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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창작물이 시장에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적창작물의 생산과 혁신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1) 
지적재산권과 같은 정보재는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 되는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공공재

의 일종이다. 특히 정보재인 지적재산권은 그 비배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해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지므로, 지적재산권법제는 지적재산권자에게 본래의 지적 창

작물에는 존재하지 않은 배타성을 부여함으로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적재산권은 법규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자유시장 체제에 대한 일종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의 공공재적 성질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수취할 수 없던 이익을,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성의 부여를 통해 수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다.2) 

그러나 오늘날 지적재산권자들은 이러한 독점·배타적 권한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법에서 인정

한 범위 이상으로 권리를 확장하려고 하거나, 진입장벽을 치는 등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남용(abuse)3)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례로, 마이크

로소프트사는 자사가 만든 컴퓨터 운영체제인 도스 및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하

여, PC제조업체들에게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 배타적 거래를 통해 PC 운영체계시장의 독

점을 유지하고자 했고, 전 세계 컴퓨터 OS(Operating System)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게 된

이 독점력을 바탕으로,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와4)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메신저를

끼워팔아, 불합리한 가격 책정,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끼워팔기를 통한 소비자 이익 저

해 등의 폐해를 보여준 바 있다.5)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조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이용하여 특허침해금지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시장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에

게 사업상 압박을 가하고, 이를 이용해 화해금 또는 라이선스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

득·행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등장하였고6), 저작권자 등에게 부여한 기술적 보호

조치규정에 따른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이용하여, 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당

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정보재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7)하는 등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 Roger E. Schechter & John R. Thomas,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s, Patent and 
Trademarks, Thomson/West, 2003, p. 146.  

2) 오승한, “특허․저작권법의 기본목적과 정책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독점금지법의 경쟁정책과의 비
교”, 「상사판례연구」, 제18집 제3권(2005), 한국상사판례법학회, 258-259면.

3)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있어서 남용의 개념은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널리 경쟁법이나 지적
재산권법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개념의 남용(Abuse)
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적재산권법의 제도적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경쟁법의 위법성까지는 갖추지 못하였을 때를 이르는 남용(Misuse)의 개념이 그 것이다. 

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84-90 (D.C.Cir), cert. denied, 534 U.S. 952 (2001).
5)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2007가합90505; 2006가합24723 판결.
6) eBay v. MercExchange, 12 S. Ct. 1837(May 15, 2006).
7) 공정거래위원회 2007. 2. 6. 의결 제2007-044호. 그러나 이 심결은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에서 취소되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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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재산권자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다. 경쟁법제인 공정거래법은 자

본의 집중 등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다시 이 독점적 권리를 부당

하게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규제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

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법 제1조). 

그러나 권리자에게 배타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형식의 지적재산권법제는 결국 법적 독점을

창출하게 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므로, 양 법제는 독점의 금지와 독점의 허용이라는 측면

에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제59조에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이 상호

공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사가 무엇인지, 혹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을 내려주지 못한 결과 학설의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모호성은 지적재산

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능동적인 법집행을 저해시킬 수 있다. 또한 고도의 기술 및

문화산업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산업 영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의 정당

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내기가 쉽지 않아,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결 그리고 이의 불복에 따른 법원의 재판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

게 한다. 이렇듯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의 부진은 IT산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산업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주지 못한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의 문제점을 공정거래법의 적

용과 집행의 측면으로 직시하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지적재산권과 공정

거래법과의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성격과 이의 해석 즉,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외영역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산업의 시장에

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빠른 시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문제점을 짚

어본 뒤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은 발명과 창작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들의 창조적 행위를 유인·장려하기 위해

지적 산물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시장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경쟁질서를 구성하게 된다.9) 

8)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주)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PC운영체계인 윈도우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
워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의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03. 8. 1. 2001가합60373), 2년 후 (주)다음은 MS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고 
화해를 했지만 한 때 국내점유율 1위였던 다음메신저는 이미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 뒤였다. 법률신
문 2010년 6월 29일자. 

9)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년,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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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

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셈이 되며

또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특성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독점의 우려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제도는 그 본래의 목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

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10)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여타의 권리와는 다른 무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보호범위가 명확

하지 않고, 보호방법도 일종의 독점성을 주어서 보호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이를 정당하게 사용

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등 많은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지적

재산권자들의 남용적 권리행사를 경쟁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1.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과 조화

(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긴장관계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은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은 행사할 수 없는 배타

적 권리의 설정을 허여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 또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

는 제도이다(특허법 및 저작권법 제1조). 반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

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공정거래법 제1조).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나 저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관

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정거래법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함으로

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 법의 목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법적용의 충돌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였고, 독점과 독점규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인식되어, 경쟁법과 지적재산권의 경계선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11)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복지의 극대

화’와 ‘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할 수 있

다.12) 
일반적으로 경쟁은 독점상태를 배제함으로서 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경쟁은

거래량과 자원배분을 최대화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경쟁은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저

하시킨다. 또 가격과 비용이 일치하면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으나, 반면에 기술혁신의 산

물은 그것에 투자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간단히 복제되어 기술혁신을 한 자들에 대한 보상을

10) 이경규,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년, 25면.

11) Giles S. Rich, The relation between patent practices and the anti-monopoly laws, 14 Fed. Circuit B.J. 
5, (2004) at 8. (http://www.lexisnexis.com/ap/academic), 2011. 1. 23. 최종방문.

12) U.S.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07. 4) p.1. (http://www.usdoj.gov/atr/public/hearings/ip/2
22655.pdf), 2011. 1. 2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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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지적재산권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 및

예술가에게 일정기간의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여 기술혁신에의 과도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13) 만일 지적재산권제도가 없다면, 단순한 모방자들은 기술혁신을 이룬

자와 이에 투자한 자들의 노력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재빠르게 도용하여, 결국 기술혁신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와 투자의 유인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시에 지적재산권이 사라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상품과 용

역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상품이나 그 제작공

정에 대한 연구․개발에 누구도 시간적․금전적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저할 것이므로, 소비자들

은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였을 경우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지적재산권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나 창작경쟁이 없다면 소비자후생은 장기

적으로 증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

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14)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관계는 더 이상 충돌과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동

일 또는 유사한 정책적 견지에서 서로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

로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경쟁정책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는 없는 것

이고, 헌법의 위임 하에 각 법률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재산권법과 민·
상법 등이 함께 이른바 ‘경쟁정책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식되는 범위의 행위라 할지라도 경쟁정책의 관점으로부터 해석·수정되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경쟁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는 권리의 행사로 인

정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

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이 규정은 2007년 개정 전에 지

적재산권의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일정한 분야에서 독점을 형성하는 등 권리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까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지적재산권의 본래적 행사에

한정된다고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사’라는 부분을 삽입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

련하여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영역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란

무엇인가, 혹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답

을 내려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 학계의 논의는 공정거래법 제59조는 특별한 의미

13) Herbert Hovenkamp, The Antitrust Enterprise : Principle and Exec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 330. 

14) 송근장․김홍주․이철남․기민호, “독점금지법상 지적재산권의 행사-각국의 입법례와 국내, ETRI의 상
황”, 「지적소유권법연구」, 제2집(1998), 지적소유권학회, 399면;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
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17면.

15) 岩本章吾, 「知的財産権と独占禁止法 -独禁法解釈論の再検討序說-」, 晃洋書房, 2008, 3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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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규정은 아니며,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당연한 규

정을 확인하는 규정이므로 공정거래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16)와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정당한 행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17)가 있고, 다시 이 견해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18)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무분별한 적

용은 지적재산권의 독점권이 갖는 존재의의를 해칠 수 있고, 실효성도 의심되므로 지적재산권 제

도를 우선 활용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19)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은 동일한 목표를 위한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양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59조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 행

사에 공정거래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각각의 지적재산권법 및 지적재산권제도의 취지를 충분

히 배려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20) 이렇게 동법 제59조를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상호보완관계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다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

는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2.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남용

(1)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과 비판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

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자가 부과한 배타적 조건에 대해 우선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성 분석을 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위법으로 판단하고 당해 라이선스 조건은 ‘정당

하지 않은 지적재산권 행사’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방

법은 공정거래법 이외의 다른 독립된 기준에 의해 배타적 조건이 지적재산권법의 정당한 범위

안의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남용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정된 경

우에 한정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21)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학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다. 

16) 손영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판례월보」, 361호(2000년), 32면; 정호열, 「경제
법」, 박영사, 2008년, 90면 참조.

17) 최병규,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지식재산21」, 제56호(1999), 56면 참조.
18)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8년, 153면 참조.
19) 정진근, “공정거래법(경쟁법)에 의한 특허풀 규제: 비판과 대안의 제시,” 「경영법률」, 제15집 제2

호(2005), 84-90면 참조.
20) 권오승, 위의 책(각주 18), 153면; 김두진, 앞의 보고서(각주 14), 21면; 2010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

원회 예규 제80호로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양자가 공통의 목표 하에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정당하게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남용행위를 규율 
할 때는 지적재산권의 제도적 취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21) 오승한,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배타적 조건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위법성 판단”, 「비교사법」, 
제13권 1호, 통권32호(2006), 7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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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적재산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오직 공정거래법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

하는 견해(전면적용설 혹은 이영역설)22)는, 공정거래법이 기본경제 원리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거

래법 우위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주장되지만, 지적재산권법의 인센티브 보장정책을 전혀 고려하

지 않아 결국 지적재산권 법의 목적과 정책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즉, 지적재산권법

은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증가 시키고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공정거래법과 분리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반면, 지적재산권 남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전에 공정거래법 이외의 다른

독립적 기준에 의한 지적재산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분법설 혹은 삼영역

설)23)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수반되는 이용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권리의 본래적 행사에 의

한 제한’, ‘권리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본래적 제한’으로 구분하여, 권리의 본래적 행사는 직접적

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의 법리를 통하여 권리남용이 인정된 후

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지적재산권의 비본래적 제한은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분법설은 시간적․지역적․내용적24) 제한 그리고 침해

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제한은 지적재산

권의 본래적 제한으로 구분하는 반면, 재판매가격의 제한, 경쟁품의 취급제한, 경쟁기술의 채용제

한, 원재료 등 구입처의 제한, 판매처의 제한, 품질제한, 개량발명, 부쟁의무부과 등에 관한 제한

은 비본래적 제한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분법설은 우선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규정을 그 모습에 따라 본

래적 제한과 비본래적 제한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즉, 이분법설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의 본래적 제한에 의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하나, 수량제한, 제조 또는 사용기술 분야의 제한, 라이선스 존속기간의 제한과 같이

이분법설이 권리의 본래적 제한으로 구분하는 배타적 제한 조건에 의해서도 시장에 대한 반경쟁

적 영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특허기술 라이선스의 내용으로 특허권

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그것이 단순한 특허 라이선스의 ‘내용의 제한’으로 본래

적 제한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의 경쟁기술 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경쟁자 배제목적을 가

진 ‘권리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본래적 제한’인지가 불분명하다.25) 또한 이분법설에 의하면,  
Patent Troll의 행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적재산권의 본

래적 제한으로 구분되어,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분법설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적재산권 남용의 영역이 생기게 되고, 다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유래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Intellectual Property Right 
Misuse Doctrine)와 같은 또 다른 제한의 법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과는 법적·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적재산권의 남용(Misuse)의 법리를 따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26)

22) 손영화, 앞의 논문(각주 16), 34면. 
23) 장정애, “지적재산권의 독점규제법상 예외조항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28호(2009), 284면; 

구재군, “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의 관계-독점규제법 제59조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사법행정 41
권 7호(2000), 17-19면. 

24) 존속기한, 특허청구 범위에 있어서 기술적 또는 실시태양의 일부, 수량제한, 제조 또는 사용기술분
야의 제한.

25) 오승한, 앞의 논문(각주 21), 751-753면.
26) 이에 대해서는 II.2.(3)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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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일단 민ㆍ상법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정거래법

자체가 특별법적 지위에서 그 계약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해 별도의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적재산권 라이선

스 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헌법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인 지적재산권법의 목적과 취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27)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경쟁정책의 틀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법익을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비교형량의 한계를

지적재산권의 측면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28)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때 구체적인 행위가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법의 관

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29)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

용이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2) 정당한 행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지적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의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정당한 행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i)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적재산권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ii) 관련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판단, iii) 공정거

래법 관련 규정별 위법성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지침은 위법성을 심사할 때에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를 고려하도

록 했고, 상품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 효율성 증대효과를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공정거래 저해효과와 효

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법 위반여부를 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심사지침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본래의 취지’라고만 적시하고 있지만, 구

체적으로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정책을 중심으로 지적재산

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지적재산권법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명자 등에게 보상을 보장한다. 따라서 공정거

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법의 인센티브 보상정책이(Reward policy)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자의 투자

동기와 그 정책적 효과를,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합리성의 원

칙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7) 오승한, 앞의 논문(각주 21), 753면.
28) 岩本章吾, 앞의 책(각주 15), 31-34면 참조.
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2010년 3월 31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중인 심사지침은 말 그대로 시행지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편
의와 일관성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다 규범성이 강한 고시로 제정되고 
법규정과 결합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김두진, 위의 보고서(각주 14),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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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적재산권 제도는 잠재적 경쟁자를 비롯한 시장의 일반대중이 공개된 지적재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30) 즉,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후속발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 창조적인 저작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므로, 공공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수

단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의 확산 혹은 혁신적인 새로운 생산품 그룹에 대한 공공의 접근

을 보장하는 것이다.31) 이러한 점에서 지적재산권자의 행위가 지적재산의 산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 보장’ 혹은 ‘정보확산의 보장 정책’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적재산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속적 혁신’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선행기술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선된 새로운 후속기술, 발전된 새로운 창작품의 출현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혹은 잠재적인 경쟁자의 후속 혁신상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소비자에 접근하

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기본정책으로서, ‘후속 혁신의 자유진입정책’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제한이 ‘행위의 성질과 필연적인 효과가 명확히 반경쟁적’이어

서 당해 제한이 가지는 경쟁효과에 관한 면밀한 조사 없이도 당연위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정한 거래거절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격고정행위, 산출량제한행위, 수평적

경쟁자간 시장분할 등의 행위에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적 행동의 통합이 없는 한 그러한 제

한을 당연위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2) 그러나 당해 제한이 당연위법이 아니라, ‘반경쟁적인 효

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는, 당해 제한이 친경쟁적인 효율성

을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당해 제

한이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정책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친경쟁적인 효율성과 반경쟁적인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각각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대하여 가지는 당해 제한의 순효과(net effect)를 판단하여야 한다.33) 이러한 친경쟁적인 효율성의

평가 및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제한의 합리적 필요성의 평가 그리고 제한의 존속기간의 평가

등은, 당해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행하여 져야하고34), 제한의 부과가 규제를 통해 경쟁

을 촉진하는지 혹은 경쟁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

가 그러한 사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한이 적용된 사업의 고유한 사정 즉, 제한이 부과되기 전·
후의 사정, 제한의 본질, 실제적 잠재적 영향 등을 항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5)

(3)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영역인 지적재산권의 남용?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의 틀 내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정책과 같

은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자의 행위가 지적재산권법에서

30) 이는 정보확산을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할을 의미한다. 
31)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58 (1948);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 Section, 1.0 (지
적재산권법은 새롭고 유용한 상품, 보다 효율적인 방법들, 그리고 창조적인 표현들에게 실행 가능
한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혁신과 그 혁신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2) Ibid, Section 3.4.   
33) Ibid. Section 4.2.
34) U.S. v. Jerrold Electronics Corp. 187 F.Supp. 545 (D.C.Pa. 1960).
35)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third edition), 

Thomson/West, 2005,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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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권리의 행사로서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법의 취지는 일탈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기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남

용행위(Misuse)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법률의 적용으

로 이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동조 제2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

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특허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

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지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효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고의·과
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대상물건 또는 방법이 원고의 특허권에 저촉되기만 하면

인정된다.36) 따라서 선의·무과실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자는 피보전권리로서 특허권에 관한 소명만으로도 사실상 경업자의 영

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특허권에 의한 침해의 금지, 특히 침해

행위를 통하여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제거 등을 명받거나 가처분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

금지를 명받은 제3자는 투하한 자본과 생산물 등 사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

한데, 만약 무효의 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3자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

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소지를 안고 있는 특허권자가 함부로 권

리를 행사함으로써 제3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적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상존한다.37)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에 있어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고, 설령 이를 참고 소송을 수행한다고 해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력이 드는 소송을 수

행하게 되면,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받기엔 충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송과

정에서 라이선스의 취득이나 화해를 시도하게 된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특허침해의 혐의자에

게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제소합의나 화해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Patent Troll38)

의 특허권행사는 다분히 주관적인 특허권자의 부당한 목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특허를 매입하는 것은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을 매입하는 것이고, 
금지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기는 힘들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것은 개인 발명가 등 기술혁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39) 그러나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라는 특허권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36)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년, 148면.
3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6년, 189면.
38) Patent Troll은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이 직접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는 않으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특허권을 행사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비실시특허권자(NPEs; 
Non-Practicing Entities)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라이선스의 체결이나 소송의 제기 및 
협상 등을 통하여 특허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특허소유자로서 생각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기도 한다.  윤권순·윤종민, “특허괴물의 현상 분석과 특허제도의 본질
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제58호(2010), 3-7면 참조.

39)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자 결국 
이러한 특허기술을 매입하고, 소송을 통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회사에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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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기술의 활발한 이용과 기술·산업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및 법원의 판단이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이의

규제를 두고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의 남용규제에 대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법을 적용

하여 이를 규제해 오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경쟁법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형평법(Equity)상의 ‘Unclean Hands’의 원

칙40)을 적용하여 이를 규제하는 이른바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를 발달시켜왔다. 

1)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법리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Intellectual Property Misuse Doctrine)는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의

적법한 보호범위를 확장하기위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새롭고 유용한 발명

을 한 발명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과 실용학문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하

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지적재산권의

행사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는 특허법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후 저작권의 영역에까지 확장 적용되고 있다.41) 
미 연방대법원은 Motion Picture 사건42)에서, “특허법은 단지 특허권자가 발명하고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한 것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특허실시계약에 포함되는 ‘끼워팔기

의 강제’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 볼 수 없는 남용행위이다.”라

고 판시하여, 특허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한 특허권 남용법리를 전개하여 위와 같은 제한은 무효라

고 하였다. 그리고 특허권의 한계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는 청구범위로 한정되며, 발명에 의

하여 표현되지 않은 상품을 통제하려는 것은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특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침해자로 피소된

자가 특허권 남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실이 없거나, 시장지배력의 존재나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증명이 없어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경쟁법을 적용하는 대신 특허법 스스로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
Morton Salt 사건43)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특허권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평법

술을 매도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서울신문 2010년 8월 14일자 경제면 기사.
40) “You must come to equity with Clean hands”이를 “Clean Hands” 또는 “Unclean Hands”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형평법상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그 자신부터 비양심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법률관계에 있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형평법상의 원칙으로 법률관
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재량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백형기, “지적
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충돌과 조화”,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40면. 

41) Morton Salt Co. v. G.S. Suppiger Co., 314 U.S. 488. 492-493 (1942);  Lasercomb America Inc. v. 
Reynolds 911 F. 2d 970 (4th Cir. 1990).

42) 영사기에 특허를 갖고 있던 특허권자가 당해 영사기에 자사의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
허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영화 필름 시장에까지 특허권자의 독점력을 확대하려고 한 사건. 
Motion Picture Patent Co. v. Universal Film Manufacturing Co. 243 U.S. 519 (1917). 

43)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정 소금정제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특허받은 소금침전 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의 제기를 부인하였다. 
Morton Salt v. G.S. Suppiger Co., 314 U.S. 488, 49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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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Court of equity)이 이에 협력하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문에서 특허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즉,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특허권자의 행위에 조력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조

력하는 것으로, 형평법(equity)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

위에 조력할 수 없으며,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과의 계약에 ‘끼워팔기’ 조항이 들어있기만 하면, 당사자 적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특허권남용의 판단에 있어 특허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별도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나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거래상대방에게 끼워팔기 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함으로서, 특허권남용은 시장지배력 또는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의 ‘추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가격제한44), 차별적 로열티,45) 그랜트백,46) 경쟁제품의 취급금지,47) 부쟁의

무,48) 악의 또는 기만적인 특허권의 취득49) 등에서 특허권의 남용을 인정하는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허상호실시허락(Cross-licensing)을 통한 출하조절, 기술의 재양도, 
단체보이콧과 같은 수평적 제한, 끼워팔기 협정, 무효인 특허권의 행사기도, 특허법에 의해 부여

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과 같은 수직적 제한기도, 특허의 불실시, 차별적 로열티 등과 같

은 공공정책 위반 등,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특허권의 남용 및 저작권 남용을 검토하고 있다.50) 

즉,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남용행위가 합리의 원칙이라는 경쟁법의 기본원칙에는 반하지 않

지만, 경쟁법의 근저를 이루는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면 형평법에 의해 지적재산권 남용

(misuse)의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51) 경쟁법과 형평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

다.  
 

2)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 특허법 제52조에서,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삭제된 후, 현행 특

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제에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래서 학설들은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론의 연장선상에서,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을 둘

러싸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자체만의 포괄적인 면책이란 없고 공

정거래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52) 특허권의 독점을 인정하되 특허권 남용의 법리

44) Bement & Sons v. National Harrow Company, 186 U.S. 70 (1902).
45) Zenith Radio Corp. v. Hazeltine Research, Inc., 395 U.S 100, 135 (1969).
46) Transparent-Wrap Mach. Corp. v. Stokes & Smith Co., 329 U.S. 637, 641 (1947).
47) McCullough v. Kammer Corp., 166 F.2d 759, 764 (9th Cir. 1948).
48) Lear, Inc. v. Adkins 395 U.S. 653 (1969) 판결 이전까지 미국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원칙인 

금반언원칙이 적용되어 실시권자는 부쟁의무를 부담하지만 독점규제법위반과 같은 연방법이 우선
하는 경우에는 부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Lear 판결 이후에는 실시권자의 부쟁의무
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다.

49) Walker Process Equipment, Inc. v. Food Machinery & Chemical Corp., 382 U.S. 172(1965).
50) 최승재, “특허권남용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독점금지법”, 중앙대학교 개교90주년 기념 제5회 「문화

산업과 법」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08), 211-212면 참조.
51) Lasercomb America, Inc. v. Reynolds, 911 F.2d 970, 18 Fed. R. Serv. 3d 130 (4th Cir. 1990).
52)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D.C. Cir. 2001)에서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

적재산권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주장한 Microsoft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손영화, 앞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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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use doctrine)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허용으로 해결 하면 되고,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적

용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견해53)로 나뉘어 대립되고 있다. 또, 별도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규

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법 제2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

2조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지적재산권

의 남용과 권리남용에 관한 해석이론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54)와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독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의 내용범위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

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미국에서조차 남용이론과 경쟁법제가 서로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용이론을 새로운 별도의 법률제도로 도입하는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

해55) 등이 주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지적재산권법제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리 지적재산권법제에는 권리남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사법인 민법 제

2조 권리남용금지 규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법상의 Equity란 원래 공평, 공정, 정당

이란 뜻으로서 법률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의 적용 시 특정 사안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

과가 야기되는 경우, 정의 실현을 위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및 보충을 가하여 보편·타당한

결과가 되도록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Equity는 Common Law의 형식적이고 비탄력적인

미비점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 법원의 해석으로서 형평성을 기하는 법

을 말한다. 이러한 법해석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기, 허위표시, 착오, 협박, 금반언과 같은 추상적

인 규범에 대한 해석 및 보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56)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평법적 조항이 바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고, 이는 사법상의

대원칙으로서 모든 재산권의 행사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권의 일종인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

하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소유권은 구체적인 특정한 물건에 대

한 독점에만 그치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물건의 생산과 유통 그 자체를 독점하므로 그

것이 남용되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해악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을 적용하여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57)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란 개념을 따로 인정하거나 법제화할 필요는 없고, 지적재산권제도의 목적을 벗어난 남

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민법 제2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민법이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문(각주 16), 32면; 정호열, 앞의 책(각주 16), 90면; 설민수,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
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저스티스」, 통권 101호(2007), 한국법학원, 62면.

53) Motion Pictures Patent Co. v. Universal Film Mfg. Co., 243 U.S. 502 (1917)에서 특허권을 이용한 라
이선스 계약에 의한 독점 사건에 대하여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견해
를 주장하는 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54) 이문지,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기업법연구」, 제17집(2004), 한국기업법학회, 318면; 백
형기, “라이선스 남용과 독점규제법 적용의 한계”,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2006), 한국기업법
학회, 84면.

55) 안효질,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 「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2006), 한국재산법학
회, 460면.

56) 최은희, 「미국판례법으로서의 저작권남용항변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년, 16면.

57)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상)」, 제8판, 육법사, 2003년, 295-296면; 한현옥, 「BM특허와 공공정
책」, 한국경제연구원, 2004년,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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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적

행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제원리와 지적재산권법제에 의하여 고려되는 요소에는 차이가 있

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의 판단은 결

코 용이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는

직권규제주의에 입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

인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가 있

기는 하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른 행위의 사법

적 효력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서도

권리남용 규정의 적용은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남용적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로 피소된 경우에 반소로써 제기하

여 지적재산권자의 남용적 권리행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아니어서 공정거래법 적용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3. 소결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자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과 같

은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를 따로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남용적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인 경쟁을 제한하는 영역에만 한정하여 일

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가 하는 행위가 헌법과 지적재산권

법제에서 정하고 있는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나타나고 있어, 이의 규

제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제59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는 적용제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즉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영역이 있는 듯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러한 견해의 대립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동일 또는 유사한 정책적

견지에서, 서로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파악하게 되면, 지적

재산권 남용의 경우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이 다 같이 추구하는 공공법리에 기속되어 공정

거래법의 적용제외 영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자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목적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는지 혹은 다른 목적

을 가진 행사인지 다루는 것은, 자칫 사권(私權)인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작업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외연을 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

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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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 목적인 인센티브 보상정책과 정보확산의 보장 정책 및 후속혁신의 자유진입정책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미

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 보충적으로 민법 제2조 권리남용금지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아닌 남용적 권리행사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담당하여야 하는데, 효율적

규제는 현행법의 태도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후술하는 동의명령제나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등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I.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

1.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의 적발과 그에 대한 제재를 담당할 집행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실체조항 즉,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이 정하는

규제는 수범자에 대한 금지 또는 명령의 형식에 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조항의 규제내

용을 확보하는 집행의 방식에는, 형벌 등의 형사적 제재에 의한 형사적 집행과 행정처분에 의한

행정적 집행을 의미하는 공적 집행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한 민사적 구제를 의미하는 사적 집

행으로 나눌 수 있다.58) 

(1)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제도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의 공적 집행은 공적인 경쟁법 주관기관이 위반행위자를 적발하여

행정적 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자를 제재하고 법위반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집행의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나, 그 나라의

경쟁법 주관기관이 스스로 운영하는 절차에서 경쟁법 위반을 조사·심리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피처분자가 법원 등의 사법기관에 불복을 다툴 수 있는 형태로 운용되는 행정재결형과, 경쟁

법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절차에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하여 그것이 인정되면, 사법기관에 제

소하여 위반 여부와 그 인정 시 구제책에 대한 판단을 받는 형태로 운용되는 사법재결형으로 나

눌 수 있다. 그러나 경쟁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제재는, 소추기관이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고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심판하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제

재되는 점에서는 양자의 차이는 없다.59)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주관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하고 행정적 처분으로서 시정명령(동법 제5조 등)과 과징금(동법

제6조 등) 및 이행강제금(동법 제17조의 3) 등을 부과하고, 형벌(동법 제66내지 69조)을 부과하기

58)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년, 15면.
59) 김두진, “한국독점규제법의 집행”, 「경쟁법연구」, 제12권(2005), 한국경쟁법학회,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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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동법 제71조)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규제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법무부 독점규제

국(DOJ)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셔먼법에 따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

하고, 또한 클레이튼 법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 독점규제국과 연방거래위원회 간에 그들의 집행권한을 분담하는 공식적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두 기관은 각자 과거에 조사를 했거나 소송을 수행했던 특정

산업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60) 
미국 경쟁법의 공적 집행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절차로서 FTC법에 따라 동의명령절차

와 정식 심판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위원회의 심사·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이 존재하여 배제

조치(cease and desist order)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

와 배제조치를 합의하여 동의명령(Concent order)에 의한 배제조치를 명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심판을 개시키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결정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으로서 심판절차가 개시되며, 입회심사관이 원고, 피심인이 피고, 연방인사관리국에 소속된 행

정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이 심판관의 위치에서 3자간 대심적 구조의 심판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된다.61) 
특히 미국 경쟁법의 공적 집행의 특징인 동의명령에 따른 사건처리의 간소화 및 효율화의 추

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주의, 직권주의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의 입법모

델로서 분석 및 답습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2)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구제)제도
경쟁법의 사적 집행, 즉 사적 구제는 사인이 경쟁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가 자신의 사적 권리를 보호·실현하는 절차(私訴; private suits)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현실

적으로는 금지명령(Injuction)과 손해배상의 청구로 대표된다. 전자는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인이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일반 사인이 사후

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전자는 사전에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후

자는 사후에 위반행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반행위의 반복발생을 억

제하는 기능을 한다.62)

그러나 우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63) 

60) 예를 들면, 독점규제국은 전형적으로 항공, 철도와 같은 운송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의 합병심사를 
담당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대체로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산업, 의약산업, 의료.건강 산업 
등에 집행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주 정부 검찰총장 역시 연방 독점규제법 집행권한을 보유한다. 연
방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 조사는 법무부 독점규제국이나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연방 독점규제 당
국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 정부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Guide to Antitrust Laws (http://www.atg.wa.gov/antitrustguide.aspx), 2011. 1. 23. 최종방문. 
61) 신영수, “입법모델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효용과 한계”, 「법학논고」, 제27집(200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27-328면.
62) 김두진, 앞의 논문(각주 59), 225면.
63) 그러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금지청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송상 주장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관계에 있는데, 피고의 계약종료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계약의 강제이행의 한 방법으로 금지청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원·피고 사이에는 종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피고의 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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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동법 제56조, 제57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적 집행제도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경쟁법의 집행은 공적 집행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 의해서도 집행될 수 있다. 
전체 독점금지소송의 95퍼센트 정도는 사적 소송에 의하여 제기 될 정도로 활용되고 있어, 선별

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고, 국지적·일시적이거나 명백하지 않은 위반에 대하여 활발히 발동되지

못하는 점 등의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해준다고 평가되고 있다.64) 
미국에서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경쟁법을 위반한 사업자 때문에 “사업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

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는 3배의 손해배

상과 소송비용 외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더욱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는 금

전적 손해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의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하도록 하는 사전(事前)금지청구(Injuction)도 가능하다. 사실 경쟁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개인이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

다.65)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관여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 전

담주의를 포함하는 공적 집행제도 자체의 한계를 사적 구제제도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자원의 집행력의 한계를,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인이 주도하는 사적 구제제도를 통하여,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을 받아냄으로써, 배상뿐만 아니라 위반의 억제라는 공정거래법의 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의한 공정거래법의 이원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때, 전

체 입법목적은 더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사적 구제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에게 손실보전의 기회를 주고, 타인에 의하여 침해받은 권리를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자

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사명이고,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 위반행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결과적으로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적 구제의 확립이야 말로 현대적인 법

치국가로서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66)

2.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문제점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지

적재산권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이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면서, 공

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의 판단요건과 위법성 심사시의 고려사항 등을 밝히고

금지청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소송방식은 빈번하게 이루어져 관련 판결들도 상당수 존재
하나, 후자의 소송방식은 그 사례가 적고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김차동, “금지
(유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6집 제4호
(200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26-227면.

64) Herbert HovenKamp, supra note 35,  p. 602.
65) Guide to Antitrust Laws (http://www.atg.wa.gov/antitrustguide.aspx), 2011. 1. 23. 최종방문.
66) 谷原修身, 「独占禁止法と民事的救済制度」, 中央経済社, 2002年, 238頁. 김두진, 위의 논문(각주 

59), 226면 각주8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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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특허풀 운영과정에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

위, 기술표준화 과정에 의도적으로 관련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술표준 선정이후 현저히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특허소송의 남용과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주요영업

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등을 특허권 남용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위반사례였던

심결례를 변형하여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범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지

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공정거래법을 집행한 실적은 그

수가 많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의 미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산업은 급변하므로 신속한 구제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조치, 그리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

결에 이르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적시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인력부족 및 과다한 집행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로 마

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결67)은 메신저(MSN)에 대한 부분은

2001년 9월 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에 의해,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MP)에 대한 부분은

2004년 위원회의 직권인지와 리얼네트워크의 신고에 의해 개시되었는데, 2006년 2월 24일에야 공

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나왔으며, 이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

다가 2007년 10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포기로 종결되었다(총 6년여 소요). 이 사건에서

마이크로 소프트는 항소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

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면 수년간 독점상태가 방치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이의 해결을 하지 못한 결과 다음메신저는 시장

에서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의 특성은 일단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미국과는 달리 실손

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항상 과소배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가 발

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하여 후속 사업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된 사

업자에게는 적절한 배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자에 대한 억지력도 크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구제에 미흡하다. 공정거래법 제

57조68)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

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전혀 손해액의 입증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손

해액에 관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69) 그러나 우리법원은 위 MSN사건에서 손해를 입

67) 공정거래위원회 2006. 2. 24. 의결 2006-42.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한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68) 우리 민법상 손해의 입증을 위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입증과 실재상황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데(차액설), 이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손해액 입증책임을 감경
하는 것으로 2004년 제57조를 개정하였다.

69) 김차동,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의 변경 및 그 보완방안”, 「경쟁법연구」, 제11권(2005), 한국
경쟁법학회,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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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MS사의 끼워팔기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70)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스 및 윈도우즈 3.1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PC
제조업자들에게 끼워팔기를 강요하여, PC 운영체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음을 이유

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마이크로소프트측과 동의판결(Consent decree)71)을 통해 사건을 조

기 종결시켰었다.72) 그리고 Dell Co. 사건73)에서는 Dell이 표준설립기구인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에 참여하여 산업표준기술을 개발하였는데, 후에 베사의 로컬버스(VL-bus)74)

가 당해 산업계의 기술표준으로 승인을 받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당해 표준기술

에 포함되어 있는 자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쟁이 위축되

자 FTC는 “표준설정 기구에 특허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조직이 문제된 기술을 표

준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였다면, 그러한 표준으로부터 얻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하는 것은 FTC법

제5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착수하였고, 이에 Dell은 산업표준에 포함된 특

허기술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통해 사건을 종결지

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쟁법 사건이 동의명령 또는 동의판결에

의해 해결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갖춤으로서

집행력이 강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남

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억지력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구제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집행제도의 보완: 제도의 도입

(1) 공적집행제도의 보완: 동의명령제의 도입
1) 동의명령제의 의의

동의명령제란 경쟁법 수범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에 의한

일차적인 위법판단이 전제된 후, 행정기관인 경쟁당국이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경쟁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에 대하여 경쟁당국과 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정방

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쟁당국이 동의명령을 발함으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쟁법의 공적 집행방

식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다.75) 

70)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2006가합24723 판결.
71) FTC는 동의명령(consent order), DOJ는 동의판결(consent decree)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DOJ는 FTC와 달리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만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차이에서 연원한다. 
그러나 양자 간에 효력상 중요한 차이는 없다.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비교사법」, 제16권 4호(2009), 313면 각주 8번.

72) U.S. v. Microsoft Corp., 312, U.S. App.D.C. 378, 56 F.3d 1448(D.C. Cir. 1995).
73) In re Dell Computer Corp., FTC Docket. No. C-3658, (May 20, 1996). 
74) 486급 컴퓨터 CPU 및 주변기기를 운용하는 메카니즘.
75) 신영수,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동의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2005), 

한국기업법학회, 490~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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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인식하고 내리는 정식 시정명령과 달리, 동의명령은 법

위반사실의 확인없이 수범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내려진다는 점에서, 시정명령과 동의명령의 관

계는 흡사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과 화해의 관계와 같다.76)

일반적으로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집행의 목표는 위법으로 주장되는 경쟁 침

해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유지

되었을 경쟁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경쟁법 위반 사례들은 경제적 파장이 크고 복잡하

여 위법의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 및 이해 당사자 간 위반 내용과 효과를 둘

러싼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

다. 따라서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앞서 지적한 법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동시에 당사자

모두에게 소모적인 소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요구된다. 
동의명령제도는 이러한 요구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조속히 차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 상태를 유지시키고, 
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여 협조적 경제체재의 구축을 실현할 수 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경

쟁법 위반 관련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송과정에서

초래되는 기업이미지 손상과 같은 사업 손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에게 긍정적 효과를 부여한다.77)

2)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에 있어서 동의명령제 도입의 필요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영역은 산업별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식별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경쟁촉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한 경우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당해 조

항에 대한 수정방안을 찾기 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직접 경쟁제한적인

조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것이 타당할 경우 동의명령을 받아들이는 방

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라이선스의 거절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령하기가 곤란한데, 이 경우에도 동의명령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의명령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도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도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에 의한 경쟁사건

해결제도인 동의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 동의명

령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 관련규정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3) 도입추진중인 동의명령제도의 주요내용
 국회에서 2009년 2월 대안폐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2007년 개정안)에 포함된 동의명령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78) 

76) 김두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유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제23편 제2권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343면.

77) 홍준형·김정희,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7), 한국기업법학회, 357면.

78) 이하 김두진, 앞의 논문(각주 71), 3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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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정위의 법위반혐의 조사ㆍ심사과정에서 피조사인ㆍ피심인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 제출 동의명

령 신청(제51조의2 제1항).

(ⅱ) 심사관측은 피조사인ㆍ피심인이 신청한 ⅰ의 시정방안 검토 후 피심인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시정방

안이 일정한 요건 충족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잠정적인 동의명령 초안 마련(제51조의2 제2항, 제3

항).

(ⅲ)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 30일 이상의 기간 이해관계인에게 사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

나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제51조의3 제2항).

(ⅳ)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 ⅲ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그 의견 청취, 검찰총장과 협

의 절차 진행(제51조의3 제3항).

(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종합, 동의명령 필요성 및 구체적 내용 판단, 위원회에서 동의명령 부

과 의결(제51조의3 제4항). 

(ⅵ) 동의명령은 해당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가 동의명령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제51조의3 제

4항).

(ⅶ)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명령을 불이행하는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부과(제51조의4).

(ⅷ) 동의명령을 한 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명령 취소, 중단된 종전 심

의 계속 진행 가능(제51조의2 제5항, 제51조의3 제4항).

<구체적인 동의명령 절차 흐름도>79)

사업자의 

동의명령안 

제출(신청)

⇒

동의명령 절차 

개시여부 

결정(심사관의 

내용검토 후 

수용여부 판단)

⇒
동의명령

초안 작성
⇒

위원회 심사후 

동의명령(안)

결정

⇒

관계부처ㆍ이

해관계인 

의견수렴

(30일이상)

⇒
위원회 

심의ㆍ결정

4)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짧은 소견
 개정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부당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와 위반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형사처벌이 필

요한 행위(법 제71조 제2항)는 동의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행위는 동의명령을 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이며, 부당공동행위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 간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중대·명백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일괄하여 제외하였다. 전자에 대해

서는 동의명령제가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공적 집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는 동의명령이 아니라 정식 절차로 처리

하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51조의2 제1항에서

조사 또는 심의의 대상이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

는 경우는 동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 특히 지적재산

79) 김두진, 앞의 논문(각주 71), 356면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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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남용행위 중 경쟁제한성 판단이 수월하지 않은 수평적인 라이선스 계약이나, 특허풀(Patent 
Pool) 또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표준화 활동 등도 동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

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도(Leniency)가
존재하므로 동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 규제가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경성카르텔이 아닌 경쟁촉진적 효과를 수반하는 카르텔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명령의 적용필요

성이 있으므로, 동의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사적 집행제도의 개선: 사적 금지청구권의 도입
1) 사적 금지청구권의 의의 및 도입필요성

사적 금지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조사절차를 개시하였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민사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고 정의할 수 있다.80) 사적 금지청구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권한 일부를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인에게 일임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

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그 금지를 청구하는 점에서 ‘피해에 대한 민사

적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할 것이다.81)  
특히 시장진입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기존 시장 내

경쟁자들의 집단적 거래거절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진입이 좌절되는 경우, 그 거래

거절행위의 즉각적인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에 진입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포

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

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경제적 동기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 사후 금

전배상만으로는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할 것이다. 또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산

업구조가 급변하는 IT산업환경 등에서,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당사자들이고, 새
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빨리 느끼는 것도 경쟁 당사자인 반면에, 경쟁

당국은 이러한 변화 및 필요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이 늦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변화하는 경

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서 금지청구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이유 때문에 영미법계에서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 사인에 의한 금지청구가

인정되었고, 최근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구분 없이 특별입법을 통하여 인정하는 추세에 있

다.82)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2001년 개정을 통하여 사인에 의

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83)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이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왔으나, 위반행위의 금지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공익의 집행기관인 주무관청(공정거래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라는 견해84)가 제기되기도 하여, 아직까지도 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

80) 이봉의, “경쟁법 집행의 개선;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2004), 한국경쟁
법학회, 21면 참조.

81)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년, 28면.
82)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년, 12-13면. 
83) 일본의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은 제7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장에 제24조 금지청구권, 제25조 무과실손해배상책임, 제26조 손해배
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의 제한,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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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의 집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맡겨야 공익을 수호할 수 있다거나, 법집행의 효율성과 공

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찬동할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가 불복하는 경우, 결국에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법집

행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공정력

있는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빠른 시정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경쟁법 집행권한의 일부를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며(공익설), 경쟁법 위반으

로 발생한 사인의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사익설).85)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소송은 공익적 측면이나 사익적 측면

어느 한 가지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홀히 하였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더 쉽게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통한 확대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이는 피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의 사익과 공정한 경쟁상태의 신속한 회복이

라는 공익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복잡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불법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이의

도입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사적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가) 금지청구권자(원고적격)

금지청구제도가 기본적으로 사전적 구제수단인 점을 감안하면, 금지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

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민법 제763조, 제394조), 금지

청구권은 손해배상과는 달리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손해 또는 손실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 보충적인 제도라 할 것

이다. 그리고 금지청구제도가 경쟁자의 효율적인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제도의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와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법원에 접근하는 원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86)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하여 경쟁상의 피해(antitrust injury)를 입은 자는 이를 입증하

여 금지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Clayton법 제16조는 경쟁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나 손해의 위

협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인에게도 명문으로 금지청구의 소를

허용하고 있다.87) 금지청구는 임시적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과 구분되므로, 원고의

승소가능성이라는 요건은 필요 없고, 피고의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나 손해발생

의 우려가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88)

84) 이봉의, 위의 논문(각주 80), 1-26면 참조. 
85) 이러한 논의는 주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大橋敏道, “独占禁止

法の差止請求制度-法施行後6年目における判例と理論の問題点-” 福岡大学法学論叢, 52(1), 2007. 06, 
200-203頁, (http://www.adm.fukuoka-u.ac.jp/fu844/home2/Ronso/Hogaku/J52-1/J5201_0197.pdf), 2011. 1. 
25. 최종방문. 

86) 곽상현,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미국의 판례 및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07호(2007), 법조협회, 29면.

87) 윤세리,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사소제도”, 「경쟁법연구」, 제9권(2003), 한국경쟁법학회, 36면; 장
승화, 앞의 보고서(각주 8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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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제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

위에 의한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89) 불

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그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행위로 인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

고 있다. 이는 소액의 피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남소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지청구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 구제수단으로는 보충

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피고의 행위가 사전에 억제되는 등 금지소송이 인용되었을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악용의 소지도 있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공정거래법에 금지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

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회복 불가능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90) 
 

(나) 금지청구의 요건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공정거래법 위반자가 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나, 민법에서도 피해에 대

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금지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요건에서 금지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금지를 용인함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고도의 위법성을 요한다고 이해

되고 있어, 이는 금지소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금지청구소

송의 구체적인 경우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

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다

양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피해의 성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요소

가 인정되는 경우에 금전 배상에 더해 금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규 참여가 저

해되고 있는 경우 등 동법 위반 행위에 의해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공공의 이

익91)까지도 고려하여 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배상으로는 구제가 불충분한 경우, 가령 배타조건부 거래나 구속조건부 거래와 같이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거래의 기회를 잃거나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와, 침해

행위의 성질상 금전적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도 위의 범주에 포함해 금지를 인정하는 것

이 적당할 것이라 생각된다.92)

88) American Bar Association, Antitrust Law Developments(Fifth edition, Volume I.), 2002, p. 889. 윤세리, 
위의 논문, 36면에서 재인용.

8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http://www.jftc.go.jp/dk/lawdk.html#D7). 2011. 1. 23. 최종방문.
90) 곽상현, 앞의 논문(각주 86), 30면.
91) 미국 형평법상 금지청구권을 용인하기 위한 요건은 적절한 구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고통의 형

평,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MercExchange, L.L.C. v. eBay, Inc., 275 F. Supp. 2d 695, 
711-715(E.D.Va. Aug. 06, 2003).

92) 장승화, 앞의 보고서(각주 82), 2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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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적 금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달리 과거에 발생한 손

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영역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장래에도 계속되는 것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의해 이미 손해를 입었으며, 당해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될 때와, 현 시점에서는 동법 위반 행

위에 의한 손해는 없지만 가까운 장래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될 때, 모두
금지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금지청구에 대한 다른 법률의 입

법의 태도는,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모두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실제 손해 발생

이 금지를 인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손해가 발

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 금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장래의 확대손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93) 

(다) 금지의 범위와 내용

금지명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원이 어떠한 내용의 금지명령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국

클레이튼법 제16조는 단순히 ‘금지 구제(injunctive relief)’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은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 24조에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 금지청구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금지의 내용은 해당 개인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범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도 그 효과가 미칠 수도 있으나, 위 명령으로

인하여 사익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익도 회복되기 때문에, 공익 실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 부합될 수 있다.94)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적 금지의 내용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익 침해 행위

에 대한 중지가 원칙이지만, 금지에 의한 구제를 유효한 것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원고)의 유효한 구제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인정할 필

요성과,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해자(피고)의 부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95)

IV. 결 론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창작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독점·배타권이라고 할지라도 지적재산권법제

의 정책적 목적인 기술과 문화의 활발한 이용 및 이를 통한 문화·기술의 발전 즉, ‘지속적인 혁

신의 유지에 의한 공공이익의 증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96)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 이익은 기

93) 장승화, 위의 보고서(각주 82), 21-43면 참조.
94) 東出浩一, “独占禁止法違反行爲に対する私人による差止訴訟制度の導入について”, 公正取引(580), 

4-10(1999), 13頁.
95) 金炳学, “知的財産権侵害差止請求における訴訟物の特定と執行手続について”,　 法政研究 72(3), 九州

大学(2006), 633-635頁(http://ci.nii.ac.jp/els/110006263570.pdf). 2011. 1. 2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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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deceive)이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97)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지적재산

권은 그 보호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벗어나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이를 규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 지속적인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따

라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존립목적을 유

지하여 창작과 기술의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

정한 제재를 함으로써, 경쟁의 촉진과 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상품성은 물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상품시장도 넓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남용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는 공정거

래법의 위반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여 시장참여자의 불안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

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양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의 본래적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지적재산권의 행사유형은 매우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어,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

권이 출현하기도 한다. 저작권의 행사유형은 과거 CD 등 저장매체를 이용한 것으로부터 전송을

이용한 스트리밍서비스 등으로 발전하여 왔고, 특허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단순한 실시허락에서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와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공동행위유형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표준기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명확한

기준의 제시는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이용하는 자들 모두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결국 사회적 간접비용의 증가로 귀결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의 남용적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그 자체에 있다할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 제59조가 가지는

모호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법집행이 저해되고 있고,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행정기관에만 일임함

으로써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결국 규제의 시의성과 실효성이 확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적재산권법의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위반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공

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이해관계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만으로는 행위자의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므로, 사적 집행의 강화 및 상대적인 역할 증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96) 우리 지적재산권법제는 저작자와 발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와 창의적 경제활동
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통해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국
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127조의 수권에 의해 제정되었고, 미국의 경우도 헌법 제1조 제8
항 제8절에 ‘과학과 예술의 진보(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를 위해서’ 특허와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1, §8, cl. 8.

97) Cedric A. D’Hue, Disclosing an improper verb tense: Are scientists knaves and patent attorneys jackals 
regarding the effects of inequitable conduct?, 14 U. Balt. Intell. Prop. L. J. 121 (2006).

   (http://www.lexisnexis.com/ap/academic), 2011. 1. 2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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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러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기능에 충실하여, 당사자들이 사적 금지소송 등을 통한 사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는 데 대한 보완적, 후견적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할 것이다. 
또한 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화하는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실을 식별해내고 경쟁촉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권자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자의 손해의 적절한 구제를 기대하기도 힘

들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게 하고, 타당한 경우 동의명령을 발함으로서 사업자의 규제가 아닌 피해자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구제책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규제와 함께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에 아무리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의 적절한 적용과 집행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는 형해화 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구제수단의 설계를 보

완하여야 한다. 즉 동의명령제와 사적금지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을 공

정거래위원회 혼자의 역할로만 맡겨두지 않고, 해당 사업자와 법원이 함께 각 제도의 목적과 사

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해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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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비판과�대안의�제시

김두진

    � �<토론문>



토론문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 두 진

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비판과 대안의

제시”에 대하여

손호진 교수님의 발표문은 전반부(Ⅱ)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

하여 지적재산권의 본질 일반론과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론을 통하여 설명하고,

후반부(Ⅲ)에서는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현행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내용의 것이다.

논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상충(conflict) 또는 교

차(intersection)에 관해서는 그간 수많은 문헌에서 다루어져왔다. 우리 경쟁당국의 이

에 관한 기본적 입장은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

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산

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1)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

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2)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3)고 본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공정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의

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4) 지적재산권 남용은 모든 권리남용이 그렇듯이 외양은 권리의 정당

한 행사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지만, 그 실질은 권리목적에 반하고 권리의 한계를 넘

는, 정당하지 않은 권리행사의 하나이다.

손교수님은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문제점으로서 ⅰ) 집행실적

이 많지 않은 점, 즉 과소집행을 들고, 그 이유를 ⅱ)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의

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0.3.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Ⅱ.1.

2)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

3)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Ⅱ.1. 

4)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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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에서 찾고 있다. 손교수님이 기술하신 것처럼 전자가 원인이고 후자가 결과인지, 

아니면 집행당국의 관련 법집행경험의 부족이나 법집행의지의 소극성, 특허청 등 다

른 정부부처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그밖의 다른 정책적 이유가 개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토론자는 손교수님이 지적하시는 양 문제점이 현재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

여서는 같은 의견이다. 후자(위 ⅱ)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손교수님께서 기술하

시는 것처럼 동의명령제의 도입이나 사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또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과 같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적재산

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과소집행에 전술한 것처럼 다른 이유가 별도로 있다면, 

집행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필요

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공적 금지청구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의 중심은 여기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위반행위(예컨대

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 예

상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특허괴물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이상주 상무님의 발표문은 사업과정에서 전형적으로 특허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특허권을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Non-practicing entities:

NPEs),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행위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Ⅱ)을 설명

하고, 특허권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한 후(Ⅲ), 이를 독점금

지법으로 규제하는 접근방법에 관하여 행위유형별로 설명(Ⅳ)하고 계신다.

이상무님은 특허권 남용법리에 의한 Patent Troll 규제의 한계(III.) 부분에서 “특허

권 남용의 법리와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는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소송상 항변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

다. 위 법리들은 남용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Patent

Troll이 소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근거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Patent Troll

의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술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대비하여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V.)의 경우에 남용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호진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다루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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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독점금지법 집행의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부분[IV. 1. (5) 1) 단순 실시허락 거

절행위 (나)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에서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Patent Troll의 경우 실시허락 거절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가 아닌 경

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끼워팔기 이외의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그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5), 또한 경쟁사업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보다 경쟁제한효

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IV. 3.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부분에서는 특허

권자들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와 반대로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와 피고간에 자신들의 특허의 보완적, 비배타적, 교차라이선스협정을 체결

한 것에 대하여 독점금지 위반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6)도 있다.

미국 독점금지법 적용 초기의 사례인 1931년의 Standard Oil 사건7) 판례는 그 후의

대규모 특허풀 사건들의 분석에 기초가 되었고, 후속사건들에서는 Standard Oil 사건에

서의 사실관계와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분석하여 결정된 중요한 사건이다.8)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풀에 속한 특허에 대한 실시료 설정이 그 특허들의 라이선싱에 관한 경쟁

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특허풀은 오직 그 포함된 특허

들이 어떤 산업(이 사건의 경우 개솔린 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만 경쟁을 위협할 수 있

다고 하고, 이 사건에서의 석유分溜(cracking)특허는 그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5) 예컨대 1990년 대한항공의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1993년 동양맥주의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2001년 

포스코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2007년의 에스케이텔레콤의 멜론 사건, 2007년 티브로드(주)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우리홈쇼핑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2007년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에 대한 사

업활동방해행위 등 참조.

6) United States v. Gemstar-TV Guide International, Inc., No. 1:03CV00198 (D.D.C. 2003) (final 

judgment), www.usdoj.gov/atr /cases/f200700/200731.htm.

7)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83 U.S. 163 (1931).

8) 이에 관해서는 김두진, “특허풀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경쟁법연구 제11권 (2005.4) 39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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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특허풀들에 대하여 승인한 사례는 발표문에서 소개

된 DVD 특허풀, 3G 특허풀을 포함하여 5개가 파악되고 있다.9) 반면 경쟁당국에 의하

여 독점금지위반으로 인정된 특허풀형성 사례도 있다.10)

9) Letter from Joel I. Klein,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Letter to Garrard R. Beeney, Esq.(1997.6.26), at: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1170.htm(MPEG 특허풀); Letter from Joel I. Klein,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Letter to Garrard R. Beeney, 

Esq.(1998.12.16), at: http://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121.htm (Philips의 DVD 특허

풀); Joel I. Klein,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Letter 

to Carey R. Ramos, Esq. (1999.6.10), at: http:// www. 

usdoj.gov/atr/public/busreview/2485.htm(Hitachi의 DVD 특허풀); Letters from Charles A. James,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Letter to Ky P. Ewing, 

Esq.(2002.11.12), at: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00455.htm (3G Patent Platform 

Partnership); Letters from Charles A. James,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to Douglas W. Macdonald (2002.10.7), at: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00310.htm(American Welding Society의 robotic welding 

cells standard).

10) In re Summit Tech., Inc. & VISX, Inc., No. 9286 (FTC 1998.3.24) (complaint) at: 

http://www.ftc.gov/os/1998/03/summit.cmp.htm (Summit Complaint); In re Summit Tech., Inc. & VISX, 

Inc., No. 9286 (FTC 1998.8.21)(Agreement Containg Consent Order To Cease And Desist As To 

Summit Tech., Inc.), at: http://www.ftc.gov/os/1998/08/d09286suagr.htm;  In re Summit Tech., Inc. & 

VISX, Inc., No. 9286 (FTC 1998.8.21) (Agreement Containg Consent Order To Cease And Desist As 

To VISX, Inc.) at: http://www.ftc.gov/os/1998/08/d09286viagr.htm; United States v. Gemstar-TV Guide 

International, Inc., No. 1:03CV00198 (D.D.C. 2003) (final judgment), www.usdoj.gov/atr 

/cases/f200700/200731.htm. 전술한 “특허풀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404-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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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관한�연구

이상주�

    � �<발표문>



특허괴물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1)

이 상주2)

I. Patent Troll의 개념 및 등장

1. Patent Troll의 개념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이 Patent Troll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그가 해
당 특허가 속해있는 시장에서 실제 영업 또는 행위를 하는가 여부다. 이에 더해 Patent Troll은 특
허권 이외의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로 제품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해당 
특허를 실제로 실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단순한 특허권 행사자와 달리 이미 존재하는 특허를 
취득할 뿐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일이 없으며, 특허변호사들이 조직의 주축을 이루면서 
특허의 실시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위협수단으로 이용하는 점을 그 개념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Patent Troll의 등장

(1) 미국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

1) 미국의 친 특허정책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특허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하게 됐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친 특허(Pro-Patent)정책의 실행에 나서게 됐다.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미국 특허청(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예산이 확
충되고 권한이 확대됐으며, ② 특허 재심사 제도와 특허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 특허법의 
개정이 시도됐고, ③ 생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신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허대상
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④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을 허용해 산업
부문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Bayh-Dole법4)을 제정했고, ⑤ 지적 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적극적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등 친 특허정책을 전개했다.5) 

〈그림 1〉미국 연방법원의 특허소송 건수 및 특허권 수 6)

1) 이 글은 필자의 같은 제목의 2010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분량에 맞게 편제한 것임

2) 변호사, 법학박사, 삼성전자(주) 해외법무팀 상무

3) 배진용, “특허권 관리회사의 현황과 적법성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제 25호 (2008), 32면 참조. 

4) 35 U.S.C. §§ 200-12 (2000).

5) 김민희, “미국의 Pro-Patent 정책: 지난 20년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지식재산 21》제 63호 (2000), 4

면.

6)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and US Courts Judicial Facts &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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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순회 항소법원 (CAFC)의 설치 
Patent Troll의 등장배경에는 특허법을 전담하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설치도 한몫 거들었다. 
1982년 의회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배타적 관할을 행사하는 ‘연방순회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원개혁
법’(the 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7)을 통과시켰다.8) 이와 같이 탄생한 연방순회 항소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지지하면서 특허침해자 또는 잠재적 침해자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했으
며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9) 

3) 부실특허의 양산
미국 특허청의 열악한 특허심사 환경은 부실특허를 양산함으로써 Patent Troll의 협상력을 증대시
키는 수단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매년 3천 명의 심사관들이 35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처리하
고 있으며,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1개의 출원에 대해 평균적으로 17시간에서 25시간만을 
투입하고 있다.10) 

4) 특허권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미국의 친 특허 정책과 아울러 1980년대 이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은 기업들이 특허권의 가치
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특허권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로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통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수
익 이상의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발
생하기 시작한 이른바 ‘닷컴(dot com)산업’의 붕괴는 Patent Troll 탄생에 촉매제로 작용했다. 

7) 28 U.S.C. §§1292(c), (d), 1295(1988).

8) See Chu, M., An Antitrust solution to the new wave of Predatory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33 Wm.
& Mary L. Rev. (1992), pp.1348～1350.

9) See Id., p.1351.

10) Chan, J. & M. Fawcett, Footsteps of the Patent Troll, 10 Intell. Prop. L. Bull. (200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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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미국의 특허거래 시장 규모 11)
단위: 달러

연도 2003 2008 2009 2013(추정)
거래규모 3억 15억 8억 15억

(2009년도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 특허거래 감소)

5) 특허침해소송의 특성
미국에서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른바 3배 배상
(treble damages)이 명해질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상품에 대해 특허발명이 이바지하는 부분이 극
히 적음에도 침해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으로써 다액의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방향으로 화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절차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중, 절차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소송절차다. ITC의 결정은 미국 특허권 침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 후 
판매라는 337조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수입 등의 중지를 요청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의 압류가 가
능하다. 나아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제 3자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일반배제명령(General Exclusion 
Order)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미국 국내로 수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제조업체나 또는 
그러한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로서는 미국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될 경우 회사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Patent Troll은 이러한 ITC 소송절차를 이용해 표적 기업들에게 패소 시 부담감을 느
끼게 함으로써 고액의 라이선싱을 요구하거나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ITC의 신속한 절차는 Patent Troll에게 비용의 회수와 수익창출을 조기에 가능하게 함으로
써 특허소송을 제기할 매력을 안겨주었다. 

〈그림 2〉로열티 수익의 연도별 현재 및 미래가치
 IRR 15%, 백만 달러

11) Gartner (2009. 6.)

12) 김기영,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Law & Technology 제4권 제4호 (2008), 49～5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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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로열티 수익 10억 달러의 현재 및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단 그래프는 
Patent Troll에게 지급할 10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시기를 늦출수록 현재가치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의 기대치 범위 내에 있는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15%를 사용해 계산하면, 소송이나 협상지연으로 5년 뒤에 10억 달러를 지급할 경우 
그것의 현재가치는 원래의 절반 이하인 4억 9천 7백만 달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하단 그래프는 
현재가치 10억 달러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요구되는 미래 로열티를 나타낸다. 즉, Patent Troll의 
희망인 현재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5년 뒤에는 그 두 배 이상인 20억 1천 1백만 달
러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Patent Troll은 소송의 장기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며, 단축 절차인 ITC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 통신 등의 영역에 기반을 둔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설립돼 
번창하다가 도태되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이 다수 개발돼 특허출원
으로 이어지게 됐으며, 그렇게 창출된 특허들은 기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무
엇보다 국내 전자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동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점은 Patent Troll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고 있다. 
또한 Patent Troll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된다.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최종판결의 리스크에 더욱 주목
한다. Patent Troll이 청구하는 금지행위가 미치는 영향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시장가치를 상회하
는 상당한 리스크를 내재하기 때문에 소 제기 자체로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최종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에서도 미국과 같은 3배 배상제도가 허용되지는 않으나 침해자의 수, 사업규모, 침해된 특허권
의 내용에 따라 그 청구액 및 인용액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현재 법원이 가처분이나 금지청구를 신중하게 발령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지청구와 
관련,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특허법 제 126조는 그 발령에 있어 형평법상의 요소 등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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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 및 발명자의 보호에 관
한 법원의 태도에 따라 금지명령이 좀더 쉽게 발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13) 
오히려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
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 225조 제 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위 특허침해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 230조 제 1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특허침해죄를 범하는 경우 그 행
위자가 처벌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Patent Troll로서는 고소의 제기 또는 그 취소를 협상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4) 뿐만 아니라 특허법 제 231조 제 1항에서는 “침해행위
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물론 그 제품의 생산활동에 투여된 설비까지 몰수의 대상이 돼 기업에
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15)

II.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혁신의 저해: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의 부재

Patent Troll은 스스로는 연구개발에 임하지 아니하면서도, 실제로 새로운 발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해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다. 이는 혁신을 창출
해 내기 위해 존재하는 특허제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Patent Troll이라는 주체에 이전시키는 것
으로, 특허권 행사가 없었다면 사회가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16) 또한 Patent 
Troll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미 출원돼 있거나 등록돼 있는 특허를 취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러
한 Patent Troll의 전략은 결국 Patent Troll에 의한 권리행사가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발전에는 아
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2. 부당한 협상력의 행사 

 Patent Troll은 기업들의 사업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권을 이용해 실제로 연구개발에 종사하며 발
명과 혁신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사업 전부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징벌적 배상이나 침해 제
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명해지는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13) 위의 논문, 51면.

14) 최명석,  "한국의 Patent Troll, 그 현황과 전망", Law & Technology 제3권 제6호 (2007), 75면 참조.

15) 위의 논문, 75～76면 참조. 

16) See Helm, J., “Why Pharmaceutical Firms Support Patent Trolls: The Disparate Impact of eBay v. 

Mercexchange on Innovation” Mich. Telecom. Tech. L. Rev. (2006), pp.334～335.

- 39 -



때문이다. 
그 결과, Patent Troll은 특허권이 지닌 가치 이상의 것을 기업을 상대로 요구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된다.  Patent Troll의 특허권 행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는 기업들로서는 
Patent Troll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발명가가 그 특
허를 창출하기 위해 소모한 비용 내지 그 특허가 기업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뛰어넘는 것이
다. 이러한 Patent Troll의 행위는 결국 부당한 지대(地代)추구행위에 다름이 아니며 그에 따른 어
떠한 사회적 편익의 증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17)
 
3. 비용의 증가 

산업적 측면에서 Patent Troll은 사업 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에 비효율을 초
래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사업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을 예방하는 데 투입함에 따라, 사업의 성장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
는 자원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18) 이는 Patent Troll의 존재로 인해 시장에 상존하게 되는 불확실
성과 맞물려 상품이나 용역 공급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혁신의 저해라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19)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Patent Troll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먼저 Patent Troll의 활동은 발
명의 성과에 대한 사회의 접근을 제한한다. Patent Troll은 이미 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들을 상대로 중지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그 상품이나 용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재화들은 공급하
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소송에 따른 위험으로 인해 새
로운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의 개발에 대한 자원의 투입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상품과 용역에 대한 사회의 접
근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20)  나아가 Patent Troll의 존재로 인해 증가하게 된 사업
의 운영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
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는 소송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이나 특허의 실시허락에 따른 실시료뿐만 아
니라 가격인상의 형태로 전가되는 운영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21) 

4. 사회적 편익의 감소

기술을 공개하기만 할 뿐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Patent Troll의 활동은 사회적 편익의 감소를 가져
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22) 비록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적극적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타적 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권자의 권한은 생
산적 용도에 대한 특허의 이용과 발명에 따른 성과를 가능한 신속하게 사회에 제공할 것을 전제로 
17) See Id., p.337.

18) Rajkumar, V.,  The Effect of Patent Trolls on Innovation: A Multi- Jurisdictional Analysis,  1 India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8), p.36.

19) See Mcfeely, D., An Argument for Restricting the Patent Rights of Those Who Misuse the U.S. Patent 

System to Earn Money through Litigation, 40 Ariz. St. L. J. (2008), pp.306～307.

20) Id., p.307.

21) Id..

22) Id.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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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 때문에,23) 발명을 공개하기만 하면서 이를 상업화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사회 전체
가 누릴 수는 없도록 하는 Patent Troll의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미국 대법원은 의회가 
“생산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제조과정을 경제계에 도입하고 고용의 증가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발명가에게 유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배타적 특허권을 허락함으로써, 과학과 실용학문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헌법적 목적을 구체화했
다고 밝힌 바 있다.24) 

III. 특허권 남용법리에 의한 Patent Troll 규제의 한계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으로 논의돼야 할 것은 Patent Troll에 
대한 효과적 규제수단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Patent Troll의 출현 이후 Patent Troll에 의
한 특허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허권 남용의 법리
와 민법상 권리 남용의 법리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수단으로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들만으로는 Patent Troll의 특허권 행사를 적절히 규제하기에 부족
함이 있다. 
먼저 Patent Troll에 의한 권리행사가 종래 논의돼 온 특허권 남용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
지 의문이다. 물론 Patent Troll이 특허의 실시허락 등을 함에 있어 일괄실시허락을 강제하거나 특
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실시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
으나, 일반적으로 Patent Troll은 획득한 특허를 단순히 주장, 행사할 뿐 그 범위를 물리적이나 시
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법체계 내에
서 특허권 남용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
허권의 남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비록 대법원이 상표권의 남용을 인정하는 취지
로 판시한 적은 있으나, 상표권과 특허권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고려할 때 위 판시를 들어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 보인다.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 또한 Patent Troll의 특허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논리로서는 부족함이 
있다. 민법상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침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자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의 입
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는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소송상 항변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위 법리들은 남용행
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Patent Troll이 소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근거한 항변이 가능하
다는 것만으로는 Patent Troll의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설령 위 법리들이 받아들여져 Patent 
Troll이 패소한다 하더라도 침해주장의 상대방이 된 기업으로서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자원
과 시간을 소모하게 돼 결국 Patent Troll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받기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시장경쟁에 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23) Id., p.304. 

24) Kewannee Oil Co. v. Bicron Corp., 416 U.S. 47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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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이하에서는 Patent Troll의 행위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유형별로 독점금지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Patent Troll도 특허권자이므로 그동안 독
점금지법상 특허권 남용행위로 논의됐던 모든 유형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Patent Troll의 행위는 이 중 몇 가지에 집중돼 있다.  ① 실시허락 거절행위, ② 표
준화 과정에서의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 ③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 등에 대해 살
펴본 후, ④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Patent Troll의 공동행위로서 특허 풀 문제에 대해 살펴본
다.25) 

1.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1) 실시허락 거절행위의 유형

첫째 표준설정 과정과 관련, 자신의 특허를 표준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
허락계약 또는 실시료지급 유예계약을 체결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를 획득하고, 자신은 특허를 활용
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해당 특허가 포함된 산업표준이 채택된 후, 그 특허의 양도인
이 체결한 계약을 무시하고 해당 표준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예상
할 수 있다.26) 
둘째, Patent Troll의 행위로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이 제조, 이용 또는 판매하
는 제품에 필요한 모든 특허를 취득한 뒤 관련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진입자에게 실시허락을 거부
하는 행위27) 또한 발생할 여지가 많다.28)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마찬가지로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 이용, 판매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체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를 기다려 그 특허에 포함된 기술적 진보에 고착된 경우 그 주체
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상황은 어떠한 표준설정과 관련이 없
으며 양도인이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의 상황과 구별된다.29)

(2) 실시허락 거절의 위법성 ― 필수설비 이론

특허권자의 사적 자치가 우선됨은 독점금지법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실시허락을 할 것인지

25)  “Patent Troll Larry Horn of MPEG-LA Assembling VP8 Patent Pool”, OS news (2010.5.21) 

(http://www.osnews.com/story/23335/Patent_Troll_Larry_Horn_of_MPEG-LA_Assembling_VP8_Patent_Pool) 

(2010.6.10. 최종방문)

26)  Rosch, J. T., Patent Trolls: Broad Brush Definitions and Law Enforcement Ideas, Before the Newport 

Summit on Antitrust and Economics (2008), pp.2～3. 

27)  이러한 상황을 ‘특허장벽’(patent wall)을 형성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8)  Rosch, J. T., Patent Trolls: Broad Brush Definitions and Law Enforcement Ideas, Before the Newport 

Summit on Antitrust and Economics (2008), pp.2～3. 

2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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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의 핵심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한 특허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독의 
실시허락 거절 그 자체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30) 그러나 거래거절이 순수한 사업적 목적이 아닌 독점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듯이,31) 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절 또한 그로부터 예
상되는 경쟁제한효과를 근거로 일정한 경우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논
의가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단독의 거래거절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 중 하나인 ‘필수설비
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필수설비 이론이란 필수설
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기업과 경쟁하려는 기업이 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설비가 제
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통제권을 가진 기업이 그 접
근을 막은 경우 그 기업에게 독점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원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32) 
논의의 핵심은 특허권을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특허권의 영역에 대한 위 이론의 적용
을 긍정할 것인지, 만약 적용을 긍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하에 위 이론의 성립을 인정해 
특허권자의 권리와 독점금지법의 목적, 나아가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는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의 
공통된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다. 필수설비이론은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에 대한 
셔먼법 제 2조의 책임인정 여부에 관한 측면에서, 유럽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단
독의 거래거절의 성부와 관련해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3)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적 재산권 권리행사에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견해가 많
다.33)
필수설비이론의 필요성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은 연방대법원이 2004년 Verizon Communication 
Inc. v. Trinko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필수설비 이
론을 종래 인정한 바 없으며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제한 후, 설령 
그러한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은 필
수설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접근이 존재하는 경우 필수설비 이론은 적용될 여지
가 없으며, 규제기관이 설비의 공동사용을 강제하고 그 범위와 조건을 규율할 효과적 권한이 있는 
경우 필수설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34) 다만 이 사건은 지적 재산권의 실시허락 

30)  Pate, R.,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S.:Licensing Freedom and the Limits of 

Antitrust, 2005 EU Competition Workshop, pp.4～5.

31) 설민수, “지적 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저스티스》제 101

호 (2007), 65면 참조.

32) 위의 논문, 72면.

33) John Simpson & Abraham Wickelgren, “Bundled Discounts, Leverage Theory and Downstream 

Competition,” Am Law Econ. Rev. (2007); Joseph Farrell & Paul Klemperer, “Co-ordination and Lock-in : 

Competition with Switching Cost and Network Effects,” Economics Papers 2006-W07 Economics Group, 

Nuffield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2006); Robert Pitofsky, Donna Patterson & Jonathan Hooks,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under U.S. Antitrust Law,” 70 Antitrust Law Journal (2002); Gruber & 

F. Verboven, “The Evolution of Markets under Entry and Standards Regulation in the Case of Global 

Mobile Telecommunications,” 19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1).

34) Verizon v. Trinko, 540 U.S. 39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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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행위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실시허락 거절에 대한 연방대법원
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적어도 미국 셔먼법상 독점화행
위로서 거래거절과 관련해 필수설비 이론을 독자적 법리로 인정할 필요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
한 판결이라고 해석된다.35)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표준기술 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절행위
라 해서 훨씬 완화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판결이 필수설비 이론에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이를 폐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법원들은 계속 필수설비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36)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필수설비 이론에 의하지 않고 독점기업의 거래의무를 설명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지적 재산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시도가 있었으
나 결국 전통적인 거래거절의 법리에 따라 판단됐다. 당분간 미국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4)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특히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필수설비 이론이 유형의 설비에 국한되지 않고, 판매망이나 지
적 재산권에까지 보다 폭넓게 원용되는 특징을 보인다.37) 즉, 유럽연합은 IMS 판결 및 Microsoft 
판결에 의해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되면 필수설비 이론을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표준기술 내지 사실상 표준기술을 필수설비로 보아 실시허락 거절행위를 규제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

특허권자의 부당한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① 단순 실시허락 거절행위, ② 과도한 조건을 붙임으로써 
사실상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 ③ 선착순에 의해 일정한 실시수량을 정해 
라이선스를 주고, 그 이후에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38) 이 중 대표적 
유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인데, 두 번째 유형은 다시 끼워팔기 등의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
위와 과도한 로열티 요구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순 실시허락 거절행위

(가) 법률의 규정

35)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보여준 태도는 미국에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존중될 것이며 거의 절

대적인 면책을 부여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Michael A. Carrier, Refusal to 

License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RINKO, 55 Duke LawRev. (2006), p.1209).

36) Metronet Servs. Corp. v. Qwest Corp., 383 F. 3d 1124, 1129〜30 (9th Cir. 2004) (필수설비 이론을 인정

하지만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cert. denied, 544 U.S. 1049 (2005); Nobody in 

Particular Presents, Inc. v. Clear Channel Communs., 311 F. Supp. 2d 1048, 1113 (D. Colo. 2004) (필수

설비 이론을 적용하면서 당해 사건의 피고는 단기적 이익을 희생해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한 이후에 장기적 독점

이윤을 획득하려 했기 때문에 Trinko 판결과 구별된다고 판시함).

37)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 19집 제 1권 

(2006), 9면.

38) Michael A. Carrier, Refusal to License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RINKO, 55 Duke Law Rev. (2006), 

pp.119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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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 5조 제 3항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 3조의 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
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필수설비’라는 용어 대신 ‘필수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만일 필수설비라고 할 경우 설비(facility) 개념에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재
(intangible goods)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에 관해 유럽연합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개정된 ‘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39)에서는 “부당하게 특정 사업
자에 대해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를 위법한 실시허락 거절행위로 규정하면서, “특히 거래거
절의 목적이 ①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②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이 사업활동에 
필수적 요소인 경우, ③ 해당기술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④ 기술표준과 같이 관련 
시장에서 해당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 ⑤ 자신이 해당기술을 실시할 의도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해 관련기술의 이용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판
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1.
나.(2)).

(나)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Patent Troll의 경우 실시허락 거절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가 아
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끼워팔기 이외의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그 경쟁제한효과를 입
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

(가) 법률의 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40)에서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
기준’ Ⅳ.3.라.(3)).
그리고 동 심사기준상 불이익 강제행위가 특허권 행사와 관련해 어떠한 행위태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실시범위의 제한,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 등을 예로 들고 있다(‘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1.나.(3)).
심사지침은 위법한 실시범위 제한의 예로, ① 실시허락과 연관된 상품(이하 ‘계약상품’이라 함) 
또는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거래수량, 거래지역, 그 밖의 거래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② 계약상품 또는 계

39) 제정 2000.8.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 개정 2010.3.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40) 제정 2000.9.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0～6호, 개정 2002.5.1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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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관련 시장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1.다.).
또한 심사지침은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 부과의 예로, ① 계약상품 가격의 제한, ②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 제한, ③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④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거래 제한, ⑤ 끼
워팔기, ⑥ 부쟁의무 부과, ⑦ 기술개량과 연구활동의 제한, ⑧ 권리 소멸 후 이용 제한, ⑨ 계약해
지 또는 분쟁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들고 있다(‘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1.나.(3)).

(나)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Patent Troll의 경우 실시허락 거절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가 아
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끼워팔기 이외의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그 경쟁제한효과를 입
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과도한 로열티 요구행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 없이 순수하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가격책정행위(excessive pricing)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외국의 시각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독점 가격 규제는 법원으로 하여금 공공요금 관리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아 매우 부정적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EC 조약 제 102조 (a)에서 
시장지배적 기업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부당한 구매 또는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과도한 가격을 규제해 왔다.41)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과도한 
가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독점이윤 획득의 동기가 혁신유인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가격규제에 관해 부정적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1호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용
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실제 규제한 사례도 있다.42) 그러나 역시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과도한 가격책정
행위 규제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순수하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는 아래 
제 3절에서 살펴 볼 표준화 과정에서의 기만적 행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1) General Motors Continental 75/75 (1975) OJ L29/14; British Leyland 84/379 (1984) OJ L207/11; 

London European-Sabena 88/589 (1988) OJ L317/47; United Brands Co, v. Commission, case 27/76 

[1978] 1 CMLR 429, paras 235～268; 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 v. Commission, case 

Tribunal-151/01 [2007] 5 CMLR 1.

42) 공정위 1999.9.3, 제99～130호 의결(9960독점0901). 과도한 가격책정행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규제사례로는 공정위 1998.6.9, 제 98～112호 의결(9804독관0559); 공정위 1998.11.4, 제 98～252호 의

결(9808독관1302). 그러나 이 사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들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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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1) 개 관

1) 표준화의 의의 및 기능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정한 기술분야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을 촉
진하기 위해 그 일정분야의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43) 여기서 표준이란 어
떤 상품이나 과정의 일반적인 모형에 대한 기술적 특성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44) 결국 경제활동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표준을 구성하는 제품, 공정, 체계 또는 과정 등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표준화의 과정을 구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45) 
산업표준은 현대 경제의 동력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46) 이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단일한 표준
이 설정돼 있는 경우 상당한 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의 설정은 시장에 대한 진
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서는 다양한 기
술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성이나 상호호환성 등에 의문이 있는 기술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47)
표준이 정립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의 발전 및 그 속도가 결정되기도 한다. 표준화는 
특히 네트워크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트워크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소비되는 상품
이 전체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는 효용이나 가치는 매우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터넷․통신 등 정보기술 관련 분야들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분야에 해당한다.48) 
이러한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갖는 상품과 동일 또는 동등한 상품을 구입하는 자가 증가하면 증가
할수록 그 상품의 가치 및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존재한다. 네트워크는 그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효용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9) 이러한 산업분야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표준설정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50)를 조직해 해당 산업분야에 통용될 수 있는 단일한 표준을 형성하기
도 한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갖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하부시장의 공급자들로 하여
금 설정된 표준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비재의 연구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51) 
43) 손경한․정진근,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비교사법 제 12권 제 2호 (2005), 722면.

44) 정영진, “표준화와 공정거래법: 지적 재산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Law& Technology 제 2권 제 6호 (2006), 18면. 

45) Hemphill, T., Technology standards development, Patent Ambush, and US Antitrust policy, 27 

Technology in Society (2005), p.56.

46) Suzanne T. Michel,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and Literary Property Course Handbook Series, Practicing Law
Institute Order No. 8816 (2006), p.6.

47) Hemphill, T., supra note 44, p.56.

48) 정영진, 앞의 논문(註 43), 18면 참조. 

49) 손영화, “지적 재산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법적용을 중심으로”,《비교사법》 제

8권 제 2호 (2001), 810면 참조. 

50) 표준설정을 위해 조직된 기구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서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외에도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See Hemphill, T., supra note 55, p.56). 

51) Wallace, J.,  Rambus v. F.T.C. in the context of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ntitrust, and the 

Patent Hold-up problem, 24 Berkeley Tech. L. J. (2009), p.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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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지체 행위(patent hold-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의 설정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혁신의 촉진과 효율성 및 소비자후생
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와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행위 내지 그러한 효
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먼저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간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경쟁제한적 공동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표준화 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실시허락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기술시장에서 담합이 조장될 수 있으며, 
집단적으로 제 3자의 표준설정기구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52)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해 경쟁제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특허지체’(patent 
hold-up) 현상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해당 산업분야는 그 기술의 이용에 ‘고착’(locked-in)된
다. 그런데 만약 특정 기업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들의 기술 이용이 배제된다면, 표준 설정을 통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는 발현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그 기업이 독점력을 갖는 결과가 발생한
다.53) 이러한 결과는 표준설정이나 그 협상과정에 특허권자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
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특허 대상이 되는 기술을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특허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
허권자는 특허 대상이 되는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 기술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설정된 표준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초 경쟁적
(supra-competitive) 수준의 실시료를 요구하면서 특허 대상인 기술의 이용을 금지하는 특허지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54) 
특허지체 현상을 야기하는 특허권자의 전략을 일컬어 ‘특허습격’ (patent ambush)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55) 이러한 특허지체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는 특허권자가 표준설정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조건,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특허에 대해 실시허락할 것임을 동
의한 뒤, 후에 그 표준설정기구에 참여한 주체들을 상대로 합리적 수준 이상의 실시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가 표준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자신의 주요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설정이 완
료된 이후에 과다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위 경우들 모두에서 특허권자는 실시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지명령의 신청이나 특허침해
소송의 제기 또는 그에 대한 위협을 활용한다.56) 
첫 번째 유형에 따른 특허지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이른바 FRAND 조건의 의미에 관한 통일
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표준설정 기구만이 위와 같은 조건들의 의미를 정의
하거나 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실시료가 합리적인 것인지 

52) 정영진, 앞의 논문(註 43), 20면 참조. 

53) Wallace, J., supra note 50, pp.663～664.

54) Id., p.664.

55) Hemphill, T., supra note 44, pp.56～57.

56) Wallace, J., supra note 50, pp.66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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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의 결정에 있어 판례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실
시료를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표준설정기구의 특허 공개규정에서 그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설정기구는 내부 규칙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관련된 특허와 특허신청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표준설정에 따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
다.57) 그러나 표준설정 기구가 보유특허 등에 대한 의무적 공개를 요구할 경우, 기업들이 계약위반
에 따른 책임이나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 표준설정 기구
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표준설정 기구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허의 자발적인 공개에 관한 기준만을 제시하는데,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표준의 설정을 기다리는 전략을 쓸 수 있게 된다.58) 
이러한 특허지체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표준 설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실현되기 어
렵다.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은 경쟁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해하는 악의나 기
망행위 등은 산업 전체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지
가 제한될 수 있다.59) 결국 특허지체 현상을 일으키는 특허권 행사는 경쟁제한효과를 낳을 수 있
다. 표준 설정과 관련해 미국에서 특허권자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났던 사례를, 공개
의무 위반의 경우와 FRAND 조건 위반의 경우로 나눠 검토한다. 

(2) 공개의무(duty to disclose) 위반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Qualcomm v. Broadcom

(가) 사실관계 
Qualcomm은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Broadcom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Joint 
Video Team 표준설정 기구에 의해 개발된 H.264 비디오 압축 표준은 자신들이 보유하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채용한 것이므로, 위 표준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한 Broadcom은 자신들의 특
허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Broadcom은 Qualcomm이 표준설정 과정에서 공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 특허에 대해 ‘유예’(waiver)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즉, Qualcomm이 JVT의 
협상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특허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집행에 나설 수 없
다는 것이었다.
위 소송과 별개로 Broadcom은 뉴저지 지방법원에 Qualcomm이 셔먼법 제 2조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을 제기했다. Broadcom은 CDMA 표준에 적용되는 1천
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Qualcomm이 표준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① 휴대전화 제조업자들
이 Qualcomm의 경쟁자로부터 칩셋(chipset)을 구입하려 할 경우 가격할인을 축소하겠다고 위협
했고, ② Qualcomm으로부터만 칩셋을 구입하는 경우 실시료를 할인해 기업들을 유인했으며, ③ 
3G 기술표준 또한 Qualcomm의 특허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표준설정기구를 조작했다고 주장
했다. 

57) 정영진, 앞의 논문(註 43), 20～21면 참조.

58) See Wallace, J., supra note 50, pp.665～666.

59)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n the Matter of Negotiated Data Solutions LLC, File No. 

051009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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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Qualcomm과 Broadcom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먼저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Broadcom의 유예 항변을 받아들여 Qualcomm의 
특허가 집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60) 이에 Qualcomm은 항소했으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표준설정기구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의도적인 은닉은 ‘진정한 유예’(true waiver)를 구성하지 않
으나, 표준설정 기구의 정책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비공개하는 행위는 
그 권리를 집행하려는 의도와 일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가 포기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묵시
적인 유예’(implied waiver)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관련 특허의 공개를 요구
하는 JVT의 정책을 알면서도 H.264 표준을 이용하는 제조업자들로부터 실시료를 획득하고자 한 
Qualcomm의 행위는 모든 H.264 관련 특허에 대한 유예 항변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판
단했다.61)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에서 또한 1심 법원은 Qualcomm의 표준설정기구에 대한 유도와 FRAND 조
건 위반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roadcom의 청구를 기각했다.62) 
Broadcom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Qualcomm이 독점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Broadcom
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클레이튼법 제 7조63) 위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64)

2)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

(가) 대체기술이 있는 경우
만약 문제가 된 특허기술이 공개됐더라면 다른 대체기술이 표준화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경쟁사업
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를 적용할 수 있다.65) 

(나)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만약 문제가 된 특허기술이 공개됐더라면 표준화 과정에서 FRAND 약정이 이뤄졌을 것이다. 따라
서 뒤에서 살펴 볼 FRAND 조건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FRAND 조건 위반의 경우

60) Qualcomm, Inc. v. Broadcom Corp., 2007 WL 2261799 (S.D. Cal. 2007).

61) Qualcomm, Inc. v. Broadcom Corp., 548 F.3d 1004 (C.A.Fed.(Cal.), 2008).

62)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2006 WL 2528545 (D.N.J., 2006).

63) 클레이튼법 제7조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No person engaged in commerce or in any activity
affecting commerce shall acquire, directly or indirectly,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tock or other share capital and no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hall acquire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assets of
another person engaged also in commerce or in any activity affecting commerce, where in any line of commerce or in any
activity affecting commerce in any section of the country, the effect of such acquisition may be substantially to lessen
competition, or to tend to create a monopoly).

64)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501 F.3d 297 (C.A.3 (N.J.), 2007).

65) ‘지적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심사지침’ Ⅲ.3.나.에서는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자신이 출원 또는 등록한 관련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한다.

- 50 -



1) 미국의 경우 - Rambus, Inc. v. 연방거래위원회

(가) 사실관계 
1992년 2월 Rambus는 컴퓨터 메모리 관련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기술의 표
준화를 진행하던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JEDEC은 1993년 5월 SDRAM(synchronous DRAM)에 관한 표준을 승인했는데, Rambus는 위 
표준에 적용된 4건의 기술 중 2건의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SDRAM 표준은 그 수용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JEDEC은 SDRAM 다음 단계의 기술인 
DDR SDRAM(double date rate SDRAM)에 관한 표준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1996년 6월 17일 Rambus는 “Rambus가 보유하는 기술을 실시허락하려는 조건이 JEDEC을 포
함한 표준설정 기구가 제시하는 조건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JEDEC에서 공식
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1999년 JEDEC은 DDR SDRAM 표준을 승인하게 됐는데, 그 표준에는 이전 2건의 기술을 
포함해 Rambus가 특허를 보유하는 4건의 기술이 포함됐다. 이에 Rambus는 DRAM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SDRAM과 DDR SDRAM 표준에 포함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표준에 따라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고지했다.

(나)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
연방거래위원회는 2002년 6월 18일 Rambus를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와 셔먼법 제 2조 위반으
로 제소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JEDEC의 운영규칙과 절차에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JEDEC의 표준설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특허와 특허신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데, Rambus가 
JEDEC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표준과 관련된 어떠한 특허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한 뒤 표준
의 개발과정에 맞춰 특허신청의 내용을 수정하고 표준이 산업에 채용된 이후 4년이 지나 특허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JEDEC의 운영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제한적이고 
배제적이라는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또 이는 Rambus가 보유하던 특허의 대상이 된 기술과 그와 경쟁관계에 있어 표
준설정 기구에 의해 채택될 수 있었던 대체기술들을 불법적으로 독점화 내지 독점화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불공정한 경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66)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는 Rambus가 JEDEC의 
규칙을 위반한 바 없으며, Rambus가 특허정보를 완전히 공개했다면 JEDEC이 다른 대체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위 결정은 다시 다투어졌고, 연방거래위원회는 특허가 완전히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JEDEC이 다른 
대체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 Rambus에 의해 입증돼야 하는 것이며, 
Rambus의 JEDEC 규정 위반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법판사의 위와 같은 결정을 파기
했다.67) 
66) 연방거래위원회는 Rambus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Rambus는 자사의 특허와 특허신청의 존재에 대한 

공개를 거절했는데, 이는 JEDEC의 참여자들로부터 잠재적인 표준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박탈한 것이

다 … 나아가 Rambus는 JEDEC에 참여함으로써 논의 중인 표준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고 자사의 특허가 표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신청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Rambus는 표준이 채택돼 시장에 고착

(lockedin)될 때까지 자사의 특허와 특허신청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다”

67) In the Matter of RAMBUS INCORPORATED, a corporation, 2007-1 Trade Cases p 75585, 2007 WL 

431522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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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연방거래위원회는 Rambus의 기만적 행위가 없었더라면 JEDEC이 Rambus의 기술을 기술
표준의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합리적인 실시료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실시허락에 관한 사전적 협상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JEDEC에 참여한 자들은 비용에 매우 민감해 기술
사용에 대한 실시료를 절감하는 것이 표준설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으며, 
당시 관련시장에는 Rambus의 기술을 대체할 경쟁기술 또한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Rambus는 불복,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다) 법원의 판단
본건에서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Rambus가 표준과 관련된 특허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68) 비록 본건의 경우 Rambus 스스로도 특허를 통해 4건의 기술시장을 독
점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Rambus에게 셔먼법 제 2조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려
면 Rambus가 독점력을 계획적으로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conduct)에 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만적 행위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그것이 경쟁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독
점금지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기만행위를 배제적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피고의 독점력을 창출하거나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해하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판시했
다. 또 Rambus가 그 의도를 완전히 공개했다면 JEDEC이 Rambus의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RAND 조건에 따른 실시허락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Rambus
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09년 2월 23일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대
로 확정됐다.69) 

(라) 평 가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셔먼법 제 2조 위반이 되려면 Microsoft 사건70)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점사
업자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Rambus사의 기만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쟁제한적이라 할 수 없고, 연방거래위원회는 Rambus사의 
기만적 행위가 없었더라면 JEDEC가 Rambus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배제적 효과를 야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거래위원회는 Rambus사의 기만적 행위가 배제적 
효과를 초래했다는 주장 대신, 특허(출원)기술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표준이 되도록 한 기
만적 행위 자체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Rambus사의 기만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일차적 쟁점이었지만, 만일 기만적 행
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셔먼법 제 2조를 위반하려면 그에 더해 경쟁제한 효과, 즉 배제적 효
과가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 Rambus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68) Rambus Inc. v. 연방거래위원회, 522 F.3d 456 (C.A.D.C., 2008).

69) 129 S.Ct. 1318 (2009).

70) U.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58 (C.A.D.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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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competition) 규정의 규율범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즉 셔먼법 제 2조의 
적용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기만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쟁제한행위로 인정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재차 연방거
래위원회법 제 5조 위반이라고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Rambus 사건은 이른바 특허지체(patent hold-up)에 해당하는 유형의 것으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한 획을 긋는 것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위 사건으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의 규율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비교적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 전단에 규정된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의 규율범위가 셔먼법 제 2조의 규율범위와 같다는 법원의 견해에 동의하
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만적 행위는 그 자체가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연방
거래위원회법 제 5조 후단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unfair acts or practices)에도 해당한다는 
새로운 해석론을 펼침으로써 법원의 상반된 견해에도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부시 행정부 이래로 극히 보수화돼 왔던 미국 정부의 독점금지법 집행방향에 대한 변화 노
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시각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독점금지법의 집행방향도 어느 하나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넓게 규율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확대
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Rambus 판결에서와 같이 비교적 기만성이 강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이 상당히 큰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입장은 IT산업에서의 표준설정이라는 특정 영역에 한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방
거래위원회법 제 5조의 적용범위를 좁게 보는 Rambus 판결에서와 같은 시각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성

(가) 대체기술이 있는 경우
만약 문제가 된 특허권자가 FRAND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대체기술이 표준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로 규
제할 수 있다.71) 

(나)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된 특허기술 외에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러나 표준화기구는 대체기술이 없더라도 당해 특허권자가 FRAND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표준화
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의사결정 함으로써 향후 대체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공정거래
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4호(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있
다.

71) ‘지적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심사지침’ Ⅲ.3.라.에서는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특허발명의 실시조

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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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1) 소 제기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특허권자는 설령 그 소송에 의해 경쟁제한 효과
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72) 그러
나 최근 기업들은 특허침해의 소 제기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함과 아울러 특허침해의 소 제기가 경쟁자에 대한 공격 내지 협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
다.73) 
이에 일부 특허권자들은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① 특허 청구항이 광범위하고 다양해 
당해 행위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② 특허권자와 침해
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침해주장의 상대방으로서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③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침해주장의 상대방에게는 소송 자체가 하나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74) 
그러나 “소를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은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경쟁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한 의도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독점금지법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포스너(Posner) 판사의 판시내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
이,75) 특허권자에 의한 소 제기가 경쟁제한 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구성한다면 
그것이 특허권의 행사에 해당함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 특허침해 소송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로 경쟁자의 제거, 경쟁자에 대한 위협, 경쟁자의 비용 상승, 진입장벽의 
창설에 따른 시장진입의 저지 또는 지연 등을 들 수 있다.76) 

(2) 소 제기의 유형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논의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무효인 특허(invalid patent)에 기해 경쟁
자를 상대로 이른바 약탈적(predatory) 혹은 배제적(exclusionary)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다. 무효인 특허에 기초한 침해소송의 위협 또는 제기는 경쟁과 혁신을 손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
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자에 의한 독점을 부를 수 있다.77) 
미국의 경쟁당국 또한 특허청에 대한 기망행위(fraud)를 통해 획득한 특허권의 행사는 셔먼법 제 2조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무효인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
72) ID Security Systems Canada v. Checkpoint Systems, 249 F.Supp.2d 622 (E.D. Pa. 2003).

73) See Chu, M., supra note 7, p.1352. 

74) Meurer, M., Controlling Opportunistic and Anti-Competitive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44 B. C. L. 

Rev. (2003), pp.512～516.

75) Grip-Pak, Inc. v. Illinois Tool Works, Inc., 694 F.2d 466 (C.A.Ill., 1982).

76) See Myers, G., Litigation as a Predatory Practice, 80 Ky. L. J. (1992), pp.586～596. 

77) Leslie, C., Antitrust and Patent Law as Component Parts of Innovation Policy, 34 Journal of Corporation
Law (2009), p.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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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거 없는 소송의 경우에도 셔먼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78)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유효한 특허권을 보유하는 자가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경쟁자를 상대로 객관적인 ‘악의적 소’(frivolous litigation)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79) 다시 말해 특허권자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해서 그가 독점금지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는 경쟁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소 제기는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상 위협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
니라 결국 혁신의 지연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모색할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것이다.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유형과 관련해 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erica Inc. 사
건에서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할 뿐만 아니
라 부당하게 경쟁을 축출해 내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가 관련시장에서 
충분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자라면 그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러므로 특허권자는 사기(fraud)를 통해 취득한 특허 또는 무효인(invalid) 특허를 집행하는 경우, 
특허 받지 않은 제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에 반해 특허를 이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overall scheme)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80) 

(3)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특허 출원인에게 미국과 같이 보통법상 사기에 기초한 출원과정에서의 
성실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특허소송으로 특허가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특허로 추정되
고, 선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시하지 않아 무효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무효가능성이 높
은 특허에 기초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당 특허소송이 미국식의 기망소송(sham 
litigation)으로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특허권 남용
으로 봐 민법상 권리남용원칙을 적용하거나 특허침해소송 중에 특허무효항변을 받아들여 무효화시
키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다.81)

4. 특허 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1) 개 관

1) 특허 풀의 의의
특허 풀(Patent Pool)이란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결합하기 위해 체결하는 다양한 

78)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upra note 71, p.32.

79) Leslie, C., supra note 76, p.1275.

80) 897 F.2d 1572 (C.A.Fed. (Cal.), 1990).

81) 정차호․차성민․최승재․황성필, “의약품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및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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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약정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82) ‘특허권의 상호실시허락 또는 제 3자에 대한 실
시허락을 목적으로 결합된 다수 특허권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83) 특허 풀은 최소한 두 
개의 특허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특허로 구성되는데,84) 둘 혹은 그 이상의 특허권자가 상호실시허
락을 위해 혹은 특허 풀 외부의 제 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허락하기 위해 각각의 특허권에 따라 보
유하는 배타적 권리의 독자적인 행사를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85) 
특허 풀은 별도의 특허권 관리주체를 두지 않고 특허 풀의 구성원이 각각 상호실시 허락하는 형태
로 이뤄지기도 하나, 최근 특허 풀들은 별도의 관리주체를 설립해 그 주체로 하여금 해당기술 분야
에 관한 모든 특허권을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6) 이러한 경우 특허 풀의 계약관계는 
참가당사자들 상호 간의 약정과 참가당사자와 특허권 관리주체와의 약정, 특허권 관리주체와 실시
권자 간의 약정 등으로 구분된다.87) 특허 풀을 구성하는 특허의 가치평가 방법과 특허의 실시허락
에 따른 실시료 분배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88) 

2) 특허 풀의 유형
특허 풀은 당해 풀에 포함된 특허권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① 경쟁특허(competing patents) 또는 
대체특허(substitutable patents)로 이뤄진 특허 풀, ② 보완특허(complementary patents)로 이뤄
진 특허 풀, ③ 차단특허(blocking patents)로 이뤄진 특허풀로 분류되기도 한다. 
먼저 경쟁특허 또는 대체특허로 이뤄진 특허풀이란 참여자들의 특허가 상호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특허 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권자들이 상호 간 화해, 조정을 위해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보완특허로 이뤄진 특허 풀에 포함돼 있는 특허들은 상호 보완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 상호보완적 특허의 가치가 개별적 특허의 가치를 상회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즉, 보완특허는 
상호 간 대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계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수요를 높
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89) 
마지막으로 차단특허란 서로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경우 이 특허들을 차단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들로 구성된 특허 풀은 주로 특허권자의 특허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
직되는 경우가 많다.90) 
이러한 구분은 특정 특허풀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상적으로 보완특
허로 구성된 특허 풀의 경우 비용 절감 등 친경쟁적 효과가 예상되는 것과 달리, 경쟁특허 내지 대
체특허로 구성된 특허 풀의 경우 관련시장의 독점 내지 사업자 간 담합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경쟁
제한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3) 특허 풀의 경쟁제한성
82) 오승한,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중소기업체의 방어적 특허풀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 20권 제 2호 (2008), 648～649면. 

83) 강수경, “특허권 사업화 촉진방안으로서 ‘Patent Pool’의 법적 문제“,《공법학 연구》 제 5권 제 3호 (2004), 

681면.

84) 정연덕, “특허 풀과 독점규제법”, Law& Technology 제2권 제6호 (2006), 34면.

85) 육소영, “특허 풀과 시장경쟁”,《상사판례 연구》제 19집 제 1권 (2006), 122면 참조. 

86) 강수경, 앞의 논문(註 82), 683면 참조. 

87) 오승한, 앞의 논문(註 81), 650면.

88) Carlson, S., Patent Pools and the Antitrust Dilemma, 16 Yale J. on Reg. (1999), p.368.

89) 육소영, 앞의 논문(註 84), 123면 참조. 

90) 위의 논문,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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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풀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특허 풀이 경쟁
관계에 있는 특허권자들 사이에 또는 그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사이에 담합을 조
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91) 다음으로 특히 산업표준의 설정과 관련된 특허 풀이 형성되는 경
우 더 낮은 실시료로 더 넓은 범위의 실시허락을 허용할 수 있는 다른 특허 풀과의 경쟁이 봉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이 특허 풀에 참여하는 경우 경쟁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동시
에, 하부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높은 가격설정이 가능하도록 외부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실시
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특허풀을 운영할 수 있다.92) 또한 표준설정에 있어 필수 특허를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특허들도 함께 실시허락 받는 경우에 한해 필수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
에 동의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93)
나아가 대체특허로 구성된 특허 풀이 형성되는 경우 특허 풀에 참여한 특허권자들은 경쟁기술 사이
에 가격경쟁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가격고정행위와 동일한 경쟁제한적 폐해
를 갖는다. 대체특허가 아닌 특허들로 특허 풀을 구성하는 경우 또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 해당 특허를 대체할 수 있는 특허가 특허 풀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외부에 존재하는 특
허가 배제됨에 따라 경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 풀에 실시권자가 원하는 차단특허
가 포함돼 있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차단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얻기 위해 통상 특허 풀 전체에 대
한 실시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특허 풀에 포함돼 있는 다른 특허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특허
권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특허 풀 외부에 경쟁기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미 특허 풀 전체에 대한 실시허락을 받은 자로서는 특허 풀 외부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94) 
한편 기술혁신과 관련, 장래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풀을 조직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
해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다른 참여자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의존하려고 해 결국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유인이 제거된다는 점이 경쟁제한 효과의 일부로 지적되기도 한다.95)

(2) 미국의 경우

1) 특허 풀과 미국의 독점규제
특허 풀에 대한 미국의 독점규제는 1980년 셔먼법 제정 이후, 지적 재산권법과 독점금지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원 및 경쟁당국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셔먼법 제정 초기에는 특
허법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법이 독점금지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미국 법원과 경쟁당국의 확고한 입
장이었기 때문에 1910년대 초반까지 일반적으로 특허 풀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배제됐다. 
대표적인 예로, 1902년 National Harrow 특허 풀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 풀에 참가한 특허권
자들이 실시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의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
한 권리행사라고 인정한 바 있다.
91) Nelson, P., Patent Pools: An Economic Assessment of Current Law and Policy, 38 Rutgers L. J. (2007),  

p.542.

92) Id.

93) Id.

94) Melamed, A., Lerch, D., Uncertain Patents, Antitrust, and Patent Pools, 2005 EU Competition Law and 

Policy Workshop/Proceedings, p.5.

95) 강수경, 앞의 논문(註 82), 682～6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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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특허 풀에 대한 경쟁당국과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 1912년 Standard Sanitary 
특허 풀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풀 협정이 참가기업들에 대해 최저 재판매가격, 재판매가격 및 비실
시권자에 대한 판매제한 등의 제한을 둔 것을 셔먼법 위반으로 봐 당해 특허 풀을 해체시킨 바 있
다. 또한 1931년 Standard Oil 특허 풀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풀 협정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
부를 평가함에 있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제한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을 채택하는 한편, 특허 풀 참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했다.
이후 다양한 특허 풀 및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과 경쟁당국은 독점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법무부가 기존의 특허 풀 및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에 
관한 전반적 평가를 거쳐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은 9가지 행위에 대해 원인 금지주의적 입장에 근
거해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른바 Nine No-No’s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특허 풀은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이후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정책과 지적 재산 정책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리의 원칙에 의해 독점금지법 위반 여
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원과 경쟁당국의 태도가 변화했다. 
그 결과 특허 풀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쟁촉진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데, 경쟁당국인 미 법무부와 연
방거래위원회가 1995년 공동으로 제정한 ‘지적 재산의 실시허락에 관한 독점규제 가이드라인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 가이드라인’이라 
함)’96)은 이러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 IP 가이드라인의 내용
IP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풀이 보완기술을 통합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차단적 지위를 해소하
고 비용소모적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경쟁적 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한다.97)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은 특허풀이 특정 상황에서는 경쟁제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 풀을 통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제한이 참여자들 사이에 경제
적 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 풀이 명백한 가격고정이나 시장분할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98)
특허 풀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특허 풀에서 특정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배제가 경쟁을 해하는 것일 수 있다. 통상 경쟁기술로 구성된 특허풀에서 배제된 경우로 ① 배제된 
기업이 실시허락 받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관련시장에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
풀의 참여자들이 관련시장에서 집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인
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경쟁당국은 그러한 참여의 제한이 특허 풀을 구성하는 기술의 효율적
인 개발 및 이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를 평가할 것이며, 관련시장에서 그러한 제한의 효과
를 살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99)

96)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

97) Id., p.28.

98) Id.
99) Id., pp.28～29.

- 58 -



특허 풀의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는 또 다른 상황은 특허 풀로 인해 그 참여자들이 연구개발을 방해하
거나 저해시켜 혁신을 지체시키는 경우다. 예를 들어, 현재와 장래의 기술을 최저비용 수준으로 각자에
게 실시허락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 풀 참여자들은 그들의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게 되고 다른 
참여자들의 성과에 무임승차(free ride)하게 돼 결국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100)

3) 경쟁당국의 특허 풀 승인사례

(가)  DVD 특허 풀
DVD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크게 두 가지의 특허풀로 양분돼 있었다. 그 중 하나는 Sony, Philips, 
Pioneer Electronics 등이 주축이 된 특허 풀(DVD 3C)이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1998년 위 특허
풀의 유효성을 승인했다.101) 위 특허 풀은 ① 필수특허의 통합을 예정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
게 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② 실시권자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제
시하고 있고, ③ 실시권자에게 개량발명의 역실시허락을 강제하지 않으며, ④ 특허 풀 참여자들의 
독립적 실시허락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나아가 Hitachi, Time Warner, Toshiba 등 6개 기업이 참여한 또 다른 특허 풀(DVD 6C)에 대
해서도 1999년 미국 법무부는 ① 위 특허 풀이 개방된 형태를 취한다는 점, ② 합리적인 실시료 
부과기준을 채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102) 

(나) 3G 특허 풀 
3세대 무선통신(3G) 플랫폼과 관련해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9개의 기업은 각각 
3G 플랫폼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 하나씩을 대표할 5개의 플랫폼 기업들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
른바 ‘3G 특허 풀’을 형성하려고 했다. 더불어 위 플랫폼 이외에 별도의 관리회사를 두어 각 플
랫폼에 공통된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① 모든 
특허가 보완특허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완특허의 통합을 추구하는 점, ② 독립된 특허 전
문가에 의해 필수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사되고 있는 점, ③ 그러한 전문가가 개별 기업에 고
용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관리회사에 고용돼 있는 점, ④ 관리회사는 5개 플랫폼의 사무 일
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며, 각각의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⑤ 구체적인 
실시료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금지되고 있는 점, ⑥ 플랫 폼이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
는 점, ⑦ 특허풀 참여자들이 독립적인 실시허락을 할 수 있는 점, ⑧ 필수특허에 한해 역실시허락 
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춰 위 특허 풀이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의 검색 및 거
래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103)

(3) 유럽연합의 경우

1) 특허 풀과 유럽연합의 독점규제
특허 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와 관련, 유럽 집행위원회는 2004년 개정 ‘기술이전 일괄면제규
100) Id., p.29. 

101) U.S. DOJ, “Philips-Sony-Pioneer DVD Business Review Letter”, December 16, 1998.

102) U.S. DOJ, “Toshiba-Time Warner DVD Business Reviw Letter”, June 10, 1999.

103) U.S. DOJ, “3G Patent Platform Partnership Business Review Letter”, November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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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104)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지 않고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105)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EU 경쟁당
국은 특허 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와 관련해 특허 풀 형성을 위한 협정 및 특허 풀 운영관리 측면과 
특허 풀을 통한 라이선싱 계약 측면으로 구분해, 전자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규
정을,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일괄면제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풀의 형성 및 운영을 위한 협정에 대해 당해 협정
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수에 관계없이 EC 조약 제 101조 제 3항의 일괄면제(Block Exemption) 대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풀 협정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경쟁당국
인 유럽 집행위원회에 해당 특허 풀 협정이 EC 조약 제 101조 및 제 10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전적 승인을 유도하고 있다.

2)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내용
유럽 집행위원회 또한 미국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특허 풀이 친경쟁적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비용 감소, 이중한계화(double marginalization)106)에 
따른 문제점 해소, 다수의 기술에 대한 일괄적인 실시허락의 제공 등을 특허 풀의 친경쟁적 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① 특허풀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할수록 경쟁제한효과가 더 
강해지고, ②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한 특허 풀은 반드시 개방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③ 특허 풀
이 제 3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억제하거나 대체 특허 풀의 형성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다. 
나아가 유럽 집행위원회는 특허 풀의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특허 풀을 구성하는 기술
의 특성을 중시한다. 특허 풀이 필수특허만으로 구성된 경우 참여자들의 지위에 관계없이 그 유효
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체기술이 특허 풀에 포함된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돼 
원칙적으로 EC조약 제 81조 제 1항 위반으로 간주되거나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07) 보완기술이 포함된 경우 또한 해당 특허 풀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한 EC조약 제 81조 제 1항 위반으로 간주
된다.
특허 풀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한과 관련해서도 위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상세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해당 특허 풀이 참여자 또는 실시권자의 가격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를 당연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또 참여자 또는 실시권자의 경쟁제품 및 표준개발의 자유, 독립적
으로 실시허락을 할 참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기술
의 출현 또는 퇴출을 야기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이 높다.108) 
한편 참여자나 실시권자가 획득한 개량발명을 특허풀에 의무적으로 실시허락 하도록 요구하는 이
104) Commission Regulation (EC No.772/2004), Office Journal of the EU, Apr.27, 2004.

105)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Office Journal of the EU, Apr.27, 2004.

106) 이중한계화(double marginalization)란 수직관계에 있는 상부시장, 하부시장의 두 기업이 동시에 독점가격을 설

정함으로써 두 기업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은 현상을 말한다.

107)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Office Journal of the EU, Apr.27, 2004, p.38.

108) 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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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Grantback’ 조항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실시허락은 비배타적인 통상실시권이
어야 하며 해당 기술이 특허 풀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기술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09) 
그리고 위 가이드라인은 당해 특허 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우 그 특허 풀은 실시료를 포함
한 기타 조건들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특허 풀은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10)

3) 평 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은 특허 풀 협정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경쟁제한 효과를 고
려해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이 특허 풀을 포함해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 계약상 존재하는 각종 제한조건들에 대해 엄격
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111) 
즉, 유럽연합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특허 풀의 경우 개방형이고 비차별적일 것을 요구함
과 동시에 특허 풀이 경쟁기술을 배제하거나 경쟁 특허 풀의 형성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
는 독점규제 일반원칙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다. 경쟁기술로 구성된 특허 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
진 폐쇄형 특허 풀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특허 풀을 통한 라이선싱 계약에 있어 실시권자에 대한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
지, 개량발명 역실시 허락의무(Grantback), 배타적 지역제한, 전용실시계약(exclusive licensing) 
등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허 풀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의 보장, 담합 가능성 차단, 사후적인 감독, 독립적인 분쟁해결 기제 
마련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4)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성

특허 풀 약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조건 등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 우선 합의의 존재여부
에 관해 특허 풀의 부속약정은 명시적으로 이뤄진 합의에 해당하므로 공동행위로 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당해 특허 풀의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
한 효과를 비교형량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여부
를 판단할 때 특허 풀의 구성기술, 실시형태, 운영방식 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가). 
또한 동 심사지침은 위법행위의 예로, ① 특허 풀 운영과정에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 수량, 지역, 
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② 특허 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실시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특
허 풀 운영과정에 다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 등을 부당하게 공유
하도록 하는 행위, ④ 특허 풀에 무효인 특허 또는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일괄실시를 강제하는 행위, ⑤ 특허 풀에 포함된 각 특허의 실시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현
109) Id.

110) Id.
111) 권영관,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6), 208면.

- 61 -



저히 높은 일괄실시료를 부과해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V. 마무리하며

Peter Detkin에 의해 고안된 Patent Troll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 자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 때
문에 그 용어의 폐기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특허권자들을 보다 
유형화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Patent Troll의 외연을 좁혀가되 규제대상으로서 Patent 
Troll이 갖는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Patent Troll이라는 용
어의 범주에 포섭되는 특허권자들은 특허가 갖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미국 전반의 친
특허 성향, 양산된 부실특허,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특허침해 소송의 특성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추
구한다. 특정한 특허권자가 Patent Troll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의 행위가 
거래비용을 늘리고 자원 배분을 왜곡해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Patent Troll로 인한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와 혁신 저해라는 위협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도처
에 널려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 분쟁 과열은 기술혁신 
저해, 산업성장 정체 초래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데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
통적으로 친 특허정책을 펼치는 미국 법원도 특허법상 무조건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제한, 손해배상 
기준 현실화 등 Patent Troll의 권리남용을 억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적
법한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이용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해 규제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미국법상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의 행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독자적
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거의 매년 반복되는 미국 특허법의 개정 시도 또한 
업계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판례 태도의 변화 또한 Patent 
Troll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통해 Patent Troll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존재하나, 권리남용의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과 그 적용에 있어 보충성이 준수돼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 또
한 유효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Patent Troll의 중대한 경쟁제한 및 불법적인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적
용하려면, 그 행위가 독점금지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Patent Troll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우선 Patent Troll의 행위태양을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앞장에서 Patent Troll의 행위유형별로 독점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을 
상세히 검토해 보았다.  Patent Troll은 그러한 행위유형에 따라 상당한 경쟁제한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을 통해 규제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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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는 이러한 Patent Troll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역기능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법논리적 측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라면 독점금지법 적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입법 취지 및 기능적 측면에서도 독점금지법은 특허법
과 마찬가지로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법체계다. Patent Troll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독점금지법은 특허권자의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독점금
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이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혁신의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특허법이 활용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의 협력적 적용이 혁신의 촉진과 소
비자후생의 증대라는 양 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이상, 그러한 의문은 타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Patent Troll의 경쟁제한적 특허권 행사를 독점금지법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의 오랜 
집행경험과 그간 확립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의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Patent Troll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저
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56조 제 1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정거래
법의 적용을 통해 특허침해주장의 상대방이 입게 된 피해의 보상은 물론 Patent Troll에게 실질적
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가 획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나아가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허
법 내부의 규제수단을 활용하거나 특허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금지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의 고유한 영역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실제
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주로 독점금지법을 통해 이뤄져왔다는 사실을 앞서 미국, EU의 여
러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다.

2010년 3월 31일 우리나라 공정위는 미국, 유럽 등 경쟁법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 남용에 대한 법
령 및 판례를 반영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법 위반 행위 유형별로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unfairness) 등으로 구체화해 위법
성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특허 풀(Patent Pool), 상호실
시허락(Cross License) 및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 행사 및 특허소송의 남용,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
한 합의에 대한 각각의 세부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개별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경험 누적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과연 어떠한 경우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한지에 대한 구
체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돼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Patent Troll의 행위에 대한 문제도 논의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Patent Troll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고찰하는 본질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최
적의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IT강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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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 연구를 통해 과다한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Patent Troll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독점금지
법의 적용에 관한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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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Patent Trolls

SANG-JOO LEE

 As the use of patent rights by Patent Troll can raise social costs and harm consumer 
welfare, proper measures against Patent Trolls should be taken to achieve the goal of 
patent law which is to stimulate innovation. Like the doctrine of misuse of rights in 
Korean civil law, the patent misuse doctrine could not function effective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Patent Trolls who are just alleging their patent rights with no 
intend to extend the scope of rights.

 Although there is an ongoing attempt to reform the patent act, it seems that the 
antitrust law is the only measure applicable to Patent Troll. Someone might argue 
challenging patentee's conduct as a violation of antitrust law could make things harder. 
However, based on the fact that patent law and antitrust law are sharing same goal, 
enhancing consumer welfare, and that both laws should work together to spur innovation, 
that patent law do not have any tools to restrict anticompetitive behavior, applying 
antitrust law to Patent Troll could be justified. 

 In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competition bureau has a diverse experiences 
related to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patent rights in context of sham litigation, 
standardization, unilateral refusal to license and patent poll. Those experiences might be 
worked as meaningful precedents for Patent Troll problem.

 As for now anticompetitive effects are inferred from Patent Troll's strategy to 
aggregate vast numbers of patents, Patent Troll's Ownership Structure supported by 
firms, Patent Troll's rent seeking behavior to take advantage of defects of patent 
system. If we could add the examples and facts about Patent Troll's structure and 
business, Patent Troll's behavior which could undermine the goal of antitrust law and 
patent law might be restricted properly by antitrust law.

Keywords: Patent Troll, Antitrust law, Patent Misuse, Sham Litigation, Standardization, 
Refusal to License, Patent Pool 

주제어:  특허괴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특허권남용, 기망소송, 표준화, 실시허락 거절, 특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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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과 제

- 특허괴물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I. 들어가며

위 논문은 최근 특허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Non-practicing entities (NPEs)들의 행위의 경쟁제한
성에 착안하여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법, 경쟁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공정거래법의 틀
에서 규제가능한지 여부를 논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논증의 과정에 판결과 심결등 구체적인 사례가 누락되어 있어 논리전개가 다소 추상적인 점은 
독자들의 이해에 장애가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논문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
요한 사례들을 모아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과정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실시허락거절의 위법성 ―필수설비 이론에 대하여

1. 미국의 사례

(1) Intergraph Corp. v. Intel Corp. 

1) 사실관계
별도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자체 개발해 이를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 제작에 이용하던 Intergraph 
Corp.(이하 ‘Intergraph’라 함)는 Intel Corp.(이하 ‘Intel’이라 함)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받게 돼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던 중 
Intergraph는 Intel의 고객 중 일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Intel은 
자신이 위 고객들과의 계약상 고객을 방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들어 Intergraph에게 위 특
허침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받지 못해 경쟁력을 잃게 된 Intergraph는 Intel을 상대로 독점금지
법 위반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서 필수설비 이론을 제시했다. 즉, Intel의 마
이크로프로세서 제품과 그에 관한 기술은 자사의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에 해당하므로, Intel
의 실시허락 거절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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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심은 Intergraph의 접근을 거절한 Intel의 행위가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거절에 해당한다고 봤
다.1) 그러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을 부정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2) 즉, 
필수설비 이론은 필수설비의 보유자와 경쟁기업이 그 설비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동일한 시장에
서 경쟁하고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데, 본건의 경우 Intergraph와 Intel은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필수설비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2) Aldridge v. Microsoft Corp. 

1) 사실관계
Aldridge는 Microsoft Corp.(이하 ‘MS’라 함)이 Windows95에 디스크 캐시 유틸리티 프로그
램을 추가한 결과, 더 이상 자신이 제작, 판매하던 디스크 캐시 유틸리티 프로그램 ‘Cache86’와 
호환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위와 같은 프로그램 추가로 인해 Aldridge로서는 
Windows95에 대한 접근이 배제됐으며, MS가 Windows95의 상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
라 기존 ‘Cache86’에 대한 개선도 불가능해 결국 디스크 캐시 유틸리티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
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 중 하나는 Windows95를 필수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었는데, Aldridge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Windows95가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 
특정 설비가 필수설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가 경쟁적 생존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일반적 생존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Aldridge가 Windows95 이외에 다른 운영체계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필수설비 이론은 자연독점이나 정부의 인ㆍ허가에 기인한 독
점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이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주된 이
유였다.
 
3) 평 가
이 사건과 바로 앞에서 살펴 본 Intergraph Corp. v. Intel Corp. 사건은 특허권자의 실시허락 거
절에 대해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논의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모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을 부정했다.

2. 유럽연합의 사례

(1) Radio Telefis Eireann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사실관계
1) 3 F.Supp. 2d 1255 (N.D.Ala., 1998).

2) 195 F.3d 1346 (C.A.Fed.(Ala.), 1999).

3) 995 F.Supp 728 (S.D. Tex.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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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을 담아 제작하던 그간의 관행과 달리 일주일간의 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담은 안내자료를 발
간하자, 위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사안을 심리한 유럽집행위원회는 방송사들의 라이선스 거절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방송사들을 상대로 비차별적인 조건하에 필요한 경우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를 받고 
편성표를 제공하라고 결정, 라이선스 제공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4) 그러나 방송사들은 이에 
불복, 유럽 1심법원(The First Instance of European Court)에 위와 같은 명령의 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유럽 1심법원 또한 유럽집행위원회 명령의 적법성을 확인하자5) 위 판결은 다시 유럽사법
법원에 넘어가게 됐다. 

2) 유럽 사법법원의 판단
유럽 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거절이 
그 자체로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른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예외적 상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래거절이 사업운영에 필수불
가결한(indispensible) 정보와 관련돼 있을 것, ② 당해 거래거절이 소비자의 잠재적인 요구에 부
합하는 새로운 제품의 출현을 방해할 것, ③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④ 하부시
장에서의 모든 경쟁을 배제할 개연성이 존재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① 방송 3사가 보유하는 편성에 관한 정보는 Magill의 안내자료 발행에 필수
불가결한 정보이고, ② 방송 3사의 거래거절로 인해 Magill이 발행하려던 신제품의 출현이 저지됐
으며, ③ 그러한 거래거절 행위에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④ 그러한 행위로 인해 하부
시장에서의 경쟁이 봉쇄됐으므로 예외적 상황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럽 사법법원은 방송
사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6) 

3) 평가
유럽에서도 실시허락의 거절은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7) 그
러나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경우 실시허락의 결정이 남용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음이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이른바 ‘Magill’ 판결로 알려진 Radio Telefis 
Eireann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사건8)은 유럽 사법법원이 최초로 예외
적 상황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9) 
4) Magill TV Guide/ITP, BBC and RTE 89205 [1989] OJ L78/43.

5) Case T-69/89, RTE v. Commission[1991] 4 CMLR 586; Case T-76/89, ITP Ltd v. Commission [1991] 

4 CMLR 745.

6) Cases C 241-242/91P, Radio Telefis Eireann and Independent Television Publication Ltd v. Commission 

[1995] 4 CMLR 718.

7) Case 238/87, Volvo v. Erik Veng(UK) Ltd. [1988] ECR 6211.

8) Joined Case C-241/91P & C-242/91P, Radio Telefis Eireann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5] ECR Ⅰ-743.

9) Forrester, I., Regulating Intellectual Property Via Competition? Or Regulating Competition Via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Ten Years On The Debate Still Flourishes, 2005 EU 

Competition Law and Policy Workshop/Proceeding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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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1) 사실관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MS Health는 의약품 판매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이를 다시 제약업체와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기업이었다. 위 IMS Health의 독일 자회사이던 IMS Health GmbH & 
Co.OHG(이하 ‘IMS’라 함)는 1969년경부터 ‘1860 brick structur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도
입한 뒤 이에 기반해 정보를 판매했는데, 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또한 IMS가 보유했다. 
1999년 이전까지는 IMS가 관련시장을 독점했으나, 1999년 IMS에서 퇴사한 임원들이 설립한 회
사들에 의해 시장진입이 이뤄지게 됐다. 
그런데 위 경쟁사들 또한 ‘1860 brick structur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IMS는 독일 법원에 위 경쟁사 중 한 곳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
로 제소했다. 그러자 경쟁사 중 한 곳을 인수하게 된 NDC Health GmbH & Co.KG(이하 
‘NDC’라 함)와 다른 경쟁사는 IMS의 저작권 라이선스 거절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IMS를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안을 심리한 유럽 집행위원회는 대부분 기업들이 위 ‘1860 brick structure’에 실질적으로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1860 brick structure’는 사실상 관련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표준에 해당하므로 IMS의 라이선스 거절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장지
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IMS에게 라이선스의 허용을 명령했다.10) IMS는 위 명령에 
불복, 유럽 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고, 유럽 1심법원은 IMS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이선스의 허용
을 명령한 유럽 집행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11) 한편 저작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던 독일 
법원은 유럽 사법법원에 IMS의 라이선스 거절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했고, 유럽사법법원이 본건을 심리하게 됐다.

2) 유럽 사법법원의 판단
유럽사법법원은 Magill 사건에서 제시됐던 예외적 상황의 성립을 위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
에 한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순차로 위 요건들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했
다.12) 먼저 ‘새로운 제품’ 요건과 관련해 유럽 사법법원은 기존의 저작권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복제해 공급하는 것은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나아가 저작권자와 경쟁자가 상부시장과 하부시장, 즉 별개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는 라이선스를 허용할 의무가 없지만, 별개
의 시장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 시장(potential market)이나 가정적 시장
(hypothetical market)이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3) 평가
위 Magill 사건에서 제시된 예외적 상황에 관한 요건이 이 사건을 통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 즉, 그간 Magill 사건에서 제시됐던 요건들이 누적적 요건들인지 아니면 선택적인 것인지
10) IMS Health Inc. (Interim measures) (2002/165).

11) Case T-184/01 R Ⅱ, IMS Health Inc. v. Commission [2002] 4 CMLR 2.

12) Case C-418/01,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2004] 4 CMLR 28.

13) 박재훈, “유럽에서의 특허권 라이선스의 거절과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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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견해가 엇갈렸으나, 이 사건에서 유럽 사법법원은 Magill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했다.

(3) Microsoft Corp.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사실관계
IMS 사건에 의해 Magill 사건에서 제시됐던 예외적 상황에 관한 요건들이 재확인되고 구체화되기 
몇 주 전인 2004년 3월 24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Microsoft Corp.(이하 ‘MS’라 함)의 시장지
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채택했다.14) 크게 두 가지 행위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work group function’이라 불리는 컴퓨터 서버 운영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쟁자에게 ‘상
호운용성 정보’(interoperability information)의 제공을 거절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Windows
와 Windows Media Player의 끼워팔기였다. 이 가운데 전자의 행위가 거래거절 및 예외적인 상황
의 요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 결정은, 1998년 Sun Microsystems(이하 ‘Sun’)이 자신이 개발한 운영
체계와 Windows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MS를 상대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MS가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 이외의 추가적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자 Sun이 유럽집행위원회에 MS를 제
소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MS는 위 결정에 대해 불복, 유럽 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유럽 1심법원 또한 MS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성립된다고 봤다.15) 이 사건에서 또한 
예외적인 상황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됐는데, 먼저 본건에서 상호운용성 관련 정보가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럽 1심법원은 MS가 PC 운영체계를 거의 독점하는 상
황에서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는 경쟁사가 ‘work group server’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존하
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단, 위 정보를 획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관련시장에서 MS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점, 경쟁자
들은 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극히 제한된 점유율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MS의 행위
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할 개연성이 있고 모든 경쟁이 소멸되기 전 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제품의 출현과 관련, 유럽 1심법원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호운
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MS의 운영체계에 고착되고 경쟁자들의 기술개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으며, 기능이 아닌 기술적 발전만으로도 새로운 제품의 
출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마지막으로 유럽 1심법원은 해당 기술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해서 라이선스 거절이 정당
화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발전이
나 혁신의 촉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라이선스 거절은 정당한 것이라는 MS의 주장을 배척했
다.

29호 (2009), 272면.

14) Commission Decision in Case COMP/C-3/37.792.

15) Case T-201/04, Microsoft Corp.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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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이 사건에서 유럽 1심법원은 예외적 상황의 요건과 관련해 ‘새로운 제품’의 범위를 확장했다. 
거래거절의 정당화 사유와 관련해 거래강제가 기술혁신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저해효과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지적 재산권의 라이
선스 거절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all) 경쟁이 아닌 ‘유
효’(effective) 경쟁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예외적인 상황의 법리를 
적극 적용해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책임 부과를 강화하려는 유럽연합
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

III. 실시허락 거절위 위법성에 대한 국내 사례

1. 단순 실시허락 거절행위

(1)POSCO 사건

1) 사실관계
열연코일 시장에서의 국내 독점공급(생산)자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 1위의 사업자인 ㈜포스
코는 냉연강판시장의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여러 차례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의 공급
을 요청받았으나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
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부한 행위는 열연코일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냉연강판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공급
거절의 금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의 납부 등을 의결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7) 즉, 법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성은 반드시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업자가 속한 관련시
장에서의 경쟁제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후
방이나 전방 등 다른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
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는 열연코일 시장에서의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후방시장인 냉연강판 시장에 새로 진입한 경쟁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냉연강
판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하에 행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현대하이스코가 열연코일의 구입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연코일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운임, 관세, 하역비 등), 거래의 불안정
16) 문정해,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법 규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에 대한 정

책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 제 13권 제 3호 (2009), 111～112면.

17) 서울고등법원 2002.8.27. 선고 2001누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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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량의 안정적 확보 곤란, 원료 혼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과다한 운송기간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곤란, 환 리스크 등) 등으로 사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동 제품
의 국내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동 제품 수입 시 구매력(buying 
power)이 약해지고 거래조건협상이 불리해지는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넘어 경쟁자로서 충분하게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장
애를 초래해 경쟁저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거래거절행
위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가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가 적용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와 관련한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18)
그 논거는 ① 원고의 거래거절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대하이스코는 일본에서 열연코일을 수입해 냉
연강판을 생산․판매하면서 2001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순이익을 올렸고, 더불어 별다른 경쟁저해 결
과가 초래되지 않았다. ② 냉연강판시장에 원재료인 냉연용 열연코일을 공급하던 원고가 냉연강판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경쟁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존의 냉연강판 제조업체들에게 계속 냉연용 열
연코일을 공급해 오다가 새로이 냉연강판시장에 진입한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에게 신규공급
을 거절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냉연강판 제조업체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해 경쟁사업자의 
수를 줄이거나 그의 사업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와는 다르다. 
원고와 기존 냉연강판 제조업체들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냉연강판시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의 냉연강판시장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
으로, 현대하이스코가 원고 외의 다른 공급사업자들로부터 열연코일을 구할 수 없어, 거래거절에 
의해 신규 참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거래거절 자체만을 가지고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 거래거절행위로 인해 거래거절 당시 생산량 감소나 가격 상승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이다.

4) 평가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을 
명백한 요건으로 했다는 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관계에 대해 
종래 학설과 실무상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거래거절행위는 경쟁제한효과
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법문의 규정상 양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모국인 미국에서도 소극적 고려요소로 그 의미가 약화된 독점화의 의도 내지 목적이라는 주관
적 요소를 무비판적인 수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2)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이용 거부행위

18)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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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소속 7개 카드사들은 공동으로 출자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을 구축
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정경제원은 카드남발 및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변칙거래를 제한
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을 근거로 ‘가맹점 공동이용방안’을 시달했고 불이행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9년
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이용망 참가 신청을 했는데, 원고협회가 당시까지 
가입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산동회계법인에게 가입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산동회계법인이 산정한 신한은행에 대한 가입비 37억 원이 원고협회가 산정한 
109억 원과 차이가 있었고, 원고협회는 이를 다시 안진회계법인에게 의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0년 9월 신한은행에 대한 가입비를 247억～287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원고협회는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산정된 가입비 중 낮은 금액 247억 원을 가입비로 결의하
고 2000년 10월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과다한 가입비와 가입비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원고협회와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가입비 요구는 신용카드사업에 있
어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이용망과 관련, 신한은행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가입비를 제
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신
한은행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 중 법 제 19조 제 1항 제 8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
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에 법 제 27조 및 법 제 28조의 규정을 적용, 원고 협회와 그 구성원
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원고들은 신한은행이 이 사건 공동이용망에 회원으로 참가하는 방법 이외에도 외환카드와 제휴관
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회원사와의 제휴관계를 통해 위 공동이용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을 뿐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가맹점망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신용카드영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이용망은 신한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
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필수설비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면 경쟁상대가 고객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상대의 활동에 불가결한 시설을 시장지
배적 기업이 전유하고 있고, 그것과 동등한 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타
당성이 없어 그러한 시설에의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경쟁상대의 사업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설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정위도 그러한 전제하에 원고들이 신한은행에 대해 이 사건 공동이용망 참가 가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신용카드영업에 있어서의 필수설비인 위 공동이용망에의 접근을 사실상 거
절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
로 파악했다.19)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은 재정경제원이 1998년 1월 8일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37개 신용카드사
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명하는 ‘가맹점 공동이용방안’을 시달하면서 그 불이행

19) 서울고등법원 2003.4.17. 선고 2001누5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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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적 제재조치까지 시사해 당시의 신용카드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이용망 이용이 사실상 강제
됐으므로, 신한은행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지 않고는 독립적인 카드사업
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독자적인 가맹점 구축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봤다. 

한편, 신한은행이 외환카드와의 제휴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동이용망을 이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상 제휴계약을 통해 공동이용망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제휴계약에 따른 각
종의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이 이와 같은 제휴관계를 통해 제한적이
고 간접적으로 위 공동이용망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 가능한 가맹점 수에서부터 카드수수료율 및 
제휴카드사에게 지급하는 고액의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가맹점과의 특약에 의해 가능한 무이자할부, 각종 포인트 적립 등 카드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르게 돼, 결국 회원사인 다른 카드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지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위 공동이용망은 당시의 신한은행에게 있어서 회원사로서 참여해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타 신한은행에 대한 가입비 납부 요구행위나 회계법인의 가입비 산정방
식 등에서 부당한 점이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필수설비 부분에 대해 공동이용망과 같은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아 소비자 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
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입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같
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정한 가입비는 ①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그 시설 내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 신청인의 그 시설에 대한 이용 정도, 신청인의 
자체 가맹점이 그 시설 내 가맹점 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분
담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과, ② 신청인도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이용을 위한 적정한가입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이후 원고들은 소를 취하했다.20)

4) 평가
이 사건의 쟁점은 (i) 당해 설비(공동이용망)가 필수설비인지 여부와 (ii) 당해 설비의 적절한 이
용대가다. 이 중 (i)과 관련해 특히 재정경제원의 이행명령에 의해 당해 설비의 이용이 강제돼 독
자적으로 그와 동등한 설비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필수설비로 인정하는 
것이 쉬웠다. 그러므로 이제 이용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견해를 택하고 있다. 이에 관해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20)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5709 판결.

- 83 -



다. 특히 동 설비의 독특한 특성, 즉 설비보유자들도 경쟁자의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과 이용대가를 (일회적) 가입비와 (계속적) 가맹점이용 수수료로 양분해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더 설득력 있다. 더불어 다른 후발 가입자와의 차별취급을 문제 삼은 것도 
진일보한 점이다.
다만, 필수설비 이론의 의의 및 적정대가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 언급에 있어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첫째, 필수설비 이론의 의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필수설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소비자후생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동 이론의 적용범위가 지나
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중복투자방지라는 미명하에 무임승차를 허용함으로써 설비투
자 유인이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법원은 필수설비의 이용대가는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비투자 유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절한 이용대가는 오히려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필수설비 이론의 목적은 독점적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시장의 독점력이 2차 시장으로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고 2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3) SK 멜론 사건

1) 사실관계
SK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함)는 자사가 운영하는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에 ‘폐
쇄형 DRM’21)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원제공 서비스인 멜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
원을 다른 기기에서는 재생할 수 없었다. 이러한 SKT에 대해 주식회사 AD 이천엔터테인먼트가 
유료 음악사이트 운용사업자로서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음악사이트(MAXMP3)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SKT의 MP3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SKT가 자신들에게 DRM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SKT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주식회사 AD 이천엔터테인먼트는 SKT의 이러한 공개 거절행위가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서 자사의 MP3폰에 자사 고유의 DRM을 탑재함으로써 자사의 MP3폰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
자들로 하여금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MP3폰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하
고 다른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의 재생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별개 상품인 멜론의 MP3 음악파일을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구입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봤다. 
뿐만 아니라, 부가된 상품인 MP3 음악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
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1) DRM이란 ‘Digital Right Management’의 약자로 TPM(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이라고 불리는 기술적 보호장

치와 서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종류의 디

지털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하고 복제 또는 배포를 통제하는 모든 기술수단으로서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소

프트웨어나 그 밖의 디지털의 형식으로 된 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설정해 높은 제한사항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정의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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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시장에서의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저해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 시행령 제 5조 제 3항 제 4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3.라.(3) 및 공정거래
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22)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폐쇄적 DRM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 폐쇄적 DRM이 
음원의 플랫폼 간 호환을 제한해 저작물의 선택가능성을 좁히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봉쇄의 결과
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불법이용 조건을 기술적으로 관철시킨 결과 이용자들
의 저작물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고, 저작물이 공적 영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해해 공적 영역에서 공
중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폐쇄적 DRM의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했다.23) 그러나 이러한 경쟁제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음악산업에서의 수익모델
의 변화에 따른 사업자 수익 확보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불법다운로드를 막아야 하고, 이러한 목
적을 위해 DRM을 MP3폰에 탑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해 수익과 저
작권 보호를 시행했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어느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시
장이 실질적인 경쟁상태하에 있는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SKT가 가장 폐쇄적인 DRM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
준화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폐쇄적 DRM 정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불편이 현저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불법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4) 평가
서울고등법원은 필수설비 이론에 따라 SKT의 DRM이 필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서, 필수설
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3.다.(1)항과 (4)항을 적
용했다. 
즉 ① 당해요소를 사용하지 않고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
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상태가 지속
돼야 하고(필수성), ② 특정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독
점성), ③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며(대체가능성), ④ 예외적으로 필
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설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하
는 기준을 설정했다.
그런데 DRM은 그 자체로 여러 개의 특허권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집합체이므로 만일 
법원이 정당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실제적인 모습은 특허권 및 저작권의 실시강제라는 모습
으로 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지적 재산권도 필수설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취지
의 판결로 이해될 수 있다.24)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 SK(주)의 대한송유관공사 인수행위 
2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07-044호, 2007.2.6.

23) 서울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누8623 판결.

24) 최승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세창출판사 (2009),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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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동 사건에서는 피취득회사인 송유관공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회사인 원유정제 처리업을 하는 
SK(주)가 기존의 지분과 합해 34.04%의 지분을 갖는 기업결합이 문제가 됐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송유관이 해안에 위치한 정유공장과 내륙지방의 주요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로로, 국내정유사들이 송유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석유제품의 대량 소비자인 수도권 등 
내륙지방으로 원활한 수송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필수설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특성을 가지며, 송유관에 의한 수송서비스와 유조선․유조차 등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수송
서비스 간 대체성이 크지 않다고 봐, 송유관공사와 SK(주)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실질적 경쟁 제
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송유관 이용에 있어서 송유관 사업자의 석유 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 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요건의 차별, 영업정보의 유출 등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대한석유공사의 정관에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령했
다.25)

3) 평가
동 심결은 필수설비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다루고, 또한 그 법리에 기초해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필수설비 이론이 명문으로 규정된 시장지배
적 지위의 남용행위 판단에서뿐만 아니라 경쟁 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다른 규제의 근거로서 원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6)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상 필수설비 이론을 입법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의 거래거절법리 이상을 포괄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Patent Troll의 실시허락 거절행위에서도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데, 
Patent Troll은 실시허락을 구하는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아
래 제 3절에서 살펴볼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지체행위 등이 아닌 경우 이러한 경쟁제한 효과를 입
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

(1) 티브로드 강서방송 사건

1) 사실관계
(주)티브로드 지에스디 방송은 우리홈쇼핑과 프로그램 송출계약(2005. 1. 1.∼2006. 12. 31.)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주식회사 티브로드 강서방송(이하 ‘(주)
티브로드 강서방송’이라 함)과 헤드앤드(Head-End)통합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송출해 오던 TV 홈쇼핑사업자의 채널을 헤드엔드 통합을 

25) 공정거래위원회 2001.6.29. 의결 제 2001～090호.

26) 홍명수, “필수설비론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자유화”,《비교사법》 제 11권 2호 (2005), 7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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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티브로드 지에스디 
방송은 2006년 3월 중 채널 변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우리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
으나, 우리홈쇼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전보다 시청률에 불리한 채널로 변경, 배정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관련시장의 획정부분에 있어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에 비춰 채널변경과 
관련된 상품시장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함)의 ‘프로그램 송출
시장(SO와 시청자 사이의 시장)’으로 보는 한편, 지리적 시장을 각 개별 SO의 방송구역, 즉 강서
구 지역으로 획정했다.27) 이를 토대로 티브로드의 시장점유율이 공정거래법 제 4조 소정의 시장지
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티브로드의 위 
채널변경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봤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티브로드가 지배력을 보유한 시
장(SO와 시청사 사이의 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시장(SO와 방송프로그램공급자 사이의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논리를 구성
했다.28)

4)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SO와 방송프로그램공급자 사이의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면서, 이 시장의 지리적 시
장은 전국이므로 이 시장에서 티브로드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설령 이 
사건 관련시장에서 티브로드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널변경 행위가 사업
활동 방해행위로서 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
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
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5) 평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살펴 본 POSCO 판결에서 제시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있어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이라는 요건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불이익 강제행위를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불이익 강
제행위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과 같이 특정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Patent Troll의 경우 실시허락 거절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가 아

2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7～152호, 2007.3.28.

28) 서울고등법원 2007.11.8. 선고 2007누105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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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끼워팔기 이외의 조건부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그 경쟁제한효과를 입
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표준화 과정에서의 경쟁제한성
    - 공개의무(duty to disclose) 위반과 관련된 미국의 사례: In re Dell Computer Corp.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비디오 재생 하드
웨어 등 주변장치 사이에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인 ‘VL-bus’의 산업표준과 관련된 사안이다. 
1992년 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이하 ‘VESA’)은 VL-bus에 대한 표준을 정립
했다. 이때 Dell은 미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형 제조업체 대부분과 함께 VESA에 참여하면
서 정립될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다른 참여자들의 표준이
용을 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허를 각 참여자들이 보유하지 않고, 그 표준을 이용하면서 침
해하게 되는 특허들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표준에 관한 동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표준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이후, Dell은 다른 VESA 참여자들에게 접근해 자사가 보유
한 특허가 VL-bus 표준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린 뒤 자사로부터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을 받을 것
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Dell의 행위가 독점금지법
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 29)
연방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Dell이 VESA를 오인시켜 그들이 비전유적이고 공개된 표준
(non-proprietary and open standard)을 설정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欺罔)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허의 존재를 알았다면 VESA는 Dell의 특허주장을 피하기 위해 다른 표준을 채
용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표준설정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냉각효과(chilling effect)뿐만 아니라 
VL-bus 표준에 발생한 손해를 설명하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Dell이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
해”(unreasonably restrained competition)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30)를 위반했다고 판단 내렸다. 표준
설정기구를 상대로 한 Dell의 거짓진술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표준이 채용되는 것을 방해했고, 
VL-bus의 설계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표준설정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의지를 감소시켰
다는 것이다. 이에 Dell은 VL-bus 표준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를 집행하지 않으며, 
표준설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특허를 10년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
명령을 수락했다.

V.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의 경쟁제한성
29) In re Dell Computer Corp., 121 연방거래위원회 616, Docket No. C-3658 (May 20, 1996)

30)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및 불공정한 행위 또는 관행(unfair
acts or practices)을 금지하고 있다(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are hereby declared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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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사례

미국 법원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소송으로 경쟁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 특허가 사기로 취
득됐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거나 경쟁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망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 Kobe, Inc v. Dempsey Pump Co.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전체로서의 독점화 계획 아래 이뤄진 특허권 행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본건에서 Kobe는 자신들이 보유하는 5건의 특허권이 Dempsey Pump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Kobe는 본건 소를 제기하기 수년 전부터 경쟁자들에
게 특허를 매입․축적해 왔으며, 그 산업 전체를 독점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Kobe 소속 특허 변호사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는 특허들 중 그들의 사업을 위협할 만한 것이 있
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실제로 Kobe는 12년간 관련시장을 지배하고 70건이 넘
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Dempsey Pump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관련시장에 대한 Kobe의 지배력을 위협하려 했다. 그들의 
제품은 몇 번의 전시회를 통해 소개됐는데, Kobe의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관심을 보였
다. 이에 Kobe는 서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Dempsey Pump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다고 
알림으로써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분쟁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 후 Kobe는 본건 
소를 제기했는데, 당시 Kobe는 Dempsey Pump가 그들의 특허를 실제로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다. 

2)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Kobe가 보유하던 특허권 중 1건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정했으나,31) 항
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가 받아들여진 결과, Kobe
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Dempsey Pump에게 셔먼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3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Kobe의 독점화 행위(monopolizing behavior)에 대한 판단을 통해 약탈적 
소송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법원은 독점을 창출하려는 Kobe의 의도
를 보여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강조했다. Kobe는 만료된 특허들을 포함해 다수의 특허를 축적했
으며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개했다. 또한 Kobe는 특허침해소송을 이용해 고객들과 Dempsey 
Pump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Kobe가 실제로 자사의 특허들이 침해됐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침해소의 제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의 진정한 목적은 독점을 확대하고 경쟁자인 Dempsey Pump를 제거하는 데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침해소의 제기나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 자체는 물론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

31) 97 F.Supp. 342 (D.C.Okl.. 1951).

32) 198 F.2d 416 (C.A.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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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한 행위들에 선행됐던 전체적인 독점화 계획
(entire monopolistic scheme)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들은 불법적 계획(unlawful scheme)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위 판결은 원고에 의한 시장지배와 그 지배를 지속하려는 원고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empsey Pump에 대한 Kobe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Dempsey 
Pump에 대한 Kobe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Dempsey Pump에 의한 특허 침해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Dempsey Pump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Kobe와 같
은 독점자는 소송을 통해 모든 잠재적 경쟁자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 Walker Process Equipment, Inc. v. Food Machinery & Chemical Corp.

1) 사실관계 
하수처리과정에서 활용되는 장비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Food Machinery & Chemical(이하 
‘FMC’라 함)은 관련시장에 진입한 Walker Process Equipment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했는데, 당시 위 특허는 그 존속기간의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Walker는 
FMC가 시장을 독점화하려고 시도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의 주장 내용은 FMC가 
본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진술
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사기적으로(fraudulently) 취득한 특허에 기초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Walker는 선행기술에 관한 증거 제출을 통해 FMC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과, 증거개시절
차 진행 중 FMC의 특허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2) 연방대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과는 달리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송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
해야 할 필요성과 특허권자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 중
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아직 무효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특허권의 취득이 사기적인 방법에 의
해 이뤄진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33)
나아가 특허권자가 특허를 사기적으로 획득해 주장하는 경우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셔먼법 제 2조상의 일반적 요건들은 물론 특허권자의 특허가 특허청에 대한 
사기(fraud)를 통해 획득됐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특허가 사기에 
의해 획득됐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특허권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knowingly and 
willfully) 사기적인 부작위(omission)나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을 했을 것, ② 특허심사관
을 속이기 위한 명백한 의도(clear intent)가 있었을 것, ③ 부작위나 거짓진술이 특허가 등록된 
주요 요인일 것, 즉 부작위나 거짓진술이 없었다면(but for)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을 것 등이 입증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3) Walker Process Equipment, Inc. v. Food Machinery & Chemical Corp., 382 U.S. 172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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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본건은 특허청에 대한 사기적 행위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집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셔먼법 제 2조
의 적용에 관한 사안이었다. 연방대법원의 근본적인 관념은 특허청을 기만해 특허권을 획득한 주체
는 헌법과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34) 
특허가 사기적 방법에 의해 획득됐으므로 특허권자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는 본건의 판시사항은 그 후 이른바 ‘Walker Process claim’으로 불리며 특허권자로부터 특
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그 상대방이 항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다. 경쟁당국 또한 이에 따라 사기를 통해 획득한 특허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시도는 셔먼법 제 2조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35) 

(3) Handgards, Inc. v. Ethicon, Inc. 

1) 사실관계
방열처리된 플라스틱 장갑 시장의 90%를 점유하던 Ethicon은 경쟁자이던 Handgards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Handgards와 고객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이나 자
금지원이 중단되도록 해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Ethicon이 보유하던 
특허의 경우 선행발명자가 존재했고 특허 출원되기 전에 1년 이상 공중에서 이용됐던 것이기 때문
에 무효인 특허였다. Ethicon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Handgards는 Ethicon이 경쟁자
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bad-faith)에 의한 소송을 제기해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독점금지법 위
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36)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소 제기로 인한 셔먼법 제 2조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특허권
자가 악의에 기초해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될 것, (ii) 특허권자
가 관련시장을 독점화하려는 특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 (iii) 승소에 이르게 될 위험한 가능성
(dangerous probability)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독점화하려는 의도의 존재는 
악의의 존재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위 (iii) 요건의 경우 경쟁자가 실제로 시
장에서 축출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a) 특유한 의도를 입증할 직접증거와 불법적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증거, (b) 또는 어떤 행위로부터 특유한 의도가 추론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평가
본건은 특허법과 관련해 이른바 ‘기망소송’(sham litigation)의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37) 본건 이후 무효인 특허를 집행하기 위해 법원 등 기타 정부기관을 이용하는 기

34) Steinman, D., Fitzpatrick, D., Antitrust Counter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A Guide to Walker Process

and Sham-Litigation Claims, 10 Tex. Intell. Prop. L. J. (2002), p.96.

35) 나아가 경쟁당국은 사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부당한 행위(inequitableconduct)에 의해 획득된 특허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시도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n the Matter of Negotiated

Data Solutions LLC, File No. 0510094, p.32).

36) 743 F.2d 1282 (C.A.C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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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소송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본건에서 법원이 기망소송의 성립요건으로 제시
했던 요건들은 후속 판결들에 의해 구체화됐다. 

(4) Professional Real Estate Investors, Inc. v. Columbia Pictures Industry, Inc.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기망소송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줬다.38) 위 판결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원
고의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는 것이어야(objectively baseless) 하는데, 이는 소를 제기할 
당시 합리적인 당사자로서는 본안에서의 승소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위 요
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② 소 제기가 사법절차를 이용해 경쟁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의도하에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특허권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
했다. 

(5) Nobelpharma AB v. Implant Innovations, Inc. 

1) 사실관계
본건에서 특허권자인 원고 Nobelpharma AB는 경쟁관계에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인 
Implant Innovations, Inc.를 상대로 그들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발명의 이용방법을 공개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특
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무효인 특허를 집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Walker 
Process claim’39)에 근거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
과 1심에서는 특허가 무효임이 선언됐고, 특허권자로 하여금 피고에게 3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40) 

2) 법원의 판단 41)
먼저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특허가 사기에 의해 취득됐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특허권
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의 인정요건과 관련해 “만약 주장된 특허가 사
기적인 거짓진술이나 사기적인 부작위를 수단으로 해 획득됐고, 특허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할 
당시 그러한 사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소 제기에 따
른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사기적인 부작위는 사기적인 거짓진술만큼이나 비
난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거짓진술이나 부작위를 인정하기 위해 “심사관을 
속임으로써 특허청으로부터 무효의 특허를 받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기망 의도와 의존성(reliance), 즉 거짓진술이나 
부작위가 없었다면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독립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기초
로 사기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3) 평가 

37) Steinman, D., Fitzpatrick, D., supra note 34, p.99.

38) 508 U.S. 49 (1993).

39) ‘Walker Process claim’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글 V. 1. (2) 참조.

40) Nobelpharma AB v. Implant Innovations, Inc., 930 F.Supp. 1241 (N.D.Ill., 1996).

41) Nobelpharma AB v. Implant Innovations, Inc., 141 F.3d 1059 (C.A.Fed. (I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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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결정은 Walker Process claim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경우, 기망소
송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와 달리 당해 특허침해 소송의 제기가 근거 없는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42) 
그러나 위 결정은 부당행사(inequitable conduct) 항변과 Walker Process claim의 차이를 설명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주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Walker Process claim
상의 사기가 부당행사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 심각성은 적어도 4가지 측면에
서 드러난다고 봤다. 즉, ① Walker Process claim는 중요성(materiality)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But For’ 기준을 사용하지만 부당행사 항변의 경우 그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고,43) ② 의존성에 관한 명백한 입증을 요하는 Walker Process claim과 달리 부당행사 항변의 
경우 의존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며, ③ 양자 모두 중요성과 의도(intent)를 요구하나 Walker 
Process claim의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점, ④ Walker Process claim의 경우 중요성과 의도에 
대한 형평적 고려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44)

VI. 특허풀의 경쟁제한성

1. 미국의 사례

(1) Summit Technology & VISX 사건

1) 사실관계
레이저 각막절제술의 시술에 관한 필수특허를 보유한 Summit Technology (이하 ‘Summit’라 
함)와 VISX는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VISX의 특허는 특허청에 대한 사기(fraud)
와 부당한 행위(inequitable conduct)를 통해 취득한 특허라는 다툼이 있었다. 위 소송 계속 중 
Summit과 VISX는 25건의 관련특허로 구성되는 ‘Pillar Points Partners’라는 특허 풀을 형성
한 뒤 그 실시료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려고 했다. 

2)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
1998년 연방거래위원회는 위 특허 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양 사가 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하고 가격고정을 위한 도구로 특허풀을 형성했고, ② 실시권자에 대해 과다한 실시료를 부과하며, 
③ 경쟁특허뿐 아니라 무효인 특허를 특허풀에 포함시켰고, ④ 특허 풀에 참여한 기업의 독립적인 
실시허락이 금지돼 있는 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허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 사를 독점규제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특허 풀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양 사는 
그들의 특허를 활용하거나 실시허락 함으로써 레이저 각막절제술 관련 장비의 판매나 임대에서 서
로 경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42) Smith, G., U.S. Patent Holders Beware -Recent Decisions increase the Risk of Liability for Patent Misuse

under both Federal and State Laws, 2(2) The Journal of WorldIntellectual Property (1999), p.278.

43) 부당행사 항변의 경우 누락된 자료가 “합리적인 심사관이라면 특허성(patentability)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

했을 것”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44) Janis, M., Transitions in IP and Antitrust, 47 Antitrust Bulletin (2002),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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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ummit과 VISX는 특허 풀의 형성을 통해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
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 풀의 해체와 참여
자들이 보유하는 특허를 상호 무상으로 실시허락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명령을 제안했고, 결국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 사건은 종결됐다.45) 

3) 평 가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특허 풀 승인사례에서 특허 풀을 구성하는 특허들의 ‘필수
성’(Essentiality)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으며, 이 사건 특허 풀의 경우에도 경쟁특허뿐 아니라 
무효인 특허를 당해 특허 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제소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볼 U.S. Philips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사건은 경
쟁특허뿐 아니라 무효인 특허들을 결합해 라이선싱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여서 주
목된다. 

(2) U.S. Philips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하 ‘ITC’라 함)가 U.S. 
Philips Corp.(이하 ‘Philips’라 함)를 끼워팔기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ITC는 
Philips가 CD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을 비필수적인 기술과 함께 일괄실시 허락함으로써 경쟁
제한적인 끼워팔기를 했으며, 그러한 실시허락은 비필수적인 기술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또한 ITC의 주장을 받아들이
자 Philips가 이에 불복,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2) 법원의 판단 46)
이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Philips의 행위가 당연위법 원칙이나 합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특허와 제품 간 끼워팔기와는 달리 특허 간 끼워팔
기가 이뤄지는 경우 고객들이 다른 특허를 배제하기 위해 실시허락 받은 특허를 활용할 것이 요구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봉쇄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본건에서 비필수적인 
특허라고 주장된 특허들이 실제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일괄실시 허
락된 특허들의 가격이 비필수적인 특허들을 제외했다면 부과됐을 가격보다 높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는 점,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괄실시 허락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Philips의 행위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비록 Philips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특허권자의 행위로부터 예측되는 친경
쟁적 효과 이외에 다른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행위는 합리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3) 평가

45) In the Matter of Summit Technology, Inc., and VISX, Inc., Docket No. 9286 (연방거래위원회 24 Mar. 1998).

46) U.S. Philips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424 F.3d 1179 (C.A.F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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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입장은 특허풀에 일부 비필수적인 특허가 포함됐다 하더라
도, 특허들이 일괄실시 허락돼 단일한 실시료가 부과되고 있고, 비필수적인 특허들이 배제됐다면 
더 낮은 실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당
연위법으로 보거나 불법적인 끼워팔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1995년 IP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유럽의 사례

(1) 경쟁당국의 특허 풀 승인 사례

2004년 개정된 ‘기술이전 일괄면제 규칙’과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특허 풀 승
인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4년 이전의 특허 풀 승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의 승인사례에서 살펴본 DVD-6C 특허 풀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당해 특허 풀이 DVD 기술의 
효율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불
필요한 제한조건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EC 조약 제 101조 제 3항에 의한 일괄면제대
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47)
또한 미국의 승인사례에서 살펴본 3G 특허풀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초의 특허 풀 협정에 대
해 일부 공유기술들의 ‘필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5개 기술을 하나의 특허 풀에 공유하는 대신 각각의 기술에 관
련된 특허들을 개별적으로 공유해 총 5개의 특허 풀을 형성하는 내용으로 특허 풀 협정서를 수정․제
출했다. 이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개별 기술들에 대해 서로 다른 5개의 특허 풀을 구성하는 경
우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으며, 3G 이동통신장비 제조와 관련해 많은 필수특허를 가진 
제조업체들이 이들 특허 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특허 풀들을 승인했다.

(2) 경쟁당국의 특허 풀 규제사례

1) Bronbemaling v. Heidmaatschappij

(가) 사실관계
독일 회사인 Heidmaatschappij사는 배수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동일한 시스템을 다른 
경쟁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상호 간 해당 배수시스템에 대해 상호 실시
권을 허가해 특허 풀을 형성하면서 제 3의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특허 풀에 
참가하는 모든 회사들의 동의를 받을 것을 합의했다. 
이후 Bronbemaling사는 해당 특허 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
절당하자 해당 특허풀을 경쟁법 위반으로 유럽집행위원회에 고소했다.

(나) 유럽 집행위원회의 판단 48)

47) EC Press release, Commission approves a patent licensing programme to implement the DVD standard,

Brussels, 9 Oct. 2000.

48) Bronbemaling v. Heidmaatschappij, OJ L249/27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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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는 당해 특허 풀의 실시허락 거절행위가 EC 조약 제 101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
로 결정 내렸다. 특허 풀의 실시허락 거절행위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던 ‘배타적 실시(exclusive license)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Bayer and Hennecke v. Sullehofer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특허 풀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특허 풀 참가자들은 
서로 상호교차실시(cross-licensing)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중 한 특허에 대해 부쟁의무조항을 특
허 풀 협정에 포함시켰다.

(나) 유럽 집행위원회의 판단 49)
유럽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부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
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부쟁의무 조항이 무효특허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한조건의 
경제적 효과와 특허법 규정 모두에 비춰 보았을 때 EC 조약 제 101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 내렸다.

3) IGR Stereo TV 사건

(가) 사실관계
2개의 독일 TV 회사가 Stereo Transmission 수신 TV 셋톱박스 제조에 필요한 특허를 획득해 
특허 풀을 결성한 후 IGR에게 해당 공유특허들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했다. IGR은 독일 전체 컬러 
TV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협회인데, IGR은 오직 참가자들에게만 실시권을 부여하다 1983
년부터 비가입자들에게도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독일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비가
입자인 핀란드 제조업체 Salona사에 대해 실시허락을 거절하자 Salona사가 해당 특허 풀을 유럽집
행위원회에 고소했다.

(나) 유럽 집행위원회의 판단 50)
유럽 집행위원회는 특허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실시허락을 거절
하는 행위는 IGR 참가자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참가자들끼리 전체적으로 독점을 형성하고자 하는 
행위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IGR로 하여금 Salona
사를 비롯해 다른 비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실시권을 부여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49) Bayer and Hennecke v. Sullehofer, ECR 5249 (1988).

50) IGR Stereo Television, 14th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EC Commissi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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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관한�연구

김기영�

    � �<토론문>



 ICR센터 IPR세미나 시리즈/Prologue 겸 신진학자 발표회 지정토론문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기영 

1. Patent Troll 실제 우려할 만한가?

  제가 2008년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당시 심사위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

씀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Patent Troll 이런 것이 문제되느냐?’ 이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논문 준비를 열심히 해서 300여 페이지의 초고를 작성하여 제출해놓고 

있던 저는 혹시 심사위원님들께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과 함께 이 논문이 통과되어도 한 20년 동안은 빛을 보기 힘들겠구나 하

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 논문은, 비록 100여 페이지가 잘려나가 200여 페이지만 남긴 했지만, 

무사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 전혀 없을 것 같던 Patent Troll에 관한 논의가 2008년 이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허권남용방지지침의 제정(지식재

산연구원, 2009. 3. 31.),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정(공정

거래위원회, 2010. 3. 31.)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

는 것을 보면, 제가 상황판단을 완전히 잘 못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자만심(?) 마

저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008년에 제 학위논문 심사를 하셨던 교수님들이 

하셨던 질문을 이 자리에서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의 발전 정도 등에 비추어 Patent Troll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 

즉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러한 문제가 향후 있을 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런 질문은 순수한 의문이라기보다 제가 과연 옳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은 현재 특허 관련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발표자(이상주 상무님)가 가장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저의 질문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Patent Troll로부터 공격을 당하

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상황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인식 및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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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ent Troll과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집행?

 가. 주지하시듯이, 종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강화 일변도 정책을 취하고 있던 미

국에서 최근  금지청구 요건의 강화(Ebay 판결, 저작권 분야로 확대된 예로는 

Salinger v. Colting, 2nd Cir., Mar. 30, 2009 참조),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요건의 요구(Bilski 판결), 진보성 판단 요건의 강화(KSR 판결)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라는 종래의 정책에서 약간 벗어나서 지적재

산권의 지나친 보호 또는 그 남용을 경계하려는 결정 또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은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2010. 

12. 3. 최종 협상 완료) 협상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집행을 주장하였고, 

Obama 대통령은 2011. 1. 25.의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지적재산

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작년에 미국 최초의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자(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로 임명된 Victoria Espinel은 

2011. 2. 지적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최초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의 국내 및 국제에

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종래 집행 관련 기관들의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의 eBay 판결 등의 등장을 지적재산권의 보

호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리 부여 및 

집행에 있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좀 더 고

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서 한국 특유

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고, 지난 해 대법원에서 상표의 사용개념을 확대하여 

대체광고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도

12238)하거나 유명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해

서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마1541결정)고 판시하는 등, 지적재산권

의 효력 또는 집행을, 때로는 지적재산권 선진국에 비하여 더, 강화하려는 제도 또

는 판시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의 특허 무효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거나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권의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Patent Troll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

들이 아직 많은 것을 볼 때, 제도 및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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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점검 하고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미국의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Coordination Center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Patent Troll에 대한 다양한 규제방안의 한계 및 조화 

 

  가.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자들은 Patent Troll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를 통하여, 종래 논의되던 여러 규제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각 규제방안을 

구체화 또는 입법화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러한 의견 하나하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이론 중 일부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입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세밀한 부분에 있

어서 다른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록 eBay 판결이 종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물권적 보호원리

(property rule)와 책임법적 보호원리(liability rule)의 준별론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예를 들어 Andrew Beckeman, "Salinger v. Colting: Second 

Circuit Vacates Preliminary Injunction Citing eBay v. MercExchange, 

http://www.ipwatchdog.com에서 검색 가능), 지적재산권을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많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나(예를 들어, Mark 

A. Lemley & Philip J. Weiser, "Should Property or Liability Rules Govern 

Information?", 85 Tex. L. Rev. 783 (200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이 비록 

특허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나 상표 사용 요건의 완화 또는 금지청구 요건의 완화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

적재산권을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타

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Patent Troll의 규제방안에 관하여 권리남용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와 관련하여, 판례가 권리남용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

과는 달리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특허권 남용론 또는 권리남용원칙이 특허소송 등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비로

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원칙들이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Patent Troll의 행위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

우에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또는 ‘부당한’ 행위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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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견해에 부합하

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양영준, “지적재산권의 행

사와 공정거래법 - 특허침해소송을 중심으로”, 사법 12호(2010. 6.), 사법발전재단, 

77-78에서 인용) .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지적재산권법 자체 내에서 규율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5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신중한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특허권 행사의 효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허권 남용이 되기 위해서

는 객관적으로 무효 사유가 분명한 특허에 기한 권리 행사일 것으로 족하나, 이에 

나아가 특허권 행사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그 이외에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 제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각 무효

사유별로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제한성 등 경

쟁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위 글에서는 특허권 행사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당연위법의 원칙’ 또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왔고, 이러한 원리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II. 2.항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

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

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공정거래저해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단 ,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최저가격유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위법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위계(僞計)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판단 시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종래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온 

Reverse Payment Settlement(특허권자가 잠재적 경쟁자에게 시장에 진입하지 않

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정당한(legal per se) 것인가, 아니면 합리의 원칙 또는 당연 위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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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현재 상고허가가 청구된 

Louisiana Wholesale Drug Co. v. Bayer AG 사건 관련).

 

  다. 결국 Patent Troll의 규제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그 논의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규제방안 등에 있어서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의되고 있는 각 규제방안이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범

위에 있어서 서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각 

규제방안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최선의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번 및 

향후의 세미나가 그러한 노력을 위한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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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특허권은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전통적으로 ‘물권법적 보호원

리(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에서도 제126조 제1항에서 특허침해금지청

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6조 제2항에서는 침해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침해물 등

의 폐기, 제거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을 물권법적 보호원리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하

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특허권을 물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왔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은

물권법적 보호원리 뿐만 아니라 ‘책임법적 보호원리(liability rule)’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1)

새로운 기술적 사상과 같은 정보재화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인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선험

적 결과에 따른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도입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한 정책적 입법의 결

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2)

물권법적 보호원리에 의해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실시협상을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강력한 금지청구권을 인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특허실시 협상은 예측이 어려운 시장상황에 따른 가치평가의 불확실

성, 상품화 과정의 복잡성, 불분명한 권리범위, 다수의 당사자 관계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거래비

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높은 거래비용은 실시권 협상을 위한 교섭의 가능성을 저해하거

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로 침해자 측

의 사업의 폐지를 초래하는 등 권리자의 구제와 침해자의 손실 사이에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

생하고, 침해의 우려로 인해 후속기술개발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물

권법적 보호원리에 의한 강력한 특허보호를 반대하며 사후 보상적 구제에 의하는 ‘책임법적 보호

원리’를 도입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허의 본

래적 가치를 상회하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단기준과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이를 위해 본안소송화 경향이 강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엄격한

제한, 특허침해금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권 인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특허침해금지가 제한되는 경우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침해

금지 유예기간과 배상명령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 이 글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인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기능의 재정립”의 일부분을 요약, 보완한 것입니다.

**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원.

1)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원리로서 물권법적 보호원리와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미랑, “특허침

해에 대한 구제원리로서 물권적 보호원칙과 손해배상원칙”, 「안암법학」 제29호 (2009. 5), 399-433면’ 참

조.

2) Mark A. Lemley,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Free Riding, 83 Tex. L. Rev. 1031 (2005); Mark A. 

Lemley & Philip J. Weiser, Should Property or Liability Rules Govern Information?, 85 Tex. L. Rev. 

783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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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늘날 특허권의 개념과 그 변화의 필요성

1.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오늘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허권의 개념형성은 역사적으로 소유권이론의 흐름에 의존하여

왔다. 초기의 특허권은 왕권의 행사로 부여된 영업특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특허권은

근대 자연권이론의 영향으로 특허발명이라는 무체물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강력한 권리가 되었고, 그 침해에 대하여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3) 자연권사상에 근거한 노동이론은4) 특허권의 개념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발명자

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특허발명은 발명자의 소유이며, 특허권은 자연권으로서 절대적인 권리

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5) 이후 소유물의 물리적인 지배를 요구하지 않는 소유권의 관념화와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의 영향으로6) 특허권의 본질은 특허권자의 실시를 위한 권리가 아니

라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라고 하여 방어적 권리로서 특허권의 개념이 형성되었

다.7)

2. 특허권 개념변화의 필요성

오늘날의 과학기술환경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출원의 증가와 세계적인 특허중시정책에

따른 특허대상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특허발명을 이용하지 않고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매우 어렵

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후속기술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기존 특허기술을 이용함에

3) 특허제도의 발생과 특허권의 개념형성에 대하여는 ‘Frank D. Prager,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1545 to 1787, 26 J. Pat. Off. Soc'y 711 (1944); William Jarratt, English Patent System, 26 J. Pat. Off. 

Soc'y 761 (1944); M. Frumkin, The Origin of Patent, 27 J. Pat. Off. Soc′y 143 (1945); Giulio Mandich, 

Venetian Patents (1450-1550), 30 J. Pat. Off. Soc′y 166 (1948); Hansjoerg Pohlmann, The Inventor's 
Right in Early German Law, 43 J. Pat. Off. Soc'y 121 (1961); Pamela O. Long, Invention, Authorship,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Origins of Patents: Notes toward a Conceptual History, 32 Technology 

and Culture 846 (1991); Adam Mossoff, Rethinking the Development of Patents: An Intellectual History, 
1550–1800, 52 Hastings L.J. 1255 (2001); Edward C. Walterscheid, The Early Evolution of the United 
States Patent Law: Antecedents (Part 1), 76 J. Pat&Trad. Off. Soc'y 697, 711 (1994); Giles S. Rich, 

The “Exclusive Right” Since Aristotle, 14 Fed. Cir. B.J. 217 (2004) 등’ 참조. 

4) 노동이론을 대표하는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이론에 대하여는 ‘John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Second Treatise, Ian Shapiro ed., Yale University 

Press (2003), Chapter V. Of Property’ 참조.

5) 정인봉, 특허법개론, 법문사 (1986), 30면. 

6) 재산권에 관한 법현실주의의 핵심은 재산권은 소유권자와 물건 간의 대물적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

와 타인 간의 대인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이다(Morris R. Cohen, Property and Sovereignty, 

13 Cornell L. Q. 8, 12 (192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esley Newcomb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23 Yale L.J. 16, 28-33 (1913); Wesley A. Hohfeld,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26 Yale L.J. 710, 743 (1917); 

Benjamin N. Cardozo, The Paradoxes of Legal Sci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 p. 129; Felix 

S. Cohen, Dialogue on Private Property, 9 Rutgers L. Rev. 357, 360-63, 370-71 (1954); Bruce A. 

Ackerman, Private Property and the Constitu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pp. 26-29; John G. 

Sprankling, Understanding Property Law, 2nd ed., LexisNexis Matthew Bender (2007), p.4 등’ 참조.

7) Cohen, M. R., supra note 6, at 12; Adam Mossoff, Who Cares What Thomas Jefferson Thought About 
Patents?, 92 Cornell L. Rev. 953, 99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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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위험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기술

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배타적이고 경직된 특허권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특허권으로의 내용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현대의 소유권이론도 절대적 소유권사상이 폐기되고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강조되고 있다.8)

즉, 19세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한 천부인권적인 권리로서 소유권사상은 더 이

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대의 소유권 개념은 ‘물질적 재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지배

권리’에서 ‘비물질적 재산까지를 포함한 절충적이고 제한적인 지배 권리’로 다원화되어 변화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맥퍼슨(Crawford Brough Macpherson, 1911～1987)의 이용과 수익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서의 소유권의 개념과9)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에 ‘접

속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소유권 개념은10)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체재화에

대한 재산권의 내용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

3. 책임법적 보호원리 도입의 필요성

강력한 특허권보호를 옹호하는 견해에서는 물권법적 보호원리에 따른 특허권의 보호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권 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인가에 대한 실증연

구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수익창

출에 있어서는 특허보다는 오히려 여타의 방법, 예를 들어 기술의 숙련도, 리드타임(lead time), 마

케팅 능력, 비밀의 유지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11) 또한, 연구개

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사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의약품 및 화학분야에서는 5～10%, 기계 및 전자 분야에서는 15～35%에

불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2) 즉, 전체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으로 배타적인 특허

권의 부여는 국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인센티브로서 15～25%의 효과를 지니는데 불과하여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13) 또한,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연구에서

특허권 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특허권 강화는 기업들의

방어목적을 위한 특허운영을 초래하여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14) 최근에

는 소프트웨어, 영업방법(business model), 유전자ㆍ미생물ㆍ동물 등에 관련한 생명공학 특허 및

리서치 툴(research tool)에 까지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어 후속기술개발 활동에 있어 특허침해가

능성을 높임으로써 점진적이고(incremental) 누적적인(cumulative) 특성을 갖는 기술혁신에 오히려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5)

8) 곽윤직, 물권법: 민법강의 II, 제7판, 박영사 (2002), 169-170면; 이영대, 소유권 개념의 변화와 지적재산권,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42면; 송진욱, “재산권의 개념 및 범위확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5. 2), 19면.

9) C. B. Macpherson (이유동 역),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홉스에서 로크까지, 인간사랑 (1991) 참조.  

10) Jeremy Rifkin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민음사 (2008) 참조.

11) Wesley M. Cohen et al.,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 (or Not), NBER Working Paper, No. 7552 (2000) 참조.

12) Mark A. Schankerman, How Valuable is Patent Protection? Estimates by Technology Field, 29 RAND J. 

Econ. 77, 79 (1998).  

13) Id.
14) Bronwyn H. Hall & Rosemarie H. Ziedonis, The Patent Paradox Revisited: An Empirical study of 

Patenting in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1975-1995, 32 RAND J. Econ. 101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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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물권법적 보호원리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가정

하에 침해금지명령이 당사자 간에 자발적 교섭을 유인하고, 특허기술의 실시협상의 거래비용이 낮

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16) 즉 금지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권자와 이용자가 합리적인 실시료에

따른 실시권 설정에 합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특허기술의 실시협상은 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따른 가치평가의 불확실성, ⅱ)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화 과정의 복잡성, ⅲ) 무형의 기술사상을 언

어로 기재한 청구범위에 의해 파악하여야 하는 특성상 불분명한 권리범위, ⅳ) 특허대상의 확대와

권리의 과도한 파편화로 인한 다수의 당사자 관계 등으로 인해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된다. 이러

한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특허기술의 잠재적인 이용자는 특허기술의 실시를 회피하게 되는 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특허기술이 사전 계약없이 이미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자는 교섭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 특

허기술의 이용자는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상품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

을 안게 되어 상품생산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안에서 특허기술의 정당한 가치를 상회하

는 고액의 손해배상 및 실시료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은 일반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즉,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실시자의 사적협상의 거래비용은 물권법적 보호원리에

서 가정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높아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조건으

로 거래가 이루어져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특허기술의 효율적인 공급과 이용이 저해되는

것이다.17)

자신이 상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에 관한 모든 특허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실시권을 설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권자를 물권법적 보호원리에 따라 보호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으로 가치있는 활동인 후속기술개발이 억제된다. 이러한 경우 대안은 결국 사후 책임법적 보호원

리를 적용하여 기술정보의 교환과 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기술정보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본질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사유재(private goods)는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그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달성되

고, 공공재는 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효율성이 달성된다.18) 그러나 특허법은 사유재로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재화인 특허기술정보에 대하여 사유재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강력하고 폐쇄적

인 권리를 부여하여 타인의 후속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특허기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는 배

제성이 사유재와 같이 금지청구권을 통해 타인의 이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배제성이어

서는 안된다. 즉,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책임법적 보호원리를 도입하여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과 장래의 실시료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 적법하게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15) Nancy T. Gallini, The Economics of Patents: Lessons from Recent U.S. Patent Reform, 16 J. Econ. 

Persp. 131 (2002) 참조.

16) Edmund W. Kitch,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Patent System, 20 J. L. & Econ. 265 (1977); 

Richard A. Epstein, A Clear View of the Cathedral: The Dominance of Property Rules, 106 Yale L.J. 

2091 (1997) 참조.

17) ‘property rule’과 ‘liablity rule’은 ‘Guido Calabresi &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089 (1972)’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는데, 

위 논문에서는 법적권리의 침해시 최선의 구제수단에 관해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책임법적 보호원리

(liability rule)가 보다 효율적이며,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물권법적 보호원리(property rule)가 보다 효율적”

이라는 유명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18) Robert Cooter &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5th ed., Pearson/Addison Wesley (2008), p. 108; 

Robert Cooter & Thomas Ulen (한순구 역),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경문사 (2009),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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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의미에서의 배제성으로의 변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II.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제한의 한계

1.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우리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

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

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금지청구는 광의로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제2항의 청구를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1항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만을 포함하는 협의로 이해된다.19)

따라서 협의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내용에는 현재의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침해금지청구와 장래의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침해예방청구의 2가지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제126조 제2항의 청구권은 ‘침해물 폐기ㆍ제거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침

해금지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작위청구이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그에 제공된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이나 설비 등을 침해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손쉽게 침해행

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청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침해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라는 작위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0) 이에 폐기ㆍ제거청구권은 금

지청구권에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금지청구권의 행사없이 폐기ㆍ제거청구권 만을 독자적

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2.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현행법상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는 범위’에 해당하거나 법정실시권 발생사유(특허법 제103조, 제104조 등)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침

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특허발명의 불실시, 실시허락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 등의 강제실시권 재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통해 강제실시권을 설정

받거나 특허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07조 등). 하지만,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권 취소

전의 실시행위는 특허침해가 되어 침해금지의 대상이 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에 특정 무

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확정 전이라도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효의 항변’21)이나 실시기술이

19) 윤선희, 특허법, 제3판, 법문사 (2007), 792면.  

20) 남계영 외 3인 공저, 신특허법, 고시계 (1989), 403면;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상), 제10판, 육법사 (2008), 583

면.

2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신규성),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신

규성),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신규성),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선원주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명세서 기재불비),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

1973 판결 (실시불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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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

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기술의 항변’22)이 인

정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주관적으로 특허권자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고 오로지 타인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로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권리남용’의 일반적 법리에 의해, 특허권자의 장기간 권리불

행사로 인해 침해자에게 가치있는 점유상태가 발생한 후의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

사는 ‘특허권의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태도에 따라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수도 있다.23)

이와 같이 현행법상 특허권의 사회성ㆍ공공성 및 형평의 원리를 고려한 특별규정이나 판례 및

민법상 권리남용의 일반규정 등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일성이 없으며 판단기준도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8월 30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을 제정하여(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 원재료ㆍ부품ㆍ제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수출ㆍ판매

지역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거래방식 제한 및 판매(재판매)가격의 제한, 경쟁제품의 사용 또

는 취급제한, 일방적 기술료 산정, 실시허락의 거절 등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실시허락계약에

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

다. 이후 특허권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의 증가, 특허소송의 남용,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한 불공

정행위, 기술표준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 등이 문제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0년 3월 31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전면개정하고(공정

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금지청구권의 행

사로 인한 기술이용의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라는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서 특허의 본래적 가치를 상회하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IV.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제안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유형으로 책임법적 보호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특허침

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를 지적하고 특허의 본래적 가치를 상회하는 특허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단기준과 입법론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본안소송화 경향이 강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엄격한 제한, 특허침해금

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권 인정의 필요성과 이러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침해

2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등.

2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1832 판결 (신규성 또는 

진보성), 서울고법 2005. 1. 25. 선고 2003나8802 판결 (진보성), 서울중앙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가합

5620 판결 (진보성), 서울중앙지법 2007. 12. 27. 선고 2004가합104106 판결 (진보성), 대구지법 2008. 1. 22. 

선고 2006가합14466 판결 (진보성), 서울중앙지법 2008. 4. 17. 선고 2007가합91423 판결 (진보성), 서울중앙

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56031 판결 (진보성), 서울중앙지법 2008. 7. 11. 선고 2006가합67744 판결 

(신규성 또는 진보성), 서울고법 2008. 2. 12.자 2007라997 결정 (선원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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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특허침해금지가 제한되는 경우 장래의 적법

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침해금지 유예기

간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1.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제한

(1)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

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해당하며, 가처분채무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지우는 ‘부작위 가처분’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잠정적

으로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현저한 손

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특허침해금지사건의 대부

분은 가처분의 본안소송화의 경향에 의해 분쟁이 사실상 가처분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가처분을 제한하고, 본안소송에서 충분

하고 신중한 심리를 통해 침해금지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받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

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며,24) 특히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25)

이에 특허무효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26)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가 특

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27) 권리자가 가처분신청을 해태한 경우28) 등에는 특허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능력

이 인정되거나 실시료의 공탁 또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가능성이 보장되므로 특허

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

다.29) 또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체기술의 존부, 과

2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2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26)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27)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28)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29) 名古屋地裁 1984(昭和59). 12. 21. 昭59(ヨ)1473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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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독점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 경쟁회사들 간의 경쟁질서, 시장의 균형이나 질서훼손의 우려 등

각각의 특허기술과 관련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고 있

는 비율, 특허기술이 각 당사자의 영업에 차지하는 비율 및 그 영업의 규모, 당사자의 매출 및 시

장점유율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를 포함한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

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이의신청은 상소가 아닌 구제절차이므로 상급심으로의 이심이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동법 제301조, 제283조 제3항). 따라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민

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이는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사업폐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처분채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제수단이 된다.

집행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가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를 인정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다. 과거 우리 판례는 고유한 급부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면, 이는 가처분 재판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결

과를 가져오게 되고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었다.30) 그러나 가처분의

내용이 임시조치 차원을 넘어서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

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나 가처분의 효

과 면에 비추어 볼 때 본안판결과 거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가 대

두되었고,31) 판례도 건물철거, 건물명도 가처분 등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였다.32)

이에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2002.7.1. 시행) 제309조 제1항에서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

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만족적 가처분 중 이행소송을 본안소

송으로 하는 이행적 가처분에 한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허

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33)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정 후 시행일 이전에 선

고된 판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내용은 특허권의 침해를 예방하

30)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31) 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학설 및 비판에 관하여는 ‘박행엽, “가처분의 집행정지”, 「사법행

정」 9권 10호 (1968. 10), 43면; 강영수, “가처분의 집행정지”, 「법조」 496호 (1998. 1), 155-157면’ 참조.

32)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철거단행가처분: 집행정지 긍정); 대법원 1996. 4. 24.자 96그5 결정 (점포

명도가처분: 집행정지 긍정).

33) 서기석,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대법원판례해설」 제28호 (1997/上), 191-192, 207- 208면; 이시

윤, 신민사집행법, 제4판, 박영사 (2007), 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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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침해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특허침

해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았다.34)

우리 학설은 만족적 가처분을 이행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이행적 가처분(또는 단행가처분)’과 형

성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형성적 가처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허침해금지사건의 경우 위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족적 가처분 중 ‘형성적 가처분’으

로 분류하고 있다.35) 그러나 특허권의 침해에 의해 발생하는 실체법상 권리인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에 기한 소는 특정행위의 부작위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이행적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피보전권리로서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의 침해금지청구권과 동조 제2항의 침해물 등의 폐

기ㆍ제거청구권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침해물의 폐기, 제거 청구권’은 침해금지청구권의 실효

성을 보장하고 특허권의 계속적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허법이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부대청

구로서 별도로 인정한 실체법상 권리로 이러한 폐기, 제거청구권에 근거한 작위청구도 ‘이행의 소’

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가처분도 ‘이행적 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서 침해

물품 및 제조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법 제126조 제2항의 ‘침해물 폐기, 제

거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단행가처분인 건물철거 또는 물건인도가처분의 성

질과 유사하다. 판례는 건물을 집행관의 보관 하에 두도록 하는 건물철거, 건물명도 가처분에 대

하여는 집행정지를 인정하면서,36)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침해물품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

행관에게 이를 보관시키는 것이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집행정지를 부정한 것이다.37)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허침

해금지가처분을 ‘형성적 가처분’이라고 보았다기 보다는 작위청구권인 침해물품의 ‘폐기, 제거청구

권’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별도의 실체법상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침해물품을 집행관에게 보

관하게 하는 것이 침해금지청구권에 기한 부작위청구를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특허침해금지청구는 명백히 이행의 소에 해당하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

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이에 따라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형성적 가처분으로 분류하고 있는 학설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즉,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 중 이행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취소ㆍ변경되어야 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와 가처분이 집행되는 경우 상품의 생산,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면 법원은 가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취소의 인정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ⅰ) 본안의

34) 대법원 2002. 5. 8.자 2002그31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집행정지 부정).

35) 강용현, “만족적가처분”, 「재판자료」 제46집 (1989. 9), 88면; 서기석, 앞의 논문 (주 33), 191-192, 

207-208면; 이시윤, 앞의 책 (주 33), 562-563면.

36)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철거단행가처분: 집행정지 긍정); 대법원 1996. 4. 24.자 96그5 결정 (점포

명도가처분: 집행정지 긍정).

37) 대법원 2002. 5. 8.자 2002그31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집행정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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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위반ㆍ제소기간 도과(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88조 제1항 제3

호), ⅱ)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

소신청(민사집행법 제307조)이 있다.

이의신청은 가처분명령 자체의 당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나 취소신청은 가처분명령 이후에 발생

되는 사유에 의해 이미 발한 가처분 명령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의 당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한

다. 따라서 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명령 이후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한다.38)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는 경

우에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집행정지규정(민사집행법 제309조)을 준용하여 가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할 수 있다(동법 제310조).

본안의 제소명령위반 또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는 특허권자가 특허침해금지가

처분으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는 가처분의 본안소송화 경향을 제

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 후 양당사자가 실시권설정에 합의한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결 또는 실시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

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심결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이 정당하고 취소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39)

가처분취소의 사유와 절차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301조), 본안의 제

소명령위반ㆍ제소기간 도과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와

제28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는 가처분 특유의 취소사유로 ‘특

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의 조정을 꾀한 것으로, 가처분의 취소는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과 함께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0) 여기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금전보

상의 가능성)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상손해, 異常損害).41)

우리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여 가처분취소를 인정한바 있다.42) 반면, 의장권침해

금지가처분취소 사건에서는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

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

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

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43) 학설도

상기 판례를 예로 들면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 금전보

상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부정하고 있다.44)

38)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134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1041 판결.

39) 대법원 1960. 5. 26. 선고 4291민상63 판결, 名古屋高裁  1959(昭和34). 3. 23. 昭33(ネ) 303号, 名古屋高裁

金沢支部 1967(昭和42). 6. 14. 昭41(ネ)137号, 浦和地裁 1970(昭和45). 3. 31. 昭44(モ)1213号.

40) 이시윤, 앞의 책 (주 33), 567면. 

4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등.

42)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

43)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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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독점배타권으로서의

특성, 손해액의 입증곤란, 권리의 대상이 정신적 노력의 산물임을 이유로 금전적 보상가능성을 부

정하는 일본 판례의 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45) 그러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

해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정신적 손해보다는 재산적 손해의 특성이 강

하며, 더욱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과 관련된 명예 또

는 신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 가능성이 소명된 경

우에는 법원이 가처분의 취소로 인해 권리자에게 예상되는 손해액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가처분취소사유로서 ‘금전적 보상 가능성’과 별도의 판단요소로 ‘이상손해’

가 있다. 가처분에 의해 피신청인이 현저한 손해, 즉 이상손해(異常損害)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

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손해가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46) 이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47)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48) 등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

허침해금지가처분에서 이와 관련된 우리 판례는 없으나, 일본 판례는 금전적 보상가능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처분채무자의 현저한 손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취

소는 인정하고 있다.49) 이를 참고하여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금전적 보상가능성’의 입증은

어려우나 가처분으로 인해 가처분채무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입증된 경우에는 담보를 제

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본안판결에서의 판단기준

(1) 가집행선고의 제한과 그 집행의 정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독일법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과 패소자의 남상소(濫上訴) 억제 및 제1심집중의 효과를 위해 미확정

의 종국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는 가집행선고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50)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고, 비록

피고가 상소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에 의

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501조). 특허침해금지청구 사건의 경우 종국판결확

정 전의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었을 경우 피고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위험을

가지고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4) 김연, “보전명령의 취소”, 「민사소송」 제8권 (2004. 2), 420면; 이시윤, 앞의 책 (주 33), 568면. 

45) 東京地裁 1955(昭和30). 7. 12. 昭30(モ)2165号, 東京高裁 1963(昭和38). 9. 12. 昭36(ネ) 2685号, 福井地裁 

1966(昭和41). 10. 21. 昭41(モ)321号, 大阪地裁 1984(昭和59). 8. 30. 昭59(モ)2765号, 東京地裁 1990(平

成2). 2. 16. 平元(モ)7011号, 大阪高裁 1992(平成4). 7. 31. 平3(ウ)1205号 등 참조.

4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47) 東京地裁 1955(昭和30). 7. 12. 昭30(モ)2165号.

48) 東京地裁 1963(昭和38). 7. 27. 昭38(モ)3197号.

49) 東京高裁 1963(昭和38). 9. 19. 昭36(ネ)1889号, 大阪地裁 1984(昭和59). 9. 20. 昭59(モ) 2907号.

5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9), 594-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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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는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고 금전배상으로 수습이 가능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인정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집행선고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

항).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가집행이 패소한 피고에게 ‘회

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건물의 철거청구, 휴업하면

고객을 잃어버릴 염려 있는 점포명도청구와 같은 경우이다.51)

이에 반해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여지고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금지청구는 건물의 철거청구나 점포명도청구와 같이 패소한 피고에게 상품의 제

조판매 중단으로 인해 고객의 상실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선

고를 붙일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 가집행선

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

이다(민사소송법 제501조).

(2) 특허침해금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권 인정의 필요

현행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 보호

하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물권법적 보호

원리’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즉, 고의ㆍ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기타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유효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

해 특허권이 방어적 권리로 인식되어 기술개발 및 기술이용이 저해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기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는 배제성이 금지청구권을 통해 타인의 이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배제성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책임법적 보호원리’를 도입하여 사후적 손해배상과 장래

의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하게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배제성으로 변화

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52)에서는 그동안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가 인정되면 자동적으

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부여하던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형평법상 4가지 원

리인 ⅰ)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irreparable harm), ⅱ)

금지명령이 적절한 구제수단인지 여부(adequate remedy at law), ⅲ)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고통

의 형평(balance of hardships)과 ⅳ)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53)

일본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따라 침해금지와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구제는 ⅰ) 당해 특허권의 부가가치(附

51) Id. at 596면.

52)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53) 2006년 eBay 판결이전의 미국법원은 우리법상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해당하는 특허침해에 대한 임시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사건에서는 형평의 원리를 고려하여 왔지만, 우리법상 특허침해금지 본안사건에 

해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사건에서는 형평의 원리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의 유효성과 침

해행위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인정하여왔다(KSM Fastening Sys., Inc. v. H.A. Jones Co., 776 

F.2d 1522, 1524 (Fed. Cir. 1985); W.L. Gore & Assocs., Inc. v. Garlock, Inc., 842 F.2d 1275, 1281 

(Fed. Cir. 1988);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868 F.2d 1226, 1247 (Fed. Cir. 198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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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價値)와 같은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ⅱ)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구제수단을 종

합하여 전체로서 파악해 볼 때, 특허권의 부가가치를 초과하여 현저히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인정함으로써, 금지청구권의 경직성

으로 인해 침해자 측의 사업의 폐지를 초래하는 등 권리자의 구제와 침해자의 손실 사이에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ⅲ) 이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 일본 특허법 제100조와 별도로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54)

특허기술의 본래적 보호가치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는 부당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고 기술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에도 이와 같은 경제ㆍ사회적 현상과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영미법

상 ‘형평의 원리’ 또는 가처분의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같이 특허침해금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특

허침해금지 및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형평의 원리,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침해금지의 필요성 및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3)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 고려사항

(가)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지도 않고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것

은 특허기술의 활용과 기술의 진보에 있어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eBay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에 대하여 실시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특허권자의 해

당 특허발명에 대한 상업적 실시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은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대학의 연구자나 개인발명가

는 그들의 특허를 직접 시장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특허발명에 대한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55) 이는 라이선스 수입에 의

존하는 개인발명가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통해 협상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발명가나 대학 또는 국가의 연구기관의 특허는 본질적으로 기술독점이나 배타적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를 통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 시장지배력을 중요시하는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금전적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는 국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하여 이를 사

회에 보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국가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은 활발한 실시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야 하며 금지명령을 통해 기술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 이에 본

질적으로 기술보급을 위한 특허기술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발명가나 대학, 연

구기관의 특허권을 특별취급하여 그 배타적 성질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54) 松本重敏, “eBay事件判決と日本特許法の比較考察-差止請求権と損害賠償請求権相互の位置づけ”, 「知財管理」 57

卷 2号 (2007. 2), 191頁.

55) eBay, 547 U.S. at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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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례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안판결 확정시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56) 우리 판례도 실용신안침해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은 현재 등록고안을 이용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피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파워윈도우가 부착된 자동차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위 제품을 제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내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한 바 있다.57) 이와 같이 가처분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보

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본안소송에서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나)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가 ‘금전적 보상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와 침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일본 판례는 “가처분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의 실시료 상당액이고, 침해자의 기업규모로 보아 충분한 손해배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8)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주로 고려되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의장권침해금지

가처분취소 사건에서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

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9)

일본 판례는 “의장권자는 그 정신적 소산인 의장의 공업적 고안에 대한 보호를 받는 이익의 침

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으로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침해 그 자체의 배제를 요구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 금전보상의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60) 특허권ㆍ실용신안권 침해

금지가처분 취소사건에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가 입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이고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보상에 의해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

리자의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손해액의 입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여

금전적 보상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하였다.61) 또한, 지적재산권의 독점배타적 특성을 강조하여 “실

용신안권자가 해당 실용신안을 스스로 실시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실시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실용신안권 침해의 금지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명령에 의해 보전되

는 이익이 실시료 수입에 상당하는 금전적 이익에 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후적인 금전적

보상에 의해 가처분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처분취소를 인정하

지 않았으며,62)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한 특허법 제100조(우리 특허법 제126조)의 취지로 보

아,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명령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사후적인 금전 보상에 의하여

56) 名古屋地裁 1984(昭和59). 12. 21. 昭59(ヨ)1473号.

57)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58) 名古屋地裁 1984(昭和59). 12. 21. 昭59(ヨ)1473号.

59)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60) 東京地裁 1955(昭和30). 7. 12. 昭30(モ)2165号.

61) 東京高裁 1963(昭和38). 9. 12. 昭36(ネ)2685号, 大阪地裁 1984(昭和59). 8. 30. 昭59(モ) 2765号.

62) 東京地裁 1990(平成2). 2. 16. 平元(モ)70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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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63)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는 특허침해금지를 대체하는 금전적 보상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에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이 설립되기 전에는 임시적 금지명령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침해자에게 손

해배상액의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64) 이

는 본안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영구적 금지명령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임시적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본안판결 이후에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5)

하지만, CAFC 설립이후에는 임시적 금지명령 사건에서 ‘본안에서의 승소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추정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채택되어 금전적 보상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1983년 Smith v. Hughes Tool 사건66) 이후 특허권의 배타적 성질을 이유로 본안에서

의 승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추정된다는 판례가 확립된 것이다..67)

영구적 금지명령에 있어서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68) 이전에 CAFC가 특허침해에 대하여 특허

의 유효성과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영구적 금지명령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왔던 가장 중요한 근

거도 특허권의 배타성이었다. 즉,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침해금지라는

부작위청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

허권의 절대적 배타성으로 인해 특허권이 소송을 위한 권리, 방어적 권리로 전락하여 여러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대적 배타성에 대한 제한이 요구되었다. 이에 2006

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후 Smith & Nephew v. Synthes (U.S.A.) 사건에서는 타인의 이용

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있어 금전적 손해배상과 같은 법률상 구제가 적절한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69) 이는 특허권의 배타적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타적 권리 대한 보호에 있어서도 금전적 손해배상이 보다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기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성질이 강하여 침

해금지보다는 금전적 보상이 보다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특허권자가 특허발

명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보다는 실시료 상당의 금전적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63) 大阪高裁 1992(平成4). 7. 31. 平3(ウ)1205号.

64) Foundry Services, Inc. v. Beneflux Corp., 206 F.2d 214, 216 (2d Cir. 1953); Virginia Petroleum 

Jobbers Ass'n v. Federal Power Comm., 104 U.S.App.D.C. 106, 259 F.2d 921, 925 (D.C. Cir. 1958); 

Tele-Controls, Inc. v. Ford Industries, Inc., 388 F.2d 48, 50 (7th Cir. 1967); Nuclear-Chicago Corp. 

v. Nuclear Data, Inc., 465 F.2d 428, 430 (7th Cir. 1972); Rohm & Haas Co. v. Mobil Oil Corp., 525 

F.Supp. 1298, 1307 (D. Del. 1981); Jenn-Air Corp. v. Modem Maid Co., 499 F.Supp. 320, 333 (D. 

Del.), aff'd. 659 F.2d 1068 (3d Cir. 1981).

65) Herbert F. Schwartz, Injunctive Relief in Patent Cases, 50 ALB. L. Rev. 565, 567-68 (1986). 

66) Smith Inc. v. Hughes Tool Co., 718 F.2d 1573, 1581 (Fed. Cir. 1983).

67) Roper Corp. v. Litton Systems, Inc., 757 F.2d 1266, 1272 (Fed. Cir. 1985); H.H. Robertson, Co. v. 

United Steel Deck, Inc., 820 F.2d 384, 390 (Fed. Cir. 1987); Canon Computer Sys., Inc. V. Nu-Kote 

Intern., Inc., 134 F.3d 1085, 1090 (Fed. Cir. 1998).

68)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69) Smith & Nephew, Inc. v. Synthes (U.S.A.), 466 F.Supp.2d 978, 983-84 (W.D. Ten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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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허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

권을 라이선스 협상에 있어서 과도한 실시료를 받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여부 또한 고

려하여야 한다.

eBay 사건의 환송심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에

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며 별도의 상업적인 실시나 후

속기술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금지명령은 특허권자의 브랜드 네임, 시장점유율, 명성, 신용 또

는 장래의 연구 및 개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70)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 전에 특허권자가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본안소송 제기

의 지연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침해행위로 인

한 특허권자의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침해자에게 높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손해배상만으로 적절한

구제가 될 수 있다.71) 또한, 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도 없이 ‘본안소송의 제기를 지연한 것’은 특허

권자가 관련 시장 참여자를 모니터링하고, 침해가 일어나길 기다려 협박의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여

라이선싱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72)

이와 같이 특허권자가 라이선스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상에 있어서 과도한 실시료를 받아내

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침해금지보다 금전적 손해배상이 적절한 보상이 된다고 할 것이

다.73)

(라) 전체제품에서 특허침해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침해금지청구는 특허침해부분에 대하여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기술이 전체제품

중 작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침해부분을 비침해 기술로 대체하는 제품의 재설계가 불가능하거나 시

간이 오래걸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는 침해금지청구로 인해 전체제품의 생산이 중

단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금지를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기여를 넘어서는

과도한 독점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체제품에서 특허침해기술이 차지하는 비율과 물품의

수요에 이바지한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다.74)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제조ㆍ판매한 제품의 일부분이

침해품인 경우, 특허발명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 창출에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면 전체 물품 또

는 전체 공정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특허발명 외에 다른 요소

들이 침해 물품 등의 판매에 이바지 하였다면 특허발명이 그 수요에 이바지한 비율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75)

우리 대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사건에서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

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

70) MercExchange, L.L.C. v. eBay Inc., 500 F.Supp.2d 556, 569-70 (E.D. Va. 2007).

71) Id. at 573.

72) Id. at 573 n.13.

73) Id. at 571-72.

74) eBay, 547 U.S. at 396; z4 Technologies, Inc. v. Microsoft Corp., 434 F.Supp.2d 437, 441-42 (E.D. 

Tex. 2006) 참조.

75)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226-228, 266-268면; 박성수, “특허권침해와 손해배

상액의 산정방법”, 「LAW&TECHNOLOGY」 제1권 제2호 (2005. 9), 33-34면; 김철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창작과 권리」 제40호 (2005. 9), 19면; 윤선희, “특허권침해에 있어 손해배상의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이해-”, 「저스티스」 통권 제80호 (2004. 8), 131-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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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6)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특허침해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전체물품에서 특허기술의 기여 부분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볼 때, 전체물품에서 특허기술이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부

분에 대한 침해금지가 전체물품의 생산중단을 초래하여 침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대신에 전체 침해물품에서 그 특허발명이 특별히 기여한 부분만을 판단하

여 산정한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수많은 특허가 부여되어 특허덤

불(patent thicket)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특허기술은 그 유효성을 의심받는 것도 다수 존

재하며,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약한 보호가 적절한 경우도 있

다. 따라서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영업방법 특허 등은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분야의 제품은 다수의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적법한 실시를 위하여는 수많은 특허권자들에게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거래비용이 매우 높아 자신도 모르게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면

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등 IT분야의 발명은 제약

발명 등 BT분야의 발명에 비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이 낮고 상품화시간이 적게 걸리고 상

품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의 짧으며, 모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

련 발명은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점진적, 누적적,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특허로 인해 후속발명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인 개발로 인해 진보성이 낮은 발

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영업방

법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면 ‘영업을 하는 방법’ 자체를 독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과도한 독점

을 초래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은 다른 발명보다 강력

한 특허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적다.

eBay 판결의 환송심에서는 “영업방법 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그 특허의 특성도 회복할 수 없

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하여야 하고,77)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

다.78)

영업방법특허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79)에서 우리 하급심은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의 대

부분은 그 이전에 발명되거나 사용되던 영업방법을 참조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개발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발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과도한 독점을 발생케 할 가능성

이 높아 통상의 특허발명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의 구성요소의 상당부분이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

7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77) eBay, 500 F.Supp.2d at 574.

78) Id. at 574-75.

79) 서울지법 2003. 3. 24. 선고 2002카합3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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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특허의 유효성, 대

체기술의 존부, 과도한 독점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 경쟁회사들 간의 경쟁질서, 시장의 균형이나 질

서의 훼손의 우려 등 각각의 특허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특허기술이 표준화단체에 의하여 표준기술로 채택된 경우나 사실상의 표준기술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 표준화의 기본적인 목표는 기

술간 호환성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고 기술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기술은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일단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을 다른 기술

로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전환비용이 소요되어 이러한 영향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기술

표준이 배타적ㆍ독점적 특성을 갖는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표준화단체는 표준제정과정에서 특허권자에 기술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표준으로 채택된 후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표준기술로

채택된 경우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80)

이와 관련하여 미국 CAFC는 미국의 웡(Wang)사가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 기술

을 표준으로 제안하면서도 관련기술의 특허출원 사실을 숨겼다가 SIMM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자

표준채택이전부터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오던 미쓰비시(Mitsubishi)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금반언의 원칙(doctrine of estoppel)을 적용하여 웡사의 특허침해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미쓰비시에게 영구적인 무상의 특허실시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1)

이와 같이 표준기술채택의 목적, 표준채택과정에서 표준화단체가 특허권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이

를 반영한 미국판례의 태도 등을 참고하여 볼 때, 특허발명이 표준기술인 경우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성 창출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바)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 이후 미국 지방법원은 “침해자와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침해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고,82) 반대로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침해금지명령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83) 양당사자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침해

행위로 인해 특허권자의 브랜드 네임, 시장점유율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다.84)

80) 김형철,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문제”, 「지식재산21」 통권 제59호 (2000. 3), 142면; 원정욱ㆍ전학성, “국제표

준기술관련 특허의 라이센싱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방안”, 「산업재산권」 제16호 (2004), 401면.

81) Wang Laboratories, Inc, v. Mitsubishi Electronics America, Inc., 103 F.3d 1571 (Fed. Cir. 1997), cert. 
denied, 118 S.Ct. 69 (1997).

82) Visto Corp. v. Seven Networks, Inc., 2006 WL 3741891, *4 (E.D. Tex. 2006); Voda v. Cordis Corp., 

2006 WL 2570614, *5 (W.D. Okla. 2006); Paice L.L.C. v. Toyota Motor Corporation, 2006 WL 

2385139, *4 (E.D. Tex. 2006), aff'd in part, vacated in part, 504 F.3d 1293 (Fed. Cir. 2007).

83) TiVo Inc. v. Echostar Communications Corp., 446 F.Supp.2d 664, 669 (E.D. Tex. 2006); Transocean 

Offshore Deepwater Drilling, Inc. v. Globalsantafe Corp., 2006 WL 3813778, *3 (S.D. Tex. 2006); 

Black & Decker Inc. v. Robert Bosch Tool Corp., 2006 WL 3446144, *4 (N.D. Ill. 2006); Wald v. 

Mudhopper Oilfield Servs., 2006 WL 2128851, *5 (W.D. Okl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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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실시여부와 특허기술이 전체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는 아니하고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물을 판매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며, 전체제품에서

특허발명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개별적으로 판매, 유통하지 않으

므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85) 이와 같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다른 제품에 활용하도록 판매하거나

라이선스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시장점유율, 명성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은 특허권자가 공공연구기관인 경우 특허발명을 직접 제조, 판매하지 않으므로 침

해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특허기술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공공연구기관의 연

구능력, 장래의 연구 개발기회의 상실을 유발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해로 볼 수 없어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을 선고하기도 하였다.86) 그러나 전술한 바

와 같이 개인발명가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본질적으로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를 통

한 실시료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금전적 수익을 통해 후발연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

이므로 시장점유율을 중요시하는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금전적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 경우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사) 공공의 이익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면 관련제품의 시장유통이 차단되므로 침해금지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는 시장수요 및 소비자의 선택의 폭 등 소비자의 이익 및 공중의 필요, 공중보건 등 공공

의 이익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미국에서 CAFC 설립 이전 1934년 Activated Sludge 사건에서는87) “영구적 금지명령이 인정되면

밀워키 시의 하수처리공장이 폐쇄되어 미시간 호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밀워키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금지명령을 인용하지 않고 금전

적 손해배상만을 인정한 바 있다.88) 또한, 1995년 Rite-Hite v. Kelley 사건에서89) Activated

Sludge 사건을 인용하면서 “특허권자가 공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90) 최근 Cordis v. Boston Scientific 사

례에서도 Activated Sludge 사건을 인용하면서 “공중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 금

지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91) 즉,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 이전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영구적 금지명령을 부여하는 것이 CAFC의 일반적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중보건(public health) 등과 같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을 부정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84) Rebecca A. Hand, Ebay v. MercExchange: Looking at the Cause and Effect of a Shift in the Standard 
for Issuing Patent Injunctions, 25 Cardozo Arts & Ent. L. J. 461, 481-84 (2007).

85) z4 Techs, 434 F.Supp.2d at 440-41.

86)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 Research Org. v. Buffalo Tech., Inc., 492 F.Supp.2d 600, 604 

(E.D. Tex. 2007).

87) City of Milwaukee v. Activated Sludge, Inc., 69 F.2d 577, 593 (7th Cir. 1934).

88) Id.
89) Rite-Hite Corp. v. Kelley Co., 56 F.3d 1538 (Fed. Cir. 1995).

90) Id. at 1547-48. 

91) Cordis Corp. v. Boston Scientific Corp., 99 F. App'x 928, 935 (Fed.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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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 판결 이후 z4 사건에서는 “침해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Microsoft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수

많은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을 인

정하지 않았다.92) eBay 판결의 환송심에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기초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의 부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판시하였다.93) 즉,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 이전에는 ‘공중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하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영구

적 금지명령이 제한되었으나,94) eBay 판결 이후에는 ‘공중보건’이외에도 금지명령을 인정할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당사자의 상대적 지위, 특허권

자의 특성 등의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하여 판단하

고 있다.95)

이러한 미국판례의 변화 등을 참고하여 볼 때 ⅰ) 특허권자가 공중의 필요 또는 시장수요에 부응

하여 발명품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96) ⅱ) 침해물품이 일반공중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경우97) 및

ⅲ) 의학적 목적, 국민건강 등의 공중보건에 관련된 경우98) 등의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의 필요성

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가처분사건의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받는 이익에 비하여 침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현저

하게 큰 경우 보전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보전의 필요성 판단시 고려하여야 한다

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99) 우리 판례도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

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100) 이는 미국법상 특허침해금지명령에 대한 ‘형평의 원리’ 판단에서 고

려하는 ‘고통의 평형(balance of hardships)’에 관한 기준과 유사하다.

이에 관련하여 일본 판례는 가처분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의 실시료 상당액이고, 가처분명령에 의해 침해자의 제조ㆍ판매행위

가 금지되어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기업규모로 보아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101) 또한,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실용신안권이 무효심판 계속 중으로 그 무효의

개연성이 높은 점, 권리존속기간이 일년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실용신안권자의 실시품의 매

상고가 총매상고의 1%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가처분취소 신청인은 관련 물건의 제조ㆍ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취소 신청인에게 이상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

다”고 하여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취소한 바 있다.102)

92) z4 Techs, 434 F.Supp.2d at 443-44.

93) eBay, 500 F.Supp.2d at 587.

94) Cordis, 99 F. App'x at 935.

95) eBay, 500 F.Supp.2d at 587-88.

96) Rite-Hite, 56 F.3d at 1547.

97)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Inc. v. Schering-Plough Corp., 106 F.Supp.2d 696, 697, 705 (D.N.J. 

2000).

98) Activated Sludge, 69 F.2d at 593; Roche Prods., Inc. v. Bolar Pharm. Co., 733 F.2d 858, 865-66 (Fed. 

Cir. 1984); Datascope Corp. v. Kontron, Inc., 786 F.2d 398, 401 (Fed. Cir. 1986).

99) 김주상,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법률학의 제문제, 劉基天博士 古稀紀念論文集, 박영사 

(1988), 618면; 강용현, 앞의 논문 (주 35), 100면; 이시윤, 앞의 책 (주 33), 537면.  

100)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101) 名古屋地裁 1984(昭和59). 12. 21. 昭59(ヨ)147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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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z4 사건에서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인정하게 되면 Microsoft는 윈도우 XP와 윈도우 오피스

제품 전체를 재설계하여야 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그러한 재설계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거의 불가

능한 정도이므로 침해금지명령으로 인한 Microsoft의 고통이 지나치게 크므로 고통의 형평에 반한

다”고 판시하였다.103) 즉, 전체 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제품의 재설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금지로 인해 침해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고통의 형평’에 반한다

고 본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쌍방의 이해득실관계는 본안소송에서 침해금지의 필요성의 판단 시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법원의 판단요소로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명성 및

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 기업에 특허발명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에 관련된 영업의 규모, 침

해금지가 당사자의 전체판매량과 종업원고용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 회사의 규모, 시장점유율, 제품

의 재설계의 난이도 및 잔여존속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체적 금전보상 조치

이와 같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임법적 보호

원리’에 따라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침해금지의 필요성 또는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시 침해금지 또는 폐기, 제

거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당사자 간의

형평을 위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실질적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침해금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

정을 고려하여 침해금지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액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EU 집행지침104) 제12조에서는 침해물 폐기 등의 시정조치와 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활동

의 중단 등으로 인해 침해자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자가 선의ㆍ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와 금지명령을 대체하여 합리적으로 충분한 금전적 보상금을 지

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여 대체조치(alternative measure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와 금지명령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금전적 보상은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조치로 손해배상청

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실시권의 설정

(가) 사적계약 우선의 원칙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침해자의 계속적인 실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침해

자의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허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 우선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적절한 조건하에 실시를 허락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협상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금지청구권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가

102) 大阪地裁 1984(昭和59). 9. 20. 昭59(モ)2907号.

103) z4 Techs, 434 F.Supp.2d at 442-43.

104)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J L 195, 02.0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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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고, 양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실시자가 사업중

단에 처할 위험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실시료에 합의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

가 보다 평등한 지위에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나) 사적계약 불성립의 경우 강제실시권의 설정

위와 같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양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

해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고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침해금지의 필요성 또는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장래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은 강제실시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 판결

은 장래이행판결의 일종이 된다. 이와 같은 장래의 실시료 지급청구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eBay 판결 이후에 미국에서 영구적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판결들은 장래의 적절한 실시료 지급을

조건으로 침해자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여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설정하는 판결을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실시권의 설정에 있어서는 장래의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침해행위에 대한 실시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거의 실시료와는

별도로 장래의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시도도 보인다.

z4 사건에서는 Microsoft에게 분기별로 침해물을 포함한 상품의 판매 수량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

출하도록 하고, 과거에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에 상응하는 액수를 z4에게 지

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적인 실시행위를 허락하였다.105)

Voda v. Cordis 사건에서는 과거의 침해에 대하여 산정한 로열티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판결 후 장래의 실시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결정하였다.106)

반면, Finisar v. DirecTV 사건107)에서는 과거의 침해에 대한 실시료를 적용하는 대신에 관련기술

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 실시료 액수를 참고하여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를 별도로 산

정하고, 특허의 존속기간동안 특허물품의 판매개수 당 $1.60의 실시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08)

특허권자가 Toyota의 하이브리드(hybrid) 차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영구적 금지

명령을 신청한 Paice v. Toyota 사건에서 1심법원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Toyota 측에 차 한 대당 $2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09)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로열티를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술하지 않았다.110)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CAFC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특허된 발명의 사용을 허락하는 명령은 특허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장래의 실시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어떠한 사례

105) z4 Techs, 434 F.Supp.2d at 444-45.

106) Voda v. Cordis Corp., 2006 WL 2570614, *6, *1 (W.D. Okla. 2006).

107) Finisar Corp. v. DirecTV Group, Inc., 2006 WL 2037617 (E.D. Tex. 2006), aff'd in part, rev'd in part, 

523 F.3d 1323, 1326 (Fed. Cir. 2008).

108) 그러나 항소심에서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금지명령에 대한 고려없이 강제실시권 

설정을 무효로 하였다(DirecTV, 523 F.3d at 1339).

109) Paice LLC v. Toyota Motor Corp., 2006 WL 2385139, *6 (E.D. Tex. 2006), aff'd in part, vacated in 

part, 504 F.3d 1293, 1313-14 (Fed. Cir. 2007).

110) Toyota, 504 F.3d at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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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하였다.111) 그러나 영구적 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있어 장래의 실시료 지급명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25의 로열티의 산정방

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송하였다.112) 그러나 CAFC도 장래의 실시료 결

정의 판단방법이나 그 기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는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래의 적

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장래의 실시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에 장래의 실시료는 과거의 실시

료와는 별도로 장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향후 장래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 산

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래의 실시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

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해 장차 지급할 실시료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침해금지 유예기간의 인정

전술한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보았을 때,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있어 특허침

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현재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즉각적인

실시금지를 명하고 침해품의 폐기, 설비의 제거 명령을 하는 것은 결국은 영업중지, 사업폐쇄에 이

르게 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침해자가 대체기술

을 이용하여 실시행위를 재설계하여 실시료 지급의무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나 업종전

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고 기술의 재설계 또는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침해행위금지와 같은 부작위채무는 ‘간접강제’를 강제집행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법상 간접강

제의 방법은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ㆍ제2항).

이는 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

이므로 결국 금전적 배상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 반면, 금지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대청

구로 침해품의 폐기, 제조설비의 제거 청구는 대체적 작위채무로 ‘대체집행’의 대상이 된다(동법 제

260조 제2항).

이와 같은 강제집행방법을 참고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보장하면서

도 금지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ⅰ) 특허기술의 실시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부작위

의무를 밝히고, ⅱ) 다만, 상당한 유예기간 동안 피고가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

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으며, ⅲ)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 특허기술을 계속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침해품 등의 폐기, 제조설비의 제거를 명하

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유예기간은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고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재설계하거나 업종전환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된다.

우리 대법원도 비방광고 사건에서 “부작위 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집행권

111) Id.
112) Id. at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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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693조(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

차에서도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113) 부작위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수소법원에서 간접강제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하나의 절차에서 병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일본의 학설도 부작위의무에 대한 채무명의가 되는 판결 중에 금전지급을 명하여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고,114) 부작위를 명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부작위의무 위반시의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판결

을 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115)

특허침해금지청구사건에서도 그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에게 즉시 부작위를 기대하기 어렵고 즉

각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에서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거나 제품 및 기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보장해주고, 그 기간동안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면 보다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지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인 간접강제방법을 참고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상당한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침해품 등

의 폐기, 제조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당사자 간의 교섭의 유인으로서의 기능

특허침해의 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다. 즉, ⅰ) 소송절차에 진입하거나, ⅱ) 특허기술의 실시를 중단하고 특허침해를 회피

하기 위하여 실시행위를 재설계하거나, ⅲ) 적법한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 설정의 교섭

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절차까지 진행되지 아니하고 법원 밖에서 당사

자 간의 교섭을 통한 협상에 의해 해결되고 있고, 특허제도는 이러한 사적협상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같이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자

는 협상에 있어서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반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지위는 약화된다.

일반적으로 침해경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에 진입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은 [{(예상 손해

배상액+침해금지로 인한 예상 손실액)×패소가능성}+예상 소송비용]이 된다.116) 여기서 ‘침해금지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실시중지를 하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단위수량당 이익

액}+적법한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자와 교섭하거나 특허발명의 실시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된다.117) 여기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중단하는데 드는 비용에는 침해물 폐기, 침해설비

의 제거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침해소송으

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막대하여 침해경고를 받은 자는 소송절차에 진입하기 보다는 특허권자와의

113) 대법원 1996. 4. 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114) 上原敏夫, “不作爲を命ずる假處分の諸問題”, 新ㆍ實務民事訴訟講座 14卷 保全訴訟, 日本評論社 (1982), 242頁. 

115) 竹下守夫, “不作爲を命ずる假處分”, 保全處分の體系 下卷, 吉川太二郞博士 還曆記念論文集, 法律文化社 (1966), 

605-606頁. 

116) John M. Golden, “Patent Trolls” and Patent Remedies, 85 Tex. L. Rev. 2111, 2126-27 (2007).

117) Id. at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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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통한 합의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협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고 침해경고를 받은 자는 그 금액이 합리적인 실

시료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침해금지가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침해금지청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경고를 받은 자가 특허침해소송에

진입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이 현저히 감소한다. 즉, 침해자의 예상손실액은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위한 합리적인 실시료’에 ‘소송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침해경고를 받은 자를 사적 협상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은 소송비용만이 남게 된다. 보통 침

해소송비용은 기업에게나 개인에게나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허권자와의 실시협상

을 위한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사적협상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지 않게 되어 무단실시가 양산

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침해금지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부당하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

여 이를 무기로 당사자가 고액의 실시료에 합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침해금지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권리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하여 무분별한 무단실시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에 특허침해금지의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특허침해금

지청구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유예기간 동안의 금전적 배상명령을 함께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허권자가 침해금

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무단실시가 양산되는 경우를 모두 적절히 방지하여

특허권자의 이익과 기술의 활발한 이용 간에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침해금지청구가 인

정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고 실시행위를 재설계할 수 있는 상당한 유예

기간이 주어져 즉각적인 영업중단으로 인한 치명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 또는 실시료에 합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유예기

간이 경과하면 특허기술의 실시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계속하여 특허기술을 실시하기 원하는 자는

특허권자와의 교섭을 통한 사적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실시료 합의는 즉각

적인 영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의 범위 내가 아니라 실시행위의 재설계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V. 결론: 입법론적 제안

현재 우리 특허법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절대적인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특허권자에게 타인

의 이용을 배제하고 특허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자에게 반드

시 이러한 배타적인 기술독점을 허용하여야 하는 필연적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독점으로 인해 자

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로인

해 특허기술의 이용이 차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과 유용한 기술의 상업화가 억제되

어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배타적 특허권이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기술분야에 걸쳐 무수히 많은 특허권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과학기술환경에서는 기술개발의욕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특허덤불을

형성하여 ‘비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서로가 상대방의 이용을 방해하여 누구도 자유로이 기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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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118)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하여

볼 때 특허침해금지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형평의 원리,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침해금지의 필요성 및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영미법상 ‘형평의 원리’ 또는 가처분의 요건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같이 특허침해

금지청구의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및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의 판단 시에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

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

에서 특허침해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업발전 및 기술혁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결과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

임법적 보호원리’에 따라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침해금지의 필요성 또는 침해물 등

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 침

해금지 또는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당사자 간의 형평을 위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실질적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침해금지 또는

침해물 등의 폐기, 제거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특허권자의 보호가 약화된 사정을 고려하여

침해금지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액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양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고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침해금지의 필요성 또는 침해물 등

의 폐기, 제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장래의 실시료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장래의 실시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결은 강제실시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장래이행

판결의 일종이 된다. 이와 같은 청구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과거의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병

118) ‘비공유지의 비극’은 자원의 과잉사용(overuse)의 문제를 비유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 

대비되는 것으로, 특허의 급증으로 인해 수많은 특허권자가 서로를 방해하여 희소한 자원의 과소사용

(underuse)을 유발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Michael A.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111 Harv. L. Rev. 621, 623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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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에게 즉각적인 부작위를 기

대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거나 제품 및 기술을 다시 설계할 수 있

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주고, 그 기간동안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금지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인 간접강제방법을 참고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침해금지의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금전적 배상명

령을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침해품 등의 폐

기, 제조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에 특허침해금지의 인용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

하고,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과 배상명령을 함께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

면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침해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약화로 인해 무단실시가 양산되는 경우 간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와 기술의 활발한 이용을 모두 그 목적으로 하므로 결국 양자간의 균형

을 도모하고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진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허권이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물권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을 모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침해구제수단을 재구성하여 오늘날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 하에서 진정한 기술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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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criteria of an injunc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Shim, Mi Rang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at patents rights for intangible goods as technology ideas are similarly

recognized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ownership of tangible property and patent holders can

apply to the powerful injun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a ‘Property rule’.

An injunction together with a damage is an important remedy for patent infringements.

However, unlike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do not require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intent and negligence or the occurrence of loss.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are confirmed, automatically injunctions are issued without consideration of other

circumstances. So a patent holder would exclude others' use and have a powerful position in

negotiations because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Particularly, in the case that

products using patent technology are already commercialized and widely distributed in the

market,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may make the business of the patent technology

users abolished and closed. If then, the loss would be significant and the interests of

consumers who already are using the products applying patent technology may be infringed.

Therefore, those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should be flexibly restricted according to

cases under the premise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patent owner, rather than

absolutely admitting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like now. If then, it would serve the

use of a useful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discussions including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iability rule into patent law and provide desirable legal alternatives.

First of all, judg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s should be strict and by deliberate decision

on the merits permanent injunctions should be determined. In addition, it is needed that court's

discretion possible to considerate 'the need for an injunction' in the case merits should be

given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quity' in Anglo-American law or 'the need for preservation'

in preliminary injunction suit. When the courts judge 'the need for an injunction', 'whether a

patent holder has implemented a patent invention, the possibility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bility of the infringer for damages, a patent holder's intent to license and whether an

injunc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negotiation, the proportion of patent technology in the

entire products,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patent invalidit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for market share, the publ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by considering other circumstances, 'the

need for an injunction' should be judged to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patent law.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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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judgements,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not approved, a patent owner would be

protected by post-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rule. However, because damages

are related to illegal conducts in the past, in the case that an injunction is restrained, measures

to ensure the legal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are needed. It is primarily desirable that

reasonable royalty is estimated throughout private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but i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occur, patent owner should be able to claim the

royalty for future. As a result, the decisions about these claims give a compulsory license to

patent user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approved and an

injunction is issued, when it is difficult to expect immediate performance for an infringer and it

is possibile to cause irreparable harms by sudden business interruption, in the court's ruling to

approve an injunction it is needed to be considered the measures to ensure an adequate grace

period to dispose of products already produced or re-design the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to order appropriate monetary damages during that period.

[주제어(Keyword)]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s), 침해금지청구권(injunctions), 침해금지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s), 물권법적 보호원리(property rules), 책임법적 보호원리(liability rules), 형

평의 원리(the principle of equity), 침해금지 유예기간(a grace period on an injunction), eBay 사

건(a eBay case), 특허괴물(patent tr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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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청구에�대한�새로운�판단기준

안원모� �

    � �<토론문>



토론문 -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안 원 모1)

1. 특허권 제한의 필요성

  특허제도 초기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특허제도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이라며 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산업사회 초기

에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다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

으로써 새로운 발명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강하였고, 이러한 특허제도가 현대의 고

도 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

다. 그러나 고도 산업사회에 접어 든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발명이란 기존의 발명

을 개량한 형태이거나 기존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도 

산업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특허권자 중심의 강력한 특허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기에

는 특허의 순기능 보다는 그 역기능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가 국민 또는 

인류의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거나, 권리남용적인 형태로 행사되

는 경우이거나, 개량발명의 형태로 취득된 경우에는 특허권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2. 특허권 제한의 법리와 한계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법리로는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유

기술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 공정거래법위반, 강제실시권의 설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어 왔지만, 각 법리별로 적용대상의 한계, 범위의 불명확 등 여

러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특허권 제한의 법리를 상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특허권 제한의 법리

를 도입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논의로 보여진다. 특히 

특허괴물의 등장으로 인한 특허권 남용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금지명령에 일정

1)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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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을 두려는 미국에서의 최근 판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력한 특허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3. 본 논문의 의미

  본 논문은 특허권을 물권법적 보호원리 외에도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의해서도 특

허권의 보호가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물권법적 보호원리를 약화시키고 

책임법적 보호원리를 강화하려는 기본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적 보호원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우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처분 요건 중의 하나인 보전의 필요

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절차를 가처분 신청절차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제수단이 침해금지가처분이고, 

그 가처분 결정의 결과가 본안소송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즉시 금지의 효력을 발생

하는 것임에도, 짧은 시간의 심리와 증거방법이 아닌 소명자료만으로 결정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현행 보다 더욱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또한, 본안소송인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도 가집행 선고의 제한, 법원에 광범

위한 재량권의 인정 등을 통하여 침해금지 청구의 인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

는 견해와 대체적 금전보상 조치로서 금지청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보상하고자 하는 의견도 참신한 의견으로 보여진

다. 나아가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금지 유예기간의 인정 등의 방

법으로 특허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시도도 참신한 의견으로 보여

진다.

4. 몇 가지 의문

 가. 전체적인 논문의 시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 그 중에서도 특히 금지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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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침해자로 지목된 자 포

함) 양 당사자의 이익 중 후자의 이익 보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자에게 발명적 기여를 초과하는 배타권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한 

금지청구권의 남용이 특허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반성에서, 그 반대

편 당사자를 위한 보호의 시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지나친 보호도 문제지만 실시권자의 지나친 보호 역시 특허제

도의 기본적인 존재목적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 특허권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지청구를 봉쇄함으로써 실시 교섭단계에서 특허권자는 거의 주도권을 상

실할 염려가 크다. 실시 교섭 단계에서의 당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우

리 특허법에는 강제실시권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응하도

록 하고 있는 터에,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약화시키게 되면 균형의 추는 실시권

자에게 넘어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같이 개인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강제실시

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그 균형의 

추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강제실시권이 명문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의 제한이 그 균형의 추를 깰 염려가 있어 보인다.

  특허기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

는 금지청구를 봉쇄하는 방법 이외에도, 현행의 강제실시제도를 보완하여 특허기술

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나. 특허권 침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취급의 필요성

 특허권을 문언적으로 침해한 경우, 균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개량발명(이용발

명)의 형태로 침해한 경우 등 여러 침해 유형의 경우가 존재한다. 금지청구 인용의 

정도는 이러한 특허침해 유형에 따라서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예컨대 

문언침해와 같이 특허권자의 보호필요성이 특히 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가급적 금

지청구가 인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량발명의 경우에는 가급적 금지청

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는 금지청구 제한의 문제로 대

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제도를 통하여 실시권자의 실시를 확보

하여 주는 것이 별다른 법개정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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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 금전보상의 경우에 있어서 금액산정의 한계

  실무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가처분이나 금지청구의 형식으로 구제책을 택하는 것

은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론과 관련한 주장·입증의 어려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입증

의 어려움이 두드러지는데, 손해액 산정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침해론의 문제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가처분이나 금지청구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지청

구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금전배상과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

한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역으로 그만큼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요지는 물권법적 보호원리를 약화시키고 책임법적 보호원리를 강화시

키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책임법적 보호원리의 중심에는 금전배상의 방

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금전배상방식에 있어서의 액수산정의 어

려움 때문에 법원의 부담도 증가하고,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액수 산정에 대한 

주장·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나마 활용되고 있던 금지청구제도도 활용되지 않

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쉬운 구제책인 형사고소 등에 몰두하게 되어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이 뒷전으로 물러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지청구를 제한하는 대신, 이를 대체적 금전보상(배상)의 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방식과 다른 산정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존의 손해액 산정방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만일 

기존의 손해액 산정방식과 다른 것이라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그 액수를 산정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견을 듣고 싶다. 

 라. 특허권자의 실시료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금지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고 당사자 간에 실시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강제실시권 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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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대가에 대한 판단을, 재정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

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소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실시 절차에

서의 대가에 대한 결정 외에 법원에 의한 대가의 결정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강제실시절차에서의 대가에 관한 결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듣고 싶다.

 마. 침해금지 유예기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가처분이나 금지청구는 현재와 미래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시시키고자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이는 특허침해의 경우 일단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회복이 어렵다

는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침해자로 하여금 이미 생산한 제품

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의 가처분 또는 금지청구의 실

무와 차이가 있고, 이는 실시권자를 위한 너무 큰 배려로 보인다. 이를 모든 침해유

형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시권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바. 특허권의 본질론에 대한 이론 재정립의 필요성

  금지청구는 특허권을 물권 유사의 권리로 보고,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적 권리로 

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권법의 사고방식과 권리의 배타적 속성을 감안할 

때, 금지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특허권 본질론에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법제상 특허권의 본질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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