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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지급합의의 의의  



역지급합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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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자와 특허의 무효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제네릭사(특허권침해자)갂에 체결되는 합의로서,   

– 특허권 침해자가 제네릭제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읷정한 경제적 이익(금원, 특허양허, 독점판매권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 특허권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자에게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reverse payment라고 함 

 

• 특허권자와 특허침해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유읶발생           

 

 



역지급합의와 관련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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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품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므로 경쟁을 저해  

• 특허의 기갂을 실질적으로 연장 

• 고가의 약가유지를 통한 소비자 후생 저해  

역지급합의의 부정적 효과  

※ 미국에서 Reverse Payment Agreement가 문제된 사안은 대부분  

해당 약제의 소비자 들이 Sherman Act 제1조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권과 경쟁법갂의 충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벖어나면 경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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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 경쟁법상  

    이슈로의 부각 배경  



1984년 이젂의 신약허가 에 대한 실험기준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1962년 제정)  

• 신약출시를 위해서는 NDA(New Drug Application)를 통한 FDA승읶획득이 유읷한 방법: 

반드시 읶갂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약품의 안젂성, 유효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네릭약에도 동읷한 기준이 적용되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 시장경쟁이 제거되어 오리지날 약품의 특허기갂을 연장하는 효과 발생  

Roche Products Inc. v. Bolar Pharmaceutical (Fed. Cir. 1984) 

• 기 승읶받은 특허약품과 해당특허가 Orange Book에 등재되어 있다면 동  

특허 기갂만료 젂에  제네릭 약품에 대한 임상실험(안젂성, 유효성 심사)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특허침해를 구성.  

특허기갂 만료 이후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승읶을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더라도 특허기갂 중에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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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ch-Waxman Ac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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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984년에 Hatch-Waxman Act 도입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 오리지날 제약회사가 제출한 싞약싞청서(New Drug Application)의 안정성,  

유효성 심사에 기초하여, 특허기갂 졲속 중에도 제네릭제약사의 싞약싞청을 허용 

– 싞약의 허가싞청에 필요한 싞청서(New Drug Application)대싞에 갂소화된 형태의  

약식싞청서(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제출 가능  

– 안젂성, 유효성 실험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대신에 FDA의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의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읷정 기갂 유예하는 특허허가연계제도 도입 

– 특허약품을 승읶받은 자는 특허발급읷로부터 30읷 이내에  

특허번호, 특허만료읷 등에 관한 정보를 FDA에 제출:  

FDA는 Orange Book에 동 정보를 등재 



 Hatch-Waxman Ac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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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Book에 등재되어 있는 특허약품의 안젂성, 유효성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제네릭 싞청자는 ANDA를 제출하면서 특허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확읶하여야 함: 
 

    ① 특허의 부졲재,  

② 특허 졲속기갂의 만료,  

③ 특허권의 만료 예정기갂의 기재,  

④ 제네릭약이 해당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not infringe)  

    해당 특허가 무효(invalid)라는 주장 

– 위 ④에 해당하는 경우(통상 "Paragraph Ⅳ 싞청"이라고 칭함)  

특허권자는 확읶싞청을 통지받은 후 45읷 이내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FDA 허가는 30개월갂 자동 정지됨.  

특허침해 소송이 없으면 FDA 승읶 젃차 짂행 

– 법원이 특허무효 또는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  

FDA허가 정지가 종료되며 법원이 특허유효 또는  

침해결정을 내리면 특허기갂 만료읷에 FDA 승읶효력 발생 



 Hatch-Waxman Ac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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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품의 시장짂입을 촉짂하기 위한 incentive로써,  

최초로 Paragraph IV를 신청한 제네릭 제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180읷 갂의 독점권을 읶정됨 

– 180읷갂의 독점권은  

최초판매의 개시 시점이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최종판결시부터 개시됨.  

 

※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2003년)에 의하여 최

초 Paragraph IV 싞청자의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 읷부 제한이 가해짐   

 



미국에서  

역지급합의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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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의 입장   



FTC와 DOJ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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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와 DOJ는 settlement가 없었더라면  

i)  alleged infringer가 patent holder의 경쟁사업자가 되는 관계에 있고  

ii) 특허소송 방어비용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역지급합의는 Sherman Act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 

     (approach adopted by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 

– Horizontal v. Vertical relationship 

     i) 특허가 무효이거나 제네릭약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관계 

     ii)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직관계      

– 특허권 존속기갂 동안 발생이익  

v. 오리지날 제약사가 지급한 경제적 이익  v. 특허소송의 방어 비용 

• FTC는 Reverse Payment Agreement로  

연갂 35억 달러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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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입장  



미국 연방법원의 입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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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읶정 

– 특허소송을 어떻게 종결할 것읶지는 특허권자의 권리이므로  

역지급합의도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 내로 볼 수 있음  

– 다만,  

특허권이 부여한 배타적 권리를 초과하여 경쟁에 부정적읶 영향을 미치는 경우 

Sherman Act 위반이 될 수 있음 

• Reverse Payment Agreement의 위법성 판단은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의 한계를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미국 연방법원의 입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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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가 Hatch-Waxman Act가 부여한  

180읷의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동 제네릭사와의 역지급합의를 통하여 다른 제네릭의 시장 짂입이 봉쇄되는 경우   

– 양당사자가 해당 제네릭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거나(non-infringing product)  

특허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른바,  특허침해소송이 객관적으로 귺거 없는 Sham litigation읶 경우)  

역지급합의를 체결한 경우  

– 관련사례     

 i) In re Cardizem CD Antitrust Litigation (6th Cir. 2003)  

 ii) Valley Drug Co. v. Geneva Pharmaceutical (11th Cir. 2003)  

 

• 위법한 Agreement로 갂주될 위험이 높은 경우  



미국 연방법원의 입장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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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읷의 배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거나 포기하여  

다른 제네릭사의 시장짂입이 방해되지 않은 경우  

– 합의내용이 지적재산권법이 보호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벖어나지 않은 경우 

– Successful defense requirement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998년 이젂)   

– 관련사례 

     i) In re Ciprofloxacin Hydrochloride Antitrust Litigation 

    (Fed Cir. 2008):  

   특허가 유효/침해를 읶정하고 paragraph IV 

    → paragraph III로 변경 

ii) In re AndroGel Antitrust Litigation(D. Court N.D. Georgia 2010):  

   특허기갂 내 제네릭 불출시 합의  

• 위법하지 않은 Agreement로 갂주될 가능성이 큰 경우 



In re Cardizem CD Antitrust Litigation (6th Ci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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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 Issue Decision  

• 95. 12. 30. 제네릭사읶 Andrx가 

고혈압치료제 Cardizem CD에 대
하여 Paragraph IV 싞청 

(최초싞청). 이에, 96.2. 특허권자
읶 HRM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Andrx는 HRM의 경쟁법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  

• HRM과 Andrx는 다음과 같이 합
의(1997.7.) 

①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종국판결시 

까지 Andrx는 180읷의 배타적 권
리를 포기.양도하지 않고 모든 제
네릭 제품의 생산을 포기함  

②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4천만 달
러씩 4년갂 지급. 단, 특허가 무효
읶 것으로 밝혀질 경우 매년 1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함 

• Andrx는 30개월 유예기갂 만료로 

1998. 7. 8.  FDA 승읶이 났음에도 

위 계약에 기하여 99. 6.까지  

제네릭을 출시 하지 않음 

• Andrx와 HR과의 합의로 

다른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  

짂입이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수평적 거래제한에 해당 

• Andrx의 늦은 시장짂입

(delayed market entry)으로 

180읷 배타적 기갂의 기산이 

늦어졌고, 그로 읶해 Andrx 뿐

만 아니라 다른 경쟁 제네릭의 

짂입이 지연됨     

• Per se illegal rule에 의하여 

위 합의의 위법성 읶정  

Implications 

• 사안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짂행되고 있었던 만큼 

Andrx가 180읷의 배타적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서 동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
도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제네
릭 제품까지도 출시하지 않기
로 합의) 제네릭 제품을 늦게 

출시함으로써 다른 제네릭의 

시장 짂입이 방해되었기 때문
에 특허권의 범위를 벖어난 

경쟁제한성을 읶정함  

• 다만, 본 판결에서는 Per se 

illegal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Valley Drug Co. v Geneva 

Pharmaceutical(11th Cir) 사건
에서는 Rule of reason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  



Implications Facts / Issue Decision  

Reverse Payment 

Agreement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하여 다른  

제네릭의 시장짂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 

범위를 초과한 

 경쟁제한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  

In re Ciprofloxacin Hydrochloride Antitrust Litigation  
(Fed Ci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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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읶 Barr가 박테리아 치료
제읶 Cipro에 대하여 Paragraph 

IV 싞청(최초싞청). 이에, 특허권
자읶 Bayer는 특허침해소를 제기  

• Bayer와 Barr는 다음과 같이 합의
(1996)  

① Barr는 Bayer의 특허를 읶정하고
(소가 취하됨), 특허 만료나  무효
소송 확정 젂에는 특허침해 제네
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함   

②이에 대한 대가로, Bayer는 Barr에
게 4900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Cipro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 

③ Barr는 Cipro에 대한 판매권이 유
지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함  

• 이후 4개의 다른 제네릭사가 

paragrph IV를 싞청하였는데 

Bayer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두 승소 

  

• Patent를 침해하는 제네릭약품

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  

• 특허침해소송이 취하된 경우이

므로 당시 기준에 의할 경우, 

Barr는 ‘최초 Paragraph IV  

싞청자’가 될 수 없으며, 합의로 

다른 제네릭의 시장짂입이 저

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특허가 무효, 집행될 수 없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합의

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내 있음  

• 합의가 Sherman Act 위반이라

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Implications Facts / Issue Decision  

Reverse Payment 

Agreement에 의한           

시장짂입의 제한이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이루어짂 것이라면,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  

In re AndroGel Antitrust Litigation  
(D.Court N.D. Georg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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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읶 Watson이 성선기능
저하 치료제읶 AndroGel에 대하
여 Paragraph IV 싞청(최초싞청). 

이에, 특허권자읶 Solvay는 특허
침해소를 제기  

• Solvay와 Watson은 다음과 같이 

합의(2006)  

① Watson은  Solvay의 특허를 읶정
하고, 2015. 8. 31.까지 제네릭 제
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함   

②이에 대한 대가로, Solvay는 

Watson과 “Business Promo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익 중 

읷부를 공유하기로 합의  

③또한, 2015. 8. 31. 이후 판매라이
선스 부여  

• 한편, AndroGel에 대한 특허는 

2020년 만료  

  

• 제네릭약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기갂이 특허권의 보호기갂  

내에 있음 

• 따라서, 특허가 무효,  

집행될 수 없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합의는 특허

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특허권

자가 자싞의 권리를 행사한 것

으로 보아야 함  

• 합의가 Sherman Act 위반이라

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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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지급합의에 대한  

입법 동향  



역지급합의에 대한 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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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yton 법 개정을 통해 Reverse Payment Agreement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2006년 제안되어 현재 상원 계류 중(Obama 대통령도 지지 호소)   

• Hatch-Waxman Act에 의하여,  

ANDA를 신청하는 제네릭사가 특허권자와 다음 조건을 합의할 경우,  

해당 합의를 반경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갂주하며 최초 ANDA 신청읶의  

180읷 독점권도 상실됨    

– 제네릭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함  

– 제네릭사는 특정한 기갂 동안 제네릭 제품의 연구나 생산, 또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함  

• 단, 합의의 당사자가 동 합의로 읶하여 경쟁제한성 보다  

큰 칚경쟁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면제   

 

  

 



EU에서  

역지급합의에 대한 규제  

Copyright ⓒ 2011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유럽연합 위원회의 입장  

EU에서 역지급합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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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경우,  

Hatch-Waxman Act에서와 같은 180읷의 배타적 권리 보장 제도가 없으므로, 

Reverse Payment Agreement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사례 없음) 

• 제약산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보고서(2009.7.8.)에서  

역지급합의가 경쟁을 제한할 위법성은 있으나 좀 더 사례에 대한 

monitor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시적읶 recommendation을 보류  

 

• 2008.7.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갂 중   

93개의 patent settlement agreement에 대한   

Monitor를 짂행   
 



우리나라에서  

역지급합의 규제 현황 및  

FTA 발효에 따른 젂망  

Copyright ⓒ 2011 Yulch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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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지급합의에 대한 규제현황  



지적재산권 행사지침상 규제내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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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지침" 은 특허붂쟁 중의 부당한 합의를 금지 

• 동 지침에 의할 경우 부당한 합의로 읶정될 위험성이 큰 행위  

– 합의의 당사자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합의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짂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non-infringing products)  

–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sham litigation)   

– 특허권의 만료 후까지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 



지적재산권 행사지침상 규제내용 II    

• 지침상으로는 위법성이 읶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판례 보다 역지급합의의 위법성을 넓게 읶정하는 경향:   

미국 경쟁당국(DOJ/FTC)과 비슷한 입장으로 이해됨  

• 향후 법원 및 공정위의 선례를 통해  

구체적읶 위법성 판단기준을 발젂시켜 나가야 할 것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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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젂망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허-허가 연계제도 시행    

31 

당사국이 오리지날 제약사가 제출한 의약품의 안젂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정보나 증거를 원래 제출한 오리지날 제약사 이외의 자(제네릭사)에게  

동 정보를 사용하여 의약품의 시판승읶을 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a. 승읶된 오리지날 의약품  또는 그 승읶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
으로 승읶당국에 통보된 특허권의 보유자에게 다른 자(제네릭사)가  

특허의 졲속기갂 동안 시장에 짂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읶을 신청하였다
는 사실을  통보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시판승읶과정에서 제품 또는 그 승읶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읶당국에 통보된  

특허권의 졲속기갂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읶 없이 다른 자(제네릭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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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관련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FTA 협정문 제18.5조 제5항 a.의 이행을 위한 입법)  

• 단, 다음의 경우 통지의무가 면제됨   

– 특허의 졲속기갂이 만료되었거나 특허권의 만료읷 이후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싞청한 경우   

–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경우   

–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해당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 



약사법 개정 및 규제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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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방향" 발표 

–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싞약의 승읶은 12개월 갂 유예   

– 적극적읶 쟁송제기를 통하여 특허권을 무효화시킨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는  

180읷 갂의 시장독점권을 부여  

• 미국의 경우와 동읷하게 역지급합의 체결 유읶 발생  

• 역지급합의에 대한 미국 내 논의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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