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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I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lden F. Abbott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lden F. Abbott*

I.

Introduction

Standard setting has long been scrutinized under U.S. antitrust law. This scrutiny reflects the
fact that, although standard setting has the potential to confer substantial benefits on producers
and consumers, it also may be misused to limit the terms of competition among rival firms or to
allow enable a firm to achieve monopoly power.
This essa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of the FTC Act‟s 1 prohibition on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to single firm conduct in standard setting („Section 5‟). After
describing judicially-established constraints on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to business behavior,
it briefly highlights the nature of standard setting and 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contexts (opportunistic behavior by a patent holder whose patents „read‟ on a standard). It then
focuses on two recent standard setting-related matters involving hold-ups that have prompted
FTC enforcement actions, the Rambus litigation and the N-Data settlement. It closes by
assessing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Section 5 may enjoy over other means (particularly private
litigations) to combat welfare-inimical hold-ups.

II.

Section 5 is Broad but not Unbounded

The Supreme Court has explicitly recognized that Section 5 encompasses behavior outside the
scope of the federal antitrust laws. In Sperry & Hutchinson, 2 the Court addressed whether
Section 5 empowered the FTC to define and proscribe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that did not
infringe „either the letter or the spirit of the antitrust laws.‟3 In addition to holding that Section 5
was broader than the antitrust laws, the Court found that Section 5 empowered the FTC to
proscribe conduct „as unfair or deceptive in their effect upon consumers regardless of their nature
or quality as competitive practices or their effect on competition.‟4 Looking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Trade Commission Act, the Court was persuaded by Congress‟ deliberate choice
not to reduce the ambiguity of the phrase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5 In a subsequent case,
the Court reiterated that Section 5 encompassed „not only practices that violate the Sherman Act
*

Deputy Director for Special Project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Federal Trade Commiss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solely attributable to the author. They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r any individual Federal Trade Commissioner.
1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38 Stat. 717 (1914), as amended, 52 Stat. 111 (1938), 15 U.S.C. § 45
(2006). As we will show, Section 5 sweeps more broadly than the Sherman Act. The FTC alone, however, enforces
Section 5. In contrast, the Justice Department enforces the Sherman Antitrust Act, and private parties and state
attorneys general (in their role as parens patriae), also may bring actions under the Sherman Act.
2
Fed. Trade Comm’n v Sperry & Hutchinson Co., 405 U.S. 275 (1972).
3
Sperry & Hutchinson, 405 U.S. 241.
4
Ibid.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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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antitrust laws, but also practices that the Commission determines are against public
policy for other reasons.‟6 The Supreme Court having established that Section 5 gave the FTC
power to prevent practices that were not antitrust violations, a trio of subsequent federal appeals
court decisions, described below, enunciated three principles that may limit Section 5‟s scope.7

A.

Judicial Decisions Limiting the Scope of Section 5

The key judicial limitations on Section 5 may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Section 5 does not,
or should not, sanction commercial conduct when there is a lack of evidence that the conduct in
question has anticompetitive effects.8 In Boise Cascade,9 the Ninth Circuit declined to enforce
an FTC order finding southern plywood manufacturers violated Section 5 by adopting and
maintaining a system of delivered pricing that involved rail freight charges from the Pacific
Northwest to determine the price of southern plywood. 10 The FTC typically challenged
delivered pricing systems under a theory of conspiracy by adherence to a formula that makes
competitors‟ prices identical.11 Analyzing the case law and the FTC‟s own policy, the court held
that, in the absence of an overt agreement, the FTC must demonstrate that the pricing system had
the actual effect of fixing or stabilizing prices. 12 Holding that substantial evidence did not
sustain the FTC‟s findings, the court found that the FTC provided „little more than a theory of
the likely effect of the challenged pricing practices.‟13
The court also declined the FTC‟s invitation to sustain the order on the basis of something less
than substantial evidence of anticompetitive effect because of the broader nature of Section 5.14
As „the law of delivered pricing is well forged, having been developed by the [FTC] and courts
over years of litigation‟, the FTC had to find either collusion or actual effect on competition to
make out a Section 5 violation for delivered pricing.15 In the court‟s view, allowing the FTC‟s
claim would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guilty and innocent commercial behavior.‟ 16
Accordingly, Boise Cascade forecloses the availability of a standalone Section 5 action as a
back-door to liability when the conduct in question falls squarely within the ambit of the antitrust
laws but the facts fall short of establishing a claim under them.
Second, a proper Section 5 claims requires at least some evidence of „oppressiveness‟ to be
caused by the conduct in question. In Ethyl,17 the Second Circuit set aside an FTC order finding
Fed. Trade Comm’n v Ind. Fed’n of Dentists, 476 U.S. 447, 454 (1986).
See JT Rosch, Commissioner, Fed. Trade Comm‟n, Welcoming Remarks at the FTC Section 5 Workshop
((17 October 2008)).
8
Ibid 2.
9
Boise Cascade Corp. v Fed. Trade Comm’n, 637 F.2d 573 (9th Cir. 1980).
10
637 F.2d 573. Delivered pricing has the potential to allow competitors to match prices and avoid the rigors
of price competition. Ibid 575.
11
Ibid.
12
Ibid 577.
13
Ibid 578.
14
Ibid 581.
15
Ibid 582.
16
Ibid.
17
E.I. Du Pont De Nemours & Co. v Fed. Trade Comm’n, 729 F.2d 128 (2d Cir. 1984) [hereinafter Ethyl].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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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u Pont, Ethyl and other antiknock gasoline additive manufacturers violated Section 5
through independent and unilateral conduct involving sales at a delivered price that included
transportation costs, giving advance notice of price increases beyond that required by contract,
and use of a „most favored nation‟ clause with sellers.18 Although the FTC conceded that the
practices were not collusive and had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the FTC alleged that the
practices collectively lessened competition in violation of Section 5 by facilitating price
parallelism at levels above the competitive levels.19 The court recognized that Section 5 was
broader than the antitrust laws, but stressed that appropriate standards should be adopted to
protect against an arbitrary and capricious application of the FTC‟s power.20 According to the
court, the FTC owed „a duty to def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questioned conduct]
would be unfair so that business will have an inkling as to what they can lawfully do rather than
be left in a state of complete unpredictability.‟21 The court found that the FTC decision did not
provide any such guidelines, so it provided a minimum standard of its own.22 Specifically, the
court held that, absent a tacit agreement, at least some „indicia of oppressiveness‟ must exist.23
Examples of the indicia included evidence of anticompetitive intent or purpose or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legitimate business reason for its conduct. 24 This minimum standard was
influenced by the „plus factor‟ test for conscious parallelism under the Sherman Act. 25
Accordingly, Ethyl suggests a proper Section 5 action must include an „unfairness plus factor.‟
Third, Section 5 cannot be applied to create an affirmative duty to act where antitrust law
expressly provides that no duty exists. In OAG,26 the Second Circuit reversed an FTC order
finding that a monopolist publisher of flight schedule guides had a duty under Section 5 to
refrain from discriminating between certificated air carriers and commuter airlines. 27 Listing
connecting flights in the guide was important and valuable to a user.28 The publisher‟s guides
listed only the connecting flights of certificated carriers, which paid the publisher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have their flights listed.29 The FTC found that the publisher‟s arbitrary
refusal to list connecting flights of commuter airlines was in violation of Section 5.30 The FTC
argued that the Colgate doctrine,31 generally permitting refusals-to-deal, must give way where a
monopolist arbitrarily exercised its business judgment, even when the affected competition was
18

729 F.2d 130.
Ibid 130, 135.
20
Ibid 136-38.
21
Ibid 139.
22
Ibid.
23
Ibid.
24
Ibid.
25
See Ethyl at 139, n.10. See also American Tobacco Co. v United States, 328 U.S. 781 (1946).
26
Official Airline Guides, Inc. v Fed. Trade Comm’n, 630 F.2d 920 (2d Cir. 1980).
27
630 F.2d 921.
28
Ibid 922.
29
Ibid.
30
Ibid. 923.
31
United States v Colgate & Co., 250 U.S. 300, 307 (1919) („In the absence of any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the [Sherman Act] does not restrict the long recognized right of trader or manufacturer . . .
freely to exercise his own independent discretion as to parties with whom he will dea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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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ifferent industry than that of the monopolist.32 Additionally, the FTC justified its finding
base on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33 The court, however, found that application of Section 5
as urged would give the FTC too much power to substitute its own business judgment for that of
the monopolist when the monopolist‟s decision arguably affects competition in another
industry.34 Instead, to be actionable, the conduct must be coercive.35 Accordingly, OAG restricts
the scope of Section 5 so it cannot be used to „recapture‟ behavior exempted from the antitrust
laws without evidence of some pernicious or coercive intent.

B.
Exploring the Gap Between the Antitrust Laws and Section 5: Judicial
Precedents and the FTC’s Section 5 Report
In light of Sperry & Hutchinson and the appellate trio of and Boise Cascade, Ethyl and OAG,
there lies a nebulous region of potentially suspect commercial behavior beyond the reach of the
antitrust laws, with respect to which the marketplace requires more explicit guidance. In fact,
although courts are inclined to give the FTC‟s findings deference and review FTC orders under
the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36 courts have emphasized the need for definite standards to
guide FTC‟s application of Section 5.37
The Boise Cascade-Ethyl-OAG trilogy may prove to be less of a constraint on Section 5
enforcement than might appear at first blush. For example, the prohibition suggested by Boise
Cascade may be more applicable to allegations of concerted action (conscious parallelism)
among multiple parties, as opposed to unfair acts by a single market participant. Additionally,
Boise Cascade relied on the „well forged‟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statutes against delivered
pricing schemes. Arguably, Boise Cascade‟s prohibition against a standalone Section 5 claim is
weakened if there is less case law and established agency policy applying the Sherman or
Clayton Acts to the questionable conduct. Ethyl, based on analogy to Sherman 1, might also be
similarly limited. Furthermore, Boise Cascade, Ethyl, and OAG all were cases in which the
actions under scrutiny had well recognized potential efficiency justifications, involved the
routine exercise of business judgment, and lacked convincing evidence of likely consumer harm.
They thus by their own terms were a „hard sell‟ for the proposition that they correctly identified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C.
Analyzing Section 5 in the Specific Context of Standard Setting Holdup
Can Inform the Later Development of General Principles
32

630 F.2d 925.
Ibid. 926.
34
Ibid. 927.
35
Ibid.
36
See 15 U.S.C. § 45(c); Universal Camera Corp. v NLRB, 340 U.S. 474 (1951).
37
See, e.g., Ethyl, 729 F.2d 137 („appropriate standards must be adopted and applied‟). FTC Commissioner
Rosch echoed the courts‟ concerns in the FTC‟s October 5 Section 2 Workshop. J. Thomas Rosch, Commissioner,
Fed. Trade Comm‟n, Welcoming Remarks at the FTC Section 5 Workshop (17 October . 2008) 3 (citing a need for
principles limiting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available at
<http://www2.ftc.gov/bc/workshops/section5/docs/trosch.pdf>.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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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provides a unique context in which to evaluate the potential
scope of standalone Section 5 enforcement. First, collaborative standard setting has been the
subject of particularized FTC and DOJ analysis and guidance. Second, patent hold-up, like its
contract law analogue, has recognized economic effects on parties‟ incentives. Thus, instead of
seeking limiting principles for Section 5 outright,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in this
narrower context may illuminate limits to Section 5 generally.

1.

Standard Setting

Industry standards, including interoper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engines driving the modern economy‟ by making products less costly for firms to
produce and more valuable to consumers.38 Standards can also increase innovation, efficiency
and consumer choice.39 For example, standards in telecommunications make such devices more
valuable by fostering interoperability among devices and services provided by distinct sources.40
Although de facto standards may emerge through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standards may also be set through collaboration by multiple businesses in a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 to create a standard that could be used by the entire industry.41 SSOs often
involve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whereby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displaces
consumer choice and competition.42 Accordingly, antitrust law carefully scrutinizes SSOs and
their activities.43 This substitution may yield substantial efficienci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wasteful spending or delays associated with an all-out standards war.44 Accordingly, conduct
which undermines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or renders it anticompetitive may be actionable
under the antitrust laws,45 and thus under Section 5.

U.S. DEP‟T OF JUSTCE & FED TRADE COMM‟N,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33 (2007)
[hereinafter “IP 2 REPORT”], available at
http://www.ftc.gov/reports/innovation/P040101PromotingInnovationandCompetitionrpt0704.pdf.
39
Ibid.
40
Ibid.
41
Ibid. 33-34.
42
Ibid.
43
Ibid. 34-35.,
44
Ibid; See also Opinion of the Commission, In the Matter of Rambus, Inc. (Aug. 20, 2006),
<http://www.ftc.gov/os/adjpro/d9302/060802commissionopinion.pdf>. („[S]tandard setting can function as an
efficient substitute for selecting interoperable technologies through direct competition.‟)
45
See, e.g., Allied Tube & Conduit Corp. v. Indian Head, Inc., 486 U.S. 492, 509-11 (1988) (affirming court of
appeals‟ reinstatement of a jury verdict awarding damages for a Sherman Act violation where producers and sellers
of steel conduit had packed a meeting with new members whose sole function was to vote against a proposal to
allow the use of equally viable plastic conduit in the building industry); Am. Soc’y of Mech. Eng’rs v. Hydrolevel
Corp., 456 U.S. 556, 574 (1982) (finding SSO liable for actions of its agents acting with apparent authority to
discourage customers from purchasing one competitor‟s water boiler safety device, stating that it did not comply
with the SSO‟s safety code, even though it did).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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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Hold-up may be defined as a contractual concept in which one party to a contract extracts
additional value or concessions from another party based on circumstances creating an
exceptional need. 46 Even the possibility of hold-up creates undesirable effects including a
reduction of the incentives to invest in the activity or relationship the contract was designed to
support.47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patent hold-up can arise because firms may make
significant investments in developing and employing a technology standard that are covered by
one or more parties‟ patent rights.48 If these investments are not applicable or redeployable using
other IP, a single patent holder can engage in patent hold-up to an extent corresponding to the
magnitude of the switching costs. 49 Specifically, after an SSO chooses technologies for a
standard, an incorporated technology may lack effective substitutes because of its inclusion in
the standard.50 The owner of a patent covering this incorporated technology can thereby extract
higher royalties or stricter terms than possible ex ante.51 If these additional royalties are passed
down through higher costs, consumers could be harmed.52
Seeking to mitigate the risk of patent hold-up, SSOs generally require participants to abide by a
set of SSO policies and obligations including disclosure rules and licensing rules.53 Disclosure
rules require participants to disclose their respective patent interests, while licensing rules restrict
the terms that patent holders can demand of standards adopters.54 Licensing rules range from
general obligations to license any adopter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terms
to specific disclosures of maximum or strictest terms.55 Outside of these policies, reputational
risk to an SSO participant may also discourage a participant from engaging in patent hold-up.56
Let us now assess two recent FTC actions involving 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involving.
In the first case, Rambus, an SSO participant, was accused of anticompetitive conduct. In the
second case, N-Data, a non-party to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w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From these specific applications of Section 5 in the relatively narrow context of standard setting
patent, some limiting principles begin to appear, at least in this context. Based on these limiting
principles, this article then analyzes whether Section 5 liability should be broadened to
encompass patent hold-up outside this special context.

See e.g., S. Shavell, „Contractual Holdup and Legal Intervention,‟ 36 Journal of Legal Studies 325, 326
(2007); IP 2 REPORT, supra note 38, 35 n.11.
47
See Shavell ibid. 326; IP 2 REPORT, supra note 42, 35 n.11.
48
IP 2 REPORT, supra note 38, 35 n.11.
49
Ibid. 35 n.11, 37-38.
50
Ibid. 36.
51
Ibid.
52
Ibid.
53
Ibid. 36, 42.
54
Ibid. 42.
55
See VITA Business Review Letter (Oct. 2006) (declining to investigate an antitrust investigation based on
an SSO policy requiring mandatory disclosure of a patent holder‟s most restrictive licensing terms).
56
IP 2 REPORT, supra note 38, n.1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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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ection 5 Lessons from Rambus and N-Data
A.

The Rambus Case

The FTC‟s investigation into questionable conduct by Rambus was neither a standalone
Section 5 case nor a victory by the FTC.57 The Rambus prosecution did not meet the rigorous
causation requirements for a Sherman Act Section 2 violation, according to the reviewing U.S.
court of appeals. Nevertheless, the FTC‟s pursuit of Rambus provides important guidance
regarding a possible role for standalone Section 5 actions (actions that do not allege Sherman Act
violations) to police unfairly opportunistic behavior by an SSO participant.

1.

Allegedly Anticompetitive Conduct by Rambus before JEDEC

Founded in 1990, Rambus develops, patents, and licenses computer memory technologies. 58
Rambus holds patents and pending applications directed to high-performance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architecture, Rambus DRAM (RDRAM).59 In particular, Rambus filed
its first DRAM-related patent application in 1990. 60 Beginning in 1992, Rambus filed 10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claiming the benefit of the parent.61 Along with other continuation
applications, Rambus amassed over twenty U.S. patents by June 1996.62
DRAM is an essential component in electronic devices ranging from personal computers to fax
machines and video games.63 In 2000, DRAM sales in the United States alone exceeded $12
billion. 64 By the late 1980s, processing technology was progressing faster than memory
technology to the point where existing DRAM architectures created a „memory bottleneck.‟65
Synchronous DRAM (SDRAM) was a promising solution to the memory bottleneck, but its
success depended on the adoption of SDRAM standards by the industry.66
The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Solid State Technology Association (JEDEC)
was an organization for promoting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in solid state products such
as DRAM. 67 JEDEC membership was freely available to any company or individual that
See Rambus Inc. v Fed. Trade Comm’n, 522 F.3d 456, 459 (D.C. Cir. 2008), cert. denied, 129 S. Ct. 1318
(2009). After the Court of Appeals denied the FTC‟s 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 the FTC recently petitioned for
a writ of certiorari to review the decision by the Court of Appeals adverse to the FTC, but that writ was denied by
the U. S. Supreme Court.
58
Complaint, In re Rambus Inc. (18 Jun. 2002) Docket No. 9302 2, 8.
59
Complaint 8.
60
Complaint 9.
61
Ibid. 9-10.
62
Ibid. 22.
63
Ibid. 3.
64
Ibid.
65
Ibid.
66
Ibid. 4.
67
Ibid. 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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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d electronic equipment or provided electronics-related services. 68 To become a
member, a company only had to submit an application, pay membership fees and agree to abide
by JEDEC‟s rules. 69 Starting in October 1993, the JEDEC Manual provided that JEDEC
committee chairpersons must call to the attention of meeting attendees „the obligation of all
participants to inform the meeting of any knowledge that they may have of any patents, or
pending patents, that might be involved in the work they are undertaking.‟70 The JEDEC Manual
also provided that no standards were to include patented items without 1) a technical justification
for including the patented item; and 2) express written assurance from the patent holder to
license the technology either royalty free or RAND terms.71 JEDEC‟s JC-42.3 Subcommittee on
RAM Devices (JC-42.3) began work on standards relating to SDRAM in 1990. 72 Members
involved with JC-42.3 included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memory designers, makers and
users.73
Rambus attended its first JEDEC meeting as a guest in December 1991 and officially joined
shortly thereafter.74 While work was under way on the SDRAM standards, Rambus regularly
attended JC-42.3 meetings.75 Between December 1991 and May 1992, Rambus representatives
attended JC-42.3 meetings discussing two key features for incorporation into the first-generation
SDRAM standard: i) programmable CAS latency technology; and ii) programmable burst length
technology.76 In March 1993, a Rambus representative also attended the JC-42.3 meeting at
which these technologies were approved for inclusion in the first-generation SDRAM standard
and forwarded to the JEDEC Council. 77 Despite attending both meetings, Rambus did not
disclose that it might have or later pursue patent rights relevant to these technologies.78
Starting in September 2004, Rambus also attended JC-42.3 meetings involving proposals to
include a third key feature for clock synchronization, on-chip PLL/DLL technology, in the
second-generation SDRAM standard. 79 Although Rambus had presented new claims in a
pending patent application in June 1993 covering this technology, Rambus did not disclose this
to JEDEC. 80 From December 1991 to April 1992, Rambus also attended JC-42.3 meetings
discussing a fourth key feature for data acceleration, dual-edge clock technology. 81 In
September 1994, Rambus presented new claims covering the dual-edge clock technology in a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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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application which issued in April 1996, but Rambus never disclosed this application to
JEDEC.82 This technology w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the DDR SDRAM standard after a
formal proposal made at a JC-42.3 meeting in March 1996.83
Rambus formally withdrew from JEDEC by sending a letter to the Secretary of JEDEC‟s JC-42
Committee on June 17, 1996. 84 The letter noted that Rambus would continue licensing its
technology, but on terms that may not be consistent with the terms set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like JEDEC. 85 Rambus also enclosed a letter listing 23 domestic and foreign
patents issued to Rambus.86 Although five of the listed patents were related to Rambus‟ original
1990 application, none of the patents claimed the SDRAM standards set by JEDEC. 87 The letter
did not list Rambus‟ pending applications, nor did it list the Rambus patent issued in April 1996
and directed dual-edge clock technology incorporated into JEDEC‟s SDRAM standard.88
During its involvement with JEDEC, Rambus did not disclose any of its relevant patents or
pending applications.89 Rambus did present a letter to the JC-42.3 on one occasion in 1995
stating that „Our presence or silence at committee meetings does not constitute an endorsement
of any proposal under the committee‟s consideration nor does it make any statement regarding
potential infringement of Rambus intellectual property.‟90 Rambus also disclosed one issued
patent back in September 1993, but this patent was directed to a clock technology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ose considered by JEDEC.91
In November 1993, while Rambus was still a member, JEDEC issued the first-generation
SDRAM standard.92 Starting in 1995, JEDEC-compliant SDRAM began to replace the older
generation of SDRAM, asynchronous DRAM. 93 In August 1999, after Rambus‟ withdrawal,
JEDEC published the second-generation SDRAM standard, known as double data rate (DDR)
SDRAM.94 Most of the technologies included in the first-generation SDRAM standard were
included in the second-generation DDR SDRAM standard. 95 By 1999, JEDEC-compliant
SDRAM had effectively displaced previous SDRAM architectures in the marketplace.96 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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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us began to assert its patents against major DRAM and chipset manufacturers, alleging that
their use of JEDEC-compliant SDRAM infringed Rambus‟ patents.97
The FTC filed its Complaint against Rambus on June 18, 2002, alleging three separate violations
of Section 5. 98 In the first count, the FTC alleged that Rambus engaged in a pattern of
anticompetitive and exclusionary acts and practices whereby it obtained monopoly power in the
SDRAM technology market, in violation of Section 2 of the Sherman Act.99 In the second count,
the FTC alleged that Rambus intended to monopolize the SDRAM market resulting in a
dangerous probability of monopolization, also in violation of Section 2. 100 The third count
alleged that Rambus unreasonably restrained trade in the SDRAM market through acts and
practices constituting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under Section 5. 101 Citing to several
internal Rambus emails and business presentations, the Complaint alleged that Rambus
embarked on a calculated scheme to „capture‟ the SDRAM standards.102

2.

The FTC Finds that Rambus Violated the Sherman Act, and, thus,
Section 5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McGuire initially dismissed the FTC‟s Complaint,
finding that the agency had failed to show that Rambus had improperly withheld material
information regarding its patents.103 Additionally, the ALJ concluded and that, even if Rambus
had disclosed the IP interests at issue,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show that JEDEC would
have chosen alternatives to Rambus‟ technologies. However, on appeal within the agency, the
FTC‟s Opinion of the Commission vacated the Chief ALJ‟s Initial Decision and focused
exclusively on a claim of monopolization under Section 2.104
The FTC‟s Opinion first established that the interference with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had an
anticompetitive effect outweighing any procompetitive benefit.105 Applying the D.C. Circuit‟s
analysis from United States v. Microsoft,106 the FTC clearly distinguished the cooperative nature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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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from the „rough and tumble‟ competitive environment in which
deceptive practices are less likely to create significant anticompetitive effects.107 Recognizing
antitrust‟s tolerance of cooperative standard setting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efficiency it
provided,108 the FTC was concerned by deceptive conduct that might distort the selection of
technologies and evade the SSO‟s own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exercise of monopoly
power. 109 If the anticompetitive harm from deceptive conduct reduced or destroyed the
efficiencies provided by cooperative standard setting, the process itself would no longer be
beneficial and justifiable under the antitrust laws. 110 Therefore, applying Allied Tube 111 and
ASME112, the FTC justified Section 2 scrutiny of potentially deceptive conduct in the standardsetting context. 113 In particular, the FTC found potentially substantial anticompetitive harm
would likely result because of the SSO‟s cooperative process, wherein participants would be less
likely to detect deception and counteract it.114 The FTC further noted that deceptive conduct
might be found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obligation to disclose. 115 In such a case, an
obligation to disclose might be inferred by examining how the rules were interpreted by SSO
members, as evidenced by their behavior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disclosure
obligations.116
The FTC then analyzed the potential anticompetitive harm of 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where a patent holder‟s market power may be materially enhanced after the patented technology
is incorporated into the standard.117 SSO patent disclosure rules allowed participants to make
informed choices of which technologies to include in the standar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royalties or licenses that might be required to avoid liability for infringement.118 Therefore,
disclosure obligations allowed participants to avoid hold-up ex ante.119
Citing Aspen Skiing120, the FTC found that the circumstances suggested exclusionary conduct
under Section 2 because the alleged course of conduct impaired the standard setting process.121
Specifically, deception that „hides the price‟ of a patented technology is not „competition o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 In re Rambus Inc. (31 July 2006), Docket No. 9302, 32-33 („[W]e cannot
stress too strongly the importance we place on the fact that the challenged conduct occurred in the context of a
standard-setting process in which members expected each other to act cooperatively.‟).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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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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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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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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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ts.‟122 Further, deception that „thwarts informed choice‟ is not competition on the „basis [of]
efficiency.‟123
Turning to the facts of Rambus‟ conduct, the FTC held Rambus‟ conduct to be both deceptive
and exclusionary.124 According to the FTC, Rambus‟ actions before JEDEC included two types
of potentially deceptive and exclusionary conduct: 1) making potentially deceptive omissions
through continued concealment of its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until after the DDR
SDRAM standard was in place, and 2) making outright misrepresentations by giving evasive and
misleading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its conduct.125
To find that Rambus‟ conduct was actually deceptive, the FTC analyzed the disclosure
obligations of JEDEC members.126 The FTC found that JEDEC‟s policies and practices gave
JEDEC members a reason to believe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would be cooperative and free
from deception. 127 Thus, Rambus‟ conduct was likely to „infect‟ the members‟ technology
adoption decisions.128 The FTC conceded that the JEDEC policies were „not a model of clarity,‟
and instead relied on an underlying duty of good faith.129 Although the FTC distinguished its
Section 2 case from the state law claim of fraud in Rambus v. Infineon 130 , the FTC applied
Infineon by looking to the behavior,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s of JEDEC members to
define the duty to disclose under JEDEC policies.131 This evidence included testimony of other
JEDEC members that they understood that disclosure of patents and applications was
expected,132 patent disclosures by JEDEC members and JEDEC reactions to attempts at holdup, 133 and the insufficiency of Rambus‟ actions to give JEDEC members notice of Rambus‟
patent interests.134
Therefore, the FTC concluded that JEDEC‟s policies and practices and the actions of JEDEC
members provided the members with an expectation that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would be
cooperative and free from deception with respect to „the patents they possessed or expected to
possess.‟135 Rambus played on the expectations of JEDEC members by failing to disclose its
patent interest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nd attempting to
obtain patent claims encompassing the developing standard.136 By distorting JEDEC‟s choice of
122

Ibid. 36, citing Aspen Skiing, 472 U.S. 605 n.32.
Ibid. 36, citing Aspen Skiing, 472 U.S. 605.
124
Ibid. 36-37.
125
Ibid. 50.
126
Ibid. 51-68.
127
Ibid. 51-52.
128
Ibid. 52.
129
Ibid. 52.
130
Rambus v. Infineon Techs., 318 F.3d 1081 (Fed. Cir. 2003) (holding that Rambus had not breached its duty
to disclose patent interests under JEDEC rules).
131
Opinion of the Commission 53.
132
Ibid. 55. Several witnesses testified that disclosure of planned amendments was also required. Ibid 56.
133
Ibid. 57-59.
134
Ibid. 59-66.
135
Ibid. 66.
136
Ibid. 66-67.
123

- 12 -

technologies and undermining the group‟s protections against patent hold-up, Rambus‟ deceptive
conduct gave it monopoly power and harmed competition.137
In addition to establishing exclusionary conduct and possession of monopoly power138, Section 2
required that Rambus‟ exclusionary conduct was causally linked to its monopoly position. 139
The FTC found that Rambus‟ deception was causally linked to JEDEC‟s adoption of Rambus
technologies in its standard, which in turn was linked to Rambus‟ monopoly power.140 In the
first link, the FTC noted that alternative technologies were available when JEDEC chose the
Rambus technologies and could have been substituted for the Rambus technologies had Rambus
disclosed its patent interests.141 In the second link, the FTC found that the market was likely to
coalesce around JEDEC‟s standardized technology. 142 In addressing the causation issue, the
FTC relied on the inference that, but for Rambus‟ deception, JEDEC either would have 1)
excluded Rambus‟ patented technologies from the SDRAM standards; or 2) demanded RAND
assurances with an opportunity for ex ante licensing negotiations. 143 As discussed in the
following section, this inference in the alternative would prove crucial in the subsequent vacateur
by the D.C. Circuit.
Lastly, in a separate remedial opinion and final order, the FTC declined to order Rambus to
license its patents royalty-free because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hat, but for Rambus‟
deception, JEDEC would have standardized non-proprietary technologies.144 Specifically, the
Remedy Opinion found that evidence supported that JEDEC might have still incorporated
Rambus‟ patented technology even if it had fully known of Rambus‟ IP interests.145 Instead, the
FTC required Rambus to license its technology at „reasonable rates‟ based on a hypothetical
negotiation undertaken before JEDEC set the standards.146

3.

The FTC Loses o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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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us continued its fight against the FTC in the courts. In a highly anticipated decision,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held that the FTC failed to sustain its
allegation of monopolization. 147 Ironically, this is the same court that issued the Microsoft
decision on which the FTC‟s Opinion relied.148 In holding that the FTC‟s Section 2 case failed,
the appellate decision provides guidance on the scope of a standalone Section 5 action.
On appeal, Rambus argued that the FTC had insufficient basis for liability because it found the
consequences of Rambus‟ nondisclosure only in the alternative. 149 The FTC had found that
Rambus prevented JEDEC either 1) from adopting a non-proprietary standard; or 2) from
extracting a RAND commitment from Rambus when including its technology in the standard.150
Rambus argued that the second alternative, conduct preventing a RAND commitment, was not
an antitrust violation. 151 As Rambus did not dispute that its patent rights gave it monopoly
power in relevant markets, the core inquiry was whether Rambus engaged in unlawful
exclusionary conduct prohibited by Section 2.152
The court was persuaded by Rambus‟ arguments regarding the FTC‟s alternative reasoning under
Section 2. 153 The FTC found that, had Rambus fully complied with the disclosure policy,
JEDEC would have either 1) excluded Rambus‟ technologies from the DRAM standards; or 2)
demanded RAND assurances ex ante.154 Critically, the FTC did not determine whether one of
these alternatives was more likely. 155 As the FTC itself found evidence supporting the
possibility that JEDEC would have included Rambus‟ technology even if it had been fully
informed of Rambus‟ IP, 156 the court‟s analysis focused on whether preventing JEDEC from
obtaining a RAND assurance could constitute anticompetitive conduct under Section 2.157 This
scenario, however, was protected by the rule in Discon.158 Applying this doctrine, the court
reiterated that a lawful monopolist‟s deceptive or fraudulent raising of prices does not alone
harm competition in the monopolized market.159 The FTC explicitly recognized the reasonable
possibility that JEDEC would have standardized Rambus‟ technologies even if Rambus
disclosed its patent interests. 160 Thus, „JEDEC lost only an opportunity to secure a RAND
commitment from Rambus,‟ which loss is not a harm to competition from alternative
Rambus Inc. v Fed. Trade Comm’n., 522 F.3d 456, 459 (D.C. Cir. 2008). On the day of the appellate
decision, April 22, 2008, Rambus (NASDAQ: RMBS) traded as high as 24.30 and closed at 23.19, 2.9% over the
previous day‟s close of 22.54. (Source: <http://bigcharts.marketwatch.com/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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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in the relevant markets.161 The court also dismissed arguments that nondisclosure
to an SSO can result in excess royalties which would distort competition in the downstream
market, stating that this consequence was „surely true‟ in Discon, but „perhaps on a smaller
scale.‟162 Accordingly, the court held that the FTC failed to show that Rambus‟ conduct was
exclusionary conduct constituting unlawful monopolization prohibited by Section 2.163
The D.C. Circuit also expressed „serious‟ reservations regarding the strength of the FTC record
to support a standalone Section 5 action suggested by Commissioner Leibowitz in his concurring
opinion. 164 Calling the agency‟s findings „murky on both the relevant margins‟ of what
disclosure JEDEC required and what Rambus failed to disclose.165 For example, it was unclear
whether JEDEC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disclose work on pending applications such as
unfiled amendments.166 Although some participants viewed JEDEC‟s policies this broadly, the
court found that these interpretations „significantly stretch[ed]‟ the policies‟ language. 167
Moreover, the court took issue with the FTC‟s reliance on unwritten disclosure expectations in
this case because JEDEC‟s disclosure policies „suffered from „a staggering lack of defining
details.‟‟ 168 In the court‟s view, „the more vague and muddled a particular expectation of
disclosure, the more difficult it should be for the Commission to ascribe competitive harm to its
breach.‟169
The court also criticized the FTC‟s conclusion that Rambus engaged in deceptive conduct
relating to its on-chip PLL/DLL and dual-edge clocking technologies, which JEDEC adopted
more than two years after Rambus had last participated in the working group meetings.
Criticizing the FTC‟s heavy reliance on a preliminary survey simply gauging participant interest
in certain technologies and not requiring any disclosure of IP interests, the court found that the
FTC „has taken an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rather weak evidence.‟170 The court found it
unlikely that any of the JEDEC participants placed themselves under the broad and early duty to
disclose required by the FTC‟s interpretation.171

4.

Limits of Section 2 Case Highlight Opportunities for Section 5

Although the FTC failed in its Section 2 case against Rambus and the D.C. Circuit seemed to
discourage the FTC from pursuing a standalone Section 5 case upon remand, the Rambus
scenario still suggests a potential role for Section 5. In particular, the D.C. Circuit‟s reservation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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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irected more towards the sufficiency of the FTC‟s fact-finding as opposed to an
indictment of the standalone Section 5 action itself.172 The lack of sufficiency was as much a
product of the type of evidence relied upon by the FTC as the inherent ambiguity of the JEDEC
disclosure policies.
For example, the court criticized the FTC‟s heavy reliance on testimony by SSO participants that
they interpreted JEDEC‟s disclosure policies to include disclosure of plans to amend pending
applications. 173 Not only do these hold-up victims have an incentive to testify to such an
understanding ex post, JEDEC‟s policies were inherently unclear as to the scope of required
disclosure. JEDEC‟s policies were unclear until at least the clarifications made in October 1993,
after Rambus had already begun participating substantially in the SDRAM proceedings. 174
Additionally, the SSO participants were sophisticated commercial entities, and could have been
expected to identify the risk of pending applications and amendments thereto. It was not until
2000 that the USPTO required mandatory publication of filed U.S. Patent Applications (subject
to limited exceptions) eighteen months after filing, a change in the law motivated by the need for
additional transparency in the patenting process.175 The JEDEC policy clarifications of 1993
suggest that this recognition to mitigation risk from unpublished and pending applications was
within the reasonable capability of the JEDEC participants. At the very least, if imposing such a
responsibility on the JEDEC participants in Rambus is hindsight bias, then at least future SSO
participants should be held to a higher standard of risk mitigation through clear disclosure
policies.
Rambus suggests several objective indicia supporting a prima facie case of breach of a disclosure
duty if the disclosure rules are strengthened to include pending applications and claim
amendments. One objective indicium of breach of disclosure duty would be to seek evidence
regarding the breadth of actual disclosures of other participants. This is likely a more accurate
proxy of SSO participants‟ understanding of their disclosure obligations than ex post testimony.
This would be less subjective than the FTC‟s approach of interviewing participants after the fact,
as they have a large incentive to „recall‟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disclosure policies after
an attempted holdup. Additionally, such a rule would be self-enforcing, as it encourages broader
disclosure by participants. Although there is a cost to SSO participants in providing such
disclosure, this incremental cost of compliance is likely offset by the business advantages at the
heart of SSO participation. These costs might also be minimal as this broader disclosure
obligation is commensurate in scope with a patent applicant‟s existing obligations to disclose
related co-pending applications to the USPTO during prosecution under McKesson. 176 Thus,
disclosure rules can reasonably accommodate disclosure of at least some inchoate paten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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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ond objective indicium would be to locate evidence that alternatives to the adopted
patented technology were considered by the SSO. This can be shown in records of presentations
made by members advocating certain concepts or technologies for inclusion into the standard.
Alternatively or in addition, this information should be reflected in or attached to the official
meeting minutes kept by the SSO. Considered alternatives might also be reflected on voting
ballots. A third objective indicium would be to identify when new claims were introduced by the
party accused of non-disclosure. If introduc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or the
participant-patentee‟s knowledge of material aspects of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then a
presumption could be raised that those new claims were introduced to explicitly capture the
standard.
Alternatively, in the current regime of publicly available file histories for published U.S.
applications177, an SSO could reduce costs to participants by only requiring 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 numbers and leave monitoring to the individual participants or a designated
watchdog in the SSO. However, this leaves participants open to hold-up from unpublished
applications (for example, an application subject to a non-publication request and accompanying
forfeiture of the right to file internationally). In this case of evasion, potential breach or
opportunistic behavior might still be indicated by the timing of introduced amendments
(reflected in the file history, which would be publicly available upon issuance of the patent).
Moving forward, SSOs are likely to improve and clarify their disclosure policies in the wake of
Rambus. Although this may reduce the likelihood that Section 5 is invoked to prevent similar
attempts at hold-up by an SSO participant, Section 5 clearly remains available to protect these
hold-up victims in this context, subject to the limiting principles described above. Even the
clearest disclosure policies, however, cannot prevent attempted hold-up by a party outside of the
original standard setting process. As discussed below, the promise of Section 5 to address this
scenario was demonstrated by the FTC‟s next application of Section 5 in standard setting.

B. Non-Participant N-Data – Section 5 Proves to be Adept and Appropriate
The FTC‟s challenge of conduct by Negotiated Data Solutions LLC (N-Data) provides an
example of unfair commercial conduct squarely within the ambit of Section 5 and outside the
bounds of the antitrust laws. As the FTC did not allege that N-Data violated the antitrust laws,
this case has become a lightning rod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Section 5. As
discussed below, the N-Data case provides several waypoints identifying conduct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by a non-SSO participant sufficient to trigger a standalone Section 5 violation.

1.

Factual Background

In January 2008, the FTC issued a Complaint against N-Data alleging violation of both prongs of
Section 5, unfair competition and unfair acts or practices, based upon N-Data‟s assertion of
patents obtained from National Semiconductor (National).178 In particular, the Complaint alleges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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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N-Data and its predecessor in interest, Vertical Networks, Inc. (Vertical), engaged in a
prohibited course of conduct when it sought to break a licensing commitment made by National
to a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179
The technology and patents at issue related to a local area network data protocol commonly
known as Ethernet.180 In 1993, an IEEE working group including National employees began
work on a new standard, „Fast Ethernet,‟ which would remain compatible with the original
Ethernet standard.181 Autonegotiation technology permits this compatibility.182 In 1994, nation
proposed that the new standard incorporate a National autonegotiation technology, „NWay.‟183
The working group considered alternatives to NWay and also considered adopting a Fast
Ethernet standard without autonegotiation.184 As National had pending patent applications on
NWay, National offered to license NWay to any requesting party if NWay was incorporated into
the standard.185 National subsequently memorialized this offer in a letter, offering to license
NWay to any requesting party on a non-discriminatory basis.186 The license would be paid-up
and royalty-free after payment of a one-time fee of one-thousand dollars.187
Subsequently, the IEEE adopted a Fast Ethernet standard including the NWay autonegotiation
technology. 188 After the IEEE published the Fast Ethernet standard in 1995, manufacturers
incorporated the new standard into hundreds of millions of digital devices including computers,
routers, switches, modems and other digital communications equipment until, by 2001, there
were no commercially viable alternative autonegotiation technologies for Ethernet.189 Back in
1998, however, National assigned the issued NWay patents to Vertical.190 National provided
Vertical with a copy of the 1994 letter, and Vertical acknowledged thatit had been informed that
the patents might be „encumbered‟ by National‟s actions within the IEEE standardization
proceedings.191 The final assignment from National to Vertical was explicitly made subject to
any existing licenses, which included patents potentially „encumbered under standards such as an
IEEE standard.‟192
In 2002, Vertical sent a letter to the IEEE asserting that one or more of its patents „may be
applicable‟ to the Ethernet standard and offering to grant any party a non-exclusive license on a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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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basis. 193 Vertical did not mention National‟s previous license offer. 194 Instead,
Vertical‟s letter was explicitly intended to supersede any of National‟s previous assurances.195
Vertical also sent notice letters to approximately sixty-four companies demanding licensing fees
on a per unit basis, which fees were viewed by the FTC as „a substantial increase‟ over
National‟s 1994 assurance. 196 When several companies tendered one thousand dollars to
Vertical in attempts to accept the original National offer, Vertical rejected these payments and
pursued litigation against several companies. 197 As a result, several companies entered into
licensing agreements with Vertical in excess of one thousand dollars per company. 198 In 1993,
Vertical assigned its patents to N-Data and ceased operations. 199 N-Data continued sending
notice letters and asserting these NWay patents in infringement suits.200

2.

The FTC’s Consent Order

The FTC accused N-Data of exploiting the incorporation of NWay into the Ethernet standard by
reneging on a known commitment made its predecessor in interest.201 The FTC found N-Data
was engaged in patent hold-up – given the large installed base on Ethernet equipment,
incompatibility of NWay with alternative autonegotiation technologies and significant costs of
abandoning autonegotiation altogether, the companies being pursued by N-Data were locked into
using NWay.202 Thus, the value N-Data sought to extract from the IEEE members was created
by the opportunistic nature of its conduct rather than the value of the patents being asserted.203
Acknowledging that N-Data‟s actions were not a violation of the Sherman Act because N-Data
had not made any commitment itself, N-Data‟s conduct still threatened to raise prices for an
entire industry and to „subvert‟ the IEEE standard setting process in a way that endangered the
viability of standard setting generally.204 The FTC‟s proposed complaint alleged that 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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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ed Section 5 alone by 1) engaging in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and 2) engaging in
an unfair act of practice.205
The Commission found „little doubt‟ that N-Data‟s conduct w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 206 Regarding this claim, the FTC first established that its
proposed action complied with the defined limits of Section 5.207 For one, the FTC found that
the form of patent hold-up at issue was inherently coercive and oppressive, as required by OAG
and Ethyl.208 The FTC also had little doubt about the competitive harm caused by N-Data‟s
conduct, as it threatened to undermine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to the detriment of all
consumers.‟ 209 In particular, N-Data‟s conduct had an adverse impact on prices for
autonegotiation technology.210 More generally, N-Data‟s conduct threatened to reduce the value
of standard setting by raising the possibility of „opportunistic lawsuits.‟211 Consequently, firms
would be less likely to rely on new or existing standards.212 Further, new standards might be
adversely affected because SSOs would unreasonably seek to avoid incorporating any patented
technologies for fear of an N-Data-like hold-up.213
The FTC found that N-Data‟s conduct was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Section 5 review
because National‟s prior licensing commitment was made to an industry-wide organization,
thereby involving numerous, injured third parties lacking privity with patentees and having
mixed incentives to pass on royalties.214 If N-Data‟s conduct became widespread, no SSO could
rely on the good faith assurances of its members.215 Instead, member companies would exit the
business and sell their portfolios to non-practicing entities or „trolls.‟ 216 Where contractual
remedies might prove ineffective, the FTC found that Section 5 intervention may serve „an
unusually important role‟217and Congress created the FTC „precisely‟ to challenge this kind of
conduct.218
Regarding the unfair act claim, the FTC relied heavily on the three-pronged test of limiting
principles in Orkin 219 . Accordingly, the FTC analyzed whether N-Data‟s conduct caused 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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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consumer injury, 2) which injury was not outweighed by countervailing benefits and
3) not an injury consumers could have reasonably avoided themselves. 220 To satisfy the
substantial consumer injury prong, the FTC looked to the millions of dollars in excess royalty
payments and legal fees spent by companies practicing the Ethernet standard, which would likely
be passed to ultimate consumers through higher costs.221 The FTC also found no countervailing
benefit to businesses or consumers created by N-Data‟s conduct.222 Lastly, the FTC found that
the IEEE members had no way to anticipate N-Data‟s later repudiation of the price commitment
ex ante, and had no way to avoid the financial injury threatened by N-Data except for expensive
litigation.223 Essentially, as N-Data had engaged in patent hold-up, the third prong of Orkin was
satisfied.224
The accompanying Proposed Consent Order prohibited N-Data from enforcing its patents unless
if first offered to license them on the terms initially offered by National, or a paid-up royalty-free
license of $1000 to the use of NWay to implement an IEEE standard.225

3.

Opposition and Dissenting Opinions in N-Data

Although N-Data had already agreed to be bound by the FTC‟s consent order upon its issue,226
N-Data submitted a statement during the period for public comment noting its continued
disagreement with both the facts and legal theories in the FTC‟s case.227 N-Data argued that the
FTC‟s application of Section 5 in the absence of an antitrust violation would give the FTC
„almost boundless precedent for finding Section 5 violations.‟ 228 With regard to the unfair
competition claim, N-Data argued that the FTC applied the limiting principles so broadly as to
make them nearly meaningless.229 For example, N-Data asserted that the IEEE members were
not helpless because N-Data would have to bring an infringement action during which these
firms could argue that N-Data was bound by National‟s letter.230 Further, citing Discon231, NData argued that a mere price or royalty increase was not an injury to competition.232 N-Data
warned that the FTC‟s decision provides Section 5 with an „uncertain and almost boundless‟,
thereby exposing firms to potential „hindsight punishment‟ likely to deter pro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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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233 With regard to the finding of unfair acts, N-Data argued that the IEEE could have
avoided harm by adopting rules making assurance letters irrevocable or rejecting Vertical‟s 2002
letter outright.234
Adding to the controversy in N-Data, two Commissioners issued dissenting statements to the
FTC‟s majority opinion. Chairman Majoras warned that finding liability only under Section 5 is
„not advisable as a matter of policy or prosecutorial discretion.‟235 In her dissent, Chairman
Majoras found that the majority‟s assertions of coercive and oppressive conduct having an
adverse impact on prices were impossible to prove on the available evidence.236 Finding liability
for evasion of a contractual price in the absence of a Sherman Act violation would be a „slippery
slope‟ without meaningful limiting principles. 237 Chairman Majoras also took issue with the
majority‟s inclusion of sophisticated computer manufacturers as „consumers‟ qualifying for the
FTC‟s protection.238 Echoing N-Data‟s points, the Chairman found that the IEEE could have
acted sooner to protect its members from adverse changes to commitment letters or it could have
rejected Vertical‟s letter.239 Commissioner Kovacic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spillover
effects in private state or federal litigation and the alternative bases for liability plead by the
FTC. 240 In particular, the FTC‟s application of Section 5 could affect the application of
derivative state unfair competition statutes allowing treble damages.241 Commissioner Kovacic
also took issue with the majority‟s failure to integrate the two theories of liability.242
4.

Objective Limiting Principles Suggested by N-Data

As a preliminary matter,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adheres to the judicial limiting principles
discussed previously. In particular, the infringement threats brought by N-Data were outside the
scope of Section 2, but still oppressive to the standards participants and adopters. As N-Data
was not a party to the original IEEE process for Fast Ethernet, there was no way for the IEEE
participants or later adopters to anticipate or even reasonably mitigate the risk of a later party
threatening the industry as a whole. Thus, the outcome of N-Data falls within the general limits
of standalone Section 5 liability.
Moreover, in N-Data, the FTC expressly noted that merely breaching a prior commitment in the
standard-setting context was not enough to constitute an unfair act or practice under Section 5.243
Instead,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the materiality of National‟s licensing commitment to
NWay‟s adoption, and the inability of the IEEE members to exercise their own countermeasures
233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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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ll critical to the finding of liability.244 Additionally, a mere breach of a previous licensing
commitment was unlikely to constitute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under Section 5. 245
Instead, N-Data was liable because the commitment being breached was in the context of
standard setting and threatened to undermine the process or render it anticompetitive.246 Thus,
mere breach of an obligation is insufficient. There must be some anticompetitive effect.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this effect is satisfied when the activity undermines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dditionally, although other equitable doctrines such as waiver or implied license may be
utilized by a defendant as an affirmative defense to infringement, the SSO context also
encourages an interventionist role by the FTC. In particular, the incorporation of the patented
technology into the standard creates two things: 1) backdoor shortcut to infringement analysis
(patent explicitly in standard, product compatible with standard, therefore infringement); and 2) a
large group (sometimes an entire industry) of past/present/future defendants. Public policy
would encourage FTC intervention to save present and future defendants from wasteful
expenditures defending against litigation that should never be brought in the first place.
N-Data illustrates a principle from Rambus regarding the certainty of the obligation and „breach.‟
In particular, the $1000 paid-up licensing obligation from National was clear and unambiguous.
If IEEE had made such offers irrevocable earlier, there would be no question of the basis for
Section 5 liability. Thus, in view of N-Data, Section 5 can be clearly applied to licensing
obligations as long as they are objective and irrevocable.
N-Data also involves an application of another Rambus principle holding SSOs principally
responsible for preventing or mitigating the risk of patent hold-up. According to this principle,
standalone Section 5 actions should not be bought to protect SSO participants or standard
adopters from hold-up that the SSO could have prevented through better contracting/policies. NData provides a stark example of the limits of an SSO‟s policies. In short, SSO policies cannot
easily bind a non-party to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Due to the freely assignability of patent
rights and a lack of transparency regarding patent licensing generally, there was no way for the
IEEE to reasonably avoid later hold-up by N-Data. For example, while recordation of
assignments in the USPTO confers a concrete benefit to a patent owner, there is no requirement
or significant incentive to publicly disclose most patent licenses. In the absence of a concrete
doctrine that allows for an obligation to run with the patent or sufficient public information on
licenses and the patents „encumbered‟ thereby, the FTC has a definite role in enforcing Section 5
to prevent or restrict wasteful infringement actions brought by subsequent owners of patents
subject to an earlier SSO agreement. Thus, the third-party nature of N-Data itself bolsters the
argument for FTC intervention in this case.

IV. Section 5 and Hold-Up: Gener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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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Limiting Principles for Section 5 as Applied to 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As illustrated by the previous analysis of Rambus and N-Data, Section 5 may alone be a
particularly adept tool to enforce fair competition involving technological standard setting. In
turn, application of Section 5 in this context would be subject to limiting principles described
above depending on the party (SSO participant or otherwise) engaging in the patent hold-up.
Synthesizing the analysis of Rambus and N-Data reveals potential general principles limiting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alone to find liability for patent hold-up in standard setting.
1.
Section 5 may be invoked to protect SSO participants from hold-up from sources
or activities tha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anticipated by SSO participants and that
could not easily have been prevented through SSO policies. Section 5 may not be
appropriate for application in cases where SSOs could reasonably have anticipated holdup and chose not to take protective measures.
2.
In particular, Section 5 can be used to enforce clear SSO disclosure obligations,
although limited application is justified to enforce objective and irrevocable SSO
licensing obligations 247 where the SSO could not reasonably have anticipated or
mitigated risks associated with breach of the licensing obligation.
3.
Even absent direct evidence of additional costs being imposed on end consumers,
standard setting hold-up should be subject to liability under the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theory of Section 5, where evidence demonstrates harm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B. Section 5 May be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 to Combat WelfareDestructive Hold-ups
The preceding sections outline objective limits for the application of Section 5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to prevent patent hold-ups. These cases illustrate the core benefit to standalone
Section 5 actions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efficiencies of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from actions beyond the traditional reach of the Sherman Act and also
beyond the ability of SSOs to mitigate harm themselves.
The FTC has a unique role in protecting harm to the consumer where private incentives of SSO
participants fail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Absent FTC involvement, the costs of hold-up
may remain hidden because hold-up targets have little incentive to complain when they can
simply pass on the costs to consumers.248 Additionally, there is often no venue for resolving
complaints within the SSO.249 Moreover, in the case of third-party hold-up, resort to an SSO
procedure to resolve a complaint would be f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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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 availability to private litigants of such doctrines as patent misuse (an equitable
doctrine available to an alleged infringer as an affirmative defense), 250 waiver, or equitable
estoppel251 does not make private litigation so attractive that Section 5 remedies are rendered
superfluous as a means to combat attempted hold-ups. Engaging in private patent litigation is
inordinately expensive. For example, the AIPLA Economic Report from 2007 listed the average
litigation expense to be $461,000 for cases with less than $1 million at risk only through the end
of discovery.252 For cases going to trial, the total expense for that class of cases was $767,000.253
If over $25 million was at risk, the cost of litigation through trial skyrocketed to an average of
nearly $5.5 million.254 In contrast, the FTC may be able to protect multiple defendants or even
an entire industry from patent-hold up without each of the sued defendants having to spend
money litigating separately. In short, FTC enforcement of Section 5 thus avoids wasteful
expenditures by a wide range of industry participants for defending against nuisance patent
litigation.

V. Conclusion
Properly constrained by limiting principles, Section 5 of the FTC Act may be the most effective
vehicle to combat anticompetitive patent hold-ups that arise in the wake of standard setting
activity. The standard antitrust laws may not adequately reach a variety of hold-up situat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case law developed in the Rambus matter), and limitations on private
litigation suggest those laws may be an inadequate means to deal with hold-up problems.
Accordingly, although principled application of Section 5 to other business problems will have to
be developed over time, it is already apparent that Section 5 may be particularly well-tailored to
deal with competitive abuses that occur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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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cus on Hold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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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Standards
• Industry standards widely acknowledged as vital,
enable virtually all products
• Most successful standards promote effective
solutions to technical and systems problems
• Benefits of standards:
– Can make products cheaper to produce and more
valuable to consumers
– Can increase innovation, efficiency, and consumer
choice; foster public health and safety; serve as
building blocks for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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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Development
• Standards setting in U.S. are sector-based and
market led; private sector key
• U.S. businesses often collaborate in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to develop
standards that all firms (including non-SSO
members) can use in making products
• U.S. standards also may be set in the
marketplace where firms compete to establish
their own technology as de facto standard

U.S. Government and Standards
• OMB Circular A-119: general preference
for federal agencies’ reliance on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whenever possible
(instead of government-unique standards)
to achieve regulatory/procurement goals
• Most government standard setting focuses
on performance standards, which provide
maximum flexibility to achiev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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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mpetitive Benefits
• Typically, procompetitive benefits of standard
setting outweigh loss of market competition
• Benefits include enhanced product quality,
interoperability of compatible products,
information sharing, development of best
processes, avoidance of transactions costs and
delays due to standards war, speeding up new
product introduction, prevention of coordination
failures in markets with network effects

Potential Competitive Harms
• Although standards generally beneficial,
may be instances of anticompetitive harm
• Harm may include:
– Anticompetitive collusion among SSO
members (e.g., downstream price fixing)
– Arbitrary exclusion of desirable competing
technologies through standard setting
– Anticompetitive manipulation of SSO (“hold
up”) to achieve monopol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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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mpetitive Exclusion/Collusion
• Radiant Burners (U.S. 1961): conspiracy by
manufacturers to manipulate SSO’s certification
tests for gas burners
• Hydrolevel (U.S. 1982): conspiracy by SSO and
competitors to discourage customers from
buying competitor’s boiler
• Allied Tube (U.S. 1988): subversion of SSO’s
standard setting process to reject adoption of
competing technology (metal pipes favored over
PVC pipes, potentially raising building costs)

Anticompetitive Hold Up: Cases
• Dell (FTC, 1993), SSO member Dell twice certified it had
no applicable IP, SSO adopted standard in part on
certifications, Dell later demanded royalties, but
subsequently agreed in settlement with FTC not to
enforce its patent
• Rambus (FTC, 2006), JEDEC (an electronics SSO)
policies created expectations members would disclose
patents, Rambus did not disclose relevant patents and
applications while participating in JEDEC, thereby
allegedly obtaining monopoly power, FTC held unlawful
monopolization of four technology markets (Appeals
Court later overturned FTC’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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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Up: Cases, continued
• Unocal (FTC, 2005), Unocal misrepresented proprietary
interest in state regulatory environmental gasoline
standard, later demanded high royalties (costing
consumer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after
firms modified their refineries and were locked into new
standards; under terms of Unocal’s acquisition by
Chevron, Unocal agreed not to enforce its patents
related to the regulatory standard
• N-Data (FTC, 2008), N-Data obtained patents governing
Ethernet networking standard and reneged on prior
patentee’s flat fee licensing commitment made to SSO;
under settlement N-Data agreed not to enforce patents
unless it first offered former licensing term

FTC’s Rambus Decision
• FTC found Rambus had monopoly power in 4
technology markets and its conduct was both
deceptive and exclusionary
• FTC held but for Rambus’ deception, JEDEC
either would have (1) excluded Rambus’
technology from standards or (2) demanded
RAND assurances ex ante
• FTC did not require royalty free licenses
because insufficient evidence that, but for
Rambus’ deception, JEDEC would have
standardized non-proprietar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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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us Court of Appeals Decision
• Court focused on whether preventing JEDEC
from obtaining a RAND assurance could violate
Sherman Act Section 2
• Court held no Section 2 violation for failure to
obtain a RAND assurance, because a lawful
monopolist’s deceptive or fraudulent raising of
prices does not alone harm competition in the
monopolized market (based on Discon case)
• A “pure” FTC Act Section 5 case would not have
been bound by Discon (but court did express
doubts re strength of record for Section 5 case)

FTC Analysis of N-Data
• When entering into consent order, FTC found that NData’s conduct threatened to undermine standards
setting process and thus w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adversely impacting prices for technology
at issue (no invocation of Sherman Act Section 2)
• FTC Found N-Data’s conduct also reduced value of
standard setting by encouraging “opportunistic lawsuits”
and thus leading SSOs not to incorporate any patented
technologies, for fear of N-Data like hold ups
• FTC also found N-Data’s conduct an “unfair act,”
because it caused (1) substantial injury, (2) which injury
was not outweighed by countervailing benefits, and (3)
not an injury consumers could have reasonably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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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Up and Section 5
• N-Data highlights possible role for FTC Act
Section 5 in combating hold ups
• Supreme Court, FTC Chairman Leibowitz
have stressed Section 5 extends beyond
contours of Sherman Act
• Court of appeals precedents and prudence
indicate FTC may wish to consider limiting
principles in Section 5 cases – stay tuned

FTC “IP 3” Report
• In March 2011 FTC released a new Report
entitled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t
http://www.ftc.gov/os/2011/03/110307patentrepo
rt.pdf
• Some of the Report’s recommendations deal
with remedies in standard setting
• To fully compensate patentees but avoid hold up,
the Report urges that, when a court denies an
injunction, royalty damages be based on what a
willing licensor and willing licensee would have
agreed to in a hypothetical negotiation,
assuming the patent is valid and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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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Standard setting is generally efficiency enhancing and
beneficial to consumers
• Problems may arise when anticompetitive behavior
connected to an SSO effects anticompetitive collusion;
excludes competing technologies or products; or allows
a firm to achieve monopoly power through lock in of
users of a standard after it is adopted (hold ups)
• FTC cases have devoted particular attention to hold ups,
extent of role for “pure” Section 5 theories going beyond
Sherman Act (applied in N-Data consent) remains to be
determined
• New FTC Report on IP and Competition discusses
judicial rules applying to injunctions and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the standard setting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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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대하여
최승재

Discussion
Sung Jai, Choi1)
It's my pleasure to share some ideas and cases on the Standard Setting related
issues, especially on the hold-up setting. Personally because one of the topics of
my Ph.D. dissertation is patent hold-up and standard setting, and as a attorney
I have worked for Microsoft, a company with big concerns on this area, I have
studied this area with big interest.
Hopefully, my discussion paper will be helpful for our better understanding
the essentials of the cases to cope with the current issues both in US and in
Korea.

1. Section 5 of the FTCA
&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1) As was mentioned in the Mr. Abbott's article, Section 5 of the FTCA could
be used as a very effective tool for combating against the deceptive behaviors of
the patent holders specially in the course of standard setting process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In case of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hereafter)
Article 23 has the similar function with the section 5 of the FTCA. That clause
was inherited from Japanese Antitrust law, which was enacted after that of US
laws in combination of the Sherman Act and FTCA. In case of Article 23, it was
influenced by the section 5 of the FTCA. Thinking of this sort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similarity of the wordings of those two laws, application also
could be similar. However, reality is somewhat different.
1)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ttorney at Law & Ph. D at Law(Seoul National
University on IP & Anti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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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 federal courts have established case law that in applying the FTCA
section 5, FTC should prove any conducts being accompanied with the
anti-competitive effects and oppressiveness. What's more, Section 5 cannot create
an affirmative duty to act where antitrust law expressly provides that no duty
exists. This series of cases is called as Boise Cascase-Ethyl-OAG trilogy in this
article.
(3) In my opinion, the reason why federal courts renders the decisions under
this strings can be understood by a phrase, "fear of abuse of Section 5 of FTCA"
in regulating each and every commercial activities by FTC with broader and
limitless authorities.

Question 1;

If Section 5 of FTCA is applied under strict rules with the similar

level of burdens and requirements that have to be evidenced under the Sherman
Act article 1 or 2, then the meaning of Section 5 of FTCA will be diminish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patent hold-up and standard setting.
In patent hold-up and standard setting cases,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its
own rationale. Antitrust law ha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P rights
special features. In additions, situations are somewhat complicated and it's hard
to find the deceptive activities and impact to the market. This also makes these
cases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other non-IP related cases. This
means in the event federal courts finds no difference between the FTCA section
5 and Sherman Act section 2 in terms of the burden of proof by the FTC, it
will be very rare a case for FTC to meet those requirements set by the courts.
I believe, in the future, Rambus will be a common case, not an exceptional
one under this understanding. What is your opinion and does the FTC has
some measures or ideas to handle the cases on patent hold-up and standard
setting linke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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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your reference, in case of Korean MRFTA Article 23 and Korean
Supreme court cases does not require the same level of proof. Actually MRFTA
Article 23 comprise a number of regulations with different angles and norms
coming from different regulatory schemes. It's very hard to explain in a simple
and

definite

manner,

but

generally

wordings

itself

and

Korean

Courts

understanding require no evidence prov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s. Rather,
FTC can meet the burden by showing any abuse of bargaining power in the
course of doing their business in the defined market.
Under these rules, Rambus or any other standard related deceptive actions like
violation of FRAND or RAND conditions, violation of duty of disclose required
by policy documents prescribed by JEDEC or IEEE or whatever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with same or similar requirements in the policy document(s) can
be regulated by KFTC in a much more easier way though the Article 23, instead
of regulating those single firm conduct through Article 3-2 of MRFTA2).

Question 2;

Could you explain something more about the Aspen

Skiing

case(472 U.S. 585 (1985)) in the context of refusal to license of IP rights and
exclusionary conduct impairing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under Section 2 of
Sherman Act? Adding to that, please explain the Verizon case(Verizon v. Trinko,
540 U.S. 398 (2004))'s scope of application in the refusal to license case or
essential facility doctrine?

2. Common law fraud and section 5 of the FTCA
In my opinion, any private lawsuit, that is tort claims can be made based
upon the Common law fraud. Personally I am on the same page with the FTC
in Rambus case, saying that deception that 'hides the price' of a patent
technology is not 'competition on the merits.' and deception that 'thwarts
informed choice' is not competition on the basis of efficiency.
2) Similar to that of Sherman Act 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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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FTC loses on Appeal. As you mentioned in page 14 of your
article, the court based upon the Discon(NYNEX Corp. v. Discon., Inc., 525 U.S.
128 (1998)) ruled that a lawful monopolist's deceptive or fraudulent raising of
prices does not alone harm competition in the monopolized market.

Question 3;

Even though FTC losses its case due to the reason that they did

not prove the anti-competitive impact of the Rambus' deceptive conduct to the
market. Still in my opinion, once any plaintiff(s) try to make his case based
upon the common law fraud as a form of intentional tort, they are likely to win
the case notwithstanding the losses in the FTCA section 5 based lawsuit.
Does my understanding makes any sense to you or any more problems? If
that is case, then private enforcement could be an alternative in fighting back to
the hold-up behavior by the patent holders.

3. Ambiguity of RAND or FRAND condition
Question 4;

As you pointed out that the ambiguity of RAND or FRAND

condition at page 16, that makes the problem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As a
norm,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of these conditions from the antitrust law
standpoint and from contract law standpoint as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do these difference of these standpoints make the remedies and results different
from each other or not?

4. N-Data case
I think N-Data case is very interesting, because FTC apply only the section 5,
that is engaging in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and engaging in an unfair
act of practice.
In case of Korea, article 23 can play the same role in a much more aggressive
manner in the patent hold-ups in standard setting context. Article 23 may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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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n conjunction with other clauses such as article 3-2 be a particularly adept
tool to enforce competition involving technological standard setting. Under this
situation, three limiting principles that is (i) hold-up is not to be easily
prevented by the SSO's participants, (ii) clarity of SSO's disclosure obligations,
and (iii) evidencing the impairment of the integrity of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Could you give me some more practical guideline about the future attitude of
the FTC re the application of FTCA sec. 5 without reference to the other
sections like Sherman act section 2 or other antitrust laws?

Appendix
Korean Rules and Regulations(article 23 of MRFTA)

Article 23 (Prohibitio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①No enterpriser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that are likely to impede
fair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fair business practices” or make an
affiliated company or other enterprisers perform such acts: <Amended on
December 30, 1996, February 5, 1999, April 13, 2007>
1. Act that unfairly rejects any transaction or discriminates against a certain
transacting partner
2. Act designed to exclude competitors unfairly
3. Act of unfairly coercing or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to deal with the
enterpriser in question
4. Act of engaging in a trade with a transacting partner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its position in the business area
5. Act of trading under terms and conditions that unfairly restrict or disrupt
business activities
6. Deleted <February 5, 1999>
7. Act of assisting a person with special interest or other companies by providing
advanced payment, loans, manpower, immovable assets, stocks and bond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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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ies or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8. Any act that threatens to impair fair trade other than those listed in Items 1~7
②The categories or standards for unfair business practic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Amended on December 30, 1996>
③If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cts violating the provisions of Clause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announce the guidelines to be
observed by enterprisers.
④To prevent the unreasonable inducement of customers, enterprisers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may voluntarily write a co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r competition code”.<Amended on February 5, 1999>
⑤The enterprisers or an enterprisers’organization may reques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mine whether or not the fair competition code as referred to in
Clause (4) violates the provisions of Clause (1) 3 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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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II

표준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권국현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
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권국현*

I.

서론

표준화 활동은 제품의 사양이나 성능 등을 공통화하여 해당 규격을 채용한 제품 간
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편리
성을 향상시킨다. 표준이 정해질 경우 이를 따르는 제품의 생산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표준화 활동은 근본적으로 친경쟁
적, 친산업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표준이 성공적으로 당해 산업에 정착될 경우, 네트워크 효과 1 나 고착효과 2 등을 발
생시킬 수가 있다. 성공적인 표준들은 이러한 효과들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
허기술을 표준에 편입시키고 당해 특허가 시장에서 널리 보급된다면, 특허권자로서
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허기술을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널리 판매할 수도 있다.
특허권자가 표준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
한 경우라면 표준 기술의 하나로써 채택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특허의 경우 표준기술의 하나로 채택되는 것은 그 만큼 그 특허로 인
한 수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허권자들은 이 기회를 얻기 위하
여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표준기술로 채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 일부 특허권자들은 기술의 우수성으로 경쟁을 하기 보다는 표준화기구를 속
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공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
으로 하지 않거나, 준수할 의사 없이 FRAND 약정을 하고 표준이 설정된 이후 이를
파기하는 행위 등(이하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이 이러한 행위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
네트워크 효과란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효용이 그와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Katz, M.L. and Shapiro,
C. (1985),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No.3. p.1.
2
고착효과란 특정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때 다른 제품의 가격 외에 추가적인 전
환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Joseph
Farrel and Paul Klemperer, Coordination and Lock-in: Competition with Switching Costs and Network
Effects, 3 Hnadbook of Indus. Org. § 3.1., at 2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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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화기구가 특
허공개를 요구하고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기술이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술이 다른 경쟁자들의 기술을 배제하고 표준에 채
택되는 경우와, 다음으로는 표준화기구가 요구하는 FRAND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또는 RAND 조건에 따라 특허기술을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여 다른 경쟁자들의 기술을 배제하고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실은 이를 준수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이다.3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는 통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허권자는 표준화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그의 특허권의 존재 또는 특허가 출원 중
인 사실을 감추고, 표준이 설정된 이후 그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사용하려는
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
술을 표준기술로 채택하려는 표준화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은 특허 억류(Patent holdup)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이 문제는 주로 이전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특허기
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되면서 그 결과 필수적인 기술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때 특허권자는 특허를 억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결과 다른 대체
기술이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표준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설명에 다소 의문이 있으며, 표준화기구 기만행
위와 특허가 표준에 고착된(locked-in) 이후의 실시료 부과의 문제는 서로 별개로 다
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표준화기구를 기만하여 표준
기술로 채택되는 경우와 고착된 특허를 이용하여 높은 실시료를 받는 사이에는 그
표준이 당해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결국
시장의 선택이라는 특허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개입한다. 따라서, 표준화기
구 기만행위와 산업계가 당해 표준을 널리 사용함으로써 그 특허에 고착되는 경우
에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준화기구를 기만
3

“Economics at DG Competition. 2009-2010.”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10. 37(4), by
Damien Neven and Miguel de la Mano. “There are two alleged ways that a patent-holder may manipulate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to create hold-ups: First, it may intentionally ignore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SSO) rules to disclose its patents until after a patent-implicating standard has been adopted
(i.e. ex-ante). By doing so it may induce the SSO to adopt a standard that incorpor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that are held by the patent-holder that would not be otherwise adopted. Second, it
may commit to offer its IPR under FRAND licensing terms ex-ante and then later hold-up technology
adopters by requesting licensing terms (including royalty rates) that are not in line with its announced
commitment to FRAND terms after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i.e. ex-post).”
4
Farrell, Joseph, John Hayes, Carl Shapiro and Theresa Sullivan (2007),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hold-up,” 74 Antitrust Law Journal, pp. 6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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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고 경쟁기술을 사장시키는데 성공한 특허권자가 일반적인 수
준의 실시료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경쟁법상 허용되는 행위일까? 이것 역시
그 행위가 없어서 경쟁기술이 표준에 채택됨으로써 경쟁자가 받을 수 있었을 실시
료 또는 기타 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쉽게 긍정하기는 어렵다. 즉, 특허가 표준에
채택되고 널리 표준이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다 실시료의 문제(loyalty
stacking issue)와 표준화기구 기만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만
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2010. 3. 31.에 개정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5(이하 “지식재산
권 심사지침”)에서는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의
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아래 인용된 부분이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준화
기구 기만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전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표준화기구들은 기술표준 선
정에 앞서 관련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특허정보 공개와 실시조건 협의 절차는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해당 절차의 이행여부
는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권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이 된다. (중략) 그러나, 다음과 같이 표준화 절차를 악용하거나, 기술표준으
로 채택된 이후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후략)
가. (생략)
나.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신이 출원 또는 등록한 관련 특허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 행위
다. (생략)
라.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특허발명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
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5

2010. 3.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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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각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표준화
기구 기만행위의 전제가 되는 „공개의무‟나 „FRAND 약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떠한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표준화기구 기만행위
에 경쟁법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본다. 그 이후 다른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참고하고,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II.

공개의무와 FRAND 약정의 의미 - 경쟁법 개입의 정당성

1.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가.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현황

IT 산업,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주요 표준화기구들의 지식재
산권 정책은 아래 표와 같다.6
주요
표준화기구

공개시기

ITU-T

표준화

ITU-R

초기부터(from

ISO

the outset) 공개

표준으로 채택 조건

활동

 무료 라이센스
 범세계적,

사용허락 거절에 대한 대응
 표준화 중단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
 상호주의적용(Reciprocity)

IEC
적시에(in a timely

 불공정한

차별

manner)

합리적

조기공개

라이센스 허여
 대가

ANS

없는

조건으로
그리고

차별

합리적

 확인서

미제출시:
승인

ANS(미국국가표준)

없이,

불공정한

 확인서 제출 요청

유보 또는 철회

없는

조건으로

라이센스 허여
ATIS

조기공개 (at the

 대가 없이 이용

earlist

 합리적이고

possible

조건으로 이용

time)
표준

ETSI

비차별적인

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기술규격 개발시

비차별적인

적시에

(in

조건(FRAND)으로

timely

fashion)

a

 표준·기술규격 채택 전
 대안기술 있는 경우: 반영

실시

허여

 대안기술

경우:

표준화 중단
 표준·기술규격 채택 후

통지

 관련

6

없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표준화 활동 가이드(2009),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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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주요
표준화기구

공개시기

표준으로 채택 조건

사용허락 거절에 대한 대응
라이센스 허여 요구
 라이센스 요구 거절 또는
3개월내

답변이

경우에는

없는
해당

표준·기술규격 불승인 처리
TIA

조기공개

(as

early as possible)
과제제안시부터

TTA

공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센스 허여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선언서 제출
요구
 표준채택 전: 표준화 중단
 표준채택 후: 확약서 제출

실시 허여
 합리적

조건하에

요청. 미제출시 표준 철회

비차별적으로 실시 허여
기술모듈이 규격
DVB 포럼

승인

통지

후

90일 이내

 비차별적,

비양도,

범세계적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IEEE

PAR(Project

 일반적 권리 포기

Authorization

 범세계적,

Request)

승인시

즉시

무료

합리적인

또는

비용으로

불공정한

차별

없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공정하고

Internet-Draft
IETF

합리적이고

제출 후 가능한

비차별적인

조기에

조건(FRAND)으로

실시

허여
수시로
요구

공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 허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조건의

OASIS

무료로

실시 허여
 제한적

조건의

무료

실시 허여
OMA

수시로 공개

 공정하고

수시로 공개

 무료 실시 허여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OMG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W3C

수시로 공개

포럼

무료

실시

허여 의무
수시로 공개

WiMAX

 참여회원은
 무료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유료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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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게만 실시조건 허여
 회원탈퇴 후에도 라이센스
약정효력 지속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 정책으로 공통적인 것은 대개 (i) 특허정보를
공개할 것과 (ii) RAND 또는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할 것으로 압축
된다.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특허정보의 공개(pre-disclosure)와 FRAND 약정의 수준

이상적인 표준은 특허권이 없는 기술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이 이용되는 것이
다. 그러나, 표준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보다 강력한 표준이 되
기 위하여는 보다 우수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따라서 주요
표준화기구들은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
대신 표준화기구들은 주로 참가자들에게 표준과 관련된 보유 특허기술이나
출원 진행 중인 특허기술의 공개를 요구하고, 표준에 포함될 경우 RF
(Royalty Free) 또는 (F)RAND 조건에 따라 특허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7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조건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비록 표준화기구가 참가자들에게 표준과 관련되어 알고 있는 특허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검색하
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8 그 이유는 (i) 특허검색의무는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표준안 그 자체도 엄청나게 복잡
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변경되며, 특허권자의
방대한 특허목록을 감안해 보면, 특허와 표준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9 (ii) 표준 기술에 특허가 부합하는지 확인하
7

See Rudi Bekkers, Mobile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GSM, UMTS, TETRA, & ERMES 549
(2001) (“[V]irtually all standards bodies worldwide have an identical IPR policy, in which known holders
of essential IPR are requested to declare that they will make licenses available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UMTS IPR Working Group Interim Report 17 (Sept. 1998) (explaining that
ETSI‟s “current IPR Policy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at of other standardization bodies (e.g. ISO, ITU,
ARIB)”); ETSI/GA 12 Temp. Doc. 3 (“[U]nder the ISO/IEC and ANSI policies licensors remain free to
negotiate such license terms as they may deem appropriate so long as such licenses are fair and nondiscriminatory.”)
8
ETSI IPR Policy § 4.2; Guid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SI Patent Policy § III.A. (“This is not
to suggest that a standards developer should require any participa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to
undertake a patent search of its own portfolio or of any other. The objective is to obtain early disclosure
concerning the existence of patents, where known.) TTA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
령 2.3조에도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지 검색할 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9
“The task of identifying relevant rights will of course be more onerous for manufacture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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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에는 어려운 판단이 필요하다. 즉, 당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 특허가 표준에 필수불가결한 특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
다. 10 실제로도 일부 복잡한 특허목록을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그들의 특허
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11 더욱이 표준화기구에 파견되는 직원의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
한 지식수준에 따라서도 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2 (iii) 일부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의 공개가 경쟁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전략을 보여주게 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 13 따라서, 회사는 특허공개의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이러한 특허공개의
무의 수준에 대하여는 EC Horizontal Guideline에서도 “지식재산권 정책은 표
준 참가자로 하여금 그들의 특허가 논의 중인 표준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
인 것일 경우 선의(good faith)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산업계로 하여
금 기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표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공개의무는 표준의 개발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
으며, 그 지식재산권이 표준기술에 부합하는지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또한 표준 참가자로 하여금 특별한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이
없는 것 같다는 수준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기술하고 있다.14
둘째, FRAND 약정은 엄격하게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참가자가 특정
한 특허에 대하여 표준화기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FRAND 약정을 하는 것
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표준화기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

substantial IPR portfolios and this facto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standard-making bod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EC COM (92) 445 Final) § 4.5.1.
10
“Today there is substantial confusion about which patents are essential for any technical
implementation of a standard. If the standard explicitly incorporates a patent, then of course there is little
problem, but that happens only rarely.” Anne Layne-Farrer, A. Jorge Padilla and Richard Schmalensee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Antitrust Law Journal, Winter 2007.
11
Benjamin Chiao, Josh Lerner & Jean Tirole, The Rules of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An
Empirical Analysis (Harvard NOM Research Paper No. 05-05, 2005),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664643, at 5-6.
12
Including strategic decision makers in the team for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meeting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See, e.g., Neil Gandal, Nataly Gantman & David Genesove, Intellectual
Property and Standardization Committee Participation in the U.S. Modem Industry, in STANDARD AND
PUBLIC POLICY 208 (Shane Greenstein & Victor Stango eds., 2004).
13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licy, available at
http://www.etsi.org/legal/documents/ETSI_IPRPolicy.pdf.
14
EC Horizontal Cooperation Guidelines (2010), Para 286, “To obtain the sought after result a good faith
disclosure does not need to go as far as to require participants to compare their IPR against the potential
standard and issue a statement positively concluding that they have no IPR reading on the potential
standard.” EC Horizontal Cooperation Guidelines (2010), Footnote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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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이 경우 표준화기구는 당해 기술을 표준에 편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며, 특허기술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표준화를 중단
하거나 관련 표준을 취소할 수 있다.16 공개하지 않은 특허기술이 사후에 밝
혀지는 경우에도 표준화기구는 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역시 표준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표준화기구는 무엇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우선 실시허락의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17 EC Guidelines 역시 “표준화기구가 제101조를 준
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표준화기구로 하여금 참가자의 실시조건이
FRAND 약정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참
가자들은 그 실시조건, 특히 실시료가 FRAND 약정을 준수하였는지를 스스
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공개의무와 FRAND 약정을 요구하는 취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화기구가 특허권자에게 요구하는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약정의무는 상당히 느슨한 수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15

For example, Section 6.1 of ETSI‟s IPR Policy provides that when essential IPR is disclosed, ETSI
will request - but not oblige - the owner of the IPR to undertake in writing that it is prepared to grant
irrevocable licenses on FRAND terms and conditions, and as such to waive its right to refuse to offer a
license to those seeking one.
16
Under the Section 8 of the ETSI IPR Policy, where an IPR owner informs ETSI of such a refusa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a standard, the General Assembly first tries to find a „viable alternative technology.‟
If none exists, and the IPR owner refuse to reconsider its position, ETSI is to decide whether ETSI‟
should pursue development of the concerned parts of the STANDARD or a TECHNICAL
SPECIFICATION based on the non-available technology and should look for alternative solutions.‟ (§
8.1.3.) Similarly, ANSI has said that under ANSI Patent Policy, if “[licensing] assurances are not
forthcoming or if potential users can show that the policy is not being followed, the standard may be
withdrawn either by the consensus committee or through the appeals process.” ANSI, ANSI Activities
Related to IPR and Standards, submitted to the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 11, IPR Working Group
Meeting, Chicago, June, 2006 (GSC11/IPRW(06)10), at p.5. TTA, 2.6. 실시허락 의무; 지적재산권자
가 위의 조건 이외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실시허여를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회장이 그 지적
재산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수정된 표준안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표준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표준 채택 후에 발견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생기는 경
우에는 당해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17
The ETSI Guide on IPRs emphasizes; “Specific licensing terms and negotiations are commercial
issues between the companies and shall not be addressed within ETSI.” ETSI Guide on IPRs (27 Nov.
2008), § 4.1. Indeed, the European Commission itself pointed out in its Communic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that was issued while the ETSI IPR Policy was being negotiated that,
beyond the broad goal that essential technology be available, „it is not feasible or appropriate to be more
specific as to what constitutes “fairness” or “reasonableness” since these are subjective factors determined
b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negotiation.‟ Communication of the Commiss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27 October, 1992). COM (92) 45 final para.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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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인가? 그렇다면 왜 표준화기구들은 더 나아가 좀 더 강제적인 조치를 취
하거나 FRAND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인가? 특허공개의무나 FRAND
약정이 경쟁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
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본적으로 표준화기구가 지식재산권 정책을 실시하는 취지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에 앞서 표준화기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의 준비, 선정, 적용 과정에서 표준화기구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소요하여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특허가 존재하고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위 노력은 한 순간에 수포
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지식재산권 정책은 기본적으로 표준화기구의 노력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고, 표준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 즉 표준
화기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8
18

우선 ETSI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3.1. It is ETSI‟s objective to create STANDARD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are based on solutions which best meet the technical objectives of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ection, as defin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order to further this
objective the ETSI IPR Policy seeks to reduce the risk to ETSI, MEMBERS, and others applying ETSI
STANDARD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that investment in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could be wasted as a result of an ESSENTIAL IPR for a STANDARD or
TECHNICAL SPECIPICATIONS being unavailable. In achieving this objective, the ETSI IPR POLICY
seeks a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standardization for public use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rights of the owners of IPRs. http://www.etsi.org/Website/document/Legal/ETSI Guide on
IPRs.pdf.
다음으로 ITU-T/ITU-R/ISO/IEC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Considering that the
technical experts are normally not familiar with the complex issue of patent law, the 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tent Policy”) was drafted in its
operative part s a checklist, covering the three different case which may arise if a
Recommendation/Deliverables requires licenses for Patents to be practiced or implemented, fully or partly.
The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clarify and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Policy,
a copy of which can be found in Annex 1 and also on the web site of each Organization. The Patent Policy
encourages the early disclosure and identification of Patents that may relate to Recommendations /
Deliverables under development. In doing so, greater efficiency in standards development is possible and
potential patent rights problems can be avoided. The Organizations should not be involved in evaluating
patent relevance or essentiality with regards to Recommendation/Deliverables, interfere with licensing
negotiations, or engage in settling disputes on Patents, this should be left-as in the past - to the parties
concerned.” http://www.itu.int/dms pub/itu-t/oth/04/04/T04040000010001MSWE.doc.
ANSI의 경우는 그 목적을 “These Guidelines are intended to assist voluntary standards developers,
and those that participate in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i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ANSI Patent Policy (the “Patent Policy,” see Exhibit A). Drafted by a task force formed by ANSI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Patent Policy, the Guidelines seek to encourage the early disclosure and
identification of patents that may relate to standards under development, so as to thereby promote greater
efficiency in standards development practices. By definition, guidelines are suggestions -- adherence is
not essential for standards developers to be found in compliance with ANSI‟s Patent Policy. Rather, this is
an effort to identify possible procedures that a standards developer may wish to adopt, either in whole or
in part, for purpose of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Patent Policy. Additional or different steps ma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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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기구가 좀 더 강제적인 공개의무를 요구하
거나 FRAND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유는, 표준화기구가 요구하는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는 표준화 참여를 저
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표준화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셋째, 조금만 생각해 보면 표준화기구가 구체적인 FRAND 조건을 정하는
것 그 자체도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IT 산업에서의 표준은
수 십, 수 백 가지의 특허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시자(licensee)
에 따라서는 같은 표준 내에 다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시허여권자(licensor)와 실시자(licensee)로 확연하게 나뉘는 것도 아
니다. 또한 당해 특허를 실시하려는 자 역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정도로
대량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소규모로 실시할 능력과 의사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라이선스에 대한 협상력은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표준화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결국은 당사자들이 상황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개별
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Neven과 Mano는 “FRAND
조건은 구체적인 실시료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의 성격, 즉 시장이 장래에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여부 및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
적으로 실시료 수준에 합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
다. 사전적 가격협상은 오히려 특허를 사용하는 자들이 지식재산권 보유자
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조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FRNAD는 결국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여자 사이에 효율적으로 특허를
선택할 인센티브와 혁신의 인센티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이다. 실시
권자들은 특정 기술의 실시허여자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 하는 반면, 실시허여자들은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기도 전에 사전
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9
넷째, 표준화기구가 실시료 등 주요조건을 미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

be selected for such purposes.
http://publicaa.ansi.org/sites/apdl/Documents/20Activities/American%20National%20Standards/Procedur
es,%20Guides,%20and%20Forms/Guidelines%20for%20Implementation%20of%20the%20ANSI%20Pat
ent%20Policy%202008.pdf.
19
Communication of the Commission “Modernizing ICT Standardization in the EU - The Way Forward”
(3 July, 2009). Com (09) 324 final, para. 2.4. (Outlining the positions of the various stakeholders).

- 50 -

합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 즉, 표준화기구의 정책 역시 다
양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가격 등의 조
건을 정하는 것이 만약 경쟁기술 보유자들 또는 특허기술을 사용하게 될 회
사들의 주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거래조건을 경쟁자들 사이의 자
유로운 경쟁이 아닌 합의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
능성도 상당한 것이다.21
요컨대, 특허권자에게 특허공개를 요구하고 FRAND 약정을 하게 하는 것은,
표준이 설정된 후 예상하지 못했던 특허의 발견으로 인하여 특허의 노력이
무산되는 등 표준화기구의 노력과 비용을 보호하기 위하는 한편, 또한 표준
에 참여하는 기술 보유자, 기술 사용자인 제조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조정함으로써 표준의 참여를
촉진하고 최적의 표준을 도출하여 표준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곧바로 특
허권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이 경쟁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공개의무와 FRAND 약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의 개입은 정당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화기구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화기구의 노력과 비용을 보
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의 조정은 당사자 사
이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 이는 표준화기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편, 어
느 이해관계인의 집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견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22 표준화기구의 이렇게 다소 느슨한 지식재산권 정책이 표준의 효
용을 저해하고 있다거나 또는 기술의 진보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등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현재에도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의 제정을 향한 노력이 활
20

In fact, in Sony Electronics, Inc. v. Soundview Technologies, Inc. (157 F.Supp.2d 180, 2001), the US
court held that, in connection with the claim that the member of 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colluded
to regulate the royalty of Soundview‟s technology, such claim is within the scope of determining any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21
SSOs have necessarily worked hard to achieve consensus, lest marginalized members express their
displeasure by refusing to license necessary IPR. One may expect that under the new regime
contemplated by the Guidelines, manufacturer-members of SSOs (that is, IPR consumers), will give
considerably less regard to the interests of innovator companies. The Commission also understands the
risks if an SSO falls under the de facto control of one set of stakeholders (¶ 261), and if manufacturer
members control a majority of votes within an SSO, they will have the power to compel licensing of any
and all patents they may wish, entire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novator and patent holder.
22
Damien Neven and Miguel de la Mano (2010), “Economics at DG Competition, 2009-2010,”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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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러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정책 하에서도 표준은 지속
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계속 창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표준화기구가 자율적으로 모색하여 도달한 균형점에 대하여
규제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경쟁법을 집행 또는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표준이 채택되는 절차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거대한 경연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경쟁이야 말로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표준에 참여하는 자들은 경쟁기술의 성능 및 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조건을 공개하거나 사전에 협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그 실시
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 특허기술이 선택되지 않도록 투표권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기술에 대한 투자비용을 감안해 보면, 혁신기술을 보유
한 회사일수록 표준이 설정되기도 전에 상당한 비용을 이미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표준화 과정에서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당해 기술의 대안이 있을 경우 특히 명백하다. 특히 표준이 채택된 때와 표준에 따
른 생산을 위한 투자가 시작될 때의 기간이 길수록 제조업자의 지위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사 표준이 채택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사용업자인
제조업자는 실시료 등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당해 표준을 시정하거나 또는 심지어 다
른 표준을 다시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표준이 제정된
이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표준이 제정되기 전
또는 제정 후 실제 실시되기까지의 힘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경쟁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화 행위가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법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실시료 협상에 불만을 품은 제조업자들
의 집단적인 불공정 경쟁행위의 일환일 수 있다. 예컨대, 표준화 단계에서는 일단
특허의 범위나 실시조건에 대한 다소간의 불명확성을 감수하고 기술을 채택하였다
가, 실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과정에서 협상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때서야 집단적으로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표준화 단계에서의 특허권
자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쟁법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제조업체 등의 고소 남용 등을 부추겨, 사회 전체적으로 불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우수한 기술 보유자의 참여를 좌절시켜 표준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등 오히려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든 기만행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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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표준의 참여자들 사이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지점일
것이다. 그 지점은 바로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경쟁기술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를 공개하지
않거나 준수할 의도가 없이 FRAND 약정을 하여, 표준화기구가 이를 믿고 특허권자
의 기술을 표준 기술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경쟁기술이 배제되었을 때, 즉 그 기
만행위가 없었더라면 표준화기구가 경쟁기술을 표준 기술로 채택하거나 또는 표준
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명백한 때‟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표준화기구의 입장에서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를 저지른
특허권자의 기술을 표준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표준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실시권자의 입장에서는 FRAND 위반에 대하여 계약위반 - 예컨대, 제3자
를 위한 계약의 법리나 또는 표준화 규약을 일종의 자치법규로 보는 등의 이론 구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적 구제가 가능
한 반면, 탈락한 기술 보유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구제조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
고, 이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배제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적인 구제수단을
넘어서는 별개의 제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배제행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경쟁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어떻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일단 해외의 선
례들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요건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I.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외국 경쟁법의 적용기준

1.

미국의 사례
가.

Rambus Incorporated v. FTC23

Rambus 사건은 Rambus가 the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EDEC”)에 참여하면서, 기술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기술에 대하
여 자신이 특허출원한 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그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본건에서 FTC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JEDEC은 가능한 한 특허를 표준에
23

522 F.3d 456 (D.C. Ci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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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특허가 포함될 경우 이를 무료로 실시하게 하거
나 또는 RAND 조건으로 실시하게 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JEDEC의 참가
자들은 비용에 매우 민감하였고, 비용 절감이 가장 관심사항이었다. 그런데,
Rambus는 이러한 JEDEC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불구하고, 이미 출원 중인 특
허를 JEDEC에 공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의 특허기술이 표준에 채택되
었으며, 나아가 기술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Rambus의 기
만행위의 결과, JEDEC의 기술선택은 왜곡되었고, JEDEC이 Rambus의 기만행
위를 방지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그 결과 JEDEC 표준의 실시료가 인상되
어 그 표준을 이용한 반도체 가격이 인상되고, 나아가 그 표준을 이용할 유
인이 감소되고, 산업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JEDEC에 참여할 유인이 감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표준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
생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Rambus의 행위는 Sherman법 제2조24와 FTC법 제5
조25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함에 있어, FTC는 Rambus가 의도적으로 표준화기구를 기
만하였고, 그러한 기만행위가 없었더라면 (i) 당해 표준화기구는 Rambus의
특허기술 외의 다른 기술을 채택하였거나, (ii) Rambus의 기술을 채택하였더
라도 Rambus에게 FRAND 조건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FTC
는 특허공개의무를 위반이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그 특
허기술이 FRAND 약정 없이 표준기술로 채택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불
법적이고 반경쟁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2008. 4. 경 FTC의 결정을 파기하였는데, 무엇보다
도 고액의 실시료 - 심지어 FRAND 조건을 회피한 기만행위가 고액의 실시
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 만으로는 미국 경쟁법 하의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그 기만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경쟁
법을 위반한 증거로 충분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기만행위로 인하여 당해
표준화기구가 Rambus의 기술을 배제하여 표준 자체의 설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표준을 채택하였으리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FTC가 상고하였으나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기각(denial of
certiorari)되었다.
24

Section 2 of the Sherman Antitrust Act provides in pertinent part: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shall be deemed guilty of
felony. . .” 15 U.S.C. §2.
25
Section 5 of the FTC Act prohibits entities from engaging in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interstate commerce. 15 U.S.C. §4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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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us 사건에서 FTC와 법원은 특허공개의무의 범위나 위반여부에 대하여
는 견해를 달리하였으나, 양자 모두 기만행위와 표준 기술의 채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은 같다. 다만, FTC가 표준화기구가 Rambus에게
이를 시정할 기회 - 즉, FRAND 조건을 요구할 기회 - 를 상실하였다는 점
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법원은 그 기만행위가 없었더
라면 그 표준화기구가 다른 기술을 선택하였을 것을 FTC가 입증하여야 위
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에 차이가 있다.
나.

Broadcom v. Qualcomm26

Broadcom은 표준에 포함된 Qualcomm의 WCDMA 기술을 원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받지 못하게 되자, Qualcomm을 셔먼법 제2조 위반을 이유로 제소
하였다. 이 소송에서 Broadcom은 Qualcomm이 표준화기구에 이를 준수할 의
사 없이 허위로 FRAND 약정을 하였으며, 이 약정이 없었더라면 표준화기
구는 Qualcomm의 기술을 거부하거나 배제하고 표준을 설정하였을 것이었으
므로, Qualcomm의 행위는 셔먼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9월 New Jersey 지방법원은 Broadcom의 주장을 각하27하면서, “피고의
WCDMA 기술시장에서의 독점은 법이 허용하여 온 특허에 따른 것이고, 다
른 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표준의 당연한 기능일 뿐이지, 피고의 FRAND 약
정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26

501 F.3d 297 (3rd Cir. 2007).
주의할 것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나 제3순회법원의 판결 모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민사소송법 제12(b)(6)에 근거한
각하판결(motion to dismiss)을 하였다는 것이고, 제3순회 항소법원은 이 각하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만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Rule 12(b)(6)는 “구제수단이 주어질 수 있는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The Rule 12(b)(6) motion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hich replaced the common law
demurrer, is how lawsuits with insufficient legal theories underlying their cause of action are
dismissed from court. For example, assault requires intent, so if the plaintiff has failed to plead intent,
the defense can seek dismissal by filing a 12(b)(6) motion. “While a complaint attacked by a Rule
12(b)(6) motion to dismiss does not need detailed factual allegations, a plaintiff‟s obligation to provide
the grounds of his entitlement to relief requires more than labels and conclusions, and a formulaic
recitation of the elements of a cause of action will not do. Factual allegations must be enough to raise a
right to relief above the speculative level, on the assumption that all the allegations in the complaint are
true (even if doubtful in fact).” Bell Atlantic Corp. v. Twombly, 550 U.S. 544, 127 S.Ct. 1955 (No. 051126) (2007). 12(b)(6) is the second of three procedural "hurdles" a cause of action must surmount
before it gets to a trial (the first are the two jurisdictional dismissals, found in 12 (b)(1) and (2), and the
third is summary judgment, found in Rule 56). A 12(b)(6) motion cannot include additional evidence such
as affidavits. ("Responses to Complaints" in R. Haig (ed.), Business and Commercial Litigation in
Federal Courts (1st Ed., West 199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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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의 결론과 달리, Broadcom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고 가정할 경우 Qualcomm의 행위는 미국 경쟁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법원은 “(1) 특허권자가 의도적으로 준수할 의사 없이 FRAND 약정을
하고, (2) 표준화기구가 이를 신뢰하여 당해 특허기술을 표준에 채택하였으
며, (3) 특허권자가 표준이 설정된 이후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쟁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기타의 사례

이외에 표준과 관련, 특허권의 남용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으로는 Dell
Computer 사건28과 N-Data 사건29 등이 있다.
우선 Dell 사건은, Dell이 표준 설정 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공개하
지 아니하고, 심지어 설정 중인 표준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한 이후, 표준이 설정되자 자신의 특허를 주장한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FTC는 첫째, Dell이 올바르게 특허정보를 공개하였다면 표준화기구
는 동등한 수준의 다른 특허권이 없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Dell의
행위는 선의(good faith)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Dell은 이에 대하여 당해
표준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30
한편, N-Data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NWay 라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National사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

대하여

NWay가

Ethernet 장비의 표준에 포함될 경우 1,000달러를 1회만 지불하면 되는 라이
선스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IEEE는 그 특허기술을 표준
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National은 이후 N-Data에게 그 특허를 양도하였고,
N-Data는 표준설정 과정을 알면서도 그 보다 훨씬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였
다. FTC는 N-Data가 표준을 이용하여 Ethernet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28

Dell Computer Corp., 121 FTC 616, 618 (May 20, 1996).
In the Matter of Negotiated Data Solutions LLC, FTC File No. 051 0094 (2008).
30
Dell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In the Matter of Union Oil Co. of Cal., No. 9305 (F.T.C. July 27,
2005) available at 2005 WL 2003365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Union Oil Company of California
(“Unocal”)이 low-emissions gasoline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 공기자원
위원회(CARB)에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여 자신의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게 한 이후 특허를
주장한 사건이다. FTC는 이에 대하여 FTC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조사하였고, Unocal은 자신
의 특허를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가솔린 특허를 공개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을 체결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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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ay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정상보다
높은 실시료를 요구한 것은 FTC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FTC는 N-Data의 행위가 단순히 원 특허권자가 했던 약속
을 무시하였을 뿐 이를 경쟁배제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셔먼법 제2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가격을 인상하
고 IEEE의 표준설정 절차를 무력화하여 IEEE나 다른 표준설정기구의 표준
설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표준을 이용한 비용의 상승 및 표준을 이
용한 재화의 생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31
2.

EU의 사례
가.

Rambus 사건32

EU에서의 Rambus 사건은 미국에서의 Rambus 사건에 대한 FTC의 결정이
있은 직후 동일한 사안을 EC가 다룬 것이다. 우선 EC는 Statement of
Objection에서 표준에 포함될 특허를 공개하지 않은 Rambus의 행위는 고의
적인 기만행위라고 보고, Rambus가 기만행위로 특허를 표준에 포함한 이후
높은 실시료를 부과한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EC조약 제
82조 33 를 위반하였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건은 결국 화해약
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위법성 유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사건은
아니다.
EC는 잠정적인 의견이기는 하나,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위반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정책을 위반한 기만행위가 표준설정 절차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EC 경쟁당국은 Rambus 특허를 대
체할만한 경쟁기술이 있었고, Rambus의 기만행위가 없었더라면 표준화기구
는 Rambus 특허 대신 다른 경쟁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
다.
결국 이 사건은 2009. 12. 9. Rambus가 실시료를 낮추기로 한 약정을 받아들
31

당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만행위에 대하여 FTC법 제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FTC 의장인 Majoras는 본건의 경우 셔먼법 위반이 없이
원래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안되고, 본건 부당한 행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
는 “large, sophisticated computer manufacturers”는 FTC법 제5조에서 보호되는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2
Commission Decision of 9.12.2009., Case COMP/38.636
33
종래의 EC 조약 제81조와 제82조는 2009년 리스본 조약이 통과됨에 따라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와 제102조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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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결되었다. 다만, 이 잠정적인 결정에 대하여 우선 Rambus의 실시료가
실제로 과다한 것인가에 대하여 EC 경쟁당국이 어떠한 분석도 하지 않았다
는 점과 실제 Rambus의 특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비
판이 있다.34
3.

소결론

표준화기구 기만행위가 문제가 된 해외 사례 가운데, 실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
단한 사건은 사실상 미국의 Rambus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상
고심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Rambus 사건이 가장 선례적인 가치가 있은 것
으로 보여지고,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었으나 표준화기구 기만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설시한 Qualcomm 사건도 의미가 있
다.
다만, Rambus 사건에서 FTC와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 즉 공개의무를 위반한
기만행위의 결과 표준화기구가 FRAND 조건으로 특허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쳤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
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당해 표준화기구가 그 기만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표준을
채택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자의 사견으로는 법원의 결론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준화기구에 대한 FRAND 약정을 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즉, 표준화기구가
Rambus에 대하여 FRAND 조건을 권유하였더라도 Rambus는 전략적으로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화기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Rambus의 특허기술을 선
택할 것인지, 다른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을 취소할 것인지 등 당해 표
준화기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표준화기구
가 여전히 Rambus의 기술을 선택한다면 Rambus의 기만행위는 어떠한 새로운 경쟁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경쟁법의 개입이 정당한 경쟁자가 배제되는 지
점이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FTC의 주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ambus가
특허기술을 공개하고 FRAND 약정을 하였더라도 예컨대 유력한 경쟁기술이 있다면
표준화기구로서는 느슨한 FRAND 약정을 믿고 Rambus의 기술을 선택하기 보다는
실시료를 받지 않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쟁기술을 선호할 수도 있다.
34

James Killick, Pascal Berghe, Rambus: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case and future lessons for SSOs
when designing IPR Products, White & Case, June 2010,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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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ambus가 정상적으로 특허를 공개하였더라면 표준화기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배제행위가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
다.

IV.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를 규율하고자 한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종래의 고시들이 특정
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과 달리, 위반행위의
유형을 먼저 적시하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각 조항 또는 이에 해당하는 심사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3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방식이 남용행
위의 유형을 지나치게 구체화하여 개별 심사지침 적용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
도록 함과 아울러 지식재산권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려요소들을 적시하여 공정
거래법 적용시 실질적인 준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3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려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열
거한 점이나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수범자에게 친화적인 심사지침을 만든 것
은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하여
는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포섭되는 행위가 어떠
한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연결될 것인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특히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
래행위가 적용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공정거래위
원회의 입장에서는 우선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
으로 조사를 개시하되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에 포섭될 경우에만 적용하면 되므로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수범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
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표준설정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보다 명확하다. 앞에서 설명한
35

“특히,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 규정별 심사지침 적용단계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김준범,
고인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주요 쟁점”, 경쟁저널 (2010. 5.),
제9면.
36
김준범, 고인혜, 앞의 글,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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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표준의 설정 과정은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첨예하게 대립
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 경쟁자들끼리,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이해관계
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외형상 심
사지침에 적용되는 행위는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경쟁자들이나 단순히 기술시장
의 수요자에 불과한 실시권자들은 경쟁법을 새로운 무기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경쟁당국에 의하여 무혐의로 조치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당국의 개입은 당해 기업으
로 하여금 상당한 방어비용을 투입하게 하고 나아가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신용과
명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표준
화기구가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하여 실시권자와 실시허여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둔 것을 실시권자 쪽으로 기울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표준의 효용을 해하고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심사지침 상의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III.1.가.(2)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
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관련 시행령을 종합하여 보면 “실
시료의 결정” 그 자체를 규율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7 공정거
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
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
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EC Guidelines에서도 이와 같은 비용
기초적인 방식이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심사
지침 III.1.가.(2)의 규정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심사지침 자체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한편, 보다 구체
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좀 더 부여하고,
경쟁자들의 경쟁법 남용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지식재산권이 권리
에 대한 일시적 독점권을 주어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심사지침은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
이고, 그러한 점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라이센스계약 가이드라인‟과 „표
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등을 제정하여 보다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7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결정행위를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그 체계상 더욱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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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존 조항을 근거로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결과 현재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 및 변동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의 위험성과 관련,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
은 경우 특허권자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표준화기구가 그 특허기술
을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그로써 부당하게 얻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액의 실시료를 징수하는 경우를 거론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와 고액 실
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해 표준이 제조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선
택되는지 여부 사이에는 법률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따
라서, 이와 같이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는 본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표준화기구 기
만행위는 일종의 본조를 위한 예비행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공정거래법은

셔먼법과

같은

“attempt

to

monopolization”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의 견해와 달리 일반적인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를 부당한 가격
의 결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조의 적
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비용에 대비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C Horizontal
Guideline에서도 비용 기초적인 방식의 가격규제가 지식재산권에 부
적절한 방식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둘째, 표준간 경쟁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된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독점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쟁적인 표준 구조
하에서는 patent hold-up 행위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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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T 산업에서의 표준은 한 번 결정되어 그것으로 영구히 지속
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하여 향상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2G
에서 4G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동통신 표준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특허권자는
hold-up 행위를 할 유인이 없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이익을 위한
hold-up 행위는 장래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8
넷째, 표준화기구에 참여하는 자들은 특허 실시허여자의 지위와 실
시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Crosslicense 등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실시권자의 특허는 hold-up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외견상 높은 실시료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도 적정가격이라고 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특허권자로서
는 고액의 실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수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
을 제조할 수 있게 하여 독점 또는 과점의 제조업자가 제품시장에
서 독과점을 형성하게 하고, 그 이윤을 나누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
고, 실시료를 적정하게 부과함으로써 다수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
품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게 하고 생산량을 최대화 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이윤을 취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편의상 양쪽 전략에
서 취하는 이윤이 같다고 가정하여 본다). 전자의 경우 제조업자는
독점 또는 과점의 힘으로 특허권자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
고, 또한 특허권자가 지나치게 이윤을 착취한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
진의 결정에 의하여 결국 다른 표준을 찾거나 설정되도록 유도하는
등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술과 결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도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협상력이 약하거나 대규모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 전체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
해 기술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만
38

Bruce H. Kobayashi & Joshua D. Wright, Intellectual Property and Standard Setting 8, in ABA
Handbook on the Antitrust Aspects of Standard Setting (2010) (“Many patent holders are repeat players
that hope to license their technology in subsequent standards.”); see also Brian DeLacey, Kerry Herman,
David Kiron & Josh Lerner, Strategic Behaviour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unpublished Sept.
2006), available at (arguing that the dynamic or repeat nature of standardization requires companies to
curtail unfair or manipulative behavior).,Joshep Farrell and Garth Saloner, “Standardization,
Compatibiltiy, and Innovation,” 16 Rand Journal of Economics 70 (Spring 1985), Michael Katz and Carl
Shapiro, “Technology Adop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94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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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특허권자가 후자의 전략 하에서 가격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 없이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일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이 실제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고액의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새로운 경쟁사업자
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
3호, 제4호)
자신이 보유하는 특허기술의 기술시장에서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지위를 획득한 자가 그 기술과 관련된 표준이 설정될 때, 경쟁기
술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를 공개하고 FRAND 약정을 함으
로써 이를 믿은 표준화기구가 다른 경쟁기술을 배제하고 당해 기술
을 채택하는 경우는 본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사
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는 시장에서의 독점
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일 것
을 요한다. 39 또한 한 두 개의 경쟁업체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었
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허권자가 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
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
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40
이러한 경쟁제한의 의도나 경쟁제한적 행위라는 요건을 고려하여
본다면, 미국 Rambus 판결이나 Qualcomm 판결은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i) 당해 표준설정 과
정에서 경쟁기술을 배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특허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준수할 의사 없이 허위로 FRAND 약정을 하고, (ii) 당
해 특허를 공개하였거나 또는 FRAND 약정을 함으로써 경쟁기술들

39
4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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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고 표준에 채택될 것, 즉, 당해 특허의 공개가 없었거나
FRAND 약정이 없었더라면 표준화기구가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
즉 경쟁기술을 채택하거나 적어도 표준 자체를 무산시켰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본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열거된 경우와 위
내용이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개정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41
나.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를 하여 당해 특
허를 표준에 편입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본조는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질 경우를 규율
하려는 조항이다. 42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3항의 행위유형은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만을 열거하고 있
을 뿐이므로,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본 조항의 적용은 곤란한 것으
로 보인다.
(2)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표준화기구 기만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
4항 제나.목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
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41

현재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예규에 불과하므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라.(6)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표준화기구는 사적인 단체라는 점에서 본 호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같은 심사기준 IV.3.마.(4)의 경우도 같다.
4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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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
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표준화기구를 기만하는 행위는 우선 표준에 선택되었다는 점
에서 당해 기술의 우수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i) 특
허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하거나, (ii) 준수할 의사 없이 FRAND
약정을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기술을 사용하는 조건과 비교하여
적어도 같거나 불리하지 않은 것처럼 행위를 함으로써, 기술의 우수
성과 라이선스 조건이 결합되어 경쟁자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오
인하게 하고, (iii) 표준에 채택됨으로써 당해 표준을 이용할 경쟁사
업자의 고객들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4. 나.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의 위법성은 (i)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ii)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며, (iii)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볼 때, 결국
행위가 의도적이어야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은 앞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중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우
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적용함에 있어 한 가지 짚어볼 문제
가 있다.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II.2.다.의 마지막 문단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판단시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I. 1. (3), (나)에서는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
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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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
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진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5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이다.
사업활동방해행위가 특별한 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표
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하여도 본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
만 실제로 방해행위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즉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43 적용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요약하면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의 특성 및 경쟁법상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의무의 범위는 표준에 참여한 특허권자들이 선의로 성실하게 특허를 공
개할 것을 요구하나, 검색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FRAND 약정은 특허권자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FRAND 약정이 없었다고
하여 반드시 경쟁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문제는 FRAND 약정을 하고 의도적으
로 이를 위반한 경우이다.
셋째, 공개의무와 FRAND 약정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기구들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우선 표준화기구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을 보호할 목적이 가장 크며, 표준에 참여하
고 있는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가장 느슨한 수준의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넷째, 표준의 설정 자체가 상당한 경쟁의 산물이라는 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
4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8. 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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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당국의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보다 구
체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허권자의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하여, 그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기술시
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가운데 부당한 사업방
해조항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공정위는 (i) 그 특허권자가 의
도적으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특허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준수할 의사
없이 FRAND 약정을 하고, (ii) 그 특허공개나 FRAND 약정이 없었더라면 표준화기
구가 그 특허를 표준기술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표준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
이 약간 수정하거나 또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 실행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
선 특허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전에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FRAND 약정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특허권 행사
의 부당성 판단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세부사항 나.목의 경우 특허정
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 표준화기구가 그 특허를 표준기술로 선정할 것의 요
건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특허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앞으로
더욱 제도를 보완하고 좋은 선례가 많이 생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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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plore potential methods for assessing whether licensing terms for intellectual property
declared essential within a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can be considere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We first consider extending to a standard setting context the Georgia-Pacific
factors for assess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We then evaluate the
numeric proportionality method, which is modeled after certain patent pool arrangements and which has
been proposed in a pending FRAND antitrust suit. We then turn to two economic models with potential to
assess whether licensing terms are FRAND. The first—the efficient component-pricing rule (ECPR)—is
based on the economic concept of market competition. The second—the Shapley value method—is based
on cooperative game theory models and social concepts for a fair division of rents. Interestingly, these
two distinct models suggest similar benchmarks for evaluating FRAND licenses, but ones that might
appeal differently to the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e U.S. as compared to Europe. We find
that under any approach, patents covering ―essential‖ technologies with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value
of the standard and without close substitutes before the standard gets adopted should receive higher
royalty payments after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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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an interesting collection of
commonly used, but emotion-laden words that become even more emotionally charged
when strung together. The acronym FRAND, which yokes these words together, turns
out to have considerable practical importance, especially in standard-setting situations.
A FRAND commitment has serious legal implications: a commitment to offer
intellectual property (IP) such as patents to license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 Unfortunately, even though many are committed
to FRAND licensing, there is no universally agreed upon operational definition of that
commitment.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patents, have become a customary feature
in standard-setting efforts over the last few decades.

For example, 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considers having patents in their
standards as ―inevitable and unavoidable.‖2 Along with these patents have come rules
regarding their disclosure and their licensing.

Most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including ETSI, request that their members make reasonable efforts to identify
and disclose any intellectual property that might be relevant for a standard under

1

Daniel G. Swanson and William J. Baumol note: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in fact, there are no generally
agreed tests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license does or does not satisfy a RAND commitment.‖ 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73 ANTITRUST L.J 1, 5 (2005). Larry M. Goldstein and Brian N. Kearsey echo this:
―Unfortunately, [RAND and FRAND] are not well defined. Ambiguity in the definition of ‗FRAND‘ is, in our
opinion, one of the core problems in the licensing of rights to patents essential for implementation of a written
technical standard.‖ LARRY M. GOLDSTEIN & BRIAN N. KEARSE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 CENTURY PATENT LICENSING, PATENT POOLS AND PATENT PLATFORMS 27 (2004).
Likewise, Richard T. Rapp and Lauren J. Stiroh state: ―The typical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patent policy
mandating that a royalty b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gives little guidance for royalty determination
because ‗reasonable‘ can mean different things to a technology owner and a technology buyer.‖ Richard T. Rapp &
Lauren J. Stiroh, Standard Setting and Market Power, Comments submitted to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J. Hearings of the U.S. Dep’t of Justice & FTC, 9 (2002),
available at http://www.ftc.gov/opp/intellect/020418rappstiroh.pdf. For a survey of the debate surrounding FRAND,
see Damien Geradin,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ome Reflections on Ex-ante Licensing,
FRAND, and the Proper Means to Reward Innovation (June 8, 2006) (presented at the IBC Conference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in Brussels).
2
Rudi Bekker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The Case of GSM, 26 TELECOMM. POL‘Y 171,
17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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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3 Once disclosed, most SSOs also request that members agree to license
their relevant patents on FRAND terms.4 (In the U.S., RAND, which drops ―fair,‖ is
required instead.) Given the high stakes frequently involved in standard-setting,5 it is
no surprise that the definition of FRAND has been the subject of heated debate in recent
years.
One school of thought is that FRAND commitments are meant to address a
prominent concern in standard-setting: the adoption of a technology into a major
standard could confer substantial market power, or substantially increased market
power, on its owner. Companies with patents that have been selected for a standard––
rendering them ―essential‖ since those patents are ―required‖ to meet the standard6––
may be tempted to opportunistically abuse this market power; for example, by refusing
to license or charging excessively high royalty rates.
In fact, several recent cases have involved such claims, focusing directly on SSO
members‘ FRAND commitments. Within the U.S., in Qualcomm, Broadcom alleged
that Qualcomm‘s patent licensing policies violated its FRAND commitment to ETSI for
the mobile telephone 3G standard, and violated the Sherman Act in the process.7 Nokia
is also pursuing Qualcomm, although in a different U.S. court in Nokia, and without
reference to antitrust law.8 The primary charge in the Nokia case is that a member‘s
FRAND promise to an SSO, like ETSI, forms an enforceable contract.9 Thus Nokia is
claiming that Qualcomm breached its contract by offering licensing terms that, in its
3

Firms not making relevant disclosures risk litigation over unfair business practices. See, e.g., In the Matter of
Rambus, Inc., FTC Docket No. 9302, Opinion of the Commission (Aug. 2, 2006), available at
http://www.ftc.gov/os/adjpro/d9302/060802commissionopinion.pdf.
4
For a discussion of SSO intellectual property rules, see Benjamin Chiao, Josh Lerner & Jean Tirole, The Rules of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An Empirical Analysis, Harvard NOM Research Paper No. 05-05 (2005),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664643.
5
See, e.g., Brian DeLacey, Kerry Herman, David Kiron & Josh Lerner, Strategic Behavior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No. 903214 (Sept. 1, 2006),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903214.
6
―Required‖ may often be too strong a word. See Chiao et al., supra note 4 (discussing how and why patents get
disclosed to SSOs). Moreover, even if a patent is technically essential for implementing a standard, it might be
relatively easy to invent around, or it might cover an optional feature of the standard that can be omitted in some
applications.
7
Complaint,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No. 05-3350, 2006 WL 2528545 (D.N.J. Aug. 31, 2006). The
court granted Qualcomm‘s motion to dismiss, but Broadcom has appealed.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No.
05-3350, 2006 WL 2528545 (D.N.J. Aug. 31, 2006), appeal docketed, No. 06-4292 (3d Cir. Oct. 4, 2006).
8
See Nokia Corp. v. Qualcomm, Inc., No. 06-509, 2006 WL 2521328 (D. Del. Aug. 29, 2006).
9
Earlier cases have involved similar claims of contract, but settled prior to a ruling. See ESS Technology, Inc. v. PCTel, Inc., No. C-99-20292 (N.D. Cal. 1999); Agere Sys. Guardian Corp. v. Proxim, Inc., 190 F. Supp. 2d 726 (D. De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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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are not FRAND. Nor is the U.S. the only FRAND battle front. In Europe, six
telecommunications firms (including Broadcom and Nokia) filed a complaint to the
European Commission requesting it to investigate whether Qualcomm‘s patent
licensing policies violate European antitrust law––specifically Article 82.10 Conflicting
definitions of FRAND lie at the heart of all of these cases.
In this paper, we discuss ways in which the courts in the U.S. and Europe might
evaluate what behavior is and what is not compliant with SSO members‘ FRAND
commitments. That is, we attempt to give more tangible meaning to the concept of
FRAND licensing. To put the FRAND problem into context, Part II briefly reviews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SSO literatures, which find patent values to be highly unequal.
Part III discusses two options for giving content to FRAND that emerge from the courts.
One option is extending Georgia-Pacific, which is the primary case guiding reasonable
royalty determination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the U.S. Georgia-Pacific lays out
15 factors that should be accounted for whe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rates, most
of which can be easily extended to a standard setting context.11 The second option is
numeric proportionality, which the European complainants to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put forth as a definition for FRAND.

12

Under numeric

proportionality, each firm contributing patents to a standard would receive a share of the
total royalties for the entire standar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atents it reports as
―essential.‖13 Of course, the total royalty rate for the standard would still need to be
determined, so even under this option Georgia-Pacific factors might play a role.
Numeric proportionality can lower transaction costs, but generally at the expense of
efficiency and equity.
10

Mobile Phone Manufacturers File Complaint Against Qualcomm, TELECOMWORLDWIRE, Oct. 28, 2005. Ericsson,
NEC, Panasonic, and Texas Instruments are the four remaining complainants. At this writing, the European
Commission had yet to decide whether to pursue a case against Qualcomm––well over a year after the complaints
had been filed.
11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120 (S.D.N.Y. 1970).
12
Case COMP/C-3/39.247 - Texas Instruments v. Qualcomm (2005); Case COMP/C-3/39.248 - Broadcom v.
Qualcomm (2006); Case COMP/C-3/39.249 - Nokia v. Qualcomm; Case COMP/C-3/39.250 - Panasonic v.
Qualcomm (2006); Case COMP/C-3/39.251 - NEC v. Qualcomm (2005); Case COMP/C-3/39.252 - Ericsson v.
Qualcomm(2006). The European Commission is treating these cases, initially filed separately, as one bundled case.
13
Press Release, Ericsson, Leading Mobile Wireless Technology Companies Call on European Commission to
Investigate Qualcomm's Anti-competitive Conduct (Oct. 28, 2005), available at
http://www.ericsson.com/ericsson/press/releases/20051028-1018618.shtml; Philippe Chappatte, Standard Setting and
Patent Pools - Their Implications for EU Competition Law, presented at IBC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Brussel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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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section, Part IV, turns to models in the economics literature that show
promise of providing plausible benchmarks for FRAND: the Efficient ComponentPricing Rule (ECPR) and the Shapley value. ECPR was proposed in the late 1970s as a
method for ensuring that pricing ―bottleneck‖ facilities, like local electricity or
telephone networks, in the face of competition in related services would be consistent
with economic efficiency. 14 We first consider ECPR as a possible benchmark for
RAND cases in the U.S., where economic efficiency concepts tend to be favored. We
next consider the Shapley value, based on cooperative game theory, which was
proposed by Lloyd Shapley in 1953 as a ―fair‖ method for dividing the rents generated
by multiple cooperating participants in any unspecified activity.15 The Shapley value
approach holds promise as a possible benchmark for FRAND cases in the E.U., where
economic efficiency is viewed as important but fairness considerations are also given
considerable weight. 16 We then compare these two economic approaches, which
remarkably often lead to the same answer despite their dramatically different
philosophical bases.
In particular, whether the evaluation is based on an ECPR or a Shapley Value
approach, FRAND licensing must consider two key factors: 1) the contribu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to the standard, and 2) the existence of any substitute technologies
and the general level of competition. Part V summarizes these points and concludes our
analysis. Regardless of whether economic efficiency or fairness is the paramount
concern, one cannot ignore the contribution a patented technology makes to the value of
a standard or the existence of substitute technologies in any sensible, fair distribution of
rents. That means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will only be applicable under narrow
circumstances. While the Georgia-Pacific factors may make good guidelines (albeit
varyingly applied by the courts) for FRAND licensing evaluations under general

14
William J. Baumol, Some Subtle Pricing Issues in Railroad Regulation, 10 INTL. J. TRANS. ECON. 341 (1983);
Robert D. Willig, The theory of network access pricing, in ISSUES IN PUBLIC UTILITY REGULATION (H.M. Trebing, ed.,
1979). For a recent application of ECPR to FRAND, see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15
Lloyd S. Shapley, A Value for N-Person Games, in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GAMES II (H.W. Kuhn and
A.W. Tucker, eds., 1953).
16
See Christian Ahlborn & Carsten Grave, Walter Eucken and Ordoliberalism: An Introduction from a Consumer
Welfare Perspective, 2 COMPETITION POL‘Y INT‘L 197 (2006); see also DAVID J. GERBER, LAW AND COMPETITION IN
TWENTIETH CENTURY EUROPE: PROTECTING PROMETHEUS (1998).

- 73 -

circumstances, we argue that the two economic models provide the most solid
framework for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faced with FRAND cases.

II. LICENSING, PATENT VALUE AND STANDARD SETT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been struggling with how, in general, to value
intellectual property for quite some time. The literature on patent licensing, especially
the theoretical literature, is vast.17 No one method for establishing a price emerges from
that literature. Of those methods that have been suggested, most hav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must therefore be evaluated in light of the situation at hand.
The more accepted methods for pricing intellectual property are based on
traditional financial analysis. These approaches equate the price of a patent to the
expected discounted stream of benefits derived from practicing and/or licensing the
patent.18 For example, consider a patent that fully defines a product that can be sold for
$5. If costs per unit are $4 and the producers expect to sell 100 units over the lifetime
of the product‘s commercial success, then under traditional financial analysis the patent
can be said to generate $100 in profits, which is then discounted into a present value
using an acceptable interest rate.
The simple expected earnings approach is not always ideal, though, because the
future typically involves choices. To account for the opportunity costs involved in
practicing a patent, Pakes suggests a somewhat more general approach relying on
option pricing. 19 Under this model a decision tree is developed, with each branch
representing an alternative path, including for example licensing a patent, licensing a
substitute patent to produce the same product, or opting for some other business
altogether not requiring either patent. Each branch is then assigned a probability and an

17

For surveys of the theoretical literature, see Morton I. Kamien, Patent Licensing, in HANDBOOK OF GAME THEORY
(R.J. Aumann and S. Hart eds., 1992); see also SUZANNE SCOTCHMER, INNOVATION

WITH ECONOMIC APPLICATIONS
AND INCENTIVES (2004).
18

Russell L. Parr & Gordon V. Smith, Quantitative Methods of Valu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OMMERCIAL TRANSACTIONS (Melvin Simensky & Lanning G. Bryer eds., 1994).
19
Ariel Pakes develops a model in which patents are compared to options in Ariel Pakes, Patents as Options: Some
Estimates of the Value of Holding European Patent Stocks, 54 ECONOMETRICA 755 (1986). For a discuss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ption value analyses, see Josh Lerner & John Willinge, A Note on Valuation in Private
Equity Settings 9,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9-297-050 (Apr.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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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payoff (which is then discounted). The branch with the highest expected
payoff is the one chosen.
All of these financial approaches link the value of a patent to what we will term
its ―marginal‖ or ―incremental‖ contribution. That is, (a) its contribution to the value of
the products and/or services that embed its technology, and (b) the existence of current
and/or potential alternatives.
In practice these approaches may be hard to implement. Estimating the future
stream of revenues ―due‖ to a patent owner for a patent as employed by a licensee
requires estimating how much a particular patent contributes to a good or service, as
distinct from other intellectual property embedded in that good or service plus all of the
other contributors to revenues, such as marketing and promotions.

Furthermore,

calculating the appropriate license revenues also requires estimating the willingness to
pay of a third party, in light of its current and likely future alternatives. Potential
licensees always have the option of not taking a license if the royalty sought makes
some other technology, or some other business entirely, more economically attractive.
The option value approach makes this explicit, because substitute technologies and the
option of ―doing nothing‖ can be included on the option tree, but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is required for this method.
Despite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measuring patent valu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only a handful of patents are highly valuable––because they influence
follow-on innovations and/or cover commercially successful technologies, products or
services for which there are no available substitutes––while the majority of patents hold
very little value to either the original patent holder or any one else. In other words, the
distribution of patent values is highly skewed.20

20

Skewness refers to the shape of the distribution curve. In this case, the curve is shifted to the left, with a large peak
at very low values and a long ―tail‖ representing a small number of patents with high values. For examples in the
literature discussing the skewed distribution of patent value, see F.M. SCHERER ET AL., PATENTS AND THE
CORPORATION: A REPORT ON INDUSTRIAL TECHNOLOGY UNDER CHANGING PUBLIC POLICY (2nd ed., 1959); Jean O.
Lanjouw et al., How To Count Patents and Value Intellectual Property: The Uses of Patent Renewal and Application
Data, 46 J. INDUS. ECON. 405 (1998); Dietmar Harhoff et al., Citation Frequency and the Value of Patented
Inventions, 81 REV. ECON. STAT. 511 (1999); F. M. Scherer & Dietmar Harhoff, Technology Policy for a World of
Skew-Distributed Outcomes, 29 RES. POL. 559 (2000); Wesley M. Cohen & Stephen A. Merrill, Introduction to
PATENTS IN THE KNOWLEDGE BASED ECONOMY 8 (Wesley M. Cohen & Stephen A. Merrill eds., 2003).

- 75 -

While patent valuation in the standard-setting context has some unique aspects,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patent values will be uneven here as well. The manner in
which patents are disclosed to a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ensures that this will be
the case. First, deciding when to disclose a patent as ―reading on‖ a standard (i.e.,
relevant to it) is a judgment call. Even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tandard-setting
process may not be clear on whether their patents are essential for a standard. As one
book on licensing technology explains:
Today there is substantial confusion about which patents are essential for
any technical implementation of a standard. If the standard explicitly
incorporates a patent, then of course there is little problem, but that
happens only rarely. More commonly, each patent must be evaluated by
someone, according to some methodology, who will determine whether
the patent is essential according to that methodology.21
Empirical research supports this observation. In interviews, Chiao, Lerner, and
Tirole find that the size and complexity of some firms‘ patent portfolios make it
difficult for firms to know which of their patents read on a standard; some respondents
likened the task to the search for a needle in a haystack.22 This can be especially true if
the firms send only technical specialists to SSO meetings, without including upper
management or strategic decision makers.23 Chiao, et al. also report that some firms
argue that disclosing specific patents reveals valuable information to rivals about future
technology strategies.24 Recognition of these legitimate business concerns is likely one
reason that SSOs like ETSI simply request that members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identify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ather than demand an exhaustive reporting.25
Weighing against the incentives not to disclose too much is an incentive to
disclose more than is needed.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s have found in several
cases that failing to disclose intellectual property to an SSO in a timely fashion
constitutes fraudulent or unfair behavior, with remedies typically stripping or at least
21

Goldstein & Kearsey, supra note 1, at 89.
Chiao et al., supra note 4, at 5-6.
23
Including strategic decision makers in the team for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meeting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See, e.g., Neil Gandal, Nataly Gantman & David Genesove, Intellectual Property and Standardization
Committee Participation in the U.S. Modem Industry, in STANDARDS AND PUBLIC POLICY (Shane Greenstein & Victor
Stango eds., 2004).
24
Chiao et al., supra note 4, at 6.
25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http://www.etsi.org/legal/documents/ETSI_IPRPolicy.pdf (last visited Sept. 2, 20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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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ing the offending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26 Likewis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hown its determination to prevent ―patent ambush.‖ Competition
Commissioner Neelie Kroes recently stated:
Standards are of increasing importance, particularly in hi-tech sectors of
the economy. It is crucial that standard-setting bodies establish rules
which ensure fair, transparent procedures and early disclosure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operation of
standard-setting bodies in this regard.27
As a result of these factors, the list of disclosed ―essential‖ patents for a given
standard is likely to be a mixture of the patents that firms can readily identify, those that
firms are not too reluctant to disclose for valid strategic reasons, and those that may or
may not be genuinely essential for implementation but are included as insurance against
the threat of non-disclosure litigation.
Aside from requesting disclosure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and
demanding that the patents disclosed as essential be licensed on FRAND terms, SSOs
generally do not venture to define, request, or even advise on any specific licensing
terms. In fact, we are not aware of any SSO that explicitly sets out what licensing terms
must be to comply with a member‘s FRAND commitment. This lack of specificity is
not surprising.

Licensing is, among other things, a pricing matter, and antitrust

authorities have traditionally been highly skeptical of organizations where competitors
meet to discuss business plans and pricing strategies.
Despite the antitrust tension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recently gave
business letter clearance to two SSOs that sought to encourage ex ante (prior to any
official vote on a standard) licensing term disclosure as a means of avoiding ex post

26

See Press Release, Federal Trade Commission, For Your Information: Dell Computer Corporation (June 17, 1996),
available at http://www.ftc.gov/opa/1996/06/dell2.shtm; Stambler v. Diebold, Inc., 11 U.S.P.Q.2d 1709 (E.D.N.Y.
1988); Potter Instrument Co., Inc. v. Storage Tech. Corp., 207 U.S.P.Q. 763 (E.D. Va. 1980); Wang Labs., Inc. v.
Mitsubishi Elecs. Am. Inc., 860 F. Supp. 1448, 30 U.S.P.Q.2d 1241 (C.D. Cal. 1993); Qualcomm Inc. v. Broadcom
Corp, No. 05-CV-1958-B(BLM), 2007 WL 2296441 (S.D. Cal. Aug. 6, 2007). See also Rambus, Inc. v. Infineon
Techs. AG, 164 F. Supp. 2d 743 (E.D. Va. 2001). Of course, there have been other cases brought in U.S. courts that
were decided in favor of the defendants, such as Wang Labs., Inc. v. Mitsubishi Elecs. Am. Inc., 103 F.3d 1571 (Fed.
Cir. 1997).
27
Press Release, European Commission, Competition: Commission Welcomes Changes in ETSI IPR Rules to
Prevent ‗Patent Ambush‘ (Dec. 12, 2005), available at
http://europa.eu.int/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5/1565&type=HTML&aged=0&language=EN&gui
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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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disputes. 28 VITA has the most stringent new policy, which mandates the
disclosure of IP holders‘ maximum rates and most restrictive terms.29 IEEE is pursuing
a more flexible approach by giving members more opportunities to voluntarily disclose
desired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30
Regardless of these two isolated efforts––the efficacy of which remains to be
seen––the vast majority of IP policies at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how a
considerable lack of definition. The ambiguity is understandable, and perhaps even
optimal given the flexibility is enables, but it leaves the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o their own devices in making FRAND a practicable concept after a
standard is defined. In the remainder of the article, we consider the options open to the
courts and the competition authorities for giving FRAND specific meaning in any ex
post disputes.

III. COURT-BASED RULES
Two options for defining FRAND emerge from the courts. The first is the
framework employed for judging reasonable royaltie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the
Georgia-Pacific factors. The second is the proposal that the complainants against
Qualcomm to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put forth: numeric proportionality. In
this Part, we discuss these two potential approaches, pointing out any advantages or
disadvantages.
A. GEORGIA-PACIFIC’S FIFTEEN FACTORS
Within the U.S., the seminal case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oyalties for patent
infringement is Georgia Pacific v. United States Plywood, decided in 1970 in the

28

Letter from Thomas O. Barnett, Ass‘t Att‘y Gen., U.S. Dep‘t of Justice, to Michael A. Lindsay, Ins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pril 30, 2007),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22978.htm;
Letter from Thomas O. Barnett, Ass‘t Att‘y Gen., U.S. Dep‘t of Justice, to Robert A. Skitol, VMEbus Int‘l Trade
Ass‘n (Oct. 30, 2006),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19380.htm.
29
VMEbus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VITA Patent Policy,
http://www.vita.com/disclosure/VITA%20Patent%20Policy%20section%2010%20draft.pdf (last visited Sept. 2,
2007).
30
Press Releas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Enhances Standards Patent Policy to Permit
Fuller Disclosure on Licensing (Apr. 30, 2007), available at http://standards.ieee.org/announcements/stdspatp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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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District of New York.31 The district court in that case found that United States
Plywood infringed Georgia Pacific‘s patent for decorative striated plywood panels. The
court then enumerated 15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rate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damages:
1. The royalties received by the patentee for the licensing of the patent in suit,
proving or tending to prove an established royalty.
2. The rates paid by the licensee for the use of other patents comparable to the
patent in suit.
3. The nature and scope of the license, as exclusive or non-exclusive; or as
restricted or non-restricted in terms of territory or with respect to whom the
manufactured product may be sold.
4. The licensor's established policy and marketing program to maintain his patent
monopoly by not licensing others to use the invention or by granting licenses
under special conditions designed to preserve that monopoly.
5. The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icensor and licensee, such as, whether
they are competitors in the same territory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or
whether they are inventor and promoter.
6. The effect of selling the patented specialty in promoting sales of other products
of the licensee; the existing value of the invention to the licensor as a generator
of sales of his non-patented items; and the extent of such derivative or convoyed
sales.
7. The duration of the patent and the term of the license.
8. The established profitability of the product made under the patent; its
commercial success; and its current popularity.
9. The utility and advantages of the patent property over the old modes or devices,
if any, that had been used for working out similar results.
10. The natur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character of the commercial
embodiment of it as owned and produced by the licensor; and the benefits to
those who have used the invention.
11. The extent to which the infringer has made use of the invention; and any
evidence probative of the value of that use.
12. The portion of the profit or of the selling price that may be customary in the
particular business or in comparable businesses to allow for the use of the
invention or analogous inventions.

31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 Legal scholars appear to agree
that the ―‗Georgia-Pacific factors‘ have served as the standard framework . . . for over thirty years.‖ Roy J. Epstein
& Alan J. Marcus, Economic Analysis of the Reasonable Royalty: Simpl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GeorgiaPacific Factors, 85 J. PAT. & TRADEMARK OFF. SOC‘Y 555, 55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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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he portion of the realizable profit that should be credited to the invention as
distinguished from non-patented elements, the manufacturing process, business
risks, or significant features or improvements added by the infringer.
14. The opinion testimony of qualified experts.
15. The amount that a licensor (such as the patentee) and a licensee (such as the
infringer) would have agreed upon (at the time the infringement began) if both
had been reasonably and voluntarily trying to reach an agreement; that is, the
amount which a prudent licensee––who desired, as a business proposition, to
obtain a license to manufacture and sell a particular article embodying the
patented invention––would have been willing to pay as a royalty and yet be able
to make a reasonable profit and which amount would have been acceptable by a
prudent patentee who was willing to grant a license.32
The majority of these factors are directly applicable to FRAND evaluations in a
standard setting context, especially for patents with a licensing history prior to their
inclusion in a standard. Those factors not already applicable could be easily extended.
For instance, Factor 13 could be modified to read, ―The portion of the realizable profit
that should be credited to the standard component covered by the invention as
distinguished from other components, both patented and non-patented, . . . .‖
Despite the detail and the length of the Georgia-Pacific list, the factors do not in
fact prescribe the exact method for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ies. They are instead
the guidelines against which specific reasonable royalty approaches are generally
judged. In infringement suits, both sides typically present their own calculations and the
presiding judge rules on which of the two is mo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t
hand, or throws both proposals out and offers his or her own calculation. The judge has
considerable discretion over the particulars, including the choice of an accounting
method. 33 This discretion can be viewed as a cost, however, since it can lead to
considerable uncertainty over the terms that will prevail in a judgment.
If uncertainty is deemed an acceptable cost for standard setting, a similar
process might work in FRAND disputes as well. FRAND would be left as a largely
32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Supp. 1116, 1120 (S.D.N.Y. 1970). This is by necessity a
hypothetical exercise, since in each patent infringement case, there was no willing licensee and no willing licensor,
otherwise there would have been no case. This is a point recognized in the Georgia-Pacific decision and by
subsequent courts, such as the Sixth Circuit holding in Panduit in 1978. See 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Inc., 575 F.2d 1152 (6th Cir. 1978). The exercise is worthwhile nonetheless since it casts the reasonable
royalty question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firms and patents involved.
33
See, e.g., Smithkline Diagnostics, Inc. v. Helena Laboratories Corp., 926 F.2d 1161, 1164 n.2. .(Fed. Ci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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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but enforceable promise with an SSO. In the event of a dispute, such as the
cases currently underway in the U.S. and Europe, the disputing parties would put forth
their best arguments in support of specific licensing terms. The judge would either
choose one of those proposals or justify a third, which the parties would then have to
implement.
B. NUMERIC PROPORTIONALITY
The complainants against Qualcomm in Europe argue that all patents that are
―essential‖ to a standard should be regarded as equally valuable and treated
symmetrically, since they all afford patent holders the same market power (or hold-up
power) ex post. 34 Extending this line of thought, the complainants propose that
royalties satisfying the FRAND promise are those that are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essential patents contributed to the standard. If 100 patents are found to be essential,
and firm A holds 10 of them, firm A should receive 10% of the total royalty the
standard commands. On the face of it, this proposal may appear quite egalitarian, and
thus at least likely to satisfy the ―fair‖ part of FRAND.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are used today in some licensing settings. For
instance, several recently-formed patent pools, all of which grew out of standard setting
efforts, use numeric proportionality formulae to distribute the pool‘s royalty earnings
among participants. 35 The primary motivation for adopting numeric rules is lower
transaction costs.

Simple numeric formulae make royalties easy to calculate and

administer and easy for patent holders to verify.
This one advantage, however, is offset by a number of disadvantages. The first
is a practical concern. Numeric rules only make sense when the group of patents
defining the licensing universe is boiled down to those patents that are truly essential for
the standard. The patents that participants declare as ―essential‖ for a standard may or
may not in be either technically or commercially essential. As discussed abov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patents are identified as ―essential‖ may lead to less than
34

Chappatte, supra note 13. See, e.g., Our Patents Are Bigger Than Yours, Nokia Tells Qualcomm, The Register,
April 6, 2007, http://www.theregister.co.uk/2007/04/06/nokia_qualcomm_patent_spat/;
35
Anne Layne-Farrar& Josh Lerner, To Join or Not to Join: Examining Patent Pool Participation and Rent Sharing
Rules, Working Paper (Nov. 11, 2006),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9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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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disclosure for a number of reasons. Nor do SSOs typically evaluate submissions
to determine essentiality.36 As a result, mere self-reporting is not enough to establish
whether a patent is genuinely needed for a standard. A rule compensating companies
holding patents of questionable relevance, but which are nonetheless declared essential,
on the same terms as those companies holding truly essential patents would not satisfy
either the ―fair‖ or the ―reasonable‖ aspects of FRAND.
In order to implement a numeric proportionality rule, then, all licensors would
have to agree on a definition of essentiality and then submit their patents for
independent review to determine which met that definition. Defining essentiality entails
a number of strategic decisions, such as whether or not to cover required technical
elements for the core product only, or whether to cover optional features as well. The
definition might also include commercially essential patents, where the patent may not
be required to get a standard to work, but is required to make it palatable to consumers.
After essentiality had been clearly defined, licensors would need to agree on who would
conduct the evaluations for essentiality. As patent review is a subjective art, the choice
of an independent reviewer could be contentious.37 These steps are, in fact, the steps
that the patent pools choosing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have followed.38 While the
process is clearly doable, its necessity shows that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are not
as simple or as straightforward as they might first appear.
If independent essentiality determinations were not made, a numeric
proportionality rule would create harmful incentives for patenting behavior and would
therefore have detrimental effec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Consider a world in which such a rule exists and is understood to exist by all SSO
participants.

Each company participating in standard-setting would have a strong

incentive to file for as many patents as it can. The larger is its portfolio, regardless of
the technological contributions of the patents comprising that portfolio or the nature of
their next best alternatives, the larger would be its share of the royalties for the standard.
If an invention can be separated into two distinct patents rather than merely adding to
36

See Goldstein & Kearsey, supra note 1, at 88-135.
Patents are complex legal and technical documents. The reviewer would need to be well versed in both patent law
and the technology at hand.
38
See Goldstein & Kearsey, supra note 1, at 88-13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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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claims for one patent, a rational firm would make that separation.
Companies would attempt to patent even relatively minor incremental innovations, all
in the hopes of building the largest portfolio of ―essential‖ patents as feasible.
Companies would then report as many patents as possible to the SSO as being essential
to a standard, knowing that the SSO would not evaluate the patent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in fact, essential. 39

In short, a poorly implemented numeric

proportionality rule would not only fail to satisfy FRAND principles,40 it would also
encourage a proliferation of patenting of minor innovations.41
More troubling, however, is the potential for disproportionate payments even
with well-designed numerically proportionate royalty rules.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statement follows from the fact that not all patents are born equal. The
intellectual property literature has made it clear that patents differ in terms of their
technological contributions, the value of the products that embed those contributions,
and the nature of the next best alternatives.42 The available evidence shows that patent
values as a general matter do reflect those differences and, consequently, vary
enormously. If a technology is easy to invent around or has a ready supply of close
substitutes, it is likely to receive a relatively lower compensation than others. There is
no reason to impose different valuation principles for technologies in a standard-setting
context.

Common sense suggests that it cannot be ―fair,‖ ―reasonable,‖ or ―non-

discriminatory‖ to offer the holder of easily substitutable patents the same
compensation as the holder of a critical, irreplaceable patented technology supporting
the same standard.

39

Participants may be unwilling to review competitors‘ claims of essentiality. See Chiao et al., supra note 4, at 6 n. 3.
(―In fact, U.S. legal rules mandating trebled damages for willful infringement lead firms to discourage their engineers
from even examining the patent portfolios of their competitors.‖).
40
That is, it would be both unfair and unreasonable since companies with large portfolios of relatively unimportant
patents would capture the most royalty earnings, while firms with a smaller number of critical patents would receive
less.
41
It would thus exacerbate any worries over patent proliferation and patent thickets, already a hotly debat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and popular press. For influential papers on patent thickets, see Carl Shapiro,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 Licenses, Patent Pools, and Standard-Setting, in,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VOL.
I. (A. Jaffe et al., eds., 2001); Michael Heller & Rebecca Eisenberg, Can Patents Deter Innovation? The
Anticommons in Biomedical Research, 280 SCI. 698 (1998); see also Danny Bradbury, Canadian Innovation Choked
by U.S. Laws, NAT‘L POST, Nov. 17, 2003, at FE1.
42
See Parr and Smith, supra note 18; Richard S. Toikka, Patent Licensing Under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Conditions. 82 J. PAT. & TRADEMARK OFF. SOC‘Y 27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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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nsequence of the diversity in patent value,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will only make sense in a limited set of circumstances. For instance, when SSO
members‘ IP contributions are roughly symmetric in value,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will not sacrifice economic efficiency or fairness, which dictate that a firm‘s share
should equal its marginal contribution to the standard. Proportionality may also be
appropriate in the rare event that members‘ numeric shares correlate highly with their
contribution shares of the standard‘s value. In this case, numeric proportionality rules
mimic value proportionality ones. Correlation of this type can occur in patent pool
settings as a result of self-selection into the pool, but we would not expect this condition
to hold generally within SSOs.43

IV. ECONOMIC RULES
We turn away now from rules proposed in litigation settings to those proposed
in the economic literature. We first discuss a recent paper by Swanson and Baumol that
suggests a strategy for making FRAND operational in a standard-setting environment.44
Their proposal is rooted in the concept of economic efficiency. For the second
economic approach we apply a cooperative game theory model to FRAND.

This

second option might hold appeal for European audiences. We close the section by
comparing the two models.
A. A MARKET EFFICIENCY-BASED APPROACH
Swanson and Baumol develop a market/efficiency-based framework for
evaluating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oyalties by considering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before and during the standard-setting process. In essence, their
approach relies on the fact that while a standard is developing, multiple technologies
supported by rival firms may compete for inclusion in the standard. This ex ante
competition can be harnessed to provide a benchmark for what is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ex post, after the standard has been set and competition among
technologies has thereby been diminished. We begin by summarizing their model. We
43
44

Layne-Farrar & Lerner, supra note 35.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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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extend their ex ante competition analysis to account for multiple components and
contributors to a standard.
1. The Swanson-Baumol Model
Swanson and Baumol consider the case in which a standard involves choice of a
single technology to produce a given downstream product. They suppose an SSO holds
an auction over competing technologies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with the winner
of the auction becoming the standard. During the auction, intellectual property holders
would need to submit offers for a license fee per unit of output to downstream users of
the standard, who would then choose which patent should be embodied in a standard.
The outcome of such an auction would, Swanson and Baumol argue, provide a basis for
what constitutes ―reasonable‖ license fees, because it would fully reflect the state of
competition among potential IP providers existing prior to the selection of a standard.
This reasonable level of royalty rates would of course be constrained by the price of the
final product in the downstream market. If a proposed royalty rate were too high, then
the license fee would result in downstream manufacturers producing at a loss and they
would therefore veto the IP technology during the auction.
Under some simplifying assumptions, discussed in greater detail below,
Swanson and Baumol show that the auction will be won by the ―best‖ IP option—under
their assumptions, the option that permits production of the downstream product at the
lowest cost.45 This IP will be licensed at a fee equal to the recurring costs of licensing
plus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best and next-best IP alternatives.

This

hypothetical auction is the foundation for the ―fair‖ and ―reasonable‖ aspects of the
licensing rule that Swanson and Baumol propose.
They then adapt the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to satisfy the ―nondiscriminatory‖ component of FRAND: 46 a competitively neutral license fee should
compensate the IP owner both for the incremental costs of licensing IP and the
45

While Swanson and Baumol define options in terms of cost, the analysis is unchanged if we instead hold cost
constant and maximize the quality or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at 19.
46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at 32-33. Compliance with ECPR is necessary for a license fee to satisfy the
non-discriminatory component of FRAND when the licensor also participates in the downstream market. As noted
above, the ECPR w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pricing the services of public utility bottlenecks, like local
telephone networks, when the owner of the bottleneck is in competition (in long distance services, for instance) with
a rival to which it sells the bottleneck‘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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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cost of licensing the technology. Faced with such a fee, the IP holder will
be indifferent between licensing the technology to rivals and producing the product
itself.
Consider a vertically integrated IP holder which considers the fee per unit of
downstream output, Pi , at which it could license its technology on non-discriminatory
terms. Let Pf ,i denote the price of the final product using the technology owned and
licensed by company i, and assume that the final products of the IP owner and licensees
are perfect substitutes.47 The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requires that the royalty
rate fee charged by company i satisfies:

Pi  Pf ,i  ICr ,i .

(1)

According to equation (1) the non-discriminatory license fee Pi is equal to the
implicit price firm i charges itself for the technology: the final product price, Pf ,i , less
the licensor‘s incremental costs of remaining inputs, ICr ,i , such as capital and labor.
Thus, the per-unit value of the IP is defined by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the
technology to the value of the final good. Efficiency requires that, holding other inputs
constant, an increase in the price of the final good be matched by an increase in the
license fee charged to third parties. The license fee set by equation (1) makes the
licensor indifferent between producing a unit of the final product itself and allowing
downstream competitors to produce that unit licensing its IP. Note that when the IP
technology is used as an input in different final products, the implicit price the licensor
charges itself will generally differ, and thus so will the non-discriminatory license fee
charged to third parties.
Swanson and Baumol show that ECPR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a licensing fee to be non-discriminatory.48 Finally, they demonstrate that the ECPR
license fee obtained from equation (1) above will be the same as the ―reasonable‖
royalty rate resulting from the auction-like process described above so long as
47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at 32. For simplicity, we set the recurring cost of licensing IP equal to zero.
Adding licensing costs does not alter the conclusions of the model at all, but does make for more complicated
equations.
48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at 33. This result is denoted as the ―‗Level-Playing-Field‘ Theor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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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barriers to entry are low regardless of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technology licensing market.‖49 If the license fee is too low it will attract new entrants,
pushing the final product price down until equation (1) matches the fee. Alternatively,
if the license fee is higher than that defined by equation (1), downstream producers will
reject it since at that level they would produce at a loss.
2. Extending the Model
While Swanson and Baumol‘s ex ante auction approach provides an elegant
solution to determining whether a license price meets FRAND terms, their analysis rests
on some strong simplifying assumptions. Most importantly, the standard they consider
requires only one patented technology, which is then used as an input in the production
of the final good: one patent held by one firm becomes one standard, which defines one
product.
Standards rarely, if ever, consist of just one patent, however. To the contrary,
most standards, especially those defining complex products and services, include many
IP contributions covering complementary aspects of the product and are proffered by
many different IP developers. For example, the mobile phone UMTS (for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standard at issue in the FRAND cases listed
earlier covers radio access networks (the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or
WCDMA, air interface for the mobile phone-to-base station leg of a call), core
networks (for handling the call after it reaches a base station), system architecture
features (such as coding and encryption methods), plus several other backward
compatibility and feature-driven components. All told, the essential IP declared to
ETSI for the WCDMA/UMTS standard includes over 4,000 patents held by over 45
companies as of early 2006.50
The contribution of multiple parties to a standard significantly complicates the
FRAND question. What defines FRAND licensing commitments for individual parties?
49

Swanson & Baumol, supra note 1, at 39.
As measured by declared essential patents, issued worldwide, posted on ETSI‘s website for UMTS and other 3G
projects. See ETSI IPR Database, http://webapp.etsi.org/ipr/ (last visited Sept. 2, 2007). Note that while many more
thousands of patents are listed for these projects on the website, as of March 20, 2006 a great many of these are
duplicate entries. After duplicate patent numbers are eliminated, around 4,650 patents remain, covering patents issued
across the glob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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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royalty payments compare or be distributed among participants?

The

Swanson-Baumol analysis does not address these concerns. While applying their model
to competing multi-patent standards may define a reasonable overall level of royalties,
it does not provide a means for dividing those royalties among participants in the
winning standard.

Moreover, the Swanson-Baumol non-discriminatory royalty

benchmark—the implicit price the IP owner charges itself (which equals the
opportunity cost of a lost sale)—cannot be applied when multiple complementary
patents contribute to a standard. To manufacture the final product, each IP owner needs
cross licenses for the components of the standard for which it does not ho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opportunity costs cannot be expressed in terms of lost
sales in the downstream market since the firm cannot manufacture the final good
without ad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With these issues in mind, we start our model extension. Assume that a standard
consists of two complementary components, a and b, each developed by distinct
companies and each protected by a patent.51 In what follows, ―a‖ and ―b‖ refer to a
component-patent-company combination. With two technologies that must be used
together to obtain a single product we can capture the essence of the multi-patent issues
within standard setting without too much complexity. The value of the standard per unit
of final output, which following Swanson-Baumol one can think of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etitive price of the final product and the incremental cost of other
inputs, is given by Wab . The standard only has value when both components are
present; both components are strict complements; both add value. All components
included in the standard are, at least to some degree, important and necessary for the
standard to function properly. The cumulative royalty rate for the standard is given by
the

sum

of

the

royalty

rates

for

the

two

components,

i.e., Pcum  Pa  Pb  Wab  Pfinal _ good  Costs . This is analogous to the Swanson-Baumol
setup, just expanded to recognize that two parties can lay claim to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product. By adding the second party, though, we also introduce ambiguity over
what each patent holder should receive.
51

This is a simplifying assumption that does not change the main results. The results still hold true in the general case,
with n IP components produced by the same company, or n IP components produced by z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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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fix prices for the two patent holders, assume that the SSO determines
the reasonable level of royalties by holding two simultaneous auctions: one for each of
the complementary components. The auction mechanism works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patent holders quote their royalty rates non-cooperatively. Each of them sets
its rate so that (a) it is not undercut by competing technologies and (b) it is consistent
with the royalty rate paid for the complementary component. In a second stage, each
licensor decides whether or not to be part of the standard given the resulting royalty
rates. We solve this game by backward induction looking for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a (SPNE).52
The solution to the second stage is trivial: each patent holder licenses its patent
if and only if its royalty rate exceeds the incremental cost of licensing its technology,
which, as above, is assumed to be zero for simplicity. That is, Pi  0 for i  a, b . For
the first stage of the auction process, we consider the following five alternative ex ante
scenarios: (1) perfect competition among rival technologies for both components; (2)
perfect competition for one of the components and no competition for the other; (3)
perfect competition for one of the components and imperfect competition for the
other—i.e. there exists a close, but not perfect substitute; (4) no competition for either
of the two components; and (5) no competition for one component and imperfect
competition for the other. These five scenarios capture the competition possibilities
facing technologies within standard setting. Sometimes a technology will be unique and
face no competition; sometimes competition will exist but represent a second-best
outcome; and other times competition will be fierce among easily interchangeable
options. Under the five different scenarios the outcome of the auction and the resulting
FRAND rates will be different.

52

A Nash equilibrium, named after the mathematician who proposed it––John Forbes Nash of A Beautiful Mind
fame––is a game theory concept. A Nash equilibrium is a solution to a game involving two or more players in which
no player has anything to gain by changing only his or her own strategy unilaterally. In other words, if I take your
possible actions into account and pick my best strategy, and you do the same, neither one of us has any incentive to
change our strategies unless something else changes, like new information. John Nash, Equilibrium Points in nPerson Games, 36 PROC. NAT‘L ACAD. SCI.48 (1950). An equilibrium is subgame perfect if it represents a Nash
equilibrium of every subgame the original game can be divided into. Since our purpose is to lay out the possible tools
that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can use to define FRAND, we do not go into detail on the derivation of any
equilib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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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Perfect competition ex ante in the market for both of the IP
components
With perfect competition ex ante for both IP components necessary for a given
standard, the equilibrium royalty rate of each component of the standard is given by the
incremental cost of licensing that component, which is assumed to be zero without loss
of generality.

This equilibrium is unique.

When ex-ante perfect substitutes to a

technology exist, an IP owner cannot extract any positive profits since it has no market
power in the auction. In the battle to be included in the standard, the license fee is bid
down to the point where it is just enough to cover the incremental costs of licensing.
Thus, licensors cover their costs only, while licensees (or end-users of the product)
appropriate all of the rents from the standard.
Case 2. Perfect competition ex ante for one of the components; no
competition for the other
With perfect competition for component b, no provider of the corresponding IP
can extract any profit from licensing. On the other hand, the patent holder without a
substitute (the company delivering component a) can do so. In the unique equilibrium
of the simultaneous auction game, the IP holder facing no competition captures the full
value of the standard:
(2)

Pa  P  Wab ; Pb  0.
Case 3. Perfect competition ex ante for one of the components; imperfect
competition ex ante for the other
Assume there is still perfect competition for component b, but component a now

faces competition from component c. Component c is a close, but not perfect, substitute
for component a and is produced by a third company. Now two standards are possible,
with values Wab and Wbc , where Wab > Wbc . In equilibrium, Pb  0 , as before. But the
royalty rate charged for component a in this case is limited to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corresponding IP over the next best alternative. If the holder of a tried to capture
the full value as in Case 2, it would lose the auction to c. Because the (a,b) standard is
superior to the (c,b) standard though, company a can win the auction by setting a
license fee such that the net value of the (a,b) standard to all lic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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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b  P  Wab  Pa , is slightly higher than the net value of the (c,b) standard with a
royalty rate of zero. Thus, in the unique SPNE of this auction game,53 component a‘s
IP owner captures the full incremental value:
(3)

Pa  P  Wab  Wbc ; Pb  0.
Case 4. No competition ex ante for either of the two components
It can be that neither of the necessary components faces competition. In this

case, there is a single supplier of the IP necessary to produce a and a single supplier of
the IP necessary to produce b. Since both a and b are required for the product, though,
the rents must be shared even though each IP holder is a ―monopolist‖ in some sense.
Since the value of neither a nor b is limited by any close substitutes, any pair of royalty
rates  Pa , Pb  meeting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will constitutes a SPNE of the
auction game. First, Pi  0 for i  a, b to ensure that both a and b are contributed to the
product (i.e., their holders will only participate in the standard if the reward is positive).
Second, Pa  Pb  Wab , otherwise no one would implement the standard since the
aggregate price would exceed the value of the product. Note that for any value of

Pa  Wab , the best response of the owner of patent b is to set Pb  Wab  Pa , which
implies the second condition above. Patent holder b cannot be better off by deviating
from this strategy. Setting a lower royalty rate will only benefit licensees. Setting a
higher rate would cause the total royalty rate to exceed Wab and would result in market
collapse, since the value of the standard Wab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of the final good and the cost of all other inputs.
Case 5. No competition ex ante for one of the components; imperfect
competition ex ante for the other
In the last of the five scenarios we consider, there is a single supplier of
component b, and component a faces competition from component c exactly as in Case
3, above. As in Case 3, the royalty rate charged for component a here is limited by the

53

We assume for simplicity that in case of a tie in the royalty rates quoted by the owners of components a and c, the
SSO selects the component with a greater absolute contribution to the standard: component a.

- 91 -

incremental value of the IP over the next best alternative: Pa  Wab  Wbc . If company a
tried to set a higher rate, it would be successfully undercut by company c. Furthermore,
as in Case 4, the royalty rate charged for component a is also limited by the royalty rate
charged for the complementary component b: Pa  Pb  Wab . Therefore, following the
same logic as in the previous scenario, we can show that any pair  Pa , Pb  such that
(1) Pi  0 for i  a, b , (2) Pa  Wab  Wbc and (3) Pa  Pb  Wab constitutes a SPNE of the
auction game. As before, condition (1) ensures it is in the interest of each IP holder to
participate. Condition (2) reflects the fact that IP holder a cannot be too aggressive or it
risks losing the auction to IP holder c. And condition (3) captures the fact that licensees
will pay no more in the aggregate than the worth of the product. Although there may be
equilibria in which component a may generate a higher royalty than component b, even
when the former faces competition and the latter does not, the maximum royalty rate
that can be charged for a, Wab  Wbc , is below the maximum royalty rate that can be
charged for b, Wab .
In conclusion, at equilibrium we find four important results. First, the royalty
rates charged for components a and b are additive. That is, the aggregate rate matters
since licensees are constrained in the downstream market. Second, the royalty rates are
non-decreasing in the value of the standard (which in turn is defined by the value of the
final good less other costs), and strictly increasing in the value of the standard in the
absence of perfect competition. In other words, if the value of the standard increases––
either because the price of the final good rises (say, due to a demand shock) or the nonIP costs to produce it fall––the royalty rates might increase, depending on the level of
competition in the technology market, but certainly will not decrease. When the IP
components do not face substitutes, then any rise in the value of the standard translates
into a rise in royalty rates with certainty. Third, when a component faces imperfect
competition, its royalty rate equals its incremental contribution to the value of the
standard. Fourth and finally, the equilibrium royalty rate for a component to the
standard is lower when it faces competition from other components and is minimal
when competition is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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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OOPERATIVE-GAME THEORETIC APPROACH TO FRAND
Some might argue that efficiency-based rules, which treat competitive market
outcomes––even monopolistic ones––as optimal and ignore issues of equity, cannot be
counted on to produce outcomes that are fair or reasonable. In Europe concepts of
fairness are generally more important than they are in the U.S., where economic
efficiency is typically the foremost concern. 54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FRAND incorporates a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is based on cooperative game
theory.55
A simple model proposed by Shapley (1953) defines a means for dividing rents
among participants of any cooperative group, such as an SSO that has the owners of
complementary patents as its members.56 The model has a number of attractive features
in relation to the notions of fairness and reasonableness. It divides rents (or costs)
among players belonging to a group according to their average marginal or incremental
contribution to alternative combina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operative group.
(What is meant by ―average‖ here is made precise below.) The Shapley value thus ―to
some extent is a synonym for the principle of marginal contribution––a time honored
principle in economic theory.‖57 It abstracts away from market competition in defining
a ―just‖ benchmark for a distribution of payments. As Young (2005) states:
[T]he idea that rewards should be in proportion to contributions has a
considerable ethical appeal in itself, and appears to reflect widely held
views about what constitutes ―just compensation‖ without any reference
to the theory of perfect competition.58
Shapley‘s assumptions and solution are quite general, but they can easily be
restated in the standard-setting context. Suppose there are several patents (or other
piec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might be used in a particular standard. Let N denote
the set of all these patents, let S be any subset of N, and let ν(S) be the total (not per54

See Ahlborn & Grave, supra note 16; see also Gerber, supra note 16. .
―Cooperative game theory does not set out to describe the way individuals behave. Rather, it recommends
reasonable rules of allocation, or proposes indices to measure power.‖ Eyal Winter, The Shapley Value, in
HANDBOOK OF GAME THEORY WITH ECONOMIC APPLICATIONS, VOL. III 2049 (R.J. Aumann and S. Hart, eds., 2002).
55

56

See Shapley, supra note 15.

57

Winter, supra note 55, at 2033; For useful expositions and discussions of the Shapley value, see R. DUNCAN LUCE
& HOWARD RAIFFA, GAMES AND DECISIONS (1957); MARTIN SHUBIK, GAME THEORY IN THE SOCIAL SCIENCES:
CONCEPTS AND SOLUTIONS (1983); and GUILLERMO OWEN, GAME THEORY (2d ed. 1982).
58
H.P.Young, Individual Contribution and Just Compensation, in THE SHAPLEY VALUE: ESSAYS IN HONOUR OF
LLOYD S. SHAPLEY 267 (A.E. Roth 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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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conomic value, net of licensing costs, of the best standard that can be devised
using the patents in S. If the patents in set S cannot support a workable standard at all,
then v(S) = 0 (i.e., the standard defined by the group of patents S has no value). This
might occur if S represented an incomplete set, say needing one more component before
a viable product was defined. With all patents included in the standard (the full set N),
value is equal to v(N), which is taken to be the best possible standard and assumed to be
adopted by the SSO. Let Pi  v  be the value received by the owner of patent i, for any
patent i in the larger set N (i N). Shapley argued that any fair and reasonable method
of dividing a standard‘s total value among the relevant patent holders should satisfy
four basic conditions:
 Efficiency: The total value of the standard is distributed among all patents;
nothing is left over:

 P  v   v( N ) .59
iN

i

 Anonymity: The value received by any patent is independent of who owns it
and when it is considered for incorporation into the standard in relation to
other patents. In particular, if patents i and j are symmetric, in the sense that
they each contribute the same amount to the standard, their payoffs should
be equal as well: Pi (v)  Pj (v) .
 Dummy: If a patent doesn‘t contribute anything to any possible standard, it is
a dummy, and it receives a payoff of zero. That is, if v  S  i   v(S )  0 for
every S  N , then Pi (v)  0 .60 In other words, worthless patents get no rents.
 Additivity: Suppose that a single set of patents can support a second standard
that is unrelated commercially to the one considered so far. That is, the
value of either standard depends only on the patents on which it is based, not
on the value of patents involved in the other standard. Let w(S) be the value
59

In a standard setting context, this condition implicitly assumes that while patent holders need to be given incentives
to develop their IP, this is not so for downstream manufacturers. Moreover, unlike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ection,
it is assumed here that the total value captured by IP owners in aggregate is independent of the extent and nature of IP
competition ex ante. Relaxing this assumption would not alter our conclusions regarding the relative compensations
of patent holders with different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s to the standard.
60
S  i denotes the set of all patents in S plus pate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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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best second standard that can be supported with the set of patents S.
The assumption is that in this case payoffs to individual patents will be the
same whether the two standards are analyzed separately, as two cooperative
games, or together, as a single cooperative game: Pi  v  w  Pi (v)  Pi (w) ,
for all i  N .
Remarkably, Shapley demonstrated that one and only one method of dividing value
satisfies all four of these axioms:

Pi (v) 

(4)



iS  N

S ! n  S  1!
n!

 v  S  i  v(S )  ,

where Sis the number of patents in set S and n! (n factorial) equals n × (n – 1) × … ×
3 ×2× 1.61
This forbidding formula has a simple and intuitive interpretation, which is also
useful in computation.62 Suppose that there are n patent-owners, one for each patent
involved. (Because of the anonymity assumption, nothing would be affected if groups
of ―patent-owners‖ were in fact employees of a small number of firms that actually
owned the patents.) Suppose the patent-owners arrive at the SSO in random order each
with her patent in her pocket, with all possible arrival sequences equally likely. Now
suppose that in each sequence, each patent-owner receives the amount by which her
patent increases the value of the best standard that can be built from the patents that are
already at the SSO when she arrives. That is, if the set of patents S is at the SSO when
patent j arrives, j‘s owner receives the incremental value v( S  j )  v( S ) . The Shapley
value gives j the average of such contributions over all possible arrival sequences––each
patent thus receives the average (over arrival sequences) of its marginal contribution.
One surprising result from this model is that in general, as we illustrate in a
particular case below, patents that are not part of the ultimate standard will, if they are
not dummies (valueless as defined above), receive non-zero value. While this might
strike some as unfair since even though the contribution is not included in the final
standard, if it is a viable alternative that could have been chosen it still receives a payout.
61
62

THE SHAPLEY VALUE: ESSAYS IN HONOUR OF LLOYD S. SHAPLEY 4-7 (Roth, Alvin E. ed., 2005).
LUCE & RAIFFA, supra note 57, at 250; SHUBIK, supra note 57, at 181; OWEN, supra note 57, at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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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nding is clearly at odds with the ECPR, where only those patents that are
included in a standard can receive any payout at all. It does, however, match certain
notions of fairness in that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a meaningful way is
compensated. It also captures the ex ante presence of alternatives.
To illustrate how the Shapley value works, let us consider the two-component
case analyzed in Part IV.63 Suppose only one patent for component a is available, while
a number of firms have patents for component b, denoted as b1 , b2 , b3 ,bn . Suppose for
simplicity that the value of a standard involving a and any patent on component b is
equal to 1. How do the ―fair and reasonable‖ returns to the firms vary with the number
of holders of patents on component b? Analysis of two special cases will illuminate the
path to the general answer.
Case A: n = 1; one holder of a patent on component a and one holder of a
patent on component b
There are two possible orderings for the arrival of the two patent-owners: (1) a
arrives first and b arrives second, or (2) b is first and a is second. In the first case, a
receives nothing since a standard supported only by a patent on one component has no
value by assumption. Therefore the last to arrive b receives 1, the value of a workable
standard. In the second case, a receives 1 and b receives zero. Thus, the value player i
contributes, vi ({i, j}) , in arrival ordering {i,j} is denoted by:
va a, b  0; vb a, b  1; va a, b  1; and vb a, b  0.

The average contribution of player i, zi , is therefore equal to:
za 

1 0 1
1 0 1
 and zb 
 .
2
2
2
2

Whereas the ECPR allowed for any division of rent between the two unique
component providers (within the bounds of the two conditions that ensured participation
and licensee viability), the Shapley value has just one division of rents. Because the
Shapley approach divides rents according to average contributions (e.g., Pi  zi ), in this
63

See infra Part IV.A.2..

- 96 -

case the Shapley solution divides total value evenly between the holders of the two
patents. Note that this case corresponds to Case 4 in Part IV. The royalty rates derived
under the Shapley approach constitute one SPNE of the auction game analyzed in Part
IV, athough there are many other equilibria which cannot be justified in Shapley value
terms.
Case B: n = 2: two b’s and one a
This is analogous to Case 2 above, where one component faced no competition
while the other faced perfect competition. With one a and two b‘s, b1 and b2 , there are
six possible orderings for the arrival of the patent-owners:

a, b1 , b2  ,a, b2 , b1, b1, a, b2 , b1, b2 , a, b2 , a, b1, and b2 , b1, a .
a‘s marginal contribution in each of the possible orderings is:
va a, b1 , b2   va a, bb , b1  0, and
va b1 , a, b2   va b2 , a, b1  va b1 , b2 , a  va b2 , b1 , a  1

b1 ‘s marginal contributions are given by:
vb1 b1 , a, b2   vb1 b1 , b2 , a  vb1 a, b2 , b1   vb1 b2 , a, b1   vb1 b2 , b1 , a  0

vb1 a, b1 , b2   1

And by symmetry, b2 ‘s marginal contributions are:
vb2 b1 , a, b2   vb2 b1 , b2 , a  vb2 a, b1 , b2   vb2 b2 , a, b1  vb2 b2 , b1 , a  0

vb2 a, b2 , b1  1 .

Thus, the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s of a, b1, and b2 are equal to:
za 

4
1
and zb1  zb2  .
6
6

Here, even though it might make technical sense for the standard to be based on
only one of the two component b patents, both b1 and b2 are entitled to royalties
according to the Shapley value. In contrast, under the efficiency-based approac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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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ection, company a would obtain all rents, za = 1, since it faced no competition,
while companies b1 and b2 would obtain zero since perfect competition would drive
their auction bids to that level. The Shapley value is still affected by competition, but
less drastically. Certainly each b component receives less than a because one is a
perfect substitutes for the other, but since the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standard is
positive for each b, so is each b‘s payout.
Case C: The general case, n-1 b’s and one a
This case is also analogous to Case 2 above, where a faces no competition at all
and b faces perfect substitutes, but here we move from the limited 2-substitute model to
the more general n-substitute model, of which n=2 is a special case. As before, if a
arrives first, its marginal contribution is zero. The probability of this happening is now
1
n 1
. In all other arrival sequences, which have total probability
, a‘s marginal
n
n

contribution is 1. Hence, a‘s expected (or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is equal to the
probability of a arriving first multiplied by the value of arriving first the probability of a
arriving second or later multiplied by the value of arriving second or later:
za  Pr  a arriving first   va  when a arrives first  
Pr  a not arriving first   va  when a does not arrive first 

Or in notational form,
(5)

za 

1
n 1
1
0 
1  1  .
n
n
n

As all b‘s are identical and receive in total

1
, the amount a does not receive, each bi ‘s
n

expected marginal contribution is given by an equal share of that residual amount:
(6)

zbi 

1   1 
1
.
1  1    
n  1   n   n  n  1

Note that as the number of holders of economically interchangeable patents on
component b, n-1, approaches infinity, the players‘ average contributions become:
1
 1
 0.
lim za  lim 1    1 and lim zbi  lim
n 
n  n  n  1
n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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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ords, as the number of b’s––economically interchangeable patents on one of
the standard‘s necessary components––increases, the holder of the unique patent for the
other component, a, receives the entire value of the standard and each b‘s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becomes 0.

More generally, as the number of IP owners

competing to contribute the same component increases, the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of each individual party decreases and their total Shapley value return falls
to zero, assuming their IP is interchangeable.
As already noted, Cases B and C are related to Case 2 in Part IV: there is no
competition for component a but component b faces perfect competition. Note that the
Shapley value only coincides with the equilibrium outcome of the auction game in the
limit, i.e., when the number of alternatives for component b, n, goes to infinity. (See
Part V below). For finite n the Shapley value implies a lower (higher) compensation for
component a (respectively, component b). This follows because the Shapley value
rewards participation and therefore assesses a lower penalty for components with
competition.
Case D: The bi patents are not perfect substitutes
This case is analogous to Case 3 in Part IV, in which there is imperfect
competition for one component, no competition for the other. Suppose there are two b
offerings, so N = 2. The standard is again based on both a and one b, but assume b2 is
less valuable than b1. The standard defined by b2, (a, b2), has value 1 as before, but the
standard based on b1, (a, b1), has value 1+.

Under these assumptions, b1 will

contribute 1+ if it arrives second after a (1 sequence),  if it arrives third after both a
and b2 (2 sequences), and nothing otherwise. a will contribute 1 if it arrives second
after b2 (1 sequence), 1+ if it arrives after b1 (3 sequences), and nothing otherwise. b2
gets 1 only when it arrives second after a (one sequence) and nothing otherwise.
Averaging over arrival sequences as before, a gets
gets

4 
1 
 , b1 gets  , and b2
6 2
6 2

1
. The final (most valuable) standard is clearly (a,b1), but b2 nonetheless receives
6

royalties. One can think of this as the sum of two standards, the one for which b1 and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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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perfect substitutes with value 1, and one for which a and b1 are essential and that has
total value . Under the additivity condition, the total value is the sum of these two
standards.
It is straightforward, but somewhat tedious, to extend this analysis to the general
case with multiple bs in competition, where the value of the (a,b1) standard is 1+ and
the value of an (a, bi) standard is 1, for any of the other bs, i = 2,…,n-1. In this case a
1

1
 1 
 , and the other bi receive
each.
receives 1    , b1 receives
n  n  1 2
n  n  1
 n 2

In the limit as n becomes large, a receives 1, the entire value of the basic standard, and
splits , the value of the improvement for which b1 is also essential, with b1. This is
conceptually consistent with the cases A through C above: components always get their
average contribution value; competition for a specific component lowers its reward; if
multiple components face no competition, they share in the total value equally.
Case D is also related to the ECPR Case 5, where one component faces no
competition and there is imperfect competition for the other. Recall that multiple
equilibria were possible for Case 5, as long as they satisfy the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non-zero payoff) and viability (payoff does not exceed value of product).
The Shapley outcome would constitute one equilibrium of the many possible in the
auction game. For example, under the ECPR approach component a could receive in
equilibrium 1 + δ (more than under the Shapley approach) or just 1 (less than under
Shapley). We close this Part by exploring in greater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conomic approaches and their robust policy implications.
C. RECONCILING THE TWO ECONOMIC APPROACHES
The two approaches developed above are based on very different fundamental
assumption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auction approach is market competition and
efficient pricing––non-cooperative, winner-take-all principles. The Shapley value
approach, in contrast, is based on fairness principles: it compensates parties on the basis
of their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s in a cooperative game regardless of efficiency or
market conditions. Despite their very different starting points, however, we hav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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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se two approaches have the same basic implications and agree completely on a
number of important properties that any defensible definition of FRAND must satisfy.
First, both approaches imply that a critical factor affecting patent holders‘
compensation is the presence of close substitutes. In the Swanson-Baumol analysis, the
presence of perfect substitutes drives economic profits down to zero, while the absence
of competition rewards a pioneer fully for its IP innovation. The Shapley value method
for allocating payments implies that the more substitutes any patent has, the lower its
―fair and reasonable‖ share of value.64
Second, the level of competition is a key determinant of the value of the patent.
As the number of competitors for a component in a standard increases, the lower the ex
ante market power possessed by any of them, and thus the lower the returns under the
Swanson-Baumol approach. Similarly, the more competitors a given patent-owner
faces under the Shapley value approach, the fewer the number of arrival sequences in
which it has a significant marginal contribution. (In Case C above, for instance, any
individual b had a non-zero marginal contribution only if a arrived first and it arrived
second.) Put another way, the fraction of coalitions to which an IP owner has a large
marginal contribution decreases, and its IP value measured by the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falls as well.

With the market-based approach, a lack of substitute

technologies confers ex ante market power to the IP owner during the auction phase,
while the presence of alternative technologies reduces that power. In both approaches,
the fiercer the competition for any component, the lower the effective level of any
individual-related IP contribution and therefore, the lower the value of the
corresponding payout.
Third, and perhaps most important for their applicability to FRAND litigation,
both approaches to dividing rents ignore any market power that being included in a
standard might bestow. This is clearly true by explicit assumption for the SwansonBaumol method, which relies on ex ante auction prices to determine ex post payouts.
The Shapley value method of distributing rents bases payoffs on ex ante marginal
64

The analysis of Case D in Part V, above, shows that even imperfect substitutes decrease Shapley value returns: the
smaller is  or the larger is n, the lower the share of b1, even though its patent has no perfect substitutes. Case 3 in
Part IV indicates that a similar property is satisfied by the Swanson-Baumol ex ante auction approach.

- 101 -

contributions, so even IP that is not part of the ―winning‖ standard receives some payoff,
as long as its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to some collections of patents is positive.
Finally, as the number of close substitutes for a component increases and
approaches infinity, our extension of the auction approach and the Shapley value
approach lead to identical allocations of royalty payments.

The following two

properties indicate the equivalence of the two approaches in the limit and, we would
argue, should be satisfied by any reasonable FRAND definition.
Property 1. As the number of perfect substitutes for a piece of intellectual
property approaches infinity, the IP holder’s royalty payments defined by the
Shapley value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approaches the licensee
payments defined by the ex-ante auction model.
Proof: Assume the set-up from Case 2 above: a standard consists of two complementary
components, a and b, with n-1 perfect substitutes for component b. The value of the
standard is given by W  va , vb  , again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al
product price and the cost of other inputs. Both components are essential, i.e. the
standard is worth nothing if either component is missing from the standard. From
equations (8) and (9) it follows that the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s of components a
1
1
. In the limit, as the
and b are equal to: Pa  za  W  va , vb   and Pb  zb 
n
n  n  1

number of perfect substitutes to component b, i.e. n-1, grows to infinity, the
components‘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s to the value of the standard become:

1

lim Pa  lim W  va , vb     W  va , vb  and
n 
n 
n


1 
lim Pb  lim 
  0.
n 
n   n  n  1 



In words, in the limiting case all the value of the standard, W  va , vb  , is derived
from the contribution of component a. Thus, the company contributing a approp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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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ents from the standard while the companies contributing b‘s get nothing.65 Thus, as
the number of perfect substitutes of component b grows, the royalty payments
proportional to the components‘ Shapley values approach the royalty payments derived
from an ex ante auction in equation (7).66
Property 2. More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ies receive more rent.
We have seen above that when patents or other IP have perfect substitutes, they
are less valuable to the standard and they receive less in either ECPR or Shapley value
payouts. Let us now consider a slightly more complex situation that extends Case C.
Instead of two competing standards, here there are three possible standards: one using
components a and b with value W  va , vb  , one using components b and c with value
W  vb , vc  , and one using all three components with value W*. All these values are

computed assuming that only one standard will be offered to the market. Suppose
W *  W  va , vb   W  vb , vc  , so that the standard with all three components is clearly the

best. One might expect a to receive a larger share of W* than c as the second of these
inequalities shows it to be more valuable.
Let us first consider the Shapley value.

There are, as before, six arrival

sequences. In all of them the first arrival makes zero marginal contribution, but the
second and third arrivals make positive marginal contributions.

Enumerating and

averaging we obtain





Pa  za 

1
W  va , vb   2 W *  W  vb , vc   ,

6

Pb  zb 

1
 2W *  W  va , vb   W  vb , vc   , and
6

Pc  zc 

1
W  vb , vc   2 W *  W  va , vb   .
6





65
The royalty payments do need to be incentive-compatible for IP owners to license their technology, so b‘s license
fees should cover the incremental costs of licensing, which we have neglected for simplicity.
66
Note that under the ECPR an IP owner will get reimbursed for his incremental costs irrespective of how small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his technology is, as long as it is sufficient to cover those costs. Likewise, under the
Shapely value, owners whose marginal contributions are positive on any arrival sequence receive royalty payments.

- 103 -

It is easy to show that Pb > Pa > Pc. A little reflection shows that b‘s ability to
form a workable standard with a or c makes it the most valuable of the three.
Now suppose there are n-2 perfect substitutes for b. As n increases we know
that the total royalties of all of b‘s go to zero. What about a and c? In a fraction

1
of
n

the arrival sequences a arrives first and has no marginal contribution, and similarly for c.
In the limit as n increases, these sequences have zero effect on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s, and only sequences in which a perfect substitute for b arrives first matter.
In half of these a arrives before c, and their marginal contributions are W  va , vb  and
W *  W  va , vb   , respectively. In the other half of the relevant sequences, c arrives

before a, and their marginal contributions are W  vb , vc  and W *  W  vb , vc   ,
respectively. Thus in the limit, the three payouts are:
lim Pa 
n 









1
W  va , vb   W *  W  vb , vc   ,
2

lim Pb  0, and
n 

lim Pc 
n 

1
W  vb , vc   W *  W  va , vb   .

2

As expected, Pa  Pc  Pb in the limit.
Now let us consider the ex ante auction. The process of ex ante competition is
necessarily more complex with multiple components, and Swanson and Baumol do not
deal with this case. In Case 3, only the (a,b) and (b,c) standards were feasible and we
showed that (a,b) would emerge under our assumptions, with a receiving
Pa  W  va , vb   W  vb , vc   and both b and c receiving zero. In comparison with the

Shapley value analysis––where the full standard value is divided by the SSO members
every time––with ex ante competition, the total profit realized by the IP holders is
reduced.
Suppose the (a,b,c) standard is invented, and there are multiple substitutes for b.
Component a’s owner can block this standard by refusing to participate (or perhaps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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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it within the SSO), so a will need to receive at least its payoff from the (a,b)
standard, Pa  W  va , vb   W  vb , vc   , in order to support the (a,b,c) standard. Prior to
the (a,b,c) invention, none of the b‘s received anything, and none can block the new
standard, so none will receive anything here either. Component c’s owner can also
block the new standard by refusing to participate, so it will presumably receive positive
rent, but at what level?
We extend the model as follows. Suppose that companies a and c demand
royalty payments sequentially. Suppose further that a and c move first with equal
probability. The alternative standards, (a,b) and (b,c), provide threat points for the
negotiations over the standard (a,b,c) and thus should inform the payoff outcome.
Which threat point proves relevant depends on the sequence of moves: the standard
(a,b) constitutes the threat point when c moves first, and (b,c) when a moves first.
Consider first the outcome of the sequential royalty-setting game when a moves first. It
is straightforward to show that there is a unique equilibrium where a receives W* and c
receives zero. Instead when c moves first, the unique equilibrium involves a receiving
its minimum payoff to avoid blocking, W  va , vb   W  vb , vc   , and c appropriating the
residual, W* - W  va , vb   W  vb , vc   . Consequently, the expected payoffs, averaging
over the two possible sequences, of companies a and c equal respectively:









1 *
W  W  va , vb   W  vb , vc   , and
2
1 *
W  W  va , vb   W  vb , vc  
2
.

Clearly the royalty payments received by a exceed those received by c, just as in
the Shapley analysis. These results would extend to other game forms under some
regularity assumptions, so in general we would expect that the payout ordering follows
the contribution ordering noted above, namely Pa  Pc  Pb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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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S
We have presented four possible methods that the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might use as benchmarks for FRAND evaluations. The first two are based
on methods used in court cases. The fifteen factors in Georgia Pacific that guide
reasonable royalty determinations for patent infringement cases are the most obvious
starting point for FRAND, and they appear to be readily applicable to reasonable
royalties within SSOs. That said, the factors leave the specific method of royalty
determination an open question and thus allow for considerable uncertainty in outcomes.
The numeric proportionality rule suggested by the complainants in Europe is more
problematic. While it can lower the transaction costs involved in determining FRAND
royalties, it is only appropriate in a narrow set of circumstances. If applied outside of
those circumstances, numeric proportionality would result in non-FRAND rates.
The other two methods we considered are based on existing economic models
which, when extended to standard setting contexts, have strong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oyalties. One starts from market
solutions, while the other is rooted in cooperative game theory.

Despite their

contrasting origins, both the ECPR and the Shapley value analyses come to qualitatively
similar solutions: FRAND terms are only satisfied when standard participants whose
patents make greater incremental contributions to the value of the standard receive
higher royalty payments than other participants. The ECPR and Shapley value models
developed in this article, while they do not fully capture the complexities of real world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within standard setting, do satisfy all three criteria
encompassed in the acronym FRAND.
The two economic model methods are similar to the Georgia-Pacific factors in
that they could guide ex post evaluations even though they do not provide an explicit
formula. We do not argue that license fees should actually be set by either the ECPR or
Shapley value approach, as it would be difficult, time consuming, and generally
contentious to determine the incremental contributions of the many patents that are
reported as essential to most standards. When ex post litigation occurs, however, these
two approaches could be employed to assess the royalty rates that parties hav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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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Consistent with reasonable royalty calculations in the
context of patent infringement, the models here could provide structure for a court
review. The various parties could make their cases in court for the relative values of
their IP contributions to the standard, in the context of other options considered during
the standard‘s early developmental phases. If a component had multiple alternatives
before the standard was settled, its incremental contribution, properly measured, may be
close or equal to zero. Precise marginal contributions to the standard are not really
necessary, just relative contributions. License terms meeting a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benchmark must allow companies with pivotal contributions to a
standard to benefit from relatively better licensing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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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Purpose of FRAND
y Tests Proposed in the Literature
y Common Themes in the Tests
y The Test Employed by the EC
y Latest Development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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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that FRAND Targets
FRAND is a private (within SSO)
commitment
y Patent’s inclusion in a standard may raise
IPR market power ex post
y Uncoordinated ex post royalty-setting may
result in “royalty-stacking” – total
royalties may exceed monopoly price
y Note that the theoretical vs. practical
importance of these concerns is unclear
y

SSOs In Context
y

SSOs are largely comprised of engineers
and technical experts
◦ IPR licensing is not their focus
◦ Want IPR rules that work in the background

y

SSO Members are diverse
◦ Patent holders and patent licensors
◦ Vertically integrated entities and specialists
◦ Any IPR rules must therefore balance all
parties’ needs
◦ FRAND will naturally vary across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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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Ambiguity
y

Serves a purpose at SSOs:
◦ Pushes outside of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 Can be ex ante or ex post
◦ Provides flexibility for licensors and licensees
in an uncertain, changing environment

y

…But complicates matters when
competition authorities’ suspect abuse
◦ How to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FRAND
licensing within a competition dispute?

Possible Tests:
y

Court based: “hypothetical negotiation”
(e.g., Georgia Pacific in US)
◦ Laundry lists of factors to consider in
assessing a reasonable royalty rate
◦ Ex ante perspective, informed by ex post info

y

Licensee Proposed: Numerical
Proportionality
◦ Simplistic count of essential patents
◦ Each party earns its numeric share of some
“total” royal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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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ests, continued
y

Regulatory Theory: 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ECPR)
◦ What a vertically integrated firm would
charge its own downstream operation
◦ Like hypothetical negotiation, relies on ex
ante value

y

Fairness Principles: Shapley Value
◦ Shares are based on expected marginal
contribution to the standard’s value
◦ Even those not chosen receive a share

Lessons from the Tests
y

Ex ante vs. ex post is key
◦ Ex ante captures competition that may exist
over technologies, so this forms the basis of a
test for FRAND
◦ However, ex post conditions may have
changed, so updated info must modify any ex
ant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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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has FRAND been Tested in
Practice?
y

The European Commission’s Qualcomm
case offers a real world look into FRAND
tests
◦ Six complainants alleged that Qualcomm
reneged on its FRAND commitment to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licensing for higher rates ex post
than would have been possible ex ante

y

(Note that EC determined FRAND not a
general requirement of EU law.)

EC Persuaded by Ex Ante Test
y

Complainants suggested using an ex ante
test, Qualcomm agreed
◦ If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 ex post do not
exceed ex ante, how can there be harm? Either
x No market power gained through the patents’ inclusion
in the standard, or
x No anticompetitive exploitation of any market power
gained

y

Three of the four tests proposed in the
literature are consistent with this view
◦ Fourth (numerical proportionality) test
discr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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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mplementation is Not Easy
y

Patent license contracts are complex
documents
◦ Typically include numerous terms:
x royalty rates, upfront lump sums, milestone
payments, etc.
x Plus a host of clauses and restrictions, like mostfavored nation, geographic or product exemptions,
etc.

◦ Looking at royalty rates out of context is not
appropriate

Need a Comparison Framework
y

Consider the entire contract
◦ Translate other significant terms and
conditions into royalty rate “equivalents”
◦ Financial terms expressed in net present value
◦ Understand relationship w/non-financial terms

y

Even with just a few ex ante licenses, can
use objective comparison of entir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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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comm Easily Met the Test
y

Qualcomm had entered into numerous
licenses ex ante on the same patents
included in the WCDMA standard at ETSI
◦ Qualcomm even had ex ante licenses with
several of the complainants

y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Qualcomm’s ex post rate was identical to
its ex ante rate, when other terms and
conditions controlled for

What if Ex Post Rates are Higher?
y

What if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ex post royalty rates exceed ex ante
rates, when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properly controlled for?
◦ This does not equate to “failing” the test.

y

Conditions may have changed:
◦ Bargaining power may change, outside of SSO
◦ Value of IPR better understood

y

Calls for in dep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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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the Test
y

Since the EC Qualcomm case, thinking
has evolved
◦ Mario Mariniello, EC Chief Economist Team,
issued a paper in January 2011 with an
expanded ex ante/ex post test

y

Competition authority to check for four
necessary conditions
◦ If all not present, non-FRAND not a concern
◦ If present, then deeper analysis required

Condition 1
y

A credible alternative must exist ex ante
◦ If the IPR at issue had no viable substitutes
before, then inclusion in the standard could
not have augmented the IPR holders market
power
◦ Ex ante alternative must exist and be credible
for use in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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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2
y

Prospective ex ante licensees could not
anticipate licensor’s ex post terms
◦ If ex post prices anticipated, then there is no
hold up
◦ Sufficiently large number of players must have
been unable to foresee ex post terms and
conditions

Condition 3:
y

Ex post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worse than those offered ex ante
◦ This is the actual comparison test, as
employed in the Qualcomm case
◦ As noted, if ex post is higher, more analysis
must be done to determine why
◦ If “the necessary evidence does not exist”
“condition 3 should be assumed to b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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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4
y

Ex post, licensees locked into the
technology
◦ If it is easy to switch even ex post, there can
be no hold up power and no violation of
FRAND

Next Steps
If any of the four conditions not met, then
no violation possible
y If all four conditions met, then
competition authority moves to further
investigation
y

◦ Detailed assessment of ex ante alternatives,
investigation of SSO member expectations,
effective royalty rate analysis of licenses, and
extent of ex post lock in

- 118 -

Concluding remarks
Market solutions are best; intervention
only when abuse seems likely
y For necessary intervention, the ex
ante/ex post framework has a sound
economic basis
y

◦ It provides a safe harbor test, not a strict test
◦ It requires relatively sophisticated analysis
◦ But given these caveats it provides reasona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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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의 대하여

오준병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토론자: 오 준 병(인하대학교 경제학부)

1. 개요
1) 이슈 및 배경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신재생에너지, 환경·안전·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경쟁은 기술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보 및 각국의 비관세장벽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업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는 것은 기업 또는 각 국의 기술 표준화 경쟁과 이와 관련된 경쟁법적 규
제의 문제들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이 수직적·수평적 호환성이 중요시 되
는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다양한 생산기술들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
으로 일정한 표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준의 설정은 산업체 내에서 유사한 기술들 간의 호환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
업체간 과당 경쟁에 의한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 책정의 과정과 절차에서 기업체들이 서로 자신
의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표준으로 설정된 이후에도 독점적 지위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설정에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표준화기구에서는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을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허기술의 공개를 강제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
는데, 그 중의 하나가 특허권자로 하여금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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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만족시키는 라이센스 행

위를 하도록 확약을 받는 것이다.
허권자가
Non

는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에 대하여 특

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조건;

‘

Discriminary)'

Fair,

Reasonable,

and

으로 표준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한다

는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서약한

FRAND

조건은 그 규정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을 유발할 소지가 존재하며, 특허권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FRAND

조건 중의 하나인 ’합리적 로열티(reasonable

royalty)

책정의 문제‘는 특허

권의 가치에 따른 특허권자와 특허실시자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기술 자체가 지
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그 합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그동안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직접 합리적인 로열티 수
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로열티를 결정하도록 하
는 것을 선호해왔다.

2) 논문의 주장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표준화 기구(Standard
에 의해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자가

Setting

Organization;

의 규정(Fair,

FRAND

Reasonable,

SSO)

and

에 의해 로열티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Non-discriminatory)

타당한

판단기준을
의

Baumol(1994)

또는

기술이

the

제시하려
efficient

포함되는

하고

있다.

component-pricing

표준의

경우로

의 협조적 게임이론에 입각한

Shapley(1953)

표준기술의 특허권자가

특히

FRAND

논문은

rules(ECPR)

확장하고,
the

본

Swanson

모형을 다수의 특허

경매모형(auction

Shapley

Value

and

과

model)

를 응용하여

Method

기준에 부합하는 로열티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 저자는 밀접한 대체 기술의 존재(the

presence

of

close

substitutes)

부와 표준 기술에 채택되기 위해 기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정도(the
of

competition)

가

여

level

에 의한 로열티 책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FRAND

중요한 특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또한 표준에 책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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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장지배력(market

은 적정 로열티를 산정하는데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power)

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표준이
설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기술의 대체성 정도와 기술 간의 표준이 되기 위한 경쟁
정도 등은 고려하되, 표준설정 이후에 해당 특허권자가 갖게 되는 시장지배력은 고
려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표준의 설정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거나,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밀접한
대체 기술이 없는 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로 선정된 다음에 높은 로열티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2. 토 론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가장 큰 기여는

Swanson-Baumol

의 모형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재적 성격을 지니는 복수의 기술들이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경우로 확장하
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즉

Swanson-Baumol

모형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기

업에 의해 하나의 특허만이 존재하고 이것이 표준으로 설정되며 이를 이용한 제품
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책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 본 논문은 여러 개의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기술들이 하나의 기술표준을
구성하는 경우 각각의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 책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ECPR

과

the

Shapley

의 응용을 통해 이들 두 모형이 매

method

우 다른 철학적 기반과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매우 유
사한 정책적 함의를 나타냄을 보임으로써, 어느 방법론을 취하든 표준의 설정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거나,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밀
접한 대체 기술이 없는 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로 선정된 다음에 높은 로열티를
받는 것이

의 정의에 부합함을 보이고 있다.

FRAND

표준으로 설정된 기술들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중요도(대체성 정
도)와 사전적 경쟁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토론자도 동의하며, 이에 대해서
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장의 타당
성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실제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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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표준기술 특허권자의

FRAND

확약 중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수준(reasonable)에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책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적인 쟁점은 표준에 포함된 기
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 간의 적절한 로열티 배분 문제가 아니라, 표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실시자와 표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 간의 분
쟁이라 할 것이다. 즉 특허권자에 의해 책정된 로열티가 과연 표준기술을 사용하고
자 하는 기업에게 부당하게 높아서 경쟁법 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관건
인 것이다.
이 경우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표준의 설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
인 기술을 지니고 있거나, 표준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밀접한 대체 기술이 없는 기
술에 관한 특허는 표준으로 선정된 다음에 높은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얼마
나 또는 어느 수준까지 높게 로열티를 받는 것이 용인되는가?’하는 현실적인 문제
일 것이다. 비록 밀접한 대체 기술이 없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어서 높
은 로열티 수준을 책정하는 것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로열티 수준에 대한 무한정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최소한도로
특허권자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면서 후속발명자에 의한 지속적 혁신을 방해하지 않
는 수준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에는 핵심기술이거나 유일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자가 높은
로열티를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 어느 정도까지 높게 받
는 것이 합리성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도

Swanson-Maumol

모형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로열티 책정의 상한선

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용 가능성에 있어서는
Swanson-Baumol

모형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본 논문의 제안은 표준기술에 포함된 기술들이 각자의 조건에 따라 표준
특허에 의한 기술료를 배분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표준기술을 사용하려 하
는 외부의 특허실시자와 특허권자 간에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의 해결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의 중요성 및 대체가능성에 대한 계량적 적용 방법의 실효
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로열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과 동일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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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로열티 책정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에 기술의 중
요성과 대체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성적인 분석에는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느 비율로 이들 요인들을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기술이 표준에 기여하는 중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에 특허권자와 특허실시자 간의 의견불일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록 의
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더라도 기술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로열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제의 존재여부와 기술시장
의 경쟁 정도, 두 기준만이 로열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완결성을 지니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제
시하는 경우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본
논문의 주장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지니지만 측정 및 현실 적용에는 여
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로열티 책정 방법론들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직관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은 여러 기술들이 표준에 설정되기 위하
여 사전적으로 경쟁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논문에 따르면 경매모형은
어느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된다 하더라도 합리적 로열티 수준은

인 것

0(zero)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할수록 시장에서 표준에
설정되기 위한 경쟁 정도는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경쟁
자의 수’만이 아니라 ‘상품의 동질성(여기에서는 기술)’ 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은
표준을 위한 경쟁 정도도 낮아 높은 로열티를 책정하는데 이 중으로 고려된다는 문
제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 만약 어느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었다면
이는 해당 기술이 표준 경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며, 다른 경쟁 기술에 비해 우
월적인 기술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간의 경쟁정도를 단순히 경
쟁자의 수로 측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
이다. 표준에 설정된 기술과 그 바로 다음 수준의 기술 간의 격차는 매우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 간의 표준 경쟁은 완전경쟁적인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표준에 채택된 기술의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로열티의 수준으로서

의 로열티를 책정할 것이 요구된다면 각 기업에게 표준

0(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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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사후적으로 표준에 채택되었을
경우에 오로지 사전적인 경쟁 상황만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을 평가하
는 것이 기술혁신을 위한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합리적 로열티 수준을 지나치게 과
소책정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표준화 경쟁에서는 승리하고도 이윤의 기
회는 확보하지 못하는 승자의 저주(winner's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FRAND,

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curse)

그 중에서도 합리적인 로열티의 책정을 평가하

는 기준으로 표준 설정 이전의 기술의 대체성(substitutability)과 표준에 설정되기
위한 기술들 간의 경쟁(competition)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기술이 하나의 표준을 이루는 경우 각 기술의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을 평가하는 판
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자는 본 논문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들 요
소가 이론적으로 각 기술의 로열티를 책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공감한다. 그
러나 위 논문은

FRAND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여전히 기존의 이론들

이 지니고 있는 측정상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전적 경쟁 상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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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풀과 표준화 기구의 관련 법적 문제
정연덕

특허풀과 표준화 기구의 관련 법적 문제1)
정연덕2)
Ⅰ. 서론
첨단산업분야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Standardization)하고 막대한 R&D 비용
을 절감하고자 상호간의 제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PEG-LA, 비아라이센싱(Via
Licensing),

필립스(Philips),

도시바,

시스벨(Sisvel),

DVD6C/4C,

3G3P,

블루투스

SIG(Bluetooth SIG) 등 많은 해외 특허풀(Patent Pool)3)이 크게 성공하였다. 최근 들어서
는

이동통신표준분야에서도

특허풀

라이센싱의

대표적인

업체인

MPEG

LA,

Via

Licensing, SISVEL이 경쟁적으로 4G라고 불리는 차세대 이동통신표준(LTE, WiMAX) 특허
풀 설립활동을 하고 있다.4)
지상파 DMB의 경우, 2006년 국내 단말기시장에서 발생한 특허료 천 3백만불이 필립스,
MPEG-LA, 비아라이센싱과 같은 해외 특허풀에 지불되고, 그 가운데 90%가 외국기업으로
배분된다고 한다. 국내 주도형 특허풀의 경우 DMB분야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대․내외
적 이유도 있지만, 외국 특허권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들은 DMB 특허풀의 결성보다
개별적인 특허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5)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
1) 기존에 정연덕, 한국형 Patent Pool과 공정한 경쟁, LAW & TECHNOLOGY, 2007년 7월호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향후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할 예정이므로 본 발표문의 인용을 자
제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3) Patent Pool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共同利用’(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150면;구재
군,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사법행정, 2000년 7월, 33면.), ‘특허권 共同出資’(서천석, MPEG-2 표
준과 특허권 공동출자, 지식재산21, 2000년 5월, 97면.), ‘특허권공동실시’(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
규제법의 적용연구, 2004-07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4면.), ‘특허풀’(강수경, 특허권사업화촉진
방안으로서 “Patent Pool"의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제5권 제3호, 2004, 680면; 권오승
집필부분, 특허권과독점규제법,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620면;고영수,특허풀 형성과 경
쟁법적 제한-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규격의 표준화에 따른 특허풀 형성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안)을
소재로, 지식재산논단, Vol.2,No.2,2005,3면;권영관,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규제정책 연구, 규제
연구 제15권 제2호 ,2006년 12월, 185면;김병일, 비즈니스방법특허와 경쟁정책,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Vol 10, no.1, 2003, 177면;양기진, 독점규제법상 특허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97, 49면;유
병호, 특허권과 산업표준 그리고 특허풀, 전기전자재료학회지 제13권 제10호, 2000년 10월, 47면;윤선희․임
근영, 지적재산권과 산업표준화 및 독점규제법관계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1999년 12월,
172면;이대희,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5호, 한국산업재산법학회, 2004,179면;이상
무․박기식, MPEG LA의 특허 POOL 및 라이센싱체계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5권 제4호, 2000년 8월, 64
면;정상기․이영우,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한국발명진흥회,
2002-12, 27면;정진근,공정거래법에 의한 특허풀 규제-비판과 대안 제시, 경영법률, Vol.15,No.2,2005,65면;
특허청, MPEG-2․4 및 IEEE 1394를 중심으로 한 국제특허풀분석, 2003 연구보고서, 51면.)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풀로 사용하도록 한다.
4) 장일석, 이동통신표준 특허풀 설립 추진 동향 및 전망, 지식과 권리, 대한변리사회, 2010년 10월, 159면.
5) 박진우, 특허풀의 합리적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문제, DMB 특허풀과 지재권 전략 세미나, 2006년 11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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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
다.
특허풀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무부(DOJ: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지적재산권의 사용허락에 관한 반독점지침(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이하, 미국 지적재산권 지침)을 1995년에 제정하였
다.6) 이 지침은 특허풀에 관하여 제기되는 독점규제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특허풀의 경쟁
친화성을 인정한다.7) 2007년 4월에는 독점규제법의 집행과 지적재산권법: 혁신과 경쟁의
증진(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지침을 발표하였다.8) 이 지침에서는 특허풀에 대하여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원
칙적으로 특허풀을 인정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4년 개정 ‘기술이전 일괄면제규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TTBER)9)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
인1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준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2010. 12.14. EC에서 수평
적

협조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개정·발표하였다. 2001년 제정된 수평적 협력협정 가이드라인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 Guideline)이 표준협정에 대하여 짧은 규정만 두었던
데 반해, 2010년 개정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장을 두어 표준협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협정에 대한 언급을 늘린 것은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지침
을 요구한 이유도 있지만, 그와 함께 Rambus 사건과 Qualcomm 사건을 계기로 경쟁당국이
라이센스 조건의 공정성과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깨달은데에 이유가
있다고 한다.11)
일본의 공정거래 위원회는 2005년에 표준화에 수반하는 특허풀의 형성등에 관한 독점규제
법상의 지침(이하 일본 특허풀 지침)12)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
6)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ion, 1995 April.(이하
US.IP Licensing
guidelines), http://www.usdoj.gov/atr/public/guidelines/ipguide.htm.[2005년 4월 1일 접속].
7)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Gerrard R. Beeney, Esq.,June 26, 1997. [MPEG-LA 특허풀에 관한 서한]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1170.htm.;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Gerrard R. Beeney, Esq., December
16,1998.[소니 DVD 특허풀에 관한 서한]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121.htm.;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Carey R.
Ramos, Esq., June 10,1999.[도시바 DVD 특허풀에 관한
서한]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485.htm.; Letter form Chales A. James,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Ky P.Ewing, Esq., Nov 12, 2002.[3G
PatentPlatform에 관한 서한]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00455.htm.[2005년 4월 1일
접속].
8) http://www.usdoj.gov/atr/public/hearings/ip/222655.htm[2007년 5월 1일 접속].
9) Commission Regulation (EC no.772/2004) Office Journal of the EU, April 27, 2004.
10)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Office Journal of the EU, April 27,2004.
11) 윤기호외 4인, 표준특허 선정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및 합리적 라이센싱 방안에 대한 연구, 2010년 12월, 공
정거래위원회 보고서,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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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준을 정해 널리 보급을 진행시키는 표준화나,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를 일괄실시허락
하기 위한 특허풀의 형성이 표준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독점규제법상
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또,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13)에서도 특
허풀의 형성·운용 등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적용 범위의 명확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1999년 7월에 공표한 ‘특허·노하우 실시허락 계약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지침’(이하 특허·노하우 가이드라인)14)에 보충적인 내용을 가진 특허풀 지
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
법상의 지침’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를 개정하였다.15)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3월 31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
침을 개정하였다.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의 경우 독점규제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
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위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
성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풀의 경우 특허법의 쟁점과 독점규제법의 쟁점을 가지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
다. 또한 표준과도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특허풀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 보고 표준 특허와 표준화 기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특허풀과 표
준화 기구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준 특허와 표준화 기구
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특허풀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지침을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지침을 검토한다. 표준 특허의 특허풀인 경우
에 대한 소송상의 문제나 향후의 전망 등을 검토한다.
Ⅱ. 표준 특허와 표준화 기구
1. 표준과 특허의 관계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표
준화 정도도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가 높은 제품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는데 반해
서 표준화가 낮은 제품은 국내에 한정되어 판매된다.16) 즉 제품을 표준화시키면 시장을 세
계로 확대할 수 있어서 기업에게 유리하다. 세계의 소비자가 사용할 공통된 표준을 설정하
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이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제품과 호환성 및 상호연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와 같이
표준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12)標準化に伴うパテントプールの形成等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平成１７年６月２９日公正取引委員
会,http://www.jftc.go.jp/pressrelease/05.june/05062902.pdf,[2006년 9월1일접속](이하 일본 특허풀지침).
13) 知的財産推進計画２００４,平成１６年５月 知的財産戦略本部決定.
14) 日本公正取引委員会, １９９９年７月 ３０日 公表, 特許・ノウハウライセンス契約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
針.
15) 日本公正取引委員会, 知的財産の利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
http://www.jftc.go.jp/pressrelease/07.april/07042702.pdf[2007년 5월 1일 접속]
16) 특허청, 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관리전략,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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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시장참여자들에게 공통의 기준이나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시장참여자
들이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허는 어떤 기술을 경쟁자가 사용하
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동
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7)

이와 같이 상반된 목적을 추구하는 표준화 기구와 특허권자 그룹 사이에는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표준과 특허는 일용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표준은 기술의 공유
화,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기술의 상용화, 시장보급,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으로 대표된
다. 반면에 특허는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의 보호, 창조적 발명,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기
술확산을 위한 구심력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18).

2. 표준화 기구의 역할

표준화기구는 표준 제정시 특허의 이러한 독점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IPR
Policy(Intellectual Property Policy, 지재권 정책)를 가지고 있으나 표준화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한계가 있다.

ISO/IEC는 특허권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① ISO/IEC는 국제 표준을 준비 하는 동안 특허권
유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표준 이용자들의 주의 필요 ② 표준의 준비에
관여된 당사자는 표준의 모든 개발단계에서 인지하는 특허권을 알려줄 것 ③ 표준제안이 받
아들여진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RAND 조건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향이 있
다면 성명서를 제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표준화기구는 이런 사항들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ITU-T의 지재권 정책의 특징 및 기본원칙은 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 ② 지재권 분쟁
불개입의 원칙, ③ 차별없는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센스 원칙 ④상호주의 원칙 ⑤ 표준제안
시 공개, 문서보존의 원칙 등이며, 이를 통해 특허와 표준의 관계를 조율하려 하고 있으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표준화 기구의 정책과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 위원회 등이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이를 규제할 수는
있을 뿐이다.

17) Joseph S. Miller,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RAND Licens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40 Ind. L. Rev. 2007. (이하, Joseph S. Miller,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Access
Lock-in), p. 2. This paper can be downloaded at http://ssrn.com/abstract=924883.
18) 윤성준, 길창민,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 전략, 이슈페이퍼 2007-07, kistep, 15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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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많은 특허가 특허덤불을 형성하여 표준 참여회원들이 표준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허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
허풀은 ① 표준화 그룹 내외에서 필수특허를 확인하고, ②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주변적
인 특허를 구별하고, ③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④ 특허권자들 상호간의 갈등뿐 아니라 특허
권자들과 표준 사용자 간의 마찰도 해결할 수 있다. 특허풀은 표준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
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표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준다.19)

표준화는 기술전문가들의 모임의 성격이 강하고 특허풀은 마케팅․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의 성
격이 강하므로

표준화 작업과 특허풀 작업의 차별성을 인정하되 이 두 활동을 연계시킴으

로써 기술확산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3.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 매복

최근에는 기술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매복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매복(patent ambush)은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특허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이 설정되고 난 후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로 RAMBUS, DELL 등 표준화과정의 특허분쟁 사례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허매복행위는 표준을 채택한 관련 산업 분야 전반의 기술이전 비
용을 상승시키는 비효율을 초래 및 기술의 호환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표준
화 절차 자체의 참여유인을 잠식하는 문제이다. 특히 특허매복행위에 대한 표준화 기구 예
방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의 컴퓨터 업체인 DELL20)과 Union Oil Co. Of California21) 사건
은 표준이 확정된 이후 해당 특허권을 FRAND 조건으로 라이센싱하지 않아 FTC의 시정명
령을 받고 시정권고안에 합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FRAND 조건하에 라이센싱하는 것에 동의
한 바 있다.

In re Rambus 사건에서, 미국 공정거래위원(FTC)는 Rambus가 표준화기구에 대한 참여와 연
계하여 기망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해 독점력을 취득했다고 결정했다. FTC의 판단에 의
하면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Rambus가 조장
함으로써 표준화기구 멤버들을 오인시키려는 계산적인 행위를 Rambus가 했다고 한다. FTC
19) 이를 위하여 보통 표준화 기구는 표준에 참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RAND)으로 라이선스 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한다.
20) Dell Computer Corp., 121 F.T.C. 616(1996).
21) 1990년 미국의 정유회사인 Unocal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기위하여 휘발유의 혼합물에 관한 특허
를 출원하였다. 이 특허출원이 USPTO에 1991년 11월 계류 중일 때 캘리포니아주의 공기자원위원회(CARB)
는 휘발유의 연소를 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1996년 시행되고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휘발유 생산업자에게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CARB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한 것은 Unocal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 있는 정유업자와 협의를 한 결과였다. 한편 Unocal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1994년 2월 특허가 부여
되었고(393 특허) 그 결과 Unocal의 특허는 CARB가 정한 표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유업자들이 캘
리포니아주가 강제하는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Unocal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라이센스
없이 정부의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Unocal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

- 131 -

는 Rambus의 일련의 행위가 FTC 법 제5조 하에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FTC는
Rambus가 FTC 법 Section 5를 위반하여 네 가지 기술들을 표준화기구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결론내렸다. FTC는 2006년 8월의 시정명령에서 Rambus의 로
열티 범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22) Rambus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DC연
방항소법원은 연방항소법원 판결23) 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에 대하여 FTC가 입증한 것

은 기만적인 행위 하나 뿐 인데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는 배제적 행위를 중심축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Trinko 사건과 Microsoft 사건을 언급하면서 Sherman법 2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
이 관련시장에서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지고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배제적인 행위
(exclusionary conduct)를 통해 불법적으로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얻거나 유지하였음을 FTC
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배제적인 행위
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 FTC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또한 항소법
원은 JEDEC의 공시의무 규정의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즉 공시의무 대상이 기존의 특허와
출원 중인 특허뿐만 아니라 아직 출원하지 않은 잠재적 개선특허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단지 몇 명의 증인이 그렇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보
는데 문제가 있고 따라서 FTC의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2009년 12월 EU집행위는 반도체 설계회사인 Rambus社 특허매복 행위와 관련하여 Rambus社
제출 자체시정방안(commitment)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수
용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Rambus는 2009년 5월 13일 EC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경쟁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경쟁당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다음의 시정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EC는 2009년 6월 12일에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 EC는 2009년 12월 9일 최종
적으로 Rambus가 로열티를 낮추기로 한 제안을 수락하기로 함으로써 7년간의 조사를 종결
지었다.본 건은 특허매복에 대한 EU 집행위의 첫 집행 사례로서 업계 및 전문가들의 관심
이 집중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Rambus의 제안에 따라 로열티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마
무리 되었다.
4. 표준과 연계된 특허풀의 사례
MPEG-2와 두 개의 DVD 풀은 표준 제정 기구에 의하여 형성되었다.24) 특히 DVD 풀은
표준화와 특허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1) MPEG-2 풀
국제표준협회(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의

동영상전문가그룹(Moving

22) 최승재,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간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연구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표준 및 라이
센스 전략의 예를 중심으로,경쟁법연구 제16권, 2007, 212면.
23) FTC v. Rambus 522 F.3d 456(2008)
24)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 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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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Experts Group: MPEG)과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1995년 MPEG-II 표준을 설립했다.25) 특허풀은 이 표준의 부산물로 생긴
것이다. MPEG-2 풀은 표준화 활동을 특허풀로 연결시킨 대표적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MPEG-2 풀은 형성 초기에 표준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특허들을 위주로 특허풀을 형성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MPEG-2 풀은 MPEG-2 비디오 압축 기술인 국제표준
을 맞추는 데 필요한 필수특허로서 최종적으로 27개를 확인하고, 이들 27개의 특허를 통합
하기 위하여 9인의 특허권자들이 협정을 맺음으로써 특허풀을 창설하였다.
‘MPEG LA’는 MPEG 표준에 대한 특허풀 라이선싱 기구(licensing agent)로서, 회원들의
특허라이선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업체가 자진해서 만든 기관이다.
이 특허풀에서, 일괄사용허락을 제공하는 기구, 즉 MPEG LA(중앙관리기구)의 구성을 합의
하고, 협정에 따라 모든 특허권자들은 자신들의 MPEG-2 특허들을 MPEG LA에 사용허락
한다.26) MPEG LA는 기본적으로 라이선싱 회사로서 특허풀 가입회원들을 대신하여 풀을
관리하고, MPEG-2 표준의 제품을 제조하려는 기업에게 특허포트폴리오를 라이선스한다.
MPEG LA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는 630개 이상이고 이들 개별 특허는 모두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27) 삼성전자는 15개의 특허를 이 특허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특허풀은 이
제 14인의 특허권자와 56개의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28) MPEG-2특허에서의 포트폴리
오 라이센스(portfoliolicense)의 경우에도 MPEG-2표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중의 일
부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회사도 MPEG LA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MPEG-2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 특허권침해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쟁자를 배제하고,공동행위
를 촉진하고, 혁신동기를 저해하는 등의 반경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MPEG-2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RAND(Re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이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비차별적으로 라아센스를 받을 수 있고,MPEG
LA로부터 라인센스를 받을 경우 팩키지로 전체의 특허를 라이센스 받아야 하지만 만일 원
한다면 개별적인 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개별 특허를 라이센스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전체
에 대하여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고 개별 특허에 대해서만 필요한 특허를 선별하여 라이센스
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29)
MPEG LA는 1997년 미국법무부에 반독점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음으로써, 1997년 7월부터 MPEG-2 관련 특허풀의 일괄 라이선싱 업무를 개시하
였다. MPEG LA는 표준의 실시에 필수적인 특허에 대한 양도조항을 가지고 있다.30)
(2) DVD 특허풀
DVD 특허풀도 MPEG-2와 같이 표준 설정 과정에서 탄생되었다.31) DVD 특허풀은 보완적
인 두 개의 특허풀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DVD 사용허락은 이들 두 특허풀을 상대로 해야
한다. 즉, 표준 기술사용을 위한 계약이 단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
25)
26)
27)
28)
29)
30)
31)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 147.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 147.
이대희,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5호, 197.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 147.
최승재, IT 기술혁신을 위한 특허풀의 유용성과 전망, IT와 법 연구, 2009년 2월 16면.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 153.
DVD 풀의 설립과정과 표준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p. 150-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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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32) DVD 특허풀은 독립된 상임특허전문가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독립된 상임 특허전문가의 평가와는 반대로 특허권자
스스로 자신의 특허가 표준에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특허풀 수입 중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
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DVD 특허풀은 사용권자의 홀드아웃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양도조항을 두었다.33)
즉, 사용권자가 장래에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기술이 해당 표준에 필수적인 것이면 특허풀
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권자의 기회주의적 홀드아웃의 문제
를 사전에 해결하고,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준의 실시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모으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Ⅲ. 외국의 지침의 내용
1. 미국의 특허풀에 대한 지침
(1) 지적재산권 사용허락에 관한 반독점지침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법무부(DOJ: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와 공정거래위원회(FTC: Fair Trade Commission)는 더불어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허풀이 중요한 경쟁촉진효과를 가지고, 급
속한 기술혁신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기업능력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여 종래의 특허풀
을 기본적으로 독점규제법에 적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태도를 수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풀
에 대해서는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제한효과를 비교 형량한 「합리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독
점규제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를 집대성한 것이 미국의 DOJ와 FTC가 공동으로
작성․공표한 1995년의 지적재산권의 사용허락에 관한 반독점지침(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이하, 미국 지적재산권 지침)34)이다. 이 지침은 특
허풀에 관하여 제기되는 독점규제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특허풀의 경쟁친화성을 인정하면
서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다.35)
(2) 1995년 지침의 내용

32)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 152.
33) 사용권자의 양도조향(grantback)에 관하여는 Robert P. Merges, Patent Pools, pp. 152-154. 참조.
34)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ion, 1995 April.(이하
US.IP Licensing
guidelines), http://www.usdoj.gov/atr/public/guidelines/ipguide.htm.[2007년 4월 1일 접속].
35)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Gerrard R. Beeney, Esq.,June
26, 1997. [MPEG-LA 특허풀에 관한 서한]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1170.htm.;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Gerrard R. Beeney, Esq., December 16,1998.[소니 DVD 특
허풀에 관한 서한]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121.htm.;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Carey R. Ramos, Esq., June 10,1999.[도시바 DVD 특허풀에 관한 서
한]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485.htm.; Letter form Chales A. James,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Ky P.Ewing, Esq., Nov 12, 2002.[3G PatentPlatform에 관한 서한]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00455.htm.[2007년 4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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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95년 지침은 특허풀에 대하여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한「합리
성 원칙」에 기초하여 독점규제법을 집행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36) 지침은 ⓛ 지적재산
권은 어떠한 형태의 권리이든 독점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규제될 수 있으며, ② 독점규
제기관은 단순히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만으로는 독점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되
며, ③ 지적재산권은 보완적이며 친경쟁적인 한도에서는 실시허락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
특허풀이 ① 보완기술(complementary technologies)의 통합, ② 거래비용의 감소와 차단적
지위(blocking positions)를 제거하여 특허권의 저촉을 해소하는 경우, ④ 침해소송비용의
절감과 같이 비용이 드는 특허침해소송을 회피하는 경우, ⑤ 기술 전파를 촉진하는 경우에
는 친경쟁적(procompetitive)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상품
가격이나 생산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때에는 당연히 독점규제법 위반이 된
다고 하였다.
(3) 승인된 특허풀
미국의 DOJ는 MPEG LA, VIA Licensing Corporation, IEEE 1394 LA, DVD3C
Licensing

Agency(DVD-ROM․

DVD-Video

Formats

I),

DVD6C

Licensing

Agency(DVD-ROM․ DVD Format I)의 특허풀을 승인하였다.37)
미국의 DOJ는 MPEG와 DVD 특허풀을 승인하면서 특허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기
준이 아닌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38) 미국의 DOJ는 MPEG-2 특허풀에 대해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하여 독점적이지 않다고 승인하였다. MPEG-2 특허풀은 특허권
자 및 실시권자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절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MPEG-2 필수특허에

대한 권리를 장래의 실시권자 모두에게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소요되었을 시간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판단하였다.39) 이러한 계약은 경쟁촉진적 효과를 증진시키고 잠재
적인 반독점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고자 고안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MPEG-2 기술의 개량
및 이에 대한 대체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
다.
미국의 DOJ는 최근 제안된 3개의 특허풀을 심사하고 승인한 비즈니스 리뷰 레터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MPEG-LA 비즈니스 리뷰 레터40)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침을 명확히 하

36) IP Guidelines, p.28.
37) Jeanne Clark, Joe Piccolo, Brian Stanton, Karin Tyson, Patent Pools :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USPTO,
December
5,
2000,
pp.13-16.http;//
Access
in
Biotechnology
Patents?,
www.uspto.gov/web/offices/pac/dapp/opla/patentpool.pdg.[2006년 6월 5일 접속].
38)
Andrea C. Brunetti, Wading in Patent Pools, Intellectual Property, Nov 1997,
www.ipmag.com/brunetti.html.[2006년 4월 1일 접속].
39) DOJ가 밝힌 MPEG LA를 통한 특허풀 경영에 대한 공식 견해는 (i) 실시자에 있어서는 다수의 특허권자와
교섭하는 수고와 필수특허조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 (ii) 특허풀에 의한 단일한 허락에 의함으로써, 누적
적인 실시료에 비하여 실시료(royalty)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예상되는 점, (iii) 각 특허권자에 있어서도, 개별
적으로 실시허락을 행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점, (iv) 필수특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
변특허 같이 사용되지 않는 특허를 포함시키는 공모의 리스크가 없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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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① 특허풀내의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해야 한다, ② 경쟁기술을 집적하여 단
일가격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③ 어느 특허기술이 특허풀에 포함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의 전문가를 이용해야만 한다, ④ 풀 협정은
downstream제품 시장의 경쟁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⑤ 특허풀 참가자는
풀의 범위를 넘는 예를 들어 downstream제품 시장에서 가격의 공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다.
그 후 DOJ에 의해 공표된 두 번째의 DVD 특허풀에 관한 소니 비즈니스 리뷰 레터41) 및
세 번째의 DVD 특허풀에 관한 도시바 비즈니스 리뷰 레터42)의 특허풀에 관한 지침은 다음
의 두개의 기준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안된 실시허락계획이 보완특허를 통합하는 것인지 여부, 두 번째는 만약 이
경우에 그 결과로 생기는 경쟁 촉진적 이익이 경쟁 제한적 폐해보다 더 클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즉 DOJ는 다음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관련 기술 분야에서 독립의 전문
가가 특허권이 특허풀에 포함된 기술과 관련된 필수특허이며 보완특허인지 여부와 공동의
실시허락이 독점의 목적이 없고 기술에 대한 실시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특허풀이 혁신을 계속하여 유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장래의 특허권
에 접근할 기회가 많이 있는지와 새로운 특허권에는 실시료의 산정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지 등을 고려한다.
미국의 DOJ는 2002년 11월 12일의 비즈니스 리뷰 레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3G 특
허 플랫폼을 승인하였다.43) DOJ는 승인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로 첫째로 플랫폼에 포함된
모든 특허가 보완특허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완특허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로
필수특허의 심사를 독립된 특허 전문가가 하고 있으며, 셋째로 그러한 필수특허평가자가 이
해관계자인 개별 기업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회사(3GPL)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며,
넷째로 공동관리회사(3GPL)가 다섯 개의 플랫폼의 사무를 일부 공동으로 처리하고, 각기
다른 3G 규격을 가진 각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실시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섯째로 실시
권자에 대한 실시료 정보와 같은 경쟁에 민감한 정보44)의 공유가 회피되고 있으며, 여섯째
로 플랫폼의 가입 조건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평가 또는 실시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
랫폼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일곱째로 특허실시허락권자와 특허실시권자가 표준화된 합의
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독립적 또는 쌍무적인 교섭을 행할 자유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특허에 한정된 grant back 규정의 유효성 등을 검토할 때 3G 특허 플랫폼

40)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Gerrard R. Beeney, Esq. ,June 26, 1997.
41)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Gerrard R. Beeney, Esq. December 16, 1998.
42) Letter form Joel I. Klein,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Carey R. Ramos, Esq. June 10, 1999.
43) Letter form Chales A. James, Assistant Attorney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to
Ky
P.Ewing,
Esq.,
Nov
12,
2002.[3G
PatentPlatform에
관한
서한]
http://www.usdoj.gov/atr/public/busreview/200455.htm.[2006년 4월 1일 접속].
44) 다른 기업이 가진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시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 조건 등과 같은
실시계약에 있어서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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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쟁을 촉진한다고 보아 이를 승인하였다.
(4) 2007년 지침의 내용
2007년

4월에는

독점규제법의

집행과

지적재산권법:

혁신과

경쟁의

증진(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지침을 발표하였다.45) 이 지침의 제3장에서 크로스라이센스와 특허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특허풀이 효율성이 있어 친경쟁적인지를 판단하고, 기존에 승인된 특허풀에 대한
U.S. Department of Justice Business Review Letters의 내용을 분석하고 승인되지 않은
The Summit-VISX Pool 특허풀에 대한 내용을 예시한다. 특히 경쟁의 측면과 관련하여 특
허풀내의 대체특허의 문제 (Substitutes Within a Patent Pool), 독점적, 비독점적 라이센스
(Exclusive and Non-Exclusive Licensing), 라이센시와의 그랜트 백 조항(Grantbacks),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 to Information), 로열티의 문제(Royalties for the Pool's
Patents), 부분적인 청구의 문제(Requests for Partial-Pool Licenses)를 논의하였다. 지침
은 특허풀은 효율성이 있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경쟁당국은 합리성의 원칙(the rule of reason)으로 이를 처리할 것이다.
지침의 결론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허풀은 중첩된 특허권을 조화
있게 해결하여 시장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라이센스들간
의 수평적 담합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특허
풀을 구성함에 있어서 표준확보에 필수적인 특허만으로 구성하고 대체특허를 구성하지 않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은 친경쟁적인 투자의 유인도 있지만 동시에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광범위하게 작성된 그랜트 백 조항은 다운스트림 시장에 대한 특허권자
들의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향후의 혁신의 유인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라이센스가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허풀이 고액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 반경쟁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지만,
경쟁당국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이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풀의 계약조항에서 특
허권자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싱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특허권자가 개인적으로 라이센
스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특허풀이 설계된 경우가 친경쟁적이라고 판단되면 경쟁당국은 개
입하지 않을 것라고 한다.
2. EU의 특허풀에 대한 지침
(1) EC조약 제81조, 제82조
EU에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에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의 주요 조항
인 EC조약(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1조(경쟁저해행위의 금지) 및 제82조(지배적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
45) http://www.usdoj.gov/atr/public/hearings/ip/222655.htm[2007년 5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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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거나(EC조약 제81조)지배적 지위를 가진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실시권자들에게 차별적인 조건이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각각 EC조
약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46)
(2) 특허풀에 대한 규제
특허풀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4년 개정 ‘기술이전 일괄면제규
칙(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TTBER)47)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지 않고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48)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U에서는 특허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특허풀 형성을 위한 협정 및 특허풀 운
영관리 측면과 특허풀을 통한 라이센스 계약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성과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적용하고,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일괄면제규칙(TTBER)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허풀 형성 후 그 운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라이센스 행위에 있어서의 특수한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
는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3) 기술이전 계약 가이드 라인
기술의 특성에 따른 특허풀의 취급과 관련하여 EC는 기술이전계약 가이드 라인에서 특허풀
의

반독점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기술의

특성을

매우

중시하여

대체기술

(Substitute Technology), 보완기술(Complementary Technology) 및 필수기술(Essential
Technology) 비필수기술(Non-Essential Technology)로 구분하여 특허풀의 경쟁법 위반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허풀 참가자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특허풀이 참가자 또는 실시권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허풀이 참
가자나 실시권자에 대해 경쟁 제품 및 표준 개발의 자유, 참가자에 대한 독립적 라이센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기술의 출현 또는 퇴출을 초
래함으로 결과적으로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이 높다.49)
특허풀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특허풀의 형태와 관련하여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도록 특허풀에 대한 참가 주체의 다양성과 참가의 개방성을 중요
한 요소로 보고 있다. 한편 특허풀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특허풀 참가자들 또는 실시
권자들 상호간에 가격, 산출량 매출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의 교환
46) 권영관, 위의 논문, 198면 이하.
47) Commission Regulation (EC no.772/2004) Office Journal of the EU, April 27, 2004.
48)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Office Journal of the EU, April 27,2004.
49)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Office Journal of the EU, April 2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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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의 담합(Collusion)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C
는 민감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정장치(Sageguard)를 두도록 요구하
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풀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체를 통한 분쟁해결수단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일본의 표준과 관련한 특허풀 지침의 제정
(1) 지침의 제정
일본의 공정거래 위원회는 2005년에 표준화에 수반하는 특허풀의 형성등에 관한 독점규제
법상의 지침(이하 일본 특허풀 지침)50)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
로 표준을 정해 널리 보급을 진행시키는 표준화나,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를 일괄실시허락
하기 위한 특허풀의 형성이 표준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독점규제법상
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또,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51)에서도 특
허풀의 형성·운용 등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적용 범위의 명확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1999년 7월에 공표한 ‘특허·노하우 실시허락 계약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지침’(이하 특허·노하우 가이드라인)52)에 보충적인 내용을 가진 특허풀 지
침을 마련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

지법상의 지침(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53)
(2) 일본의 독점규제법
일본의 독점규제법54)의 특허관련 조항은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 독점규제법 제21조는 우리 법 제59조55)와 유사하게 '이 법률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
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특허법 역시 우리나라 법과 유사한 체계를
취하고 있다. 특허법상의 경쟁정책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강제실시권제도 또한 우리와
유사한 요건과 절차를 취하고 있다.56)
(3)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침
일본은 1968년에 「국제적기술도입에 관한 협정기준」을 공표하였다.57) 그러나 그간의 경
50)標準化に伴うパテントプールの形成等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平成１７年６月２９日公正取引委員
会,http://www.jftc.go.jp/pressrelease/05.june/05062902.pdf,[2006년 9월1일접속](이하 일본 특허풀지침).
51) 知的財産推進計画２００４,平成１６年５月 知的財産戦略本部決定.
52) 日本の公正取引委員会, １９９９年７月 ３０日 公表, 特許・ノウハウライセンス契約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
指針.
53) 日本公正取引委員会, 知的財産の利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
http://www.jftc.go.jp/pressrelease/07.april/07042702.pdf[2007년 5월 1일 접속]
54) 私的獨占의 禁止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
55)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6) 정상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조화, 대외경제연구원, 199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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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환경의 변화와 축적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보완하여 새로이 특허·노하우 실시
허락계약에 관한 독점규제법의 지침58)을 공표하였다. 지침은 일방적인 실시허락계약뿐만 아
니라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 특허풀(patent pool), 복수의 실시허락계약 등 상호적
및 다수 당사자간의 실시허락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특허·노하우 실
시허락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판단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한이 부
당한 거래제한을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일본 독점규제법 제3조59) 등의 규제
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다.
(4) 3G 플랫폼에 대한 승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DOJ와 유럽위원회보다 앞서 2000년 12월 14일에 사전상담
제도(prior consultation system)를 통해 3G 플랫폼을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경
우 특허풀에 대한 경쟁정책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는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 즉 「공동연구 지침」(1993년 공표)과 「특허․노하우에 관한 불공
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지침」(1989년 공표)에 기초하여 행해졌다. 두 지침에서는 명확하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黑條項」으로, 상황에 따라서 흑조항이 되는 행위를 「灰色條項」
으로 구분한다.60) 그리고 「회색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제도가 이용된다.61)
이 사전상담제도는 1999년에 발족한 것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상담에 행정부가 대처하는
형식이고 합리성의 원칙에 기초한 분석이 행해진다.62)
특허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상담제도에 의해 견해를 표명한 최초의 예가 3G 플랫
폼에 관한 것이었다. 3G 플랫폼에 관한 사전상담제도에서는 첫째, 플랫폼이 정한 실시허락
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자 서로가 쌍무적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둘
째, 플랫폼에 포함된 특허가 필수특허에 한정되어 있는 점, 셋째, 플랫폼에의 참가가 개방되
어 있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간의 경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3G 플
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63)
(5) 일본의 특허풀 지침의 내용64)
일본 특허풀 지침은 표준기술에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을 채용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침에서는 표준화 활동,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풀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문제
57) 구지침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9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특허법에 의
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를 5개 항목(이 5개 항목은 일본 독점규제지법 제23조를 따라 적용예외로 되
는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속하는 항목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밝힌 것
이었다.)으로 하여 2종류의 기준으로 나누었다.
58) 日本の公正取引委員会, １９９９年７月 公表,『特許・ノウハウライセンス契約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
59) 사적 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60) 미국에서는 전자가 「당연위법원칙」이 적용되는 행위이고, 후자가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黑條項」,「灰色條項」을 채용하고 있다.
61) 金正勳, 전게논문, 157면.
62) 金正勳, 전게논문, 158면.
63) 金正勳, 전게논문, 158면.
64)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Law & Technology 2006년 11월 제2권 제6호에 발표된 정연덕, 특허풀과 독점규제
법의 내용을 참조하고, 이 부분은 요약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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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특허풀을 통한 실시허락에 관한 독점규제법상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표준화 활동자체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문제,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표준화 활동 자체가 독
점규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지만 합리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제한을 과하게 되면 독점규
제법이 적용이 되는 예를 설명하고 있다.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풀에 대한 독점규제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허풀을 구성하는 특
허는 필수 특허이여야 하고, 특허풀 참가에 부당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허풀의 운용
에 있어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특허풀을 통한 실시허락의 측면에서는 실시허락조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면 독점규제법의
위배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독점규제법의 위배가 될 수 있으며, 그랜
트백은 부당하게 차별취급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으며, 라이센시가 특허풀의 특허에 대한
과도한 부쟁의무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라이센시가 다른 라이센시에 대하
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비계쟁의무는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닌 한 독점
규제법상 허용된다고 한다.
Ⅳ. 우리나라의 경우
1. 특허풀의 규율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은 경쟁의 유지를 통한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
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은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허풀의 규율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특허풀을 구성하는 특허들의 내용을 확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호실시허락과 특허풀의 경우에 특허의 이용과 공동행위나 불
공정행위의 경계를 획정하기 어렵다. 미 DOJ의 지침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도에서 실시
허락을 부여하면 친경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실시허락이 부여
되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규율할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영역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판단
을 내리기가 어렵다.65) 게다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조차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풀에 대한 규율을 독
점규제법의 관점에서 규제위주로만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특허풀을 활성화 하여 기업의 연
구개발을 증진시키고,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풀에 대
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과 시장상황에 따른 고려가 있
어야 한다.
2. 특허풀 운용에서의 합리성 원칙
특허풀은 역사적으로 회원 간의 기업 합병과 경쟁자의 배제를 위해 많이 이용되어 왔다. 독
점 목적의 특허풀은 경쟁당국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을 위해 이용된 풀
65) Richard J. Gilbert, Antitrust for Patent Pools: A Century of Policy Evolutio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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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 분할․ 기업 합병(경쟁자 배제의 不當共同行爲)인 경우가 많다. 독점
목적의 특허풀을 경쟁당국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가진 풀에 대한 호의적
취급과 대응된다.66) 특허풀은 효율향상과 경쟁제한의 양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합법의 흑백 판정이 아닌 효율적 요소를 살리면서 경쟁제한성을 배제하기 위한 지도를
경쟁당국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67) 이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 미국 독점규제법의 합리성의
원칙 기준이 적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는 풀에 포함되는 특허를 보완적 특허로 한
정하고 대체적 특허는 포함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지배적 표준을 형성한 풀에
는 모든 희망기업에 대한 무차별 조건의 실시허락을 의무화해야 한다.68)
3. 특허풀의 운용과 부당공동행위
특허풀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특허풀의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독점규제법상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금지되는 공동행위는 '부당한공동행위
‘이다(동법 제19조). ‘부당성'의 의미에 관하여 독점규제법에 직접적인 해석규정은 없으나,
다만 독점규제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부당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
어서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으나 신규진입의 용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진입장벽이 결여되어 있거나 낮을 때에는 그 공동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도 있
다. 물론 공동행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그러나 반드시 강한 진입장벽의 존재가 그 성립의 전제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
행위의 반독점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진입의 적시성, 개연성 및 충분성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그 반독점성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69) 지적
재산권의 행사가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나 산업 지
배에 사용되는 남용의 경우를 독점규제법은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70) 따라서 특허풀의 경우는 특허풀의 특허를 실시허락하는 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특허풀 (Patent Pool)의 친경쟁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특허풀을 통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 행사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풀의 구성 기술, 실시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1) 특허풀의 구성기술
66)
67)
68)
69)
70)

後藤晃․長岡貞男, 전게서, 278면.
後藤晃․長岡貞男, 전게서, 284면.
後藤晃․長岡貞男, 전게서, 285면.
한병영, 전게논문, 186면.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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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풀을 구성하는 기술이 상호간 대체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
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관계에 있는 특허의 공동실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체관계에 있는 특허의 공동실시는 실
시권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능성을 증대시
킬 수 있다. 또한 특허풀 중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 또는 무효인 특허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실시권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효인 특허를 부당하게 존속시킬 우려가 있다.
(2) 특허풀의 실시형태
특허풀 관련 기술의 일괄실시만 허용하고, 각 기술의 독립적인 실시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실시권
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허풀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
시되는 혁신적 기술의 시장가치를 부당하게 하락시켜 관련 시장에서 경쟁기술을 배제할 위
험이 있다. 또한 특허풀 구성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배타적으로 실시를 허용하는 경우 해
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허풀은 기
술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허풀에 속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3) 특허풀의 운영방식
반면 특허풀이 특허권자로부터 분리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운영방

식은 경쟁사업자 간 정보 교환에 따른 공동행위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관련 특허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통해 특허풀 구성방식을 합리화하여 궁극적으로 특허풀의 친(親)경쟁적 효과
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행위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 등에 위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된 별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71)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과 관련하여서는 상호실시허락이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에 대하여 서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으로 특히 특허 분쟁과정의 합의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실시허락은 특허풀에 비해 연관된 사업자의 수가 적
71) (1) 특허풀 운영과정에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 수량, 지역, 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실시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특허풀 운영과정에 다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
술적 성과 등을 부당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특히 특허풀에 포함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풀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공유하도
록 하는 경우, 이러한 지식 등의 공유가 특허풀 외부의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4) 부당하게 특허풀에 무효인 특허 또는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를 포함시켜 일
괄실시를 강제하는 행위 (5) 특허풀에 포함된 각 특허의 실시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일괄실시료
를 부과하여 실시권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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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운영방식 또한 덜 조직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술이용의 촉진과 거래비용 절감
등의 친(親)경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공동행위, 제3의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풀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풀과 관련된 이 지침의 2. 가. (1), (2), (3) 등의 규정은 상호실시허락을 통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준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행위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등에 위반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
된 별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지침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정당한 권리행사
로 볼 수 없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적
용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상호실시허락이나 특허풀의 경우에 경쟁을 제한한다면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많은 재량의 여
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풀과 관련한 심결이나 법원의 판결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01 누
16288사건(2004.2.10.선고)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위법성 판단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72) 본 판결은 전통적인 끼워 팔기에 관한 사건
이며, 특허풀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끼워 팔기에 관한 첫 판
결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대상 판결에서는 끼워 팔기의 위법성 요건의 판단시에
명시적으로 합리성 원칙을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우리 법 규정상 끼워 팔기의 규제 취
지로서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본 이후에 끼워 팔기를 규제할지를 결정하
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리성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73)
최근에 미국에서는 특허풀과 패키지 라이센스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미국 Princo Co. v.
ITC

사건74)에서

2010.

3월에

연방항소법원(CAFC)은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rehearing)로 Princo Co. v. ITC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oral arguments)을 가졌고, 2010.
8. 30일자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특허풀과 관련된 공동 라이센스가 특허남용(patent
misuse)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Sony와

Philips는

오렌지북

표준에

맞는

CD-R/RW 디스크 제조에 필요한 특허의 라이센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기술을 사업화하
고자 했다. Philips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Philips, Sony와 몇몇 다른 특허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패키지 라이센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Raaymakers와 Lagadec 특허를
포함하여 오렌지북 표준 CD-R/RW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들이 포함되
었다. 이러한 패키지 라이센스는 오렌지북 표준전용 디스크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분야(field of use)를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는 소위 “필수
72) 장승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4호, 2004, 493면.
73) 장승화, 전게논문, p.506.
74) Princo Corp. v. US Philips Corp. 2007-1386 (Fed. Cir. Au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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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와 비필수(nonessential)" 2가지로 그룹핑한 패키지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1990
년대 후반에 Princo는 Philips와 패키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디스크를 제조하여 미국
으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약직후에 로열티 지불을 중지하였고, 이에 Philips는 자
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CD-R/RW를 미국에 수입 판매함으로써 1930 Tariff Act의 section
337(a)(1)(B)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Princo 사가 소니사와 필립사가가

대체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반경

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은 거래 및 소송비용의 감소, 투
자결정에서 불확실성의 축소 등을 포함해서 많은 경쟁 촉진적인 효과가 특허풀에 의해 발생
되어 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슈가 된 필수특허가 필수적이 아닐지 모른다는 이유로 포함
시키는 것을 금지하면 이러한 효과는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 관리자가

특허남용을 범하지 않고 어떤 특허를 패키지 라이센스에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끼워팔기로 인한 특허남용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완벽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단특허는 객관적인 제조업자가 라이센싱 할 당시에 이슈가 된 기술
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믿는 것이다.
Ⅴ. 결론

표준 특허풀의 라이센싱 방안과 관련하여 표준 특허풀 업체와 협상시 이미 대상특허들이 표
준화활동히 출원하여 권리화 된 것이므로 해당 기술과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출시하는 한
비침해 주장을 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개별 협상시오 같이 상호 Cross
License를 통해 인하할 수 도 없다 즉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동일한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협상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표준 특
허풀에 포함된 특허들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확인하고, 이후 이 특허들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들과 Cross License를 추진하되 전체적으로 나머지 특허권
자들과의 개별 라이센스 로열티가의 합의 특허풀의 로열티보다는 높지 않도록 하는 협상 전
략이 필요하다.75)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불확실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허풀을 운
영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풀의
경우는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은 행위주체인 특허권자, 실시권

자에 따라 달라지며 표준화의 진행상황에 따라 표준화 초기단계, 표준화 형성단계, 표준화
이후 단계로 구분된다. 개별 단계에 따른 지침이나 규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표준화와 특허풀이 근본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활동과 특허풀 활동은 각
각 고유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므로 표준화 활동 수행시 (특허풀 제정시 필요한) 구체적인 라
이센싱 규칙의 설정 등은 특허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75) 김정중, 국제특허분쟁에 관한 대응 전략, 지식과 권리 제13호, 대한변리사회, 194면.

- 145 -

특허풀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 146 -

2011년 ICR센터 기획세미나

토론문

“특허풀과 표준화 기구의 관련 법적 문제”의 대하여
제승호

표준화기구와 특허풀에 대한 토론문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 제승호1)

【표준화기구에 관한 주요 이슈】
표준화기구가 특허정책을 펴는 주요 이유는 표준화 과정상에서 필수특허의 존
재여부를 가능한한 이른 시기 내지 적절한 시기에 알 수 있도록 해당 특허를 선
언하도록 하고 필요시 라이센스 조건까지 제시하도록 하여 표준완성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필수특허로 인한 분쟁이나 로열티 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방지
하기 위한 취지이다.
표준화기구는 일반적으로 Royalty-free or (F)RAND 조건에서 표준화를 추진
시키고 있으나, 일부 표준화기구는 Royalty-free 조건으로만 표준화를 추진시키
기도 한다2).
표준화기구는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당사
자간에 해결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표준화기구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선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소
개한다.
1. 특허선언의 주체 문제
일반적으로 표준제안서(기고문) 제출자가 특허선언을 하는데, 표준제안을 하지
는 않고 표준제안서를 분석하고 표준화회의 진행방향을 모니터하여 표준 관련 특
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는 특허선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특허선언의 객체 문제
출원특허가 사전에 권리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필수성 판단이 곤란하다3)4). 더
구나 출원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1) 본 토론문의 내용은 특허청의 공식 입장과는 관계없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2)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사실상 표준화기구)는 특허정책에 Royalty-free조건으로만 표준을
추진한다고 명문화하고 있고, ISO, JEDEC 등의 일부 표준화기구는 산하 SG(Study Group)나
TC(Technical Committee), WG(Working Group)에서 자체결정으로 그러한 정책을 펴기도 한다.
3) 필수성 판단시 특허와 표준을 대비하게 되는데, 특허청구범위와 표준문서의 mandatory 부분(예를 들면
normative 부분)을 상호 대비하여 판단한다. 표준문서에서 의무성이 없는 부분(예를 들면, informative
부분 또는 may를 포함하는 문장)은 필수성 판단시 비교대상이 아니다.
4) 다만, 특허출원중이라면 특허청구범위 보정이 명세서 기재범위에서 가능하므로 특허 명세서를 기준으로
표준안과 대비하여 필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언하도록 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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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 특허가 표준완성 후에 분할출원, 계속출원(US), 재발행출원(US) 되는
경우 이 출원들을 최초 선언을 근거로 모두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가 된다.
표준완성 후에 발견된 특허권이나 표준설정 과정 후반에 발견된 특허권이 있으
면 특허권자에게 선언서 제출을 요구하고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라이
선스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표준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들여 만든 표준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교섭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3. 특허선언의 시기 문제
출원특허의 권리범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표준안이 구체화되지 아니하면 필
수성의 판단은 또한 힘들기 때문에, 특허출원 직후 선언하여 표준완성 후에 필수
특허가 되지 않는다면 과다하게 선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표준안이 확정되어 최
종 표준의 윤곽이 잡혀질 때 필수성 있는 특허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때
선언하는 것이 필수특허의 존재 여부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다만, 이때 표준제안자가 전략적으로 표준안에 특허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허선언은 ‘가능한한 조기에 또는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고 있고 적어도 표
준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해야 한다. 다만,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특허선언을 하는
경우에는5)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무엇
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특허선언의 방법 문제
특허선언의 방법에는 특허(출원)번호 등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방식
(Blanket Letters of Assurance)과 개별특허(출원)별로 선언하는 방식(Multiple
Letters of Assurance)이 있다6). 포괄선언하는 경우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허를 표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는 알 길이 없지만,
통상 표준제안서 제출전에 특허출원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기술에 대한 특
허출원이 있음을 추정할 수는 있겠다.
5. 특허선언의 법적효력 문제
특허선언서를 제출한 이후, 선언한 특허의 출원인이 변경되었거나 권리가 이전
되었으면, 이미 제출된 특허 선언서의 효력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의문이다.
5) ETSI, ISO/IEC/JTC1의 특허선언 경향을 보면 표준완성이후의 특허선언이 다수 보인다.
6) IEEE에서의 특허선언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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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한 특허선언서의 라이센스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
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다.
또 표준 A의 내용을 표준 B가 인용하는 경우 표준 A에 대해 제출된 특허 선언
서의 효력이 표준 B에 대해서도 미치는지도 문제가 된다.
6.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대한 해석 문제
현재 표준화기구에서는 조건의 합리성 판단을 하지 않고 허락 조건에 관한 분
쟁처리 규정이 없다.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비차별적인 조건인지 여부
는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조건인지 여부는 로열티 요율이
정해지더라도 업계의 종류, 상황, 위험성, 라이센스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다. 조건의 합리성 판단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고 합리
적 조건에 대한 판단이나 권리자 사이에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7. 특허진술서 관련 분쟁 문제
국제표준화기구의 경우 제출된 특허선언서에 대한 해석을 어느 국가의 어느 법
률로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재판관할, 준거법을 특허정책에 명문화하
거나 특허선언시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허풀의 주요 이슈】
1.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의 필수성 여부 재평가 문제
특허풀에 포함되는 특허권의 필수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특허풀 운용기관과는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7).
당해 평가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신청된 특허의 유무효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필수성 여부만을 판단한다(다만, 표준제정이후에 출원된 특허는 필수성 여부를 판
단하지 아니한다).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가 무효인 경우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
허풀에서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없으나, (특허풀 평가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필수성이 없는 특허가 일단 특허풀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재
평가하여 특허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도 보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허풀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건수에 비례하여 로열티를 배분하고 있는 등
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필수성이 없는 특허가 풀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정한 절차

7) MPEG-LA 특허풀 한국특허 평가기관인 문&문 특허사무소의 경우 MPEG 기술분야의 사건 수임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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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특허풀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본다.
2. 특허풀에 포함되는 특허건수의 확대 문제(로열티 배분정책 문제)
MPEG-LA는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의 양적비중(특허건수)에 따라 로열티를 특
허권자에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질적 비중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한데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건수를 필요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8) 로열티 배분을 왜곡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특허건수 확대를 적정횟수만으로 제한하여 적정하게 로열티를 배
분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로열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
도 당분간 특허건수를 확대하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3. 로열티 부과정책 문제
MPEG-LA 특허풀의 경우, 제품당 로열티 단가를 책정하는 한편 로열티 상한
치9)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제품의 개수가 많은 기업에게 유리한
로열티 정책이어서 결과적으로 親대기업 로열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들 대기업이 대부분 특허풀의 특허권자이므로 결국 특허풀 구성원에게 유리한 정
책이다.
4. 우리나라 주도 특허풀 결성 가능성
특허풀은 실시권자가 부담하는 로열티 액수10) 및 라이센스의 용이성 측면에서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풀도 엄연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모델이므로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권자가 풀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이익이 된다고 인식해야
가능하다.
특정인(기관)이 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에게 일
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특허풀 참여를 권유하여 특허풀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도의 특허풀 형성노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필수특허(표
준특허)의 수가 많지 않고, 경제규모가 작아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라는 관점에서

8) 그 수단으로서 분할출원, 계속출원(US), 재심사출원(US) 등의 제도를 이용한다.
9) 대기업은 통상 많은 수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로열티 상한치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가 턱없이 낮은 경우
로열티 납부 액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0) MPEG-LA의 경우 실시권자는 특허풀에 등재된 특허수에 관계없이 제조한 제품의 수에 비례하여 로열
티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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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
는 동인이 충분하지 않아 국제규모의 특허풀 형성이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
리나라 산학연이 경쟁력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하여 국내 표준을
추진하고 그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로 구성된 방어적인 특허풀11)을 구성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IT 및 그 융합기술분야는 상호 접속성 내지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사
양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12) 필수특허 이슈가 크므로 이 분야의 특허풀 결성은
글로벌 표준특허 리더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여 특허라이센스계약 내지 특허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특허풀과는 달리 국내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부과하여 시장진입을 어렵게 함
으로써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소극적 의미의 특허풀이라고 할 수 있다.
12) 예를 들어, MPEG-2, CDMA, LTE 등의 표준기술은 IT기간 호환에 필수적인 기술로서, 특허가 되었을
경우 이를 회피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 반면, 휴대폰 3×4 한글문자입력방식에 관한 표준은 천지인,
나랏글, 스카이 방식 등의 한글문자입력방식이 있는데, 표준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기기간의 호환문제는
없으므로(단순한 편리성 추구 차원) 여러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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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Ⅴ

FRAND 조건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
이승규

FRAND 조건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서기관1)
<목 차>
1. 서론
2. 표준설정과 경쟁법
3. 표준설정 자체의 공동행위성

가.
나.
다.
라.

관련조항
연성공동행위
적용사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사례

4. 특허 매복행위(Patent Ambush)

가. 개념 및 폐해
나. Rambus case
1) 행위사실
2) EC - EC treaty 102조 가격남용행위
3) 미FTC - sherman 제2조 독점화, FTC법 제5조
4) 평가
다.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행위
2)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5. FRAND 조건 위반행위

가. FRAND 조건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Qualcomm 사례
다. 평 가
6. 결 론

1) 본 글은 개인의 견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및 의결진행 등 정책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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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표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보유자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공정위, 의결 제 2009-281호「Qualcomm 인코포레이티드, 한국Qualcomm(주),
Qualcomm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p42>

공정위는 ‘Qualcomm이 휴대폰제조사에게 CDMA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한 휴대폰에 비해 타사의 모뎀칩을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의결하면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곧,
공정위는 FRAND 조건이 표준화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며, FRAND 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FRAND 조건의 위반이 경쟁제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어떤 조
항을 적용할 것인가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각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적용사례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FRAND 조건 위반이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는 대부분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FRAND 조건의 위반은 중요한 위법성 근거로 활용될 수 있
다. 아래에서는 표준설정의 경쟁법적 문제와 표준설정과정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특허매복행위 및 FRAND 조건 위반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표준설정과 경쟁법
가. 표준설정

표준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의 공통된 특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모든 표
준들이 경쟁법적 이슈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아라비아 숫자, 각 나라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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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들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품의 안전, 성능, 효율성과 관련된 품질표준(Quality Standards),
식품영양성분 측정기준과 같이 상품의 성능을 측정․비교하는 기준과 관련
된 정보표준(Information Standards), 통조림의 표준사이즈와 같이 상품의 유
형 사이즈를 규격화 하는 규격표준(Uniformity Standards), 특정 직업군과
관련된 행동기준 및 자격을 제시하는 자격표준(Professional conduct and
certification standards)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쟁법적 이슈는 발생
하지 않는다.2)
그러나 표준자체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
우에는 표준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llied Tube Case(1998,미국)에서는 강철 전선관을 제조하는 제조사업자들로
구성된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EPA)은 국가 전기코드(NEC)
표준으로 강철로 만들어진 전선관만을 인정하고, PVC 소재로 만든 전선관을
표준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다.
IT분야에서 많이 관찰될 수 있으며 경쟁법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표준
은 상호운용표준(Interoperability standards)인데, 이는 복수 상품간의 상호운
용성을 위한 것으로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연결방식 중의 하나인 USB를 예
로 들 수 있다. 상호운용표준은 특허받은 신기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특허매복행위, FRAND 조건 위반 등의 경쟁이슈를 야기한다.
나. 표준설정 자체의 공동행위성

상호운용표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간 상호 운용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고 각 운용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서 특정한 상호운용방법을 표준으로 정하게 되면 기술간 경쟁이 복수 사업
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에 공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항
을 달리하여 자세히 보도록 한다.
2) 표준의 분류는 OECD 사무국 보고서를 따른다. OECD working paper, 14 June 2010,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TANDARD SETTING AND COMPETITION POLICY,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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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 자체의 영향력

표준설정이 기술간 경쟁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더라도 표준자체의 영향력
이 미미한 경우에는 특정 표준내에서의 경쟁의 감소는 경쟁법적으로 무의미
할 소지가 있다. 예를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표준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
는데,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하다면 브랜드내 경쟁제한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처럼, 복수표준간 경쟁이 왕성하다면 표준내에서의 경쟁감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급속한 기술변화로 표준의 수명이 짧거나, 표
준변경이 쉬워 선정된 표준이 언제나 잠재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는 표준자체의 영향력이 작을 수 있다.
라. 표준설정 방법

Windows와 같이 시장의 경쟁에 의해 특정기술이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한다면 이는 시장경쟁의 결과이지 인위적인 경쟁감소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경쟁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 등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된 행위가 아닌 이상,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은 경쟁법상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마. 표준설정 과정상의 공동행위

표준설정을 위해서는 경쟁사업자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 과
정에서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합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표준설정을 위한 모임이 공동행
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일 뿐, 일반 공동행위와 다를 이유가 없으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3. 표준설정 자체의 공동행위성

표준설정 과정에서의 공동행위와 달리 표준설정행위 자체가 공동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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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
형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이를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
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
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구체화 하고 있다.
상호운용표준과 같이 표준설정이 특정형식 또는 특정기술을 표준으로 정
하여 기술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킨다면 위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
성이 있다.
나. 연성공동행위

경쟁 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공동행위를 연성공
동행위라고 하는데, 표준설정은 특허풀을 이용하여 지식․경험을 결합하고,
위험과 중복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성
공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표준설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장점은 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설정은 특정기술의 투자위험을 감소시켜 여러 기업의 협력과
투자를 유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DTV(고화질
TV)체계는 HDTV신호 자체, HDTV신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HDTV신호
를 전달할 수 있는 TV, HDTV신호를 제작할 수 있는 카메라, 이를 송신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이 동시에 필요한데, HDTV를 표준으로 선정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하였다.3) 둘째, 표준 설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일
한 기술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해당 기술 및 관련 제품의 생산 규모가 커지
게 되어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독일의
DASA-airbus는 주문제작된 상품이 표준화된 상품에 비해 15배의 비용이 소
3) OECD, 전게서, Background Note,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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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주문제작된 상품의 절반은 표준화에 적합하다
고 발표하였다.4), 셋째,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한 하부시장에서는 상호 호환성
의 증대로 경쟁이 증가한다.5)
연성공동행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심
사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
교 형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한다.6) 따라서 표준설정기구의
표준설정 절차가 불완전하여 시장을 독점화 하려는 사업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표준설정과정에서 복수의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방법으로 표준을 설정하여 표준설정으로 기대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
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시정을 요
구하거나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적용사례

표준설정행위 자체를 공동행위로 문제화한 사례는 없으나, 2005년 EU경
쟁당국이 유럽통신표준협회(ETSI, European Telecom Standard Institute)의
표준화 절차가 특허매복행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시작
하였고, ETSI가 EU경쟁당국의 권고내용에 따라 내부 준칙을 변경함에 따라
공식조사 절차가 중지된 바가 있는데, 이는 표준화기구의 표준설정절차에 대
한 경쟁당국의 개입가능성을 보여준다.
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사례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동 조항을
적용하여 규제한 사례가 일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시공입찰과정에서 기본설계의

범위를 합의한 사안

4) OECD, Background Note, 전게논문, 12면
5) 공정위, 의결 제 2009-281호「Qualcomm 인코포레이티드, 한국Qualcomm(주), Qualcomm 씨디
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6)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1호, 개정 2009. 8. 12. 공동행위 심사기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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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건설과 XX건설이 사천시청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종별로 특정공법
및 설비 중 55개 항목을 기본설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안
에서 대법원7)은 “기본설계도서 작성상의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
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품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고, “기본설계의 주요 구성요소를
특정 공법 또는 설비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등 반시장적 요소가 현
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은 설계담당자들이 설계경쟁으로 추가 특화부분들이 많이 반영
될 경우 누가 낙찰되더라도 수익성이 좋지 않으므로 수익성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합의로 표준설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특정 공법 및 설
비의 사용 제한이라는 점에서 표준설정이 사업들간 기술경쟁을 사전에 제한
한다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2)

학습부교재의 규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안

대법원8)은 OO출판사 등 6개 출판사가 학습부교재를 생산․판매함에 있
어 규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6개사가 고등학교 자습서 등의 규
격과 체제를 통일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위 6개사가 규격, 판매조건 등을 획
일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가격상승, 내용의 부실화, 부당한 판매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다“고 판시하였다.

학습참고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규격과 체제의 통일은 IT산업의
경우 수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준선정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따라서 규격의 통일로 꾀하고자 하는 효율성 증진이 불가능해지
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복수사업자간 합의가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특허 매복행위(Patent Ambush)
7) 대법원 2007.9.20.선고2005두15137
8) 대법원1992.11.13.선고92누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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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및 폐해

표준화 절차는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사업자에 의
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표준화절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출원한 특허가
표준으로 설정될 기술을 잘 포함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
이다. 일단 표준이 설정되면 관련사업자들이 표준기술 이용을 위해 상당한
매몰비용을 투입하고, 해당기술을 이용한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이용되
게 되는데, 이후에 매복행위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높은 로열티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표준설정으로
획득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매복행위자에게 이전시키고, 매복행위자가 로열티
부과방법을 이용하여 후속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
화절차 운용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Rambus case

특허매복행위와 관련하여 EC경쟁당국과 미FTC가 공통적으로 조치한
Rambus Case를 살펴보는 것은 경쟁법집행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적용조항이 다르다는 것이다.
1) 행위사실9)
미국 표준화 기구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이
반도체 메모리 DRAM관련 기술을 표준화 하는 과정(SDRAM은 1993년에
발표되었고, DDR SDRAM은 1999년에 발표되었다10))에서 Rambus는 자신의
특허정보를 의도적으로 미공개하고, 출원 중인 특허를 표준에 부합하도록 수
정하였다. Rambus는 1996년에 공식적으로 JEDEC을 탈퇴하였고, 표준화 이
후 관련기술 시장의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SDRAM은 1998년경 메
모리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되었다)하게 되자 2000년 갑자기 자신의 특
9) 행위사실 및 EC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에서 발췌하였다. 윤기호, 이 황, 안일태, 신일순, 김경욱
(2010), 표준특허 선정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및 합리적 라이센싱 방안에 대한 연구, 2010년 공정거
래위원회 용역보고서 80면-82면
10) In re Rambus, Inc., Docket No. 9302 (Opinion of the Commission filed Aug. 2, 2006), 9p,
available at http://www.ftc.gov/os/adjpro/d9302/060802commissionopin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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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침해소송 위협을 제기하며 관련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로열티
를 요구하였다.
2) EC - EC treaty 102조 가격남용행위
EC는 2007년 7월 반도체 DRAM 생산기술 라이센스료 부과 관련 시지남
용혐의로 Rambus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이 심사보고서에서 EC는
Rambus가 특허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Rambus는 DRAM
interface technology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였고, Rambus가 요구한 로열티
수준은 자신의 의도적이고 기만적인 행위(intentional deceptive conduct)가
없었으면 부과하지 못할 수준이었으며, 나아가 기술발전에 기여해야 할 표준
설정과정에 대한 믿음을 저해하였다고 주장(preliminary assessment)하였다.
Rambus는 JEDEC의 회원이었던 1992-96년에는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시
장지배력이 없었고 JEDEC 표준이 된 특허나 특허 출원도 매우 적은 상태
였다. 이에 따라 EC는 Rambus의 독점적 지위가 그의 기술이 일단 JEDEC
의 표준에 포함된 후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론구성을 하였다. 즉 Rambus의
남용행위는 JEDEC 회원일 당시에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할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 이후에 ‘과도한’ 로열티를 부
과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Rambus가 DRAM 제조업자들에게 자신의 특
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한 2000년 당시에는 DRAM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
에 있었다는 것이다.
Rambus는 2009년 5월 13일 EC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경쟁법 위반사실
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경쟁당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5
년간 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후 EC는 2009년 12월 9일 최종적으로
Rambus가 로열티를 낮추기로 한 제안을 수락하기로 함으로써 7년간의 조사
를 종결지었다. 이 결정은 법 위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Rambus가 제안하
고 EC의 조사를 종결지은 Rambus의 시정안(commitment)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EC는 Rambus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 위반 결정이나 과징금도 부
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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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FTC - sherman 제2조 독점화, FTC법 제5조
미FTC는 Rambus가 기술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특허 출원 정보 등을 숨긴 것은 기만을 통한 배제적 행위라고 하면서
Sherman법 제2조와 FTC법 제5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핵심특허기술에
대한 로열티 상한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 항소법원은 특허를 공개한 경우에도 Rambus의 기술이 표준으
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허매복행위와 독점화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특허매복행위로 JEDEC가 RAND 라이센스 조건을 부과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이는 미국 반독점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
면서 FTC의 결정을 번복하였고,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11)
4) 평가
동일한 행위사실에 대해 EC 경쟁당국은 Rambus가 2000년 이후에 로열
티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가격인상행위에 초점을 두어 판단하였고, 미FTC는
1992-96년 사이에 발생한 Rambus의 기만행위에 초점을 두어 판단하였다.
이는 양국의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일 뿐, 표준설정과정에서 기만행위로 인한
경쟁법상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비록 EC경쟁당국
의 사건이 commitment decision으로 종결되어 최종적 위법성 여부는 확인되
지 않았고, 미FTC의 결정이 항소법원에서 번복되었지만, 두 경쟁당국이 동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치하려 했던 사실은 주목해 볼만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독점과 지식재산권관련 DOJ-FTC 정책보고서를 발간
하고(2007), EU에서도 Horizontal Guideline 중 표준화 관련규정을 개정한 점
을 감안할 때, 각국의 경쟁당국은 표준설정과 관련된 경쟁법위반에 대해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적극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집행원칙
을 정립중인 것으로 생각된다.
11) OECD working paper, 14 June 2010, the United States, COMPETITIVE ASPECTS OF
COLLABORATIVE STANDARD SETTING,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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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행위
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행위 중 가
격의 부당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을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
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
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가능성

검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은 부당한 가
격의 변경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므로 EC경쟁당국의 접근방법과 같은 가
격결정에 대한 접근은 곤란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자체에는 시장지배적 사업
자에 대한 가격결정에 대해 규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조항
만으로는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가격결정과 관
련된 시행령조항이 1980년대에 개정된 것을 감안할 때 별도의 입법이 있기
전까지는 과도한 가격결정 자체를 규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현행조항을 근거로도 규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Rambus 사례의 경우, Rambus의 특허 매복행
위와 관련된 특허의 원천기술은 Rambus가 1990년 4월 18일에 PTO(Patent
Trademark Office)에 제출한 No.07/510,898(the '898 application)이고,
Rambus는 1990년 초부터 DRAM 제조사나 DRAM과 호환되는 회로제조사
에게 위 기술을 라이센스하기 위해 주요 제조사들에게 많은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으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주요 제조사들은 DRAM 대신에 당시
JEDEC이 만들어놓은 표준을 선택한 사실이 있다.12) 이와 같은 배경에서
12) FTC commissioner Harbour, opinion of commission, pp7-8, available at
http://www.ftc.gov/os/adjpro/d9302/060802commissionopin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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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us가 자사의 특허기술이 JEDEC의 표준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제시 또
는 부과한 로열티 수준과 JEDEC의 표준으로 선정된 이후에 부과한 로열티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가격의 부당한 변경이 성립하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심사지침에서는 수급의 변동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의 변
동은 표준설정이라는 인위적 행위로 인해 수급이 급격히 늘어났으므로 일반
적인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로열티를 낮추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며, 특
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공정거래법령상 정당화하는 사유는 많지 않을 것이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
표준설정행위로 인한 효율성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하지 않으
면 표준설정행위 자체가 연성공동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은 앞
에서 살펴보았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의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표준설정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반감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공동행
위를 하게 한 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될 수 있다.
가) 관련조항
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가능성

검토

위 조항을 적용할 경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은 특
허매복행위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특허를 매복하더라도 FRAND 조건에 따라 로열티를 부과하는 경우
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특허매복행위 자
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표준설정기구
를 기만하여 특허를 매복하는 경우에는 FRAND 확약을 회피하거나 해당 표
준이 자신의 특허를 우회하여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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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허매복행위와 이후의 로열티 부과행위가
주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다면 부당성에

대한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법문언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
위에 위와 같은 특허매복행위가 포섭될 수 있는가 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표
준설정과정에서의 특허매복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기 보
다는 ‘연성공동행위를 부당하게 만든 행위’이다. 경성공동행위의 경우 엄격하
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한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연성공동행위 경우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진효과의 비교형량이
중요하므로 효율성증진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연성공동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며, 표준설정 과정을 악
용하는 것이 인위적인 시장독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9조
제1항의 탄력적인 해석을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특허매복행위 기만성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가능성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외에 불공
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거래기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지남용행위 또는 공동행위의 접근방법보다 더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미FTC도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조항인
FTC법 제 5조를 특허매복행위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눈여겨
볼만 하다.
가) 관련조항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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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가능성

검토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
며, 기만 또는 위계의 대상으로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명칭등을 예
시하고 있는데, 특허의 존재여부가 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
나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의 존재여부는 상품, 용역의 품질, 원산지 정보에
비해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만행위에 대상이 된다는 것에
는 큰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표준화기구를 고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부당
한 고객유인행위에서의 고객은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되므로 표준화 기구에 포함된 관련사업자나 향후
해당 표준을 이용하게 될 잠재적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부당성과 관련하여서도 기만행위로 인하여 표준설정이 왜곡되면 관련 산
업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경쟁 또는 공
정거래기반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5. FRAND조건 위반행위

FRAND 조건위반과 관련된 과도한 특허사용료 부과는 특허매복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은 앞에서 살펴보았으
므로 FRAND 조건 위반행위 중 가격차별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가. FRAND 조건
표준화 기구들은 표준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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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센스 실시확약은 표준화기구들이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널리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FRAND 조
건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특정하는 개념은 아니
다.13) 다만 특허권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계약위
반으로 이에 대한 사적소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국가제정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인데, 이를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KS A 0001 부속서 F에서도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KS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KS개요에 해당 특허권을 명시하고, “특허권의 권리자는 산업표준심
의회에 대하여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해당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음을 보증한다”라고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표준설정기구가 확약을 받은 FRAND 조건을 위반할 경우 경
쟁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Qualcomm vs. Broadcom 사건
에서 연방항소법원14)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경쟁제한효과를 인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5) 즉 ①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민간 표준설정 과
정에서 ②특허보유자가 필수 전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
도적인 허위약속을 하고 ③표준화기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켰으며 ④그 특허보유자가 이후 그 약속을 위반할 경우, 이는 반경쟁
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 때 FRAND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는데, 항소법원은
문제된 로열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
것만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다.16)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 제품을 쓰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차별
적’인 로열티가 부과되었다는 것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갖추어지면
위법성을 인정할 여지가 커진다고 설시하였다.
13) OECD, Background Note, 전게논문, p29
14)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501 F.3d 297 (3d Cir. 2007). 양사는 올해 4월에 9억불에
합의(settle)하고 소송을 종결하였다. Qualcomm 홈페이지(http://www.qualcomm.com/) 참조 (윤
기호 외 전게논문 99면 재인용)
15) 윤기호 외 전게논문 99면 재인용
16) 윤기호 외 전게논문 99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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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거래위원회의 Qualcomm 사례
서론에서 인용하였듯이 공정위는 Qualcomm이 표준설정시 FRAND조건
에 따를 실시료 부과를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
용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자사모뎀칩을 사용한 휴대폰에 비해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차별로 인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로 규정하
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하였다(2009년). 이에 대해
Qualcomm은 자사모뎀칩 사용여부에 따른 차별은 모든 휴대폰 제조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차별행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Qualcomm은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동시에 해당 기술을 이용한
모뎀칩도 판매하고 있어 기술시장과 모뎀칩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
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평 가
통상적인 가격차별행위는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완벽한 가격차별은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여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가격 및 생산량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설정 과정에서 확약한 FRAND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반
적인 가격차별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표준선정으로 특정
기술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호 운용성을 통해 해당 기술 기
반위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술사용료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차이나면 경쟁기반 자체가 잘못 형성되는 것이므로 가격차이의 존재
자체로 경쟁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도 FRAND 조건 중에서도 “비차별”(Non
Discriminatory)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Fair Reasonble) 조건에
비해 특허권 남용 방지에 유용하다고 하면서 비차별 조건은 연관 산업분야
의 경쟁사업자(horizontal competitor)에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예방한다고 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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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표준설정과정에서 특허미공개행위와 FRAND 조건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
법집행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집
행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표준설정행위는 당사자간의 단순한
계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형식의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구매위험
을 감소시켜 해당기술의 확산을 급속하게 하며, 해당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표준설정에 따른 네트워크효과와 고
착효과에 의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같은 공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
다. 아울러 외국사업자들의 표준설정행위로 인해 진입장벽이 형성되고 국내
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표준설정으로 인한 국내경쟁질서
보호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경쟁제한적인 표준설정행위나 FRAND 조건 위반을
제제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
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표준설정행위를 장려하고, 그로 인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
표준설정 과정에서의 특허 미공개행위는 미공개로 인하여 시장이 독점화
되고 그로인해 부당하게 높은 라이센스료가 책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정책적으로 특허가 미공개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공개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실시료 상한을 정
해두되, 특허보유자가 표준의 설정과정에서 특허기술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FRAND 조건의 거부 또는 특허실시료 상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며,
17) OECD, Background Note, 전게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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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그에 대한 경쟁법집행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통합적
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주친중인 지
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가 차질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다만 위와 같은 논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 차원에서 그
쳐서는 안 되고, 특허권의 지나친 보호 또는 특허권 남용으로 사회후생이 감
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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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ICR센터 기획세미나

토론문

“FRAND 조건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의 대하여
김유진

토 론 문
김유진
O 우리 공정거래법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
제에 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
정거래법 관련 문제의 대부분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될 것인데, 공정거
래법은 제59조에서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지
식재산권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
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인 것으로 보인다.
O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이슈는
일률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이 문제되어지는 공정거
래법 조항을 살펴본 후 각 조항에 규정된 위법성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
려사항 및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유형을 규정하여 각 조항별 위법
성 판단 단계로 넘어가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의 유형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특허미공
개행위와 FRAND 조건 위반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1) 특허미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 조항의 적용
가능성
O 특허보유권자의 표준화기구 기만행위로 특허보유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채
로 표준화가 설정된 경우에, 만일 기만행위를 한 특허보유권자가 이미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특허보유권자의 표준화
기구 기만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쟁기술을 배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할 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될 가능
성이 있다. 만일 기만행위를 한 특허보유권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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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기만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여
지는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O 위와 같은 검토 이외에 기만행위로 인한 특허미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
래법 제19조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의 해당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
지가 있어 보인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공
동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보유권자가 단독으로
중립적이고 선의인 상태인 표준화기구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허
보유권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표준화기구를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의도적인 기만적인 행위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
한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어 이 조항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준화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포함된 채
로 표준이 설정되도록 한 특허보유권자의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보
유권자의 기만행위의 유형 및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표준화기구가 선의로서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O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설정으로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율성증
대효과는 표준설정행위를 할 당시의 제반 객관적인 사정과 그에 기초한 합
리적인 예상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
의 발생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이 부당공동행위를 판단함에 특별한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의의 표준화기구를 이용한 특허보유자의 기
만행위가 부당공동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의 문
제와 그러한 공동행위가 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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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보유권자의 의도적인 표준화기구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
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겠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보유자의 기만행위가 없었더라면 표준화기구는
다른 표준을 채택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
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검토하여 특허보유권자의 지식재산권 행
사가 중대하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인과관계의 인정은 부당공동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
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요구되어지므로, 결국은 어느
정도로 입증되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특허미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의 적
용 가능성
O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에는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
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보유권자가 의도적으로 표준화기구를 기만하여 특
허보유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표준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기만행
위는 일응 불공정하다고 할 것인데,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러한 기만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켜 자신의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정당한 경쟁이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되어야 한
다. 결국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쟁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에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만행위가 없었더라면 표준화기구가 다른 선택을 하였
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표준으로 선
정된 개별 기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FRAND 조건을 위반하여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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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보유권자가 표준설정 과정에서 확약한 FRAND 조건을 위반하여 과도
한 실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와 같은 특허보유권자의 행위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남용하는 모습을 띠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의 지위 남용 행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비용의 변동에 대비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가격남용행위로서 규제하고 있어서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실익이 있어 보이는데, 특허보유권자의 특허권이 포함된 채로 기술표준이 설
정되면 이는 후방제품시장에서 필수설비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어서 동 조항
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FRAND 조건을 위반한 사업
자가 이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표
준화 과정에서 특허보유권자가 FRAND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표준화기구가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마찬가지로 요
구된다는 점에서 쉽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표준으로 선정된 개
별 기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O 한편, FRAND 조건을 위반하는 기만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
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FRAND 조건을 위반하여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O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시장지배
력이나 기타 사유로 사용자 사이에 차별을 둘 경우, 그러한 특허보유권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
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가격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특허보유자
에게 인정되는 핵심적인 권리라서 그러한 가격차별로 인하여 경쟁이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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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 구체적으
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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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승호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 (현)
29회 기술고등고시,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심사평가관, 심판관 역임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전담

♦

김유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사법연수원 27기
LL.M.,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 St. Lou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