. Patent No. 6,538,908)의 특허권자이다.

200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2014년 3월에 지방법원 판결의 배심원은 Fairchild 사가 079 특허의 특허청구항 31, 34, 38, 42에
대하여 문언침해를 하였다고 평결하였고, 908 특허의 특허청구항 26, 27에 대하여 균등침해를
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배심원은 양 특허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하여 1억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후 Fairchild 사는 자신이 079 특허와 908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재판(new trial)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던 중 2014년 9월 16일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VirnetX, Inc. vs.
Cisco Systems, Inc. 판결40)이 선고되었는데, 이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 할당원칙(apportionment rule)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할당원칙은 다수
특허를 포함하는 제품에서 일부 특허가 침해되었다면 침해된 일부 특허가 전체제품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하여 이 가치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원칙으로, 다만 이러한 할당원칙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다수의 구성부품을 가지는 제품(multi-component
products)에서 “최소판매단위(smallest salable unit)”를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이후에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배심원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은 “최소판매단위” 그 이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전체침해제품에서 가지는 가치를 할당하지
못하였고, 또한 Power Integration 사는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VirnetX 판결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Fairchild 사의
새로운 재판신청을 받아들였다.
2015년 12월 지방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두 번째 심리를 열었고, 배심원은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1억 3천9백8십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평결을 하였다.

2) 주요 쟁점 및 판시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허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시장가치의 원칙(EMVR; Entire Market Value Rule)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40) VirnetX, Inc. vs. Cisco Systems, Inc., 767 F.3d 1308 (Fed.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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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특히, 이 경우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특허권이 구체화하는 기술
적인 특징이 침해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customer demand)를 유도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문제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① 특허침해 때문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원칙으로서 전체시장
가치의 원칙은 여러 기술적인 특징을 보유한 침해제품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이 당해 침해
제품 소비자의 수요(customer demand)를 유도한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침해제품의 전체가치에
근거하여 특허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원칙이고, ② 만약 침해제품에 소비자의 수
요를 유도하는 당해 특허발명이 가지는 기술적인 특징이 존재하고, 이와 동시에 침해제품에 소비자
의 수요를 유도하는 것에 기여하는 또 다른 가치있는 기술적인 특징들(other valuable features)이
존재하고 있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특허발명의 기술적인 특징
들이 보유하는 가치를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할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③ 이런 측면
에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은 당해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이 침해제품의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
하는 “유일한 이유(sole driver)”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법 원리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ⅰ) 이 사건에 침해제품인 전력공급조정칩은 079 특허가 보유하는
기술적인 특징 이외에 908 특허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있는 기술적인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ower Integration 사는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을 적용받기 위하여 908 특허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있는 기술적인 특징들이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고, ⅱ)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당해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이 소비자로 하여금 침해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유일한 이유(sole driver)”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어 ⅲ) Power Integration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의의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중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적용되
기 위해서는 침해제품에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과 그 외의 다른 가치 있는 기술적인 특징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이 소비자로 하여금 침해제품의 구입에 대한
“유일한 이유(sole driver)”가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1)

41) Kathleen Barry, When reasonable royalty damages are based on the entire market value, the patentee must prove that the patented feature,
not other features, was the sole influence on the purchasing decision, LEXOLOGY, September 4 2018,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
aspx?g=2c5dcb50-116a-4bcb-8daa-ab3c72aca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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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해 특허를 받은 기술적인 특징이 소비자로 하여금 침해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42)
기존에 적용되고 있었던 소비자 수요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획득하려는 특허권자는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침해제품에
속해 있는 다른 가치있는 기술적인 특징이 침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당히 무거워졌다.43)

바. Georgia Pacific vs. US Plywood
1) 개요
표준특허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 이전부터 특허의 실시료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 원칙으로
Georgia-Pacific 요소가 있다.44) 이는 미국의 Georgia Pacific vs. United States Plywood 사건에서
특허 실시료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15가지 요소들을 제시한 것이다.45)

2) Georgia-Pacific 요소
이 판결에서 제시된 실시료 판단의 기준 15가지를 Georgia Parcific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확립된

기존의 실시료 :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라이선싱 계약에서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실시료
수준 (The royalties received by the patentee for the licensing of the patent in suit, proving or
tending to prove an established royalty)
2. 비교된

유사 특허 실시료 : 해당 특허와 유사한 다른 특허에 대해 실시권자(licensee)가 지불하는
실시료 수준으로 다른 특허에 대한 막연한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됨 (The rates paid by the
licensee for the use of other patents comparable to the patent in suit)

42) 이주환, Power Integration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특허를 받은 기술적 특징이 침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유인하는 유일한 이유여야 한다고 판시, IP insight, 11면.
43) Guy Yonay, Federal Circuit Reverses $140 Million Damages Award Due to Improper Application of “Entire Market Value” Rule, LEXOLOGY, August 1
2018,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df061aa-0b6c-48fa-9ce2-2c75df18279f
44) Georgia-Pacific Corp. vs.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
45) (http://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318/1116/148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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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의

성질과 범위 (The nature and scope of the license, as exclusive or non-exclusive; or as
restricted or non-restricted in terms of territory or with respect to whom the manufactured
product may be sold)
4.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라이선싱 전략과 마케팅 프로그램(예: 라이선스 거부 또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독점력 유지를 위한 라이선싱) (The licensor’s established policy and
marketing program to maintain his patent monopoly by not licensing others to use the
invention or by granting licenses under special conditions designed to preserve that
monopoly)
5.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 상업적 관계 (The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icensor and
licensee, such as, whether they are competitors in the same territory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or whether they are inventor and promotor)
6.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판매가 실시권자의 다른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ling
the patented specialty in promoting sales of other products of the licensee; the existing
value of the invention to the licensor as a generator of sales of his non-patented items; and
the extent of such derivative or convoyed sales)
7. 특허

존속기간과 라이선싱 계약의 기간 (The duration of the patent and the term of the
license)
8. 당해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 수익성 및 인기(The established profitability of the
product made under the patent; its commercial success; and its current popularity)
9. 선행기술

및 제품과 비교한 당해 특허의 장점 (The utility and advantages of the patent
property over the old modes or devices, if any, that had been used for working out similar
results)
10. 특허

발명의 성격 (The natur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character of the commercial
embodiment of it as owned and produced by the licensor; and the benefits toh tose who
have used the invention)

204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11. 침해자가

침해 발명을 이용한 범위와 그것의 가치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The extent to
which the infringer has made use of the invention; and any evidence probative of the value
of that use)
12. 동종

업계에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관행적 수익 배분. 통용되는 실시료 수준 (The portion
of the profit or of the selling price that may be customary in the particular business or in
comparable businesses to allow for the use of the invention or analogous inventions)
13. 당해

특허의 이윤 기여분. 실현된 이익 중 해당 특허가 기여한 부분 (The portion of the
realizable profit that should be credited to the invention as distinguished from nonpatented elements, the manufacturing process, business risks, or significant features or
improvements added by the infringer)
전문가들의 법정진술 (The opinion testimony of qualified experts)
14.
15.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합의하였을 실시료 (The amount that a licensor (such as the
patentee) and a licensee (such as the infringer) would have agreed upon (at the time
the infringement began) if both had been reasonably and voluntarily trying to reach an
agreement)
이상의 Georgia-Pacific 요소에 관해서는 제5장 로열티 산정 방법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의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특허 로열티 레이티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이후 판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표준특허 로열티 레이트 관련하여서도, 앞서 살펴본
Microsoft vs. Motorola 사건 등에서 이를 수정하여 적용한 바 있어, 표준특허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다.
15개의 Georgia-Pacific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모두 독립된 요소들이라기보다는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항목별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 사건별로 15개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

205

복잡한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Lemley & Durie(2010) 는 Georgia-Pacific 요소를 보다
단순화하여, 실시료 산정 체계를 제시하였다. ① 특허권자의 생산여부(제품시장에서 실시권자와의
경쟁관계 여부), ② 가장 유사한 기술과 비교된 특허기술의 기여도, ③ 특허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다른 기술의 빈도 및 중요도, ④ 특허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 증거의 4가지 요소를 특허
실시료 산정체계에서 고려하자는 것이다.46)

2

침해금지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사례

가. 표준특허의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의 문제
기본적으로 특허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두 가지의 효력이 있는데, 표준특허의
경우 FRAND 조건이 있는 경우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 특허와
같이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이미 금지청구권을 포기하고 로열티나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Huawei Technologies Co. Ltd vs. ZTE Corps 사건을 통한
유럽사법재판소 견해를 검토하고 유사한 다른 판례를 살펴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단순히 금지청구권행사의 가능 여부가 아닌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특허침
해사실을 경고하고, 특허실시계약을 위한 청약을 하였음에도 침해자가 이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특허권자는 침해경고와 함께 FRAND에 맞는 조건으로 실시계
약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침해자에게 협상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금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각각의 정보의 이용 가능
성에 따른 의무를 안배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공정한 협상과 표준특허보유자의 남용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46) Daralyn J. Durie & Mark A. Lemley, A Structured Approach to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ies, 14 Lewis & Clark L. Rev. 627, 6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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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핵심 내용

금지청구권의
가능 여부

유럽사법재판소는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특허침해사실을 경고하고,
특허실시계약을 위한 청약을 하였음에도 침해자가 이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 가능하다고 판결. 특허권자는
침해경고와 함께 FRAND 에 맞는 조건으로 실시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침해자에게 협상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삼성전자 vs.
APPLE
(한국)

금지청구권의
가능 여부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FRAND 선언 이후 이에 위반하여 FRAND 조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삼성전자 vs. APPLE
일본 도쿄 지방법원
(2013년 2월 28일)

금지청구권의
가능 여부

삼성이 FRAND 선언한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계약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삼성전자 vs. APPLE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2013년 6월 4일)

금지청구권의
가능 여부

표준필수특허는 이미 FRAND 확약을 한 상태로 삼성은 애플에 FRAND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라이선스 협상 중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

APPLE vs.
Motorola
(독일)

금지청구권의
가능 여부

독일에서의 Motorola의 침해청구권 행사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4년 4월 29일 Motorola가
스마트폰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들어 독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독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며, 행위금지 결정.

APPLE vs.
Motorola
(2014)

금지청구권의
가능 여부

미국법원도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FRAND 조건
으로 표준특허권에 대한 실시허락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표준특허권에
근거한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Huawei
Technologies Co.
Ltd vs. ZTE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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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uawei vs. ZTE
1) 사실 관계
Huawei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 표준 협회)의
LTE(Long Term Evolution)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47) Huawei는 2011년 5월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ZTE를 상대로 자신의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제품 철수, 회계장부
제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ZTE는 자신이 특허실시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이를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Huawei가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TFEU(유럽연합 기능협약)
제102조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항변하였다. ZTE는 이미 사용한 실시료 지급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독일연방대법원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렌지북 표준에 근거한 판단을 유보하며 이 사건의 절차
중지를 결정하였다. 2013년 4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TFEU 제102조의 적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통일적 해석지침을 얻고자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평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다.48)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점에 대하여 질의함으로써 독일연방대법원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견해 차이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일적 해석지침을 요구하였다.
①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하였고 실시자가 특허실시계약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는 TFEU 제102조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입장) 그렇지 않다면, 잠재적 실시권자로서 침해자가
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조건 없는 청약(표준특허권자가 거절시 영업방해로
간주될 만한)을 한 경우에만 표준특허권자가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되는가?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
② 만약 실시자가 실시계약에 성실하게 협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정된다면, TFEU 제102조의 위반을 따져보기 위해
실시계약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사표시 시점 등을 살펴봐야 하는가?
특히 실시자가 단순히 구두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그 협상의사를 추정할 수

47) Case C-170/13 Huawei Technologies Co. Ltd vs. ZTE Corps
48) Düsseldorf District Court, Case 4b O 104/12 Huawei vs. ZTE, 21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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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하여야 하는가?(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입장)
③ 만약 실시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청약을 하여야만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된다면, TFEU 제102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그 청약의 구체적
인 내용, 시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실시자의 청약에는 실시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실체적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여야 하는가? 또한 이 청약은 표준특허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침해하는 것이 맞거나) 또는 유효할 것이 조건부로 제시되어야 하는가?(독일연방대
법원의 입장)
④ 장차 체결될 실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시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즉 기사용에 대한
실시료 지불 등) 특허권자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면, TFEU 제102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가? 침해자는 과거 침해분에 대한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필요시 실시료 지불의무는 공탁으로도 가능한가?
⑤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추정된다면, 이는 다른 청구원인(제품의 회수, 회계
감정서의 제출, 손해배상)에 의한 조치에도 적용되는가?

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예외적인 상황
에서(exceptional circumstances)’만 TFEU 제102조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Huawei의 특허가 표준특허로서의 필수성(essentiality)을 가진다
고 보았다. 또한, Huawei 스스로 FRAND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잠재적 라이센시에 대하여 FRAND
조건으로 라이센스 해줄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Huawei의 FRAND 선언으로 인해, ZTE는 Huawei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센스해 줄 것이라는
‘합법적인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갖게 되었고, 이 표준에 따른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Huawei가 잠재적 라이센시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나 제품의 철회를 요구한다든지,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센스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 원칙상 TFEU 제102조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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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는 이 경우에 표준특허권자가 TFEU 제102조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침해자(잠재적라이센시)가 이를 반경쟁법적 행위로써 항변할 수 있는 조건들
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침해경고

표준특허권자는 침해가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침해된 특허를 특정하고 침해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특허권자는 이미 FRAND 선언을 통하여 표준특허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라이센스해 줄 의무를 갖게 되므로, 침해자의 무단사용에도 금지청구로 나아가기 이전에
상호 협상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나) 문서로 된 청약 표시

침해자가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게 FRAND 조건에 합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을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표준
특허의 로열티 레이트와 로열티 레이트의 산정방식이 특정되어야만 한다.
(다) 침해자의 성실한 협상의무

침해자는 잘 알려진 상업적 관행(the recognized commercial practices)과 신의칙(in good faith)에
따라 성실하게(diligently) 특허권자의 제안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진다.
(라) 침해자의 구체적인 반대 청약(counter-offer)

침해자는 표준특허권자의 청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FRAND 조건에 따른 역제안을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역제안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역시 FRAND 조건에 합치되는 것이
어야 한다.

(마) 침해자의 담보제공 또는 공탁의무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반대청약을 거절한다면 침해자는 이미 실시나 침해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상당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은행보증 또는 에스크로 예치) 공탁하여야 한다.
표준특허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는 실시는 무단사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자는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실시료 상당액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예를 들어 과거 침해자가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한 횟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0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바) 중립적 제3자를 통한 로열티 레이트 결정

침해자의 반대청약 후에도 양 당사자가 FRAND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by common agreement) 독립된 제3자에게 로열티에 관한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즉 침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표준특허권자의 침해청구를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며, 표준특허권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침해금지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사) 기타

그 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FRAND 조건에 따른 특허실시협상과 동시에 침해자는 당해 표준특허의
유효성이나 필수성 또는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독일연방대법원이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침해자가 조건 없는 청약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정한 것과
구별된다.

3) 의의
유럽사법재판소는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각각의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따른 의무를 안배하고, 책
임을 공유하며, 공정한 협상과 표준특허보유자의 남용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적 기준을 만들어
자유경쟁과 재산권의 보호, 특히 권리자의 재판받을 권리 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표준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특허침해사실을 경고하고, 특허실시계약을 위한
청약을 하였음에도 침해자가 이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특허권자는 침해경고와 함께 FRAND 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실시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침해자에게 협상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TFEU 제102조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통일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특허실시협상이나 분쟁에서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높였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의 오렌지 북 표준판결이 지침
역할을 해 왔으나, 이는 회원국 국내 판결에 불과하여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속력이 없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도 사법부의 판단은 아니었다. 구체적 사건에서 사건별로 회원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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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성전자 vs. APPLE
1) 사실관계
원고인 삼성전자는 2003년경 이 사건 표준특허에 대하여 ETSI에 FRAND 선언서를 제출하였다.49)
애플은 2007년 6월경 iPhone을 출시하고, 2010년 6월경 삼성전자가 Galaxy S를 출시하였다.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가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에 애플이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과 비표준특허 등 16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에 대응하여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된 4개의 표준특허와 1개의 비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애플은 삼성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원고의 FRAND 선언은
청약에 해당하고, 실시행위 또는 라이센스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하였다. (2) 원고의 FRAND 선언은 FRAND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허여할 것을 ‘확약’한
것이고 표준특허권에 기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침해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FRAND 선언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라이센스 협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그러한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표준 특허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하였다. (4) 표준특허에 기한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① 필수설비의 거래 거절행위,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
행위, ③ 기만적 방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FRAND 선언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FRAND 선언이 확약
이나 자동적인 실시권 부여라고 볼 수 없고 단지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FRAND 선언이 청약의 의사표시라거나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를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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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FRAND 선언으로 임의로 표준특허를 실시하여 침해하는 제3자
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금반언 원칙 위반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FRAND 선언 이후 이에 위반하여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
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FRAND
선언에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필수설비 사용거절 등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표준특허는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시장에서
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별취급(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삼성전자가
피고인 애플을 기존 사용자와 비교하여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사업활동 방해(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달리 원고가 FRAND 선언 이후 과도한 실시료 등을 요구했다거나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 거절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표준 채택을 위하여 표준화기구를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3) 외국에서의 삼성 애플 사건
애플은 20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둥근 모서리 등 휴대폰 디자인 특허와 핀치 투 줌, 탭 투 줌, 바운스
백등 상용특허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서 삼성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부록

213

2차 소송에선 상용특허와 관련하여 갤럭시 넥서스를 비롯한 삼성 폰들이 단어 자동완성(172), 여러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반대 논리로 삼성은 자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제출하였다. 이하 내용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 중에서, 일본 도쿄 지방법원, 영국 런던 고등법원, 미국ITC, 네덜
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① 일본 도쿄 지방법원(2013년 2월 28일)
삼성은 2011년 4월 21일 일본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다. 삼성의 애플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및 상용특허에 대한
방어논리로 진행되었다.
일본 동경지법 민사46부 오오타카 재판장은 본 사건에 대해 삼성이 FRAND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에 대해 특허실시자인 애플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신의성실 원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침
해금지청구권은 권리 남용으로 판단하여 삼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애플의 제품이 삼성의
3GPP50) 통신규격 특허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삼성이 FRAND 선언한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다.
삼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성이 ① 제품별로 로열티
레이트를 제시하면서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② 타사와의 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이 있었음에도 라이선스 조건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③ 삼성이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교섭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애플은 일본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신청을 하였고, 로열티 레이트의 기준을 제시
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삼성의 표준필수특허가 선언된 표준단체인 ETSI의 IPR정책은 FRAND 조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타사와의 로열티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타사와의 로열티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삼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실한 교섭
판단에 있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50)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이동통신단체들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00 프로젝트의 3세대
이동통신 표준규격의 작성을 목표로 1998년 12월 개설되었으며,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등 여러 통신 관련 표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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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 런던 고등법원(2013년 3월 7일)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국 런던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애플은 이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크리스토퍼 프로이드(Christopher Floyd)판사는 해당 특허는 휴대전화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정 경쟁상의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삼성이 주장하는 표준필수특허가 무효라고
인정하였다.
③ 미국 ITC(2013년 6월 4일)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제품
들의 수입금지를 요청하였다. 소를 제기한 후 2년이 경과한 2011년 6월 4일 ITC는 애플의 아이폰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3G, iPad 3 및iPad 2의 3G모델이 삼성전자의 미국의 특허인
7,706,348(US Patent No. 7,706,348; 이하 348 특허)을 침해한다고 최종 판결하고 한정적 수입금지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과 이미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렸다.
위원회는 삼성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 애플이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삼성 측이 이와 함께 제기한 미국 특허 No. 7,486,644, 7,450,114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TC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는데, 2개월 후인 8월
3일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ITC의 최종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 감싸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④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2013년 6월 4일)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시작된 애플의 디자인특허소송 이후 2011년 6월 애플이
추가로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반소의 성격으로
2011년 9월 26일 삼성은 자사의 3G 표준필수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의 표준필수특허는 이미 FRAND 확약을 한
상태로 삼성은 애플에 FRAND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협상 중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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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PPLE vs. Motorola
1) 사실관계
Motorola는 2003년 유럽 통신규격인 GSM 표준의 일부인 GPRS 표준에 해당하는 특허를 ETSI의
IPR정책에 따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선언하였다. Motorola는 2007년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이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한 것을 이유로 독일 만하임법원에 침해금지명령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11년 12월 Motorol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Motorola가 이를 이행하려 하자 애플은 애플이 해당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문제 삼을
경우 Motorola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애플의 모든 제품이 Motorola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제시하며 화해 종결되었다.51)
애플은 이 같은 독일에서의 Motorola의 침해청구권 행사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소를 제기
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2014년 4월 29일 Motorola가 스마트폰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들어 독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독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며, 행위금지 결정을 내렸다.

2) 유럽에서의 판결
애플의 소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otorola의 침해금지명령 청구는 EU 반독점 규정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 견해를 밝혔다.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잠재적
실시자가 FRAND 조건을 따르고자 할 때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에 더불어 집행위원회는 F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도 침해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잠재적인 실시자(willing licensee)가 재정위기
등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잠재적 실시자의 자산 관할권이 손해배상 청구 시 집행할 수
없는 관할권에 속한 경우, 잠재적 실시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할 의사가 없어서 특허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이다.

51) 오성은(2015),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LEG)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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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에서 판결
미국법원은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FRAND 조건으로 표준특허권에 대한
실시허락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표준특허권에 근거한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Illinois 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의 Posner 판사는 표준특허권자인 Motorola는 FRAND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Motorola의 특허권은 표준특허로 채택되었고, Motorola는 FRAND 조건에 따라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Motorola가 신청한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당초 Motorola가 애플에 대해 2.25%의 로열티 레이트를 제시하였으나 애플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otorola는 애플이 위와 같이 2.25%의 로열티 레이트를 거절하여
협상이 결렬된 이상 FRAND 선언에 기한 항변이 허용될 수 없어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Posner 판사는 설령 애플이 협상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높은
요율의 실시료를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Motorola가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허락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의의
특허권자는 특허가 침해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특허 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된다고 유럽과 미국에서
일관되게 판결하였다.

마. Philips vs. ASUS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에서는 2019년 5월 표준필수특허 관련 FRAND 요건을 국내법원 차원에
서 적용한 Philips vs. ASUS 판결이 선고되었다.52)
이 판결은 신규성 결여로 Philips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과는 달리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였으며, Philips의 특허침해 주장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원칙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52) Philips vs. ASUS 판결 (Source : darts-461-992-G-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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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ASUS는 Philips가 적시에 표준필수특허 선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FRAND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라이센스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Huawei vs. ZTE
판결에서 정립했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SUS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Philips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건 특허에 표준필수특허 선언을 하였으며, ASUS에게 라이센스
협상을 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정립했던 원칙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적정 실시료에 대한 판단 사례

가. 표준특허의 적정실시료 산정
라이선스에서 실시료 산정은 매우 중요한데, 표준특허의 경우 실시료가 FRAND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실시료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표준특허는 더욱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이
필요하다. 적정 실시료 산정은 개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참조할 수 있도록 TCL
VS Ericsson 사건을 검토하고 이 밖의 관련 판결들을 검토한다.
TCL VS Ericsson 사건은 구체적으로 Top-down 방식과 Comparable Approach 방식을
모두 제시하여 실시료를 산정하고 있다. Top-down 방식으로 표준에 해당하는 총 표준특허의
로열티를 결정하고, 각 표준특허권자에게 전체 표준특허 대비 보유 표준특허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적절한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Comparable Approach에서는
해당 라이선스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방법(판례에서는 지역적인 범위가 유사한 라이선스 비교)이 제시되었다. 특히, 특허청별 특허
분포를 지역별 로열티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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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핵심 내용

TCL VS Ericsson

① Top-down /
Total Aggregate
Royalty Approach
과 ② Comparable
Approach 방법

표준에 해당하는 총 표준특허의 로열티를 결정하고, 각 표준특허권자에게 전체
표준특허 대비 보유 표준특허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적절한 비율로
할당하는 Top-down 방식과 해당 라이선스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을 분석
하여 로열티를 산정하는 Comparable Approach가 제시됨. 특허청별 특허
분포를 지역별 로열티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

Huawei vs.
InterDigital

중국산업 보호
로열티 레이트 산정

InterDigital은 Huawei에게 제품판매량에 연동하여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 레이트로 제시하였는데, 중국정부는 로열티 레이트에 대해서는 제품
당 0.019%의 로열티 레이트 상한을 결정. 로열티 레이트의 계산방식은 상
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Microsoft와 Motorola 사건의 판례에서 제시된
Microsoft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Micromax vs.
Ericsson

인도산업 보호를
고려한 로열티
레이트 산정

실시료 산정의 기초(royalty base)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소단위(SSPPU)를
최종생산물이 아닌 GSM 칩셋으로 판단. 본 사건은 인도 경쟁당국이 표준특
허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을 한 첫 사례로 실시료 산정의 기초를 최종생산물이
아닌 칩셋으로 판단. 자국 기업 보호적 관점

Ericsson vs.
D-link

최소단위 산정

Ericsson의 특허기술이 최종 제품인 노트북이나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인 Wi-Fi 칩 수준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최소판매가능 단위인 칩 단위로 기준. 해당 특
허가 전체 제품에서 어떠한 판매 가능한 최소단위(SSPPU)에서 사용되었는가
와 해당 특허의 침해 부품에서의 공헌도에 따라 적절한 가치를 판단하고 표준
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한 특허로서의 가치만을 손해산정에 포함

APPLE vs.
Ericsson

합의에 의한
로열티 산정

로열티 산정에 대해 애플과 Ericsson 합의하여 산정방식 알 수 없으나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0.5%를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을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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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CL vs. Ericsson
1) 사실관계
TCL은 Alcatel, Palm, Blackberry 등의 상표로 전 세계에 핸드폰을 판매하는 중국 회사이다.53) TCL
은 Ericsson의 특허(2G, 3G, 4G 통신 표준)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고자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TCL은 2014년 3월 Ericsson이 ETSI FRAND 의무를 위반하였고, Ericsson의 특허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Ericsson은 TCL에 대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2017년 12월 TCL과 Ericsson은 결정된 FRAND 로열티율로 5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TCL은 Ericsson에게 $16.5M의 과거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주요 판결 내용
본 판례에서는 FRAND 로열티 계산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Top-down / Total Aggregate Royalty Approach
표준에 해당하는 총 표준특허의 로열티를 결정하고, 각 표준특허권자에게 전체 표준특허 대비 보유
표준특허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적절한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Top-down 방식의
총 표준특허 로열티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준특허권자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2G, 3G는 5%, 4G는
6~10%가 총 합계 로열티율로 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Comparable Approach
해당 라이선스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판례에서는 지역적인 범위가 유사한 라이선서를비교하는 방식으로 특허청별 특허 분포를 지역별
로열티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에 특허가 집중된 경우 미국과 기타 국가의
로열티 비율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고 본 것이다. 본 판례에서는 미국, 유럽 및 기타국가로 구분, 특허
수가 적은 지역의 로열티 요율을 더 낮게 산정하였다.

53) CLEARY GOTTLIEB “TCL vs. Ericsson: Landmark Judgment on FRAND Licensing“, 2018.01.09. ,https://www.clearygottlieb.com/news-and-insights/
publication-listing/tcl-v-ericsson-landmark-judgment-on-frand-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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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 1

특허청별 로열티 요율 제시

다. Huawei vs. InterDigital
1) 사실관계
Huawei는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통신장비, 단말기 사업자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다. 피고인 InterDigital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동통신관련 특허권 매입 등으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 수익에 의해 운영되는 업체이다.
Huawei는 2011년 12월 5일 중국 심천중급인민법원에 InterDigital을 상대로 ① 중국 반독점법에 근
거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② FRAND 확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실시요율의 확정에 관한 각각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14개월의 심리 끝에 2013년 2월 4일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2,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FRAND 로열티
레이트에 대해서는 Huawei가 제조한 제품가격의 0.01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년 10월 28일 상급법원인 광동고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54)

54)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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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쟁점 및 내용
Huawei는 InterDigital이 삼성, 애플 등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실시료를 부과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InterDigital이 라이선스 계약 조건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의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2G, 3G, 4G 표준특허와 여기에 더하여 비표준특허를 묶음으로 과도하게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상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미국 연방법원과 무역위원회(ITC)에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국제 통신관련 표준화기구인 ETSI에 FRAND 확약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RAND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FRAND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피고인 InterDigital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모든 업체들에게 비차별
적인 실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InterDigital이 삼성, 애플 등 동종사업자에게 제시한
로열티 레이트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차별적인 실시료를 Huawei에게 요구했다고 판단하였다.
InterDigital은 Huawei에게 제품판매량에 연동하여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 레이트로 제시하였는
데, 이는 동일한 특허에 대해 애플에 부과한 수준의 100배, 삼성의 실시료 수준의 10배 높은 것이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 조건으로 원고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표준특허 및 비표준특허의
끼워팔기를 했다는 Huawei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표준특허에 대체 가능성이 있는 비
표준특허를 묶어서 라이선스 계약하는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3G 표준특허를 2G및 4G 표준특허와 결합하거나 묶음으로 라이선스하는 것은 관련 시장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계약 협상 중 미국 ITC에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원고에게 고액의
실시료를 지불하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로열티 레이트에 대해서는 제품당 0.019%의 로열티 레이트 상한을 결정하였는데, 로열티 레이
트의 계산방식은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Microsoft vs. Motorola 사건의 판례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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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위 안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공정위(NDRC)도 InterDigital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5월 22일 InterDigital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동의 의결하였고, 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InterDigital은 중국 제조업체에 무선통신 관련 라이선스 계약 시 표준특허만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계약 시 FRAND 조건을 지킬 것
②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실시권자에게 부당한 무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지 않을 것
③ 중국 제조업체에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절차에 회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

3) 의의
본 사건은 표준특허보유자의 특허권을 이용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중국법원의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이다. 로열티 레이트 결정에 있어
서는 중국법원의 판결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Micromax vs. Ericsson
1) 사실관계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이하 CCI)는 Ericsson이 FRAND 확약을
위반한 차별적인 실시료를 부과했다는 마이크로맥스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13년 11월 Ericsson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마이크로맥스는 ‘인도의 샤오미’로 불리는 인도국적의 휴대전화 생산기업
이다.55)

2) 주요쟁점 및 내용
마이크로맥스는 Ericsson가 이미 유럽통신표준협회 ESTI의 회원사로 2G, 3G 등의 통신표준특허에
대해 FRAND 확약을 한 상태임에도 Ericsson이 GSM 기술에 대해 시장 지배적 권리를 남용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 레이트 산정에 있어서 GSM 칩셋 가격이 아닌 단말기 판매

55)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9,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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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전체를 기준(base)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허 실시료 계약
협상 기간 Ericsson이 침해금지청구를 한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CI는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조사를 개시하고 원고인 마이크로맥스의 주장을 인용하여 최종이용
자의 비용인 판매가격에 근거한 실시료 부과는 특허상품과 연관 없는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이라
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시료 산정의 기초(royalty base)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소 판매가능 특허실
시단위(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 SSPPU)를 최종생산물이 아닌 GSM 칩셋으로 판단
하였다.
이런 결정에 대해 Ericsson은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 CCI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델리 고등
법원은 2016년 3월 30일 인도 경쟁위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3) 의의
본 사건은 인도 경쟁당국이 표준특허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을 한 첫 사례이다. 실시료 산정의 기초를
최종생산물이 아닌 칩셋으로 판단하는 등 자국 기업 보호적 관점의 판결이 내려졌다.

마. Ericsson vs. D-link
1) 사실관계
Ericsson은 802.11n의 표준화기구인 IEEE에 RAND 조건의 라이선스 약정을 하였는데 2010년
D-Link를 상대로 자사의 802.11n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요쟁점 및 내용
1심판결에서는 손해배상으로 제품당 $0.15이 인정되어 총액 약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판결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D-Link는 항소하였고 미국연방항소법원인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1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D-Link는 항소법원에 1심법원이 Ericsson이 표준화 기구인 IEEE에서 RAND 조건으로 실시를 선언
한 표준특허라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된 판단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
다고 주장하였다. CAFC는 1심법원이 배심원들에게 내린 배심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조지아퍼시픽 기준 항목 15개 전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조지
아퍼시픽 기준 항목 중에서 RAND 조건과 관련이 없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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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는 표준특허침해의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아니라 특허 자체의 가치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Ericsson의 특허기술이 최종 제품인 노트북이나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인 Wi-Fi 칩 수준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최종재가 아니라 최소판매가능
단위인 칩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3) 의의
이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표준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다. 해당 특허가 전체 제품에서 어떠한 판매 가능한 최소단위(SSPPU)에서 사용되었는가와
해당 특허의 침해 부품에서의 공헌도에 따라 적절한 가치를 판단하고 표준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한 특허로서의 가치만을 손해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56)

바. APPLE vs. Ericsson
1) 사실 관계
Ericsson은 2015년 5월 8일,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ricsson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2G 및 4G/LTE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애플과 2년 전부터 라이
선스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은 표준 특허로 애플은 Ericsson사에 특허 라이선스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Ericsson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Ericsson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Ericsson은 애플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2) 주요 내용
Ericsson은 GSM, 3G 표준 UMTS, 4G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LTE 등 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제조업체들과는 라이선스 합의를 했으나, 애플과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특허 사용료 계약 갱신 합의가 불발된 이후,
애플과 Ericsson은 서로 상대방을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56)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9,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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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쟁점이 되는 핵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Ericsson은 애플이 전체 표준 기반
특허 포트폴리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ricsson은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이
7개의 Ericsson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추가 제소했다.
2015년 애플과 Ericsson은 합의점을 찾고, 특허 표준 기반 기술사용에 관한 글로벌 라이선스 협의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두 업체의 특허 분쟁은
모두 종결되었다. 애플은 Ericsson에 계약 기간인 7년간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과 Ericsson 모두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다. Ericsson은 이번 합의로 2015년 로열티 수입 규모가
15억 2천만~16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기존 로열티 수입 12억 달러에 비해선 약 30~40%가량
증가하였다. 노르웨이 투자은행인 ABG 선달 콜리어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Ericsson의 당초 요구액인 1.5%에 비해선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57)

4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사례

가. 특허 행사에 따른 특허권 남용 여부
특허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한 독점적인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특허의 행사가 특허권 남용이 될 수 있는지를 Qualcomm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Qualcomm의
경우 경쟁배제 행위나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 남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제기되어, EU, 한국, 중국, 미국 등에서 다수의 특허 남용 관련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미국의 FTC와의 소송에서 Qualcomm은 앞으로 ① 고객의 특허실시상태(patent license
status)에 따라 모뎀칩의 공급을 조절해서는 안 되며, 모뎀칩 공급, 관련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접근의 차별적 제공 및 이용 금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에 고객들과 계약을 (재)체결
하고 ② FRAND 조건 하에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표준필수특허의 소진적인 실시허락을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 혹은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③ 명시적

57) 애플·Ericsson, 특허 사용료 분쟁 종결, http://www.itworld.co.kr/print/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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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실적(de facto) 형태의 모뎀칩 공급의 배타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④ 잠재적인 법 집행
이나 규제 사안에 관하여 정부와 연락하는 고객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⑤ 위 구제 조치들이 준수
되도록 Qualcomm은 7년간 매년 FTC에게 위 준수 사항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본 판결로 사건의 당사자인 미국 FTC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경쟁당국이 Qualcomm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내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판결에 대하여 Qualcomm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같은 법원에 구제 조치들에 대한 집행 정지(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FTC’s antitrust remedies)를 신청하였으나, 2019년 7월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이
러한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연방 제9항소법원에 신청되어 신속절차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하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특허 남용 관련 사건을 정리한다.
사건

Qualcomm

주제

핵심내용

EC(2009, 2019)

Qualcomm에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2억 4,200만 유로
(2억 7,200만 달러,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중국(2015)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및 60억 8,800만 위안(약 9억 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결정

한국(2009년 사건)

Qualcomm은 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불복
하였으며, 2009년 공정위가 Qualcomm에 부과한 2,730억 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로 10여 년에 걸친 소송전
이 Qualcomm의 일부승소로 마무리

한국의 Qualcomm
사건(2016)

모뎀 칩세트를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다음의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하여 과징금 결정

Federal
TradeCommission
vs. Qualcomm
Incorporated(2019)

Qualcomm은 ① 고객의 특허실시상태(patent license status)에 따라 모뎀
칩의 공급을 조절해서는 안 되며, 모뎀칩 공급, 관련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접
근의 차별적 제공 및 이용 금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에 고객들과 계
약을 (재) 체결하고 ② FRAND 조건에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표준필수특허의
소진적인 실시허락을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 혹은 사법적 방법
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③ 명시적 또는 사실적(de facto) 형
태의 모뎀칩 공급의 배타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④ 잠재적인 법 집행이나
규제 사안에 관하여 정부와 연락하는 고객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⑤ 위 구제
조치들이 준수되도록 Qualcomm은 7년간 매년 FTC에게 위 준수 사항 이행
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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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제

핵심내용

Broadcom vs.
Qualcomm 사건
(1997)

표준특허
경쟁제한 행위

2009년 4월 양사의 합의로 소송이 종결. 합의의 내용은 Qualcomm이
Broadcom의 손해에 대해 8억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Broadcom
은 다른 나라에서의 경쟁법 소송을 취하 합의로 종결. 연방항소법원이 FRAND
확약한 표준특허가 경쟁제한적 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Dell Computer
사건(1996)

표준특허 확약 위반

미국 FTC는 Dell사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FTC법 위반으로 소송 제기.
FTC는 VESA의 특허권 확인요청에 대해 Dell사가 서면으로 자사 특허 침해
없음을 확인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신의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업체에게
실시료를 부과하려 한 것으로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 그러나 이 사건은 1995년
동의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

Dolby 사건
(2015)

한국 공정위
시정 명령

돌비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거래상지위 남용행위)으로
확인된 행위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수정하여 재계약

Microsoft vs. Nokia
(2015)

표준필수특허
보유 기업 결합

본 건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소송이 아닌 기업결합에 관련한 공
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판결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특허기업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시킨 조치

Microsoft vs.
InterDigital

특허 남용 여부 판단

ITC 전체 심의위원회는 Microsoft사가 InterDigital사의 휴대전화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배제명령 또한 인정되지 않음

나. Qualcomm 사건
1) 사실관계
Qualcomm은 통신 표준관련 독점적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모뎀칩과 RF칩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무선통신 단말기 생산자 및 모뎀칩 생산자는 Qualcomm이 보유한 표준
특허의 실시자가 된다.

2) EC(2009, 2019)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등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신고철회로 종결된 2009년 사건과 2015년
Qualcomm의 경쟁배제행위와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해 EC가 심사한 사건을 정리한다.58)

58)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9,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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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ricsson, Nokia,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Broadcom, NEC와 파나소닉 등은 Qualcomm이
자사의 특허가 유럽 3G이동통신의 표준이 된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표준특허 실시료를
높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C는 Qualcomm의 과도한 실시료 책정이 EC조약 제82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Qualcomm을 신고하였던 기업들이 모두 2009년 신고를 철회하여 EC는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2009년 신고 철회 이후 EC는 2015년 7월 16일 Qualcomm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
하였다. 2009년 철회된 조사가 칩셋 및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Qualcomm의 과도한 실시료 책정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2015년 조사에서는 Qualcomm이 경쟁 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기 위한 휴대폰
제조사에 자신의 칩셋을 사용할 시 리베이트 지급, 원가 이하 칩셋 공급 등의 문제가 조사되었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은 2019년 7월 18일 미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최대 칩 제조사인
Qualcomm에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2억 4,200만 유로(2억 7,200만 달러,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위가 이날 Qualcomm에 내린 벌금 처분
은 Qualcomm의 10년 전 유럽 시장 내 반독점 행태에 대한 것이다.
EU 당국에 따르면 Qualcomm은 2009년부터 2011년 유럽 라이벌인 영국의 통신 소프트웨어
제조사 Icera를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할 목적으로 약탈적 가격 행위를 설정하였다. 약탈적 가격
결정은 다른 회사들이 더는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상품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EU의 마그레테 베스태거 경쟁분과위원장은 Qualcomm이 인텔 등 경쟁자를 제치기 위해 애플을
상대로 자사 칩만 사도록 돈을 지급했다면서 11억 달러(1조 2,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C의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마그레테 베스태거 위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의 장비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고 있으며, 칩셋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장치이므로
Qualcomm의 행위는 경쟁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Qualcomm의 행위가
우리는 유럽 소비자들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EC는 Qualcomm의 위법사실을 ① 배제적 지급(exclusivity payment), ② 약탈적 가격설정
(predatory pricing)으로 명시하고 각각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를
Qualcomm 측에 전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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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제적

지급(exclusivity payment): Qualcomm은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생산기업에 상당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자신이 생산한 칩셋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다른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해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한다.
②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2009년과 2011년 사이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
기 위해 원가 이하로 칩셋을 판매하여 경쟁에서 배제하려 하였으며, 이는 칩셋 후발경쟁업체인
Icera가 더욱 개선된 데이터 전송속도로 Qualcomm을 추격하자 이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3) 중국(2015)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2015년 2월 9일 중국 반독점법(Anti-Monopoly Law; AML)에 따라 Qualcomm에 특허
권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및 60억 8,800만 위안(약 9억 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결정하였다. 이는
2013년 Qualcomm이 중국에서 달성한 영업이익의 8%에 해당하는 액수로 중국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다.
중국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Qualcomm은 아래와 같은 시정 계획(rectification plan)을
제출하였다. 시정계획을 통해 향후 중국의 휴대폰 제조기업은 4G 관련 기술을 사용할 시에는 3.5%,
3G 관련 기술을 사용할 시에는 5%의 실시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실시료 산정의 기준(royalty
base)를 판매가격의 100%에서 65%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실시권자들에게도 적용되어 2015년 이후 판매된 제품에 적용되었다.

4) 한국(2009년 사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23일에 피심인인 Qualcomm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위반(조건부 리베이트 제공)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하였다.
Qualcomm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Qualcomm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Qualcomm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 12월 Qualcomm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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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comm의 위반행위는 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의 차별적 부과행위, ② 모뎀칩/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③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이다.
Qualcomm은 자사가 생산한 모뎀칩을 사용할 시 5%의 로열티, 비Qualcomm 모뎀칩을 사용할
시 5.75%의 로열티를 부과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자사 칩셋의 구매비율이 75%를 넘는
등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서 경쟁 칩셋업체를
불법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행하고 있었다.
또한, 휴대폰 생산업체에 특허권이 소멸하여도 소멸된 표준특허에 대해서도 50%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라이선싱에 포함하였다. 다만,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는 공정위 의결 당시
아직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의 의결에 대해 Qualcomm은 차별적 로열티 부과 행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불복하였다. Qualcomm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Qualcomm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 19일 대체로 공정위와 동일한 결론하에 시정명령 중 일부만을
취소하고 대부분 Qualcomm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에 대해 Qualcomm과 피고인 공정위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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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공2019상,643]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및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
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위 부당성 판단 기준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4]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이른바 ‘약탈 가격 설정
(predation)’에 적용되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러한 부당성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실질적으로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는 점 등에 관하여 회계적·경제적 분석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사업
자가 위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사실상의 구속력
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년 공정위가 Qualcomm에 부과한 2,730억 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여 년에 걸친 소송전이 Qualcomm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Qualcomm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4726)에서
“엘지전자에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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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
~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5) 한국의 Qualcomm 사건(2016)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Qualcomm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다음의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하여 과징금
결정을 하였다.
2015년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Qualcomm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한국 공정위도 내부적 조사를 착수하여 Qualcomm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실시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
Qualcomm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실시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확인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하였다.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Qualcomm의 위반행위는 ① 인텔 등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 및 제한하여 경쟁 모뎀칩
셋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 ② 칩셋의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자신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칩셋 공급을 거절하는 등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행을 강제한 행위, ③ 휴대폰제조사에게 2G/3G/4G
등 이동통신 표준별 특허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
없이 일방적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
(무상 크로스 그랜트)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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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deral Trade Commission vs. Qualcomm Incorporated
1) 사실 관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한다)의 제소에 따른 Qualcomm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 판결이 2019년에 나왔다.59)
201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Qualcomm의 행위가 셔먼법(Sherman Act) 제1조와 제2조 및
FTC법 제5조 a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Qualcomm을 상대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ve relief)을 구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에 위치한 북부연방지방법원(이하
‘연방지방법원’이라 한다)은 FTC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60)
Qualcomm은 Qualcomm CDMA Technologies(QCT)라는 회사를 통하여 자사의 모뎀칩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Qualcomm Technology Licensing(QTL)을 통하여 자사의 특허를
실시허락하고 있다. 삼성, 애플(Apple), Huawei(Huawei) 등의 단말기 제조사들은 Qualcomm과
같은 모뎀 칩 공급자로부터 모뎀칩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생산·판매한다.
셔먼법 제1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담합 또는 공모를 금지하며, 위 조 항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합의의 존재와 ② 합의가 비합리적인 거래 제한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셔먼법 제2조는 독점 행위를 금지하며, 독점화 행위(offense of monopolization)는 ① 관련 시장
에서의 독점력 소유 ② 배제적 행위를 통한 의도적인 독점력의 취득 또는 유지로 구성된다.
FTC법 제5조는 ‘거래상의 불공정한 방법’을 금지하는데, ‘불공정한 방법’에는 셔먼법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FTC 법 제5조
위반이기도 하다.

2) 연방지방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 및 내용
이 사건의 법원은 먼저 셔먼법 제2조에 따라 Qualcomm이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우선 판단하고, Qualcomm의 문제되는 행위가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불합리한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셔먼법 제2조에 의한 배제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59) Federal TradeCommission vs. Qualcomm Incorporated(Case 5:17-cv-00220; FederalInjunctions); FTC vs.Qualcomm Inc., (N.D. Cal 2019)
60) 나지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s. Qualcomm 사건 판결,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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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comm 사건에서 오로지 FTC법에 위반되는 행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셔먼법 위반에
따라 FTC법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였다.
① 관련시장 획정 및 독점력 판단
사업자의 독점력(monopoly power)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관련시장의 획정은 지역시장과 상품시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시장은 판매자가
영업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제한되고, 상품시장은 상품의 특성,
시장에 관한 인식, 상품 기능의 합리적 대체 가능성 또는 거래 대상과 대체재 간의 수요교차탄력성
등에 의하여 정의된다.
주로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를 이용하여
독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작지만 유의미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상품의 범위를 관련 상품시장으로 본다. 관련시장이 획정된 후에는 문제되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들이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등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독점력을 판단한다.
•CDMA 모뎀칩 시장
FTC는 Qualcomm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CDMA 모뎀칩 세계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였다
고 주장한 바, 법원은 CDMA 모뎀칩의 대체재가 없는 점, Qualcomm 내부적으로 CDMA 모뎀칩시
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인정한 점, Qualcomm이 프리미엄(premium)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수평
적 SSNIP)을 고려하여 CDMA 모뎀칩 세계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법원은 Qualcomm이
CDMA 모뎀칩 시장의 지배적 점유율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Qualcomm의 독점력을 인정하였다.
•프리미엄 LTE 모뎀칩 시장
프리미엄 LTE 모뎀칩 시장도 CDMA 모뎀칩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장은 세계시장으로 보았다.
상품시장에 관해서는 Qualcomm 내부적으로 모뎀칩을 프리미엄(premium), 하이(high), 미드/
로우(mid/low)로 분류한 점, 고급상품이 일반상품과 별개의 시장을 구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프리미엄 LTE 모뎀칩 세계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법원은 위 시장에서도 Qualcomm의
독점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Qualcomm의 경쟁제한적 행위
•경쟁제한적 행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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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행위는 경쟁자의 사업 기회를 방해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촉진시키지 않는 행동이다.
•단말기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적 행위
Qualcomm은 각 CDMA와 프리미엄 LTE 모뎀칩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단말기 사업자
(Original Equipment Manufactuer, 이하 ‘OEM’이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였다.
Qualcomm은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을 회피하기 위하여, OEM과 개별실시계약(separate
paten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해당 OEM에게 모뎀칩을 판매하지 않거나 모뎀
칩의 공급의 중단에 이르기도 하였다.
2012년경에 소니(Sony)와 Qualcomm 간의 특허계약이 종료에 이르자, Qualcomm 측은 소니에게
“모뎀칩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새로운 특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뎀칩의 선적을 보
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공급 중단의 위협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소니는 Qualcomm과 임시특허실
시계약을 체결하였다. Qualcomm은 위와 같은 모뎀칩 공급의 중단 또는 그러한 위협을 통하여 특허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특허실시 분쟁의 종료, 모뎀칩 경쟁자 배제 등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
Qualcomm은 칩 인센티브 펀드를 사용하여 Qualcomm의 모뎀칩 가격을 낮추어 OEM으로 하여
금 Qualcomm의 실시조건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칩 인센티브 펀드(chip incentive fund)’란 일
정 비율 이상의 칩을 Qualcomm에서 구매할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OEM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QTL의 칩 인센티브 펀드 사용은 OEM이 Qualcomm의 경쟁사업자로부터 모뎀칩을 구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사실상의 배타적 거래로서 기능하였다.
엘지전자(LGE)는 Qualcomm으로부터 최소 85% 의 CDMA 모뎀칩을 구매하는 대신, 구매가
격의 3~5%를 리베이트로 반환받았다. 삼성도 2018년에 Qualcomm과 체결한 전략적 관계 계약
(Strategic Relationship Agreement)에 따라 Qualcomm으로부터 프리미엄 모뎀칩 전량과 일정 비율
이상의 중·고급 칩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센티브 펀드를 받았다.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Huawei 등에 실시료 없는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e)을 요구한 행위,
Qualcomm이 가진 특허에 관한 아무 기술적·법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레노보(Lenovo)에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요구한 행위 등은 모두 경쟁 제한적 행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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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실시허락 거절
연방지방법원은 Qualcomm이 경쟁 관계에 있는 모뎀 칩 공급자들에게 무선표준필수특허의
실시를 거절한 행위가 경쟁자들의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성공을 방해·지연하거나 경쟁자들을
퇴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Qualcomm이 계속 높은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Qualcomm은 2008년경 경쟁사였던 미디어텍의 특허실시 요구를 거절하고, ‘인정된 구매자
(authorized purchaser)’에게만 모뎀칩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CDMA ASICAgreement)
만을 제안하였다. ‘인정된 구매자’는 모두 Qualcomm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자들이어서
Qualcomm은 미디어텍의 고객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위 계약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각 구매자에
게 판매한 모뎀칩의 수량을 Qualcomm에게 알려야 하였다.
Qualcomm의 실시허락 거절 때문인 지연 때문에 미디어텍의 모뎀 칩이 시장에 출시될 당시에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상태였다. Qualcomm은 비아(VIA)에게도 같은 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
으며, 두 번에 걸쳐 인텔(Intel)의 특허실시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
•경쟁자에게 표준필수특허를 할 FRAND 확약 및 반독점법(antitrust)상 의무
Qualcomm은 FRAND 확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Qualcomm은 경쟁자인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비차별적으로 표준필수특허를 실시를 허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Qualcomm은 이후
경쟁자들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OEM으로부터 높은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쟁자들에 대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중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쟁자들을 도울 의무는 없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쟁자와의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연방지방법원은 Qualcomm에게 경쟁자들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허락할
반독점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Qualcomm이 애플과 2011년에 체결한 이행 계약(Transition Agreement; TA) 및 2013년에 체결한
1차 수정 이행 계약(First Amendment to Transition Agreement; FATA)에서 애플은 상당한 양의
모뎀칩을 Qualcomm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로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이행계약에 의하면,
애플이 비(非)Qualcomm 기저대역 모뎀(baseband modem)을 사용한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환수 조항에 따라 애플은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Qual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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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환급해야 하였다. 법원은 위 계약의 실질적 효과(practical effect)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애플과의 거래가 사실상(de facto)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연방지방법원은 Qualcomm이 책정한 실시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도하게 높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Qualcomm의 실시료는 Qualcomm이 가진 특허의 가치보다도 Qualcomm의 시장
점유율에 기대어 높은 것이다.
두 번째로, 핸드폰을 실시료의 기초로 삼는 것은 특허실시비례에 근거한 할당원칙(patent rule of
apportionment)에 반한다. 위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실시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feature)
에 따른 합리적인 실시료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시료가 최소판매 가능한 특허실시단위(SSPPU;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에 기초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오늘날의 휴대전화는 영화 재생, 데이터 저장, 영상 촬영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와이파이(Wi-Fi)에 의한 데이터 송신도 가능하여서,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휴대전화를 최소판매 가능 특허실시단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에 대하여 Qualcomm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같은 법원에 구제 조치들에 대한 집행 정지
(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FTC’s antitrust remedies)를 신청하였으나, 2019년 7월 연방지방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연방제9항소법원에 신청되어 신속
절차에 회부된 상태이다.

3) 의의
Qualcomm은 앞으로 ① 고객의 특허실시상태(patent license status)에 따라 모뎀칩의 공급을
조절해서는 안 되며, 모뎀칩 공급, 관련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접근의 차별적 제공 및 이용 금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 하에 고객들과 계약을 (재)체결하고 ② FRAND 조건 하에 모뎀칩
공급자들에게 표준필수특허의 소진적인 실시허락을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 혹은
사법적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③ 명시적 또는 사실적(de facto) 형태의
모뎀칩 공급의 배타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④ 잠재적인 법 집행이나 규제 사안에 관하여 정부와
연락하는 고객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⑤ 위 구제 조치들이 준수되도록 Qualcomm은 7년간 매년
FTC에게 위 준수 사항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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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roadcom vs. Qualcomm 사건
1) 사실관계
Broadcom은 유·무선 광역통신용 반도체 칩관련 회사로 무선이동통신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칩셋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Qualcomm 보유한 2G CDMA기술 관련 1400여개의 특허중
상당수는 CDMA 시스템과 칩셋 제조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roadcom은 Qualcomm이 ETSI에 해당 표준특허 FRAND 조건에 공급하겠다는 확약을 믿고 칩셋
생산에 Qualcomm기술을 채택하였다. 2005년 Broadcom은 Qualcomm사가 이동전화시스템
표준으로 UMTS 방식을 사용하는 3G, W-CDMA 휴대폰의 작동을 위한 ‘칩셋’과 ‘기술’관련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Qualcomm이 생산하지 않는 칩셋을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차별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요구한
것은 특허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Qualcomm의 높은 실시료 부과로 CDMA칩 셋 가격이
낮아지기 어려웠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제조업체들이 Qualcomm이 생산한
UMTS-path 칩셋만 구매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다.61)

2) 주요내용 및 판결

① 1심 법원의 판단(2006)
Broadcom은 유럽 통신분야 표준화기구인 ETSI는 WCDMA 기술을 FRAND 조건으로 비차별적
라이선스를 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였으나, 당시 칩셋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Qualcomm이
이를 무시하고 Qualcomm이 생산하는 칩셋을 쓰지 않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더 높은 실시료를
강요하였고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뉴저지 지방법원은 특허보유자의 합법적인 특허권 행사가 셔먼법 2조가
규정한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원고인 Broadcom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특허위협의 문제는 당사자인 사인간의 계약법상의 문제이지 독점금지법에 의해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1)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9,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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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2007)
Broadcom의 항소로 진행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법원의 판단이 법리에 대한 오해로 잘못되
었으며 Qualcomm의 행위가 셔먼법 2조의 독점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사건을 파기환송함과 동시에 독점행위에 의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4가지 요건은 ①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민간의 표준설정
과정에서, ② 특허보유자가 필수 점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도적인 허위약속
(intentionally false promise)을 하고, ③ 표준화기구가 그 약속을 신뢰하여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
시켰으며, ④ 그 특허 보유자가 이후 그 FRAND 확약을 위반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경쟁제한적 행위
라고 판시하였다.
즉, 경쟁자 배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시장에서 특허권자의 기만적인 FRAND 확약으로 인해
대체기술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이 입증될 경우 반경쟁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의의
본 사건은 2009년 4월 양사의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합의의 내용은 Qualcomm이 Broadcom의
손해에 대해 8억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Broadcom은 다른 나라에서의 경쟁법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본 소송은 결국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이 FRAND 확약한 표준특허가 경쟁제한적
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마. Dell Computer 사건
1) 사실관계
1992년 VESA의 VL-Bus 표준설정과정에서 Dell Computer사는 이 표준안이 Dell의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VL-Bus가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자 Dell사는 이
표준의 실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2) 주요쟁점 및 판결
미국 FTC는 Dell사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FTC법 위반으로 소송 제기하였다. FTC는 VESA
의 특허권 확인요청에 대해 Dell사가 서면으로 자사 특허 침해 없음을 확인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신의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업체에게 실시료를 부과하려 한 것으로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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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은 1995년 동의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 동의명령은 ‘Dell사는 향후 10년
동안 ①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며, ② 만약 표준 설정기구가 서면
으로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에 포함된 자사의 특허를 고의로 밝히지 않는다면 그 표준을
실시하는 어떤사람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62)

바. Dolby 사건
1) 사실관계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코딩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돌비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국제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피심인
돌비는 한국사업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한 행위에 시정
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63)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조치 내용은 피심인인 돌비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거래상지위 남용행위)으로
확인된 행위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수정하여 재계약하도록 하였다.
행위사실 및 위법성 여부를 보면 돌비는 사용권을 받은 사업자(라이선시)가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및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쟁의무를 거래 조건에 설정하여서 라이선시가
특허의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라이선시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실제로 침해·남용한 경우 이외에도 침해 남용의 우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였다.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제조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제조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
선시에게 손해배상과 제반 감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였다. 라이선시가
취득한 이용 발명 등의 권리를 제3자에 라이선스할 수 없으며 돌비에만 배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 행사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부당
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62) 최현경·백웅재·박진,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연구원, 2006.12. 9, 64면.
63) 공정거래위원회(2015.8.3) 의결 제2015-125호. 공정거래위원회(2015.8.5), “음향 표준 기술 보유 사업자 ‘돌비’의 불공정 거래 조건 개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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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Microsoft vs. Nokia
1) 사실관계
Microsoft는 2013년 9월 2일 Nokia와 모바일 단말기사업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1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관련
특허를 보유한 Microsoft가 단말기 생산까지 할 경우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검토하여 Microsoft 측에 제시하였으며, 2014년 8월 27일 Microsoft는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
요소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64)

2) 주요 내용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 2015년 5월 19일부터 40일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5년 8월 24일 공정위는 동의의결과 함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특허권의 행사 중 특히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효력은 7년간 유효하다.
•Microsoft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FRAND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Microsoft는 국내 제조사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표준필수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는 이유로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를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Microsoft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실시권자가 (그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일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보유한 특허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Microsoft가 만약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위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양수인이 재양도할 경우에도 재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
하겠다는 약속 없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의의
본 건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소송이 아닌 기업결합에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판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특허 남용을 사전에
차단한 의미가 있다.

64) 공정거래위원회(2015.8.3) 의결 제2015-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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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Microsoft vs. InterDigital
1) 사실관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5년 8월 28일 InterDigital과 Microsoft의 특허소송65)에서
Microsoft와66)의 휴대전화에 사용된 무선통신 관련 특허는 InterDigital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
다고 판단하였다.
InterDigital은 2007년 9월 Nokia의 ‘신호 방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력을 완화하는
기술’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Nokia를 ITC에 제소하였다. 2009년
2월, ITC는 Nokia가 InterDigital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으나, 2012년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ITC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15년 4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Microsoft가 InterDigital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동 소송의 대상이 된 Microsoft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67)을 권고하였다.

2) 주요 쟁점 및 내용
ITC는 동 예비판정에서 특허를 침해한 Microsoft의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InterDigital이 어떠한 조건으로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Microsoft는 동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TC 전체
심의위원회는 Microsoft가 InterDigital의 휴대전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배제명령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InterDigital이 대상 특허에 대하여 RAND 원칙에 따른 라이선스를 체결해왔는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Microsoft는 2015년 8월 20일에 InterDigital의 부당한 라이선스 관행과 불법적인
독점행위를 근거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65) Certain 3G Mobile Handsets and components thereof, Investigation No. 337-TA-61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66) 2013년 9월, Microsoft사가 Nokia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동 소송을 승계함.
67)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ITC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또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음. 배제명령이 결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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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별 최근 분쟁 현황
1) 표준특허의 로열티 산정 방식
•Unwired Planet vs. Huawei (2017년)
언와이어드플래닛(Unwired Planet)은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NPE이다.
언와이어드플래닛은 2013. 11. 자사의 3G,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Huawei, 구글을 제소하였다.
영국특허법원은 양 당사자의 계속된 FRAND 실시료 주장을 정리하여 실시료 기준을 제시하였다.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Major Markers에서 4G의 경우 장비 0.051%, 단말 0.052%,
3G의 경우 장비 0.016%, 단말0.032%, 2G의 경우 장비 0.064%, 단말 0.064%로 FRAND 실시료
수준을 결정하였다. 실시료 산정의 기준은 단말의 경우는 평균 판매가격, 장비의 경우는 장비
매출액이다.
•TCL vs. Ericsson (2017년)
TCL은 Ericsson의 특허(2G, 3G, 4G 통신 표준)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고자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
였다. 2017년 12월 TCL과 Ericsson은 결정된 FRAND 로열티율로 5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TCL은 Ericsson에게 $16.5M의 과거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반 독점 문제
•Federal TradeCommission vs. Qualcomm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이하 ‘FTC’라 한다)의 제소에 따른 Qualcomm
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이 2019년에 판결되었다.
본 판결에 대하여 Qualcomm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같은 법원에 구제 조치들에 대한 집행 정지
(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FTC’s antitrust remedies)를 신청하였으나, 2019년 7월 연방지방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이 연방 제9항소법원에 신청되어 신속
절차에 부쳐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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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ederal TradeCommission vs. Qualcomm (2019년)
2019년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은 2019년 7월 18일 미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최대 칩 제조사인
Qualcomm에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2억 4,200만 유로(2억 7,200만 달러,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Qualcomm의 전략적 행위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
았다고 하면서 Qualcomm이 인텔 등 경쟁자들을 제치기 위해 애플을 상대로 자사 칩만 사도록
돈을 지급했다면서 11억 달러(1조 2,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 최근 이슈 사항
표준 특허 분쟁의 경우 독점금지의 문제와 로열티 산정의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으로 나누어본다.

1) 미국의 경우
① FTC vs. Qualcomm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경쟁사의 모뎀 칩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센스 거부 행위가 FTC 법 5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② IP Bridge vs. TCL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TCL의 반소에서 SEP에 따른 라이선스 오퍼가 셔먼 법 1조와 2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③ ASUS vs. InterDigital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SEP(표준필수특허) 라이센스 셔먼 반독점법 위반 및 FRAND 정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의 제기
④ u-blox vs. InterDigital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9년)
SEP 라이센스 반독점 및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⑤ SLC vs. Motorola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SEP 침해 소송에서 FRAND 의무 위반에 의한 특허 남용항변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⑥ Core Wireless Licensing vs. Apple (미국 CAFC, 2018년)
표준화 단체에 대한 공개 의무 위반이 “묵시적 권리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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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Momenta vs. Amphastar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의약품의 품질 관리 방법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SSO (USP)에 대한 공개 의무 위반이 면제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⑧ Cellular Eqpt vs. ZTE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본건 특허가 FRAND 선언된 표준 필수 특허와 진술서를 제출한 후, 본건 특허는 표준 필수 아니
라는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⑨ Netlist vs. SK Hynix (미국 ITC 2017년)
ITC 의한 배제 명령의 판단에 따라 공익성의 관점에서 RAND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⑩ Philips vs. Feit Electric (미국 ITC는 2018년)
ITC에서 SEP 라이센스에 따라 특허 남용 항변이 인정될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⑪ Fujifilm vs. Sony (미국 ITC 2018년)
ITC 의한 배제 명령의 판단에 따라 특허가 표준 필수 특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⑫ Exmark vs. Briggs (미국 CAFC, 2018년)
로열티의 기반이 최종 제품 하나 또는 부품 하나인지에 관한 판단
⑬ HTC vs. Ericsson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9년)
FRAND 선언에 의해 SSPPU에 따른 로열티를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요구에 관한 판단
⑭ TCL vs. Ericsson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표준 필수 특허의 로열티에 대해 판단한 판단 결정에 대한 수정 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⑮ Optis vs. Huawei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FRAND 의무에 따라 러닝로열티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⑯ Core Wireless Licensing vs. LG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SEP의 로열티 배분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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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Huawei vs. Samsung (미국 연방 지방 법원, 2018년)
중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한 금지 명령의 집행 정지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럽의 경우
① LG Düsseldorf, 4c O 77/17, 4c O 81/17(독일, 지방법원, 2018년)
권리자에 의한 라이센스 제공의 기준에 관한 판단
② LG Düsseldorf, 4a O 15/17, 4a O16/17(독일, 지방법원, 2018년)
특허 풀에 따른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판단
③ LG Düsseldorf, 4a O 17/17(독일, 지방법원, 2018년)
특허 풀에 따른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판단
④ LG Düsseldorf, 4a O 63/17 (독일, 지방법원, 2018년)
특허 풀에 따른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판단
⑤ LG Düsseldorf, 4b O 4/17 (독일, 지방법원, 2018년)
특허 풀에 따른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판단
⑥ LG Mannheim 7 O 165/16 (독일, 지방법원, 2018년)
라이센스 제공에 대한 실시자의 답변 기한에 관한 판단
⑦ OLG Düsseldorf I-2 W 8/18 (독일, 고등법원, 2018년)
소송에서 비밀 유지 계약에 관한 판단
⑧ LG Düsseldorf, 4a O 23/17 (독일, 지방법원, 2018년)
표준 필수 특허 지배적 지위의 관계에 대한 판단
⑨ LG Mannheim 7 O 28/16 (독일, 지방법원, 2017년)
라이센스 제공의 FRAND 조건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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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LG Düsseldorf, 4a O 27/16, 4a O 154/15(독일, 지방법원, 2017년)
표준 필수 특허의 라이센스 제안에 관한 판단
⑪ LG Düsseldorf, 4a O 16/16, 4a O35/16(독일, 지방법원, 2017년)
표준 필수 특허의 라이센스 제안에 관한 판단
⑫ LG Mannheim 2 O 98/16 (독일, 지방법원, 2017년)
포트폴리오의 특허의 유효성 및 라이센스 비용의 관계에 관한 판단
⑬ OLG Düsseldorf, I15 U 65/15, I15 U 66/15(독일, 고등법원, 2017년)
권리자의 침해 통지 의무, 제안의 FRAND 조건에 관한 판단
⑭ OLG Düsseldorf I-2 U 31/16 (독일, 고등법원, 2017년)
제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 유지 계약에 관한 판단
⑮ Archos vs. Philips (네덜란드, 지방법원, 2017년)
Philips의 제안이 FRAND 조건 제의인지에 관한 판단
⑯ Unwired Planet vs. Huawei (영국 항소법원 2018년)
글로벌 라이센스는 FRAND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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