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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들어가는 말
표준화(Standard Setting)란 다수의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규격, 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공
통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1) 표준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정부, 표준화 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나 비공식적인 산업기구를 통한 방법 또는 시장의 작용에 의한 방법이
있다.2) 후자의 표준화 방법에 의하여 확립된 표준을 이른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라
고 한다. 특히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또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표준
화 기구를 통한 집단적인 기술표준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수준이 빠르게 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3)
표준화 기구를 통한 집단적인 기술표준 선정은 경쟁 및 기술혁신 촉진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표준화 기구의 성격과 선정된 기술표준의 내용에 따라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기술혁
신을 지연하는 효과, 소비자 선택권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는 공동행위를 촉진시키는 효과와 같은
경쟁저해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4) 기술표준 선정 과정과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일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지적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의 남용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편으로서,
일련의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또는 모범운영기준과 같은 행정입법 또는 이른바 연성법(soft law)5)
1) 공정위 2011. 12. 제정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 기구의 모범운영기준’.
2) Coates, Kevin, 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 of Technology Marke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83.
3) 홍대식·권남훈,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고려법학 제63호 (2011), 197면.
4) OECD, “Standard Setting and Competition Policy”, OECD Policy Round Tables DAF/COMP/WP2(2010)4 (2010),
pp.5-7.
5) EU의 학자들은 고시(notices), 지침(guidelines)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행정규칙을 일반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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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2010. 3.에 ‘부당한 지식재산권의 심사
지침’(이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을 대폭 개정하였고, 2011. 12.에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
한 표준화 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이하 ‘표준화기구 운영기준’)을, 2012. 1.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
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제정하였으며, 2013. 3.과 2014. 12. 2회에 걸쳐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6) 이러한 행정입법은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고시와 구별되나,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7) 또한 공정위에서 행정입법에서 제시된 해석 또는 판단의 기준을 실제 사건의 쟁점 해결
을 위하여 원용하고 이를 법원에서 수용할 경우 그 기준은 법리의 지위를 얻게 될 수도 있다.8)
특허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
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한(공정거래법 제59조
참조) 일단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즉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
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
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9)
그러나 특허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이 곧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허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당해 행위
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만, 그 단계에서의 경쟁 영향에 대한 고려는 지
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공통적인 목표와 관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동태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법상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당
성법(soft law)이라고 부른다. 홍대식,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
토를 소재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175면.
6) 2014. 12. 심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일반적 심사원칙의 개정(심사지침 적용범위의 축소 및 위법성 판단기준
의 일원화 등), ② 일반적 실시허락에 있어 실시료 수준 규제 조항의 삭제, ③ 표준필수특허 관련 내용의 추가, ④ 특
허관리전문사업자(Non-Practicing Entity) 관련 내용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창훈, “지식재산
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개관 및 평가”, 경쟁저널 제179호 (2015. 3.), 44-63면.
7) 홍대식 (2011).
8)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법원이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인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의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
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예규에 불과한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법리로 정립한 것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등).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비교사법 제21권 1호(통권64호) (2014), 203면 참조.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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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달리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혁신
의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행위
의 정당성을 평가할 경우, 그러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또는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상
품의 출시를 저해하는 등으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
특허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새로운 기술혁신 유인 제공의 측면과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측면을 대비하였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그 행위의 성격이나
그 행위가 행해지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표준화 기구를 통한 기술표준 선
정 과정에서 표준기술로 선정되거나 선정된 표준기술에 포함된 특허권의 행사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쟁법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표준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보유
자가 해당 기술표준이 업계에서 시행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기술에 의한 경쟁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표준기술이 속한 기술시장 및 그 하방시장인 상품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에 앞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정위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행위를 표준화 절차를 악용하거나,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후 부
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10)한다. 또한 위 심사지침은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
① 기술표준 선정 관련 가격 기타 조건에 대한 부당한 합의 행위, ② 관련 특허 정보 비공개 행위,
③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우회하는 행위, ④ 부당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
허락 거절행위, ⑤ 부당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조건의 차별 또는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 부과
행위, ⑥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 시 실시권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
는 조건 부과 또는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보유한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상호실시허락의 조건 부
과 행위를 열거한다.11)
이 중 ① 내지 ③의 행위는 기술표준 선정 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허기술 보유자의 기회주
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 기구의 대응책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구체화
10) 2010. 3. 개정 당시의 심사지침에서는 이 부분이 “표준화 절차를 악용하거나, 기술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부당한 조
건을 제시하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기술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부
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가 바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
처럼 표현되었으나, 현재의 심사지침에서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이라는 항목이 삭제되
었다. 이 부분은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것이
고 일단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후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위 항목을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 홍
대식․권남훈 (2011), 191면.
11)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III. 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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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 점에서 이는 표준화 기구를 통해 선정된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특
유한 행위 유형이다. 이에 대하여 ④ 내지 ⑥은 해당 표준특허가 필수성(essentiality)을 가진 특허
인 경우, 즉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12)인 경우 그 보유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다.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도 ④ 내지 ⑥의 행위는 표준화 기구를 통해 선
정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시 필수 활용 기술로 채택되는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기술로 널리 이용되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론을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의 식별, 그리고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단계별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
용하여 제재한 국내의 대표적 사례인 공정위의 퀄컴 사건에 관한 공정위의 의결과 서울고등법원
의 판결의 내용을 일반론에서 살펴본 판단 단계별로 법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
기로 한다. 퀄컴 사건에서는 모두 세 가지 행위 유형이 문제되었지만,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행
위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Ⅱ.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 적용의 일반론
1.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시장의 획정은 경쟁상품의 범위를 기초로 사업자에게 작용하는 경쟁압력(competition
pressure) 또는 경쟁제약(competition constraint)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12) 표준필수특허란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
기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지식재산권 심사지침 I. 3. 가. (6)). 즉 필수성이
인정되는 한 정부, 표준화 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
술이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에는 표준화 기구에서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표준기술로서 필수성을 가진 특허도 포함되므로, 후자를 이른바
비표준필수특허(non-SEP)로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 한편 하나의 특허가 복수의 청구항들(claims)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청구항을 포
함하고 있는 특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훈 (2015),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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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갖고 있는 시장력(market power) 또는 상당한 시장력(significant market power)의 정
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13) 관련시장 획정은 시장력 또는 상당한 시장력이 존재하는 시
장을 확인한 후의 경쟁 분석 단계에서도 필요하다.14) 경쟁 분석은 경쟁 과정(process) 및 경쟁의
성과(outcome)에 대한 피해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를 입은 경쟁 과정
의 범위는 관련시장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흔히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여 이를 시장력의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지만 시장점유율 산
정이 관련시장 획정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시장 획정의 주된 목적
은, 그것이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기업이건, 반경쟁적인 남용의 혐의를 받는 기업이건, 규제적인
개입의 후보 대상이 된 기업이건,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경쟁압력을
행사하는 상품들을 식별하는 것이다.15)
공정거래법도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점유율의 산정을 다른 맥락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시장을 의미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정의
(법 제2조 제8호)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개념요소(법 제2
조 제7호 제1문, 제8의2호)가 되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은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에
서 행위주체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의 한 요소(법 제2조 제7호 제2문)이자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법률상 추정 요소로 규정(법 제4조)되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
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법 제2조 제7호
제1문), ‘일정한 거래분야’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행할 경우 그 행위의 남용성 또는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에서는 아무런 지
시를 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정한 법 제3조의2에서 명시적

13) Evans, David S., “Lightening Up on Market Definition”, RESEARCH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ANTITRUST LAW, Einer Elhauge, ed., New York: Edward Elgar (2010).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599270
14) Werden, Gregory J., “Why (Ever) Define Markets? An Answer to Professor Kaplow” (2012).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004655
15) Filistrucchi, Lapo, Damien Geradin, Eric van Damme & Pauline Affeldt,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TILEC Discussion Paper No. 2013-009; Tilburg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09/2013 (2014).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2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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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쟁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설은 대법원의 포스
코 판결16) 전부터 이를 경쟁제한성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점을 확인하였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
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여(법 제2
조 제8의2호),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제로서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하여 관련시장 획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단계뿐만 아니라 경쟁
제한성 판단 단계에서도 필요하다.
위법성 판단의 전제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에 전․후방의 인접시장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장이 행위 또는 효과가 문제되는 시장과 밀접하게 연
관된 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상품의 생
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을 고
려하고,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를 정할 때 “관련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관련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17) 이 점을 시사한다.
또한 대법원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
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18)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지위 관
련 시장)과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효과 관련 시장)을 구별하고 두 시장 사이에 적
어도 원재료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 지위 관련 시장과 다른 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제한의 효과도 문
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19)
16)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7) 위 판결.
18) 위 판결.
19)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과 그 사업자의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
이 다른 경우 두 시장 사이에 원재료 의존관계 외의 관계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경쟁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지 또는 지위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효과 관련 시장에 전이(leveraging)하거나 확장(extension)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또는 기준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티브로드 강서방송 I 사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에서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의 성격을 가진 유료방송시장에서 종합
유선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측면시장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송출시장과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의 관계가 문제되
었는데, 대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채
널변경행위를 한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도 곧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확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11. 8. 선고 2007누10541)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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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거래대상에 따른 시장 획정을 할 때 특별
히 고려되어야 할 점은, 경쟁법적 문제가 통상적인 상품·용역이 거래되는 상품시장(goods
market) 외에도 그에 선행하는 시장으로서 실시허락계약 등의 형태로 관련 기술이 거래되는 기술
시장(technology market)과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기술․공정을 위한 특정한 연구개발과 관
련된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도 공정위가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20)
기술시장이란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이 실시허락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실시허락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 관련 기술과 그 밀접한 대체재로 구성되는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21) 이
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그것이 사용된 상품과 구별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에 실시허락
계약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정될 수 있다.22) 관련 기술시장을 획정할 때는 일
반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술시장 획정을 위해서도 실시허여자(licensor)에 의하
여 시장화된 기술에서 출발하여, 실시사용자(licensee)들이 작지만 일시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가
격, 즉 실시료(royalty) 인상에 대응하여 전환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기술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대안이 되는 접근방식은 실시허락의 대상
이 된 기술을 통합한 상품시장을 관찰하는 것이다.23) 다만 기술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때는
기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표준화에 따른 기술호환 문제
등으로 인해 대체기술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의 거래분야만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24)

적 지위를 전이하여 인접시장인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다른 사업자인 상품소개 및 판
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우리홈쇼핑)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인데, 대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프로그램 송출서비스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20)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II. 3. 가. 위 심사지침에서는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
자 여부 판단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1) 미국의 '지식재산 실시허락 심사기준'(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1995), §3.2; EU의 '기술이전계약 심사기준'(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Commission Notice, 2004/C101/02
(2004), para. 23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시장을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한다. "technology markets consists of the
licensed technology and its substitutes, i.e. other technologies which are regarded by the licensees as
interchangeable with or substitutable for the licensed technology, by reason of the technologies' characteristics,
their royalties and their intended use."
22) 미국의 지식재산 실시허락 심사기준, §3.2
23) EU의 기술이전계약 심사기준, para. 22.
24)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II. 3. 가. (2)

발제 1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35

관련시장 획정은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 과
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실시허락의 대상이 된 기술을 통합한 상품시장을 획
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의 원천을 식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기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확장이 경쟁상 문제의 본질인 경우, 기술시장을 별도로 획
정하지 않고 상품시장에 관련 특허기술을 통합하여 획정한 후 그 시장에 국한하여 경쟁 분석을 하
게 될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실시
허락과 관련된 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지위 관련 시장을 획정한 후 그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
해서는 그 사업자의 그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5)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 또는 시장지배력(dominant power)을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공
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시장지배력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 또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법 제2조 제7호 제1
문). 시장지배력의 개념 요소인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가능
성’은 어느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자, 고객 나아가 소비자로부터의 충분히 유효한 경쟁압력 또는
경쟁제약에 의하여 억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
다.26) 이는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개념요소인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기타 거
25)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등.
26) 유럽연합(EU)의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position of economic strength enjoyed by
an undertaking which enables it to prevent effective competition being maintained on the relevant market by
affording it the power to behave to an appreciable extent independently of its competitors, customers and
ultimately of its consumers." Case 26/76 United Brands v Commission [1978] ECR 207;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조
약 제82조(현재의 제102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배제적 남용행위에 적용할 경우의 집행 우선순위에 관한
지침'(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icle 82 of the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이하 ‘EU의 배제남용 집행지침’)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당
한 기간 동안 경쟁 수준 이상으로 수익성 있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지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상품
과 문제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 집행지침 para.6;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가격 인상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행지침에서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도록 경쟁의 변수,
즉 가격, 생산량, 기술혁신, 상품․용역의 다양성과 품질 등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축약어로 사
용되었다는 점이다.

36 

2015년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 시장경제 연구센터 학술대회

래조건의 결정에 대한 영향’와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보다 더 높은 입증 수준을 가리킨다.
공정거래법상 개념인 시장지배력은 경제학적 개념인 시장력(market power)27)과 구별될 필요
가 있다. 시장력은 시장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의 능력, 수익성 있게 한
계비용 이상으로 가격기타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사업자의 능력 또는 경쟁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
을 얻는 사업자의 능력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든 그 능력의 정도는 공정
거래법상 개념인 시장지배력에 미치지 못한다. 시장지배력에 유사한 것은 상당한 시장력
(significant market power)인데, 이는 시장력 중에서도 상당하고 지속적인 시장력을 말하는 것이
다.28) 국내 다수의 문헌, 특히 경제학 문헌은 market power를 ‘시장지배력’으로 번역하여 공정거
래법상 개념인 시장지배력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데, 공정거래법에서는 그러한 요소로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
적 규모를 열거하고 있다(법 제2조 제7호 제2문). 이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상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되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II. 부분에서는 법 제2조 제7호 제2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판단요소, 즉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와 함께 기타 요소로서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
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기타 고려요인29)을 열거하고, 각 요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판례에
서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으로는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이 있다.30)
공정거래법은 이들 판단요소 중 시장점유율을 가장 중시하여 시장점유율 요소만을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조). 시장점유율은 법 제3조의2의 규정
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매출액이나
27)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는 시장력을 반트러스트법 위반 여부의 판단의 요건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미국에서는 시
장력이 법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Jefferson Parish Hosp. Dist. No. 2 v Hyde, 466 U.S. 2, 27, n.46 (1984). “As an
economic matter, market power exists whenever prices can be raised above the levels that would be charged in
a competitive market.”
28) Nazzini, Renato, The Foundations of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The Objective and Principles of Article
102,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6.
29) 기타 고려요인으로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이 추가로 열거되어 있다.
30)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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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또는 생산능력은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 상품시장 및 관련 지역시장에서 발생한 매출 등을
의미하므로,31)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는 관련시장에서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 대용물로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는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
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권 보유자의 시장지배력 판단과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력 판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시장지배력 판단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첫째, 지식재산권이 행사되는 맥락에서의 시장지배력은 관련시장에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시장지배력을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능력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사고 틀을 확장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유자가 곧바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32)
셋째, 시장지배력 여부는 지식재산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영향력, 대체기술의 존부,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판단요소에 추가하
여 지식재산권 보유자 지위에 특유한(status-specific) 고려사항을 열거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시장지배력과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구별됨을 명
확히 한다. 즉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식
재산권의 행사가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
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식재산
권 행사 행위 중에서도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취급, 현저히 과도한 실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자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33)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에
우선권을 두는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의 대상을 행위 유형에 따라 시장지배력 또는 압도적인 시장
3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법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NHN).
32)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llinois Tool Works 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다. Illinois Tool Works Inc. v. Independent
Ink. Inc., 126 S.Ct.1281, 1293 (2006). 이 판결을 해설한 국내 문헌으로는 정영진,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만
남”, 경쟁저널 제126호 (2006. 4․5.), 홍대식, “특허상품 끼워팔기 사건에서의 시장지배력 입증: 미국 lllinois Tool
Works 판결”, 경쟁저널 제140호 (2008. 9.) 참조.
33)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은 단순한 시장지배력보다 정도가 매우 높아 독점에 접근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Whish, Richard &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87-189; EU 집행
위원회의 Microsoft 결정에서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Microsoft의 시장지위를 ‘압도적으로 시
장지배적인 지위’(overwhelmingly dominant position)으로 표현하였다. Commission Decision of March 24,
2004(Case COMP/C-3/37.792 – Microsoft), OJ 2007 L32/23, para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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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한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14년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2014년 개정에서 이 규정을 신설한 것과 개정 전 지침에 있던 공정거래저해효과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을 들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
제한성으로 일원화되고 적어도 지식재산권의 단독 행사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자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표현되었다는 분석이 있다.34)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시장지배력 판단과 관련해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관련 시장에서 시
장지배력을 보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문제되는 특허가 표준필수특허
라면 그 보유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된다
는 의미이다. 여기서 표준필수특허라는 개념에는 그 특허가 기술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요소와
그 특허가 필수성을 갖고 있다는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특허가 기술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그러한 표준특허 보유
자의 시장지배력을 징표하는 사정이 되기 어렵다. 표준에 포함된 특허나 발명의 권리 행사 과정에
대해 경쟁법의 감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는 표준에 포함됨으로써 ‘변화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의 여부가 중요한데, 표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방향은 양면적이므로 경쟁법적 측면에
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만은 없는 어려운 과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35) 공정위의 표준화 기구 운
영기준에서 “특정 표준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지배력이 추정되
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준의 보급수준, 표준의 대체가능성, 관련 지식재산권의 필수성 등 구체적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36)을 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도 표준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력 여부 판단에서 그 특허의 필수성을 추가
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이, 표준특허가 필수성을 가져 표준필수특허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수성의 정도는 기술
적 또는 상업적 대체성의 범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또한 특정한 경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관
련시장 획정과 시장력 평가의 요소가 된다.37) 해당 특허기술이 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에
서 복수의 표준을 전제로 한 대체기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특허기술이 필수성을 갖
고 있는 경우 시장에서 대체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점은 그 필수성이 표준화 기구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든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든 구별할 필요가 없다. 특히 표준필수특허인 경우 그 표준
34) 이창훈 (2015), 46-47면.
35) 권남훈․홍대식,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의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정보법학 제15권 제2호 (2011), 117-118면.
36) 표준화 기구 운영기준 II. 1. 다.
37) Niels, Gunnar, Helen Jenkins, and James Kavanagh, Economics for Competition Lawy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461.

발제 1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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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그 특허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이 그 표준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좌우할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특허의 보유자가 그 표준을 단위로 획정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3.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의 식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위법성 유형에 따라 착취적 남용행위
(exploitative abuse)와 배제적 남용행위(exclusionary abuse)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은 다시 가격
기반 남용행위(price-based abuse)와 비가격 기반 남용행위(non-price-based abuse)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사업활동 방해행위(같은 항 제3호),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 방해행위(같은 항 제4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같은 항 제5호 전단)이
다. 판례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그 부당성을 ‘독과점
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평가·해석하여야 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특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
정된다고 판시38)하여, 이들 행위가 위법성 유형의 측면에서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배제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 중 어느 유형이 가격 기반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어느 유형이 비가격 기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구분법을
취하고 있는 EU의 배제남용 집행지침에서는 가격 기반 남용행위의 경우 원칙적 기준으로 동등하
게 효율적인 경쟁자 기준(as efficient competitor test)을 채택하고 그와 같은 경쟁자에게 봉쇄효과
(foreclosure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가격 분석을 실행할 것을 규
정39)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유형이 가격 기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 대체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conditional rebates), 끼워팔기 및 결합판매, 약탈적

38)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포스코. 거래거절행위), 대
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티브로드 강서방송 I),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SK
텔레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NHN)(이하 불이익거래 강제 행위),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두7465 판결. 기타 사업활동 방해행위. 현대자동차) 등이 있고,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6322 판결(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이베이지마켓 I) 등이 있다.
39) EU의 배제남용 집행지침 paras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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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책정행위가 가격 기반 남용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40) 이는 이러한 행위 유형에 대한 행위 특
유의(conduct-specific)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비용-가격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 기반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경제학의 도움을 얻
어 가격-비용 분석 틀을 활용한 행위 특유의 심사기준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심
사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정교한 판단을 도출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에, 비가격 기반 남용행위
의 경우에는 규범적 판단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1)
그런데, 현행법상 열거된 행위 유형은 위와 같은 이론적 고려와는 별로 관련 없이 설정된 것으
로 보인다. 예컨대, 배제적 남용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공정거래
법 시행령에서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같은 항
제2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가 가격 기반 남용행위라면 후자는 비가격 기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기반 남용행위에 대하여 가격-비용 기준(price-cost test)을 많이 활용하는 외
국의 사례에 따르면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의 경우에는 경제분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된 고려요소들로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를 식별하여 합리성 있는 심사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되므로42) 경
제분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 가격 기반 남용행위와 비가격 기반 남용행위의 구분법이 이런
실제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가격 기반 남용행위와 비가격 기반 남용행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행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부당성 판단에
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행위 유형이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conditional rebate)이다.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배타조건부거래 기반의 접근법(exclusive dealing-based
approach)과 약탈적 가격책정 접근법(predatory pricing framework)이 대립하고 있는데,43) 배타
조건부거래 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격-비용 기준을 반드시 충
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44)이 가능하다.
공정위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행하는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
40) 강우찬, “EC조약 10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집행지침(Guidance Paper)에 대한 분석적 연구”, 사법논집
제52집 (2011), 19-20면. 다만 끼워팔기 및 결합판매 유형 중에서도 복수 상품 리베이트(multi-product rebates)에
한하여 비용-가격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41)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 5.), 140면.
42) 홍대식,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반부패와 공정거래제도(강철규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나눔
(2011), 280면.
43) Wright, Joshua, “Simple but Wrong or Complex but More Accurate? The Case for an Exclusive Dealing‐Based
Approach to Evaluating Loyalty Discounts”, presented at the Bates White 10th Annual Antitrust Conference
Washington, DC (2013. 6.)
44) 김준범․고인혜, “로열티 리베이트에 대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한계”, 경쟁저널 제145호 (2009. 7.), 2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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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위로 열거한 것 중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① 부당한 표준필수특허
의 실시허락 거절행위, ② 부당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조건의 차별행위, ③ 표준필수특허의 실시
허락 시 실시권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 부과 또는 부당하게 실
시권자가 보유한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상호실시허락의 조건 부과 행위이다. 이들 행위는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부당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조건의 차별행위에 관해서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기
술표준에 포함되는 과정에서표준을 선정하는 정부나 표준화 기구에 대하여 행하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의한 실시허락 확약(commitment)의 법적 의미와 성
격에 비추어 그 확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는 그 행위의 법적 평가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4.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판례는 배제적 남용행위의 부당성을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평가․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배제적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경쟁제한성임을 분명히 한
다. 또한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배제적 남용행위
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배제적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법리는 판단과 관련된 고려요소들을 열
거한 후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서, 외형상 외국에서 논의되
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나 효과 위주의 접근법(effects-based approach)과 유사해 보인
다. 실제로 배제적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법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포스코 판결이 행위유형 위주
의 접근법(form-based approach)보다는 경제적 실증분석을 통한 효과 위주의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거나45) 더 나아가 효과 위주의 접근법을 정면으로 채택한 것으로 이해하는46)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은 본질적으로 형식(form)으로서의 행위유형을 갖고 있는 것47)이고, 공정
45) 황창식·신광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 법리: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 판결”, 한국경쟁법
학회 편, 경쟁법연구 제18권, 법문사 (2008); 황창식,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의 해석 및 집행상의 문제
점-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법적용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회 편,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법문사
(2009).
46) 서 정, “배제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편,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 (2010).
47) Whish, Richard, “Intel v Commission: Keep Calm and Carry on!”,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201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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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 규정도 사업활동 방해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라는 행위 유형을 전
제로 한 세부적 행위유형 별로 판단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포스코 판결의 법리를 행위유형
위주의 접근법을 버리고 효과 위주의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인 구별
이기는 하나 위법성 판단이 행위유형 접근법에서 효과 위주의 접근법으로 이행하는 경우, 경쟁제
한 효과를 봉쇄효과(foreclosure effect)와 소비자 후생의 침해(consumer harm)와 같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판단기준 정립에서도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 심사, 가격-비용 심사와 같
은 경제학적 분석 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코 판결 및 후속 판결들에
나타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과연 대법원이 배제적 남용행위의 모든 행위 유형에 걸쳐
효과 위주의 접근법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확실히 보인다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다.48)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 배제적 남용행위 유형 중에서도 사업활동 방해행
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사이에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거래거절행위를 제외한 다른 행위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거절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상대방이 있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
는 효과에 위법성 판단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그에 비하여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매개로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속
한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그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와 그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위법성 판단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특별히 고려되
지 않는다.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에 속하는 거래거절행위와 불이익 거래 강제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
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불이익 강제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
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강제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49)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이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려면,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인 특정 사

48) 유사한 취지의 견해로서 강우찬 (2011), 22면(포스코 판결은 효과 중심적 접근으로 다소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만, 이후에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례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서 천명한 법원리의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이
소비자후생을 강조하는 미국식 접근방식 또는 일반적으로 효과 중심적 접근방식이라고 부르는 경제분석 위주의 접
근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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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은 구체
적 불이익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를 넘어 그 불이익이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자로서 충분하게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주는 불이익, 즉 경쟁상의 불이익
(competitive disadvantage)의 정도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한다.50)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에 관하여, 대법
원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
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51)한다. 여기서 특히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
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라는 고려요소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쟁제한의 효과가 경쟁사업
자에 대한 봉쇄효과(foreclosure effect) 및 경쟁자 비용 상승효과(raising rival’s cost effect)와 연
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배제남용의 성격을 갖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요소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
시장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효과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
정한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요소로 열거한 것과
동일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경쟁제한 효과로 열거하는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와 유사하다.52) 위 심사기준에서는 이러한 판단요소
가 다른 판단요소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효과는 경쟁 과정에 미치는 효과이고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
한, 혁신 저해는 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라는 점에서, 봉쇄효과, 경쟁자 비용 상승효과가 다른

50) 판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특정 사업자의 불이익의 정도가 부당성 인정의 근거가 되지 못할 경우 원심이 들고 있
는 사정들은 모두 사업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된 구체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들로서 현실적으로 경쟁
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
20366 판결.
5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농협중앙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이베이지마켓 I)
52) 표현상의 차이점은 판례에서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를 경쟁제한 효과로 보는 반면에, 지식재산권 심사
지침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봉쇄효과, 경쟁자 비용 상승효과를 경쟁제한 효과로 보는 점이다. 봉
쇄효과, 경쟁자 비용 상승효과가 발생하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두 유형이 완전히 동일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
자에 대한 경쟁제약 또는 경쟁압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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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효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쟁 과정에 미치는 효과와 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사이
의 연결고리로서 위 심사지침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들고 있다.
공정위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과 다
른 점은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성은 경쟁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효
과를 상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점이다. 효율성 증대효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기술의 이
용과 혁신 촉진, 기술혁신의 촉진을 통한 상품 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
이 열거된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공정위의 심사기준에서도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
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소인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긍정적 요소인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 지
식재산권 행사 행위에 대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경쟁제한 효과와의 비교형량에
의한 부당성 판단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의 경우 경쟁제한 효과뿐만 아
니라 효율성 증대효과도 수반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심사지침의 내용만으로는 부당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를 평가하는 판단 방
법론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53)

Ⅲ. 공정위의 퀄컴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1. 개요 및 사건의 경과

(1) 공정위 의결

공정위는 약 3년 동안의 조사와 6개월 동안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7. 23. 한국의 이동통신
53)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대한 인천정유 대 현대오일뱅크 판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
39238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거래거절행위가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행해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당성 판단과정에서 행위자에게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 요
소를 열거한 후에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은 부당성 판단에 있어 행위자에게 긍정적 요소인 사업경영상 필요성과 행위자
에게 부정적 요소인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을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대등한 가치를 가진 요소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0), 133-135면; 홍대식,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경쟁법연구 제24권 (2011), 38-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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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 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방식에 포함된 필수적인 특허
기술을 보유하여 그 특허기술에 관한 국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그 기술을 이용한
휴대폰 부품인 CDMA2000용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RF칩)에 관한 국내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행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퀄컴에 대하
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세 가지 행위는 ① 표준필수특허의 실시료를 차별적으
로 부과한 행위, ② 모뎀칩과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 ③ 표준필수특허의 실
시료를 특허권 소멸 후에도 지급하도록 약정한 행위이다.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3조
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제6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
사기준 IV. 3. 라. (2)에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가격차별행위, 즉 시장지배적 사업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
위 규정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의2] 제2호 가.목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가격차별행위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었다. ②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
호에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
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방법
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규정이 적용되었다. ③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
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제6호 라.목에 정한 불공정거
래행위로서의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
위 의결서는 2009. 12. 30.자로 작성되었다.54)
세 가지 행위 중 ① 행위는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행위로 분류되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가 행할 경우 그러한 사정이 위법성 판단에서 특별히 고려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다. 왜냐 하면,
표준기술의 실시조건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표준 선정 과정에서 표준화 기구에 대하여 행한
FRAND 조건 확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② 행위와 ③ 행위는 그 행위자가 표준
필수특허 보유자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위법성 판단에서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
건에서 공정위는 차별적 실시료 부과 행위의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그 행위가 모뎀칩에 대한 조건
부 리베이트 제공과 동시에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되, 그 분석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언급한다.

54) 공정위 2009. 12. 30.자 의결 제2009-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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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고등법원 판결

퀄컴의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의 제1심을 관할한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19. 판결을 선고
하였다.55) 이 사건에서는 퀄컴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③ 행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기 때
문에 ①, ② 행위가 심판범위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②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에 해당한다고 한 공정위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이에 근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
만을 취소하였을 뿐, 나머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원고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시정명령 중 취소된 부분은 공정위가 부품가격공제방식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CDMA2000 방식의 모뎀칩을 특정하여 법위반을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 부분을 넘어 모든
부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퀄컴과 피고 공정위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3두14726호로 계속 중이다.

2. 관련시장 획정

(1)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먼저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에 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시장과 시장지
배적 지위가 행사되는 시장을 나누어, 전자는 국내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
유한 특허기술 시장으로, 후자는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다음으로 모
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해서는 지위 관련 시장과 효과 관련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시장을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결국 두 행위와 관련하여 시
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된 시장은 기술시장에 해당
하는 국내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피심인들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과 그 기술을 활용
한 상품시장에 해당하는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 두 가지이다.
먼저 국내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
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동통신방식 중 CDMA 표준을 단위로 한
점, 둘째,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각각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

55)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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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특허기술 전체를 묶어 하나의 시장으로 본 점, 셋째,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가 아니라 국내
로 본 점이다.
첫째, 이동통신방식 중 CDMA 표준을 단위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였다. 이에는 기술표준 선
정이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과 표준 선정 이전에 대체가능성이 있었던 다른 기술과의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다. 특허기술이 활용된 상품․용역이 거래되는 상품시장의 획정 방법론인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방법론은 특허기술이 거래되는
기술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결서는 특정한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경우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다
른 기술들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들이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러나 기숲표준이 선정되는 경우 이로써 기존에 병존했던 기술들 간의 대체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다. 즉, 기술표준 선정 이전에는 대체가능한 다른 기술이 있었을지라도, 특정 기술이 기술표준으
로 선정되거나 기술표준에 포함된 이후에는 표준기술을 사용해야만 기술표준이 의도한 기술의 목
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술들은 관련 기술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CDMA 표준은 국가 차원에서 이동통신방식의 표준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CDMA 표준 아닌 다른 이동통신방식에 의해서는 CDMA 방식의 휴대폰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CDMA 표준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단위로 인정되었다.
둘째,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각각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특허기술 전체를 묶어 하나의 시장으로 보았다. 이에는 CDMA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 퀄컴
의 CDMA 관련 기술 전체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 퀄컴은 각각의 특허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
시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기술 전체를 실시허락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CDMA 표준을 구성하는 퀄컴의 개별 특허기술들은 서로 다른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각각의 기
술들이 서로 대체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상품 간의 대체성을 중시하는 개별시장 접근법(discrete
market approach)에 의하면, 퀄컴의 개벌 특허기술 각각을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 여
지도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CDMA 표준을 실행하기 위하여 퀄컴의 개별 특허기술이 기술적․거
래적 보완성을 강하게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묶음시장 접근법(cluster market approach)을 채택
하였다.
셋째,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가 아니라 국내로 보았다. 이에는 퀄컴이 보유한 CDMA 관련 특허
기술들이 CDMA 표준에 부합하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다른 지역에 퀄컴의 특허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퀄컴이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 양도 및 특허 사용권자의 서비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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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정하고 있어 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퀄컴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구매할 수도 없
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에게 해외의 다른 대체거래선이 없다.
다음으로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은 특허기술을 활용한 상품시장이므로 관련 상품시
장 획정의 일반적인 방법론이 적용되어 획정되었다. 의결서가 제시한 획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CDMA2000 방식 모뎀칩을 GSM․WCDMA 방식 모뎀칩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
째, CDMA2000․GSM․WCDMA 등 각 방식의 모뎀칩 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판
매자 및 구매자 모두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인식한다. 넷째, 모뎀칩의 거래 구조, 공급선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CDMA2000 방식 모뎀칩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된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의 관련시장 획정 방식은 공정위와 대동소이하다. 즉 법원은 차별적 실시료 부과
행위와 관련된 시장을 국내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으로,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된 시장을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
로 획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와 다른 원고 퀄컴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퀄
컴은 두 경우에서 모두 CDMA 표준과 다른 이동통신방식인 GSM과 WCDMA를 포함한 모든 이동
통신기술 시장 또는 모든 이동통신기술의 모뎀칩 시장으로 관련 상품시장을 확장하고 관련 지역
시장도 세계시장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와 법원의 관련시장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
는 명시적으로 지위 관련 시장과 효과 관련 시장을 구분하였으나 법원은 그렇지 않은 점이다. 법원도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함께 국내 CDMA2000 방식의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
위의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지위 관련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러나 법원은 그 시장을 단순히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논리적 전제로서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3) 평가

이 사건에서 퀄컴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방식의 국가 표준인 CDMA 표준에 포함된 필수적인 특
허, 즉 CDMA 표준필수특허56)의 보유자이면서 그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CDMA2000 방식 모뎀칩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퀄컴은 기술시장과 이를 이용한 상품시장에서 모두 활동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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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이다.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가 특허의 실시허락에만 관여하는 경우와 특
허의 실시허락뿐만 아니라 그 특허기술을 이용한 상품 생산에도 종사하는 경우 사이에는 문제되는
행위의 경쟁법상 취급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 획정의 목적은 문제되는 행위를 경쟁법적
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행위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사업자가 시장력을
갖고 있는 시장을 식별하고 그 시장의 관점에서 행위가 피해를 입히는 경쟁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차별
적 실시료 부과행위와 관해서는 기술시장과 이를 이용한 상품시장 양쪽을 모두 획정 대상으로 하
고,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
해서는 상품시장만을 획정한 것은 관련시장 획정의 목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퀄컴의 특허가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라는 점과 상호간에는 대체
성이 없는 개별적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정착되어 기술적․거래적 보완성을 갖는 표준필수특허를
구성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정위가 기술시장을 CDMA 표준을 단위로 하여 획정하면서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전체를 묶어 하나의 시장으로 본 것이다.
기술시장은 개별 특허기술 별로 획정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특허가 제품 또는 공정
의 기술혁신 전체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가정하는 전통적인 특허 개념57)을 전제로 할 때 유용
하다. 그러나 휴대폰과 같이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는 상품의 생산에 기여하는 특허기술에 관한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는 전통적인 특허 개념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상품은 수많은 특허들에 기
초하고 있고, 이런 특허들은 보완적인 특허권들의 세트로서만 가치를 갖게 된다. 이처럼 보완재 관계
에 있는 복잡한 특허기술에 기초한 산업에서는 상품 생산 사업자들이 '특허 덤불'(patent thickets)에
직면하게 된다. 특허 덤불은 사업자가 경쟁자의 특허 억류(patent hold-up)로 그 특허의 효과적인 사
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첩되는 특허들이 거미줄처럼 짙게 얽혀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58) 이
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특허의 대체재를 확인하고 필수성 여부를 평가하여 기술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56) 이동통신시장과 같은 하이테크 시장에서 채택된 기술표준에는 다수의 특허가 포함될 수 있고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라고 하여 당연히 필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인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표준
특허에도 필수성이 있는 표준필수특허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순한 표준특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CDMA 표준은 1996년 국내 표준화 기구인 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하여 퀄컴이 출원한 7개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제
정되었고, 발전된 CDMA 방식인 CDMA2000 방식을 구성하는 특허기술의 대부분도 퀄컴이 보유하고 있어 퀄컴의
특허기술 없이는 휴대폰에서 CDMA 방식을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퀄컴의 표준특허는 필수성이 인정되는 표준필수
특허에 해당한다.
57) Harhoff, Dietmar et. al., The strategic use of pat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enterprise and competition policies,
Final report for EC Tender No ENTR/05/82, 1–307 (2007), pp.66-67.
58) Shapiro, C.,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 Licenses, Patent Pools, and Standard-Setting", Jaffe, A. B., et
al.,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MIT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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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들이 직면한 실제 경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 특허의 대체재를 확
인하고 필수성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특허권자
가 패키지 실시허락(package licensing)을 실행하여 발생하는 경쟁 문제를 개별 기술시장 별 접근으로
는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정한 범위의 특허 목록(portfolio)을 구성하여 패키지 실시허
락을 실행하는 특허권자는 실시사용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특허도 패키지화하여 거래 대
상으로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므로 그렇게 할 유인이 있는데,59)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특허의 필수성
여부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경쟁 문제 포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유용한 것이 묶음시장(cluster market) 접근법이다. 묶음시장 또는 군집시장은 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한 기업이 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나타나는 시장으로서 거래적 보완재
(transactional complements)로 구성된 상품군에 대한 시장 획정 방법론으로 사용된다.60) 이 접근법
에 의할 때, 패키지로 거래 대상이 되는 특허 목록 범위를 전체로 파악하여 묶음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특허 목록을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기술을 개별적으로 실시허락하지 않고 특허
목록 범위를 함께 실시허락하는 경우에는 개별시장 접근법보다 묶음시장 접근법이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묶음시장 접근법이 구체적 사건에 적절한지 여부
는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거나 상품이 거래되는 실제의 모습을 관찰, 평가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
다. 특허의 실시허락 거래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현대모비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비용 부품업체
들이 부품도매상들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실제의 모습을 관찰, 평가한 결과 개별 정비용
부품이 아니라 정비용 부품들의 묶음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
또는 현대·기아차용 전체 정비용 부품 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61)하였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1)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국내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에서는 퀄컴이
완전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여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퀄컴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별도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59) Rubinfeld, D. L. and R. Maness, "The Strategic Use of Patents: Implications for Antitrust", Lévêque, F. and H.
Shelanski Ed., Antitrust, Patents and Copyright, Edward Elgar (2005)
60) 이상규, “경쟁법 적용을 위한 보완재 상품군의 시장획정”, 경제학연구 제61권 제3호 (2013), 34-36면.
6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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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 자체가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로 한정된 시장이므로 그 자체로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참작사유로는 퀄컴의 특허기술이 대체가능한 기술이 아니라서 다른 사업
자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또한 국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는 퀄컴이 판매물량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98%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여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의 참작사유로는 모뎀칩 생산
조건과 휴대폰 제조사와의 제휴 필요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공정위와 동일하다. 모뎀칩 시장의 경
우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더라도 퀄컴의 시장점유율이 87%에 이르러 퀄컴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퀄컴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사유로서 이동통신사업의 특성,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강력한 대량구매력 및 이동통신사의 강력
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분석 및 평가

두 시장에서 퀄컴의 시장점유율은 퀄컴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
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서 사업자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취급을 퀄컴이 행한 경우에도 위 심사지침이 정한 행위 특유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

(1) 공정위의 판단

(가) 행위 유형
퀄컴은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모뎀칩을 구매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휴대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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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에 실시료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실시료를 산정, 부과하는데, 공정위는 산정방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구성하는 변수(휴대폰 최종 판매가격, 부과율 또는 상한금액) 설정
에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실시료 부과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차별적인 것으
로 문제 삼은 실시료 부과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이는 ①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부품가
격공제 방식에 의한 차별, ② 수출용 휴대폰에 대한 실시료 부과율 인하에 의한 차별, ③ 실시료 상
한금액 차별이다. 이들 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휴대폰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
한 휴대폰과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한 휴대폰의 실시료 사이에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에 법과 시행령의 규정의 단계적 위임에 의하여 고시에 규정된 ‘거래상대방
에게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차별적
효과가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거래상대방이 생산하는
휴대폰 간에 발생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판단의 전제로서 차별행위는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같이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조건
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법리에 따라 표준기술을 보유
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모뎀칩을 제조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로서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라 실시료 부과율을 달
리 정한 것은 이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위 요건으로서 차별행위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차별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외에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
정되어야 한다.62) 그런데, 공정위의 의결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곤란의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고 부당성 판단에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성
공정위의 부당성 판단은 경쟁제한 의도와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경
쟁제한 효과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대법원이 두 경우를 나누어, 현실적
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63)한
62)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고시 IV. 3. 라. (2)에 정한 요건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이고, 여기서 ‘부당한 방법으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행위 요건에 해당한다.
63)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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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두 경우 중 어느 한 경우만 인정되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정위가 두 경우에 대한 판단을 모두 한 것은 어느 한 경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가정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먼저 경쟁제한 의도와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쟁제한 의도 또는 목
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경쟁제한의 우려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쟁제한 의도 또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데 고려된 사항은 실시료 차별 시점,
2004년 실시허락 계약의 해지조항 내용, 퀄컴의 FRAND 조건 준수 필요성 인식 사실, 퀄컴의 내부
자료 등이다. 퀄컴의 FRAND 조건 준수 필요성 인식 사실이 고려사항에 포함된 점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퀄컴의 특허기술이 국내 표준화 기구인 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하여 표준기술이 된 것은
1996년인데, 퀄컴은 그 전인 1993년에 미국의 표준화 기구인 미국통신산업협회의 표준 선정 과정
에서 표준에 포함되는 특허기술 보유자에게 FRAND 확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인 1997년 5월 다른 기술표준 선정 시점에 기존에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
시허락할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퀄컴이 FRAND 조건
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는 FRAND 조건이 이동통신 기술시장에서의 표준 선정
에 따른 독점력 형성과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
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데 고려된 사항은 퀄컴이 자신들의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수직으로
통합된 독점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인한 진입장벽 역할, 실시료 차별 기간이 장기이고 실시료 차별
정도가 크다는 점, 휴대폰 시장의 경쟁상황, 실시료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는 점 등이다.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경쟁제한 우려 판
단에서 고려한 것은 FRAND 조건의 확약 및 준수 요구가 이동통신 기술 표준 선정 과정에서 표준
선정으로 인한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는 공정위의 인식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공정위는 이 요소를 경쟁제한 우려 판단요소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만, 표준에 포함
된 특허 기술의 보유자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고 보아 이 요소를 매우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쟁제한 효과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경쟁제한 효과를 사업활동 방해
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의 측면과 제품의 다양성 감소 및 가격인하 저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
해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경쟁 과정의 보호와 이를 통한 경쟁의 성과
로서의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입각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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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사업활동 방해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실시료 부과행위로 인한 다
른 사업자인 모뎀칩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방해를 인정하였다. 이 점은 휴대폰 제조사들의 퀄
컴의 경쟁사업자의 모뎀칩 구매비율을 통하여 차별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한 기간에 휴대폰 제조사
들의 경쟁사업자 모뎀칩 사용비율은 하락한 반면, 그 당시 하락 추세에 있던 퀄컴의 모뎀칩 사용
비율은 증가한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배제도 인정하였는
데, 이는 2003년 이후 국내 CDMA 모뎀칩 판매량이 급증하여 퀄컴의 경쟁사업자들에게 국내 시장
진입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실제로 일부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다가 모두 퇴출한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업활동 방해를 구성하는 경쟁상 불이익과 그로 인한 봉쇄
효과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봉쇄효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
쟁사업자가 반드시 퀄컴과 동등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진 경쟁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다.64)
둘째, 제품의 다양성 감소 및 가격인하 저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실
시료 부과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쟁능력이 저하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출시
가 제한되고 모뎀칩 가격 하락이 저해됨으로써, 결국 휴대폰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GSM 모뎀칩과 이를 장착한 휴대폰의 가격 또는
제품의 다양성을 비교기준으로 한 가정적인 판단을 제시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가) 행위 유형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가격차별 방법
에 위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나, 그 판단
을 위하여 공정위와 다른 법리를 적용하였다. 판결은 고시에 정해진 가격차별행위의 요건은 단순히
거래상대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반드시 복수의 거래상대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
고, 또한 같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
여도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가격차별행위는 하나의 구매자에 대하여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64) 공정위는 그 근거로서 대법원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하나로 동등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아도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를 들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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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당성
서울고등법원은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는 그 우려를 나누어 부당성을
판단하였다.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관련해서는, 차별행위로 문제된 행위 중 하나인 내수용 휴대폰에 대한
부품가격공제 방식에 의한 차별의 근거가 되는 부품가격공제 조항이 정부가 정한 표준기술도입계
약서에 근거하여 1993년 최초 실시허락 계약 체결 때에 도입되었다는 점이 퀄컴 쪽에 유리한 사정
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퀄컴이 1997년 FRAND 확약을 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이 FRAND
확약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하였고, FRAND 확약에도 불구하고 2004년 수정 실시허락 계약에 ① 수출용 휴대폰에 대한 실시
료 부과율 인하 조항, ② 퀄컴 모뎀칩을 사용하는 고사양(high-end) 휴대폰에 대한 실시료 상한금
액 인하 조항, ③ 구매량 중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및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경우의
해지 조항을 추가한 점을 들어 경쟁제한의 의도․목적을 인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를 대부분 인용하지 않고 차별
적 실시료 부과행위가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에 같은 제품에 대하여 이루
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는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함께
CDMA2000 방식의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단만으로는 차별적 실시료 부과행위가 독자적으로(stand-alone) 경쟁제
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3) 분석 및 평가

(가) 행위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가격차별의 방법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2호 가.목
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가격차별행위에 대응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가격차
별행위의 경우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
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복수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정되
어 있는 반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가격차별행위는 그러한 전제가 없다는 점에 차
이가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거래상대방이 생산하는 휴대폰 간에 차별적 효과가 발생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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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가격차별행위로 포섭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차별행위는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같이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조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서울고등법원은 가
격차별행위에는 하나의 구매자에 대하여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공정위의 법리는 차별적 효과가 여전히 거래상대방 간에 발생하
지 않는다는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의 법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
로 해결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법리 역시 다소 작위적이고 차별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모뎀칩 경쟁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런 법리적 접근보다는 차별행위에는 실시허락 거래의 상대방인 휴
대폰 제조사에 대한 자신의 모뎀칩 구입 여부에 따른 선택적 실시료 할인행위의 효과가 휴대폰 제
조사의 거래상대방이자 모뎀칩 시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경쟁자인 다른 모뎁칩 제조사 사이에 차
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해석은 대법원이 이미 불
공정거래행위로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판례에서 채택한 것이다.65)
이 사건에서는 퀄컴이 자신의 모뎀칩 구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룔 할인하였기 때문에
퀄컴의 모뎀칩을 적용한 휴대폰과 퀄컴의 경쟁사업자 모뎀칩을 적용한 휴대폰 사이에 가격차별의
외형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정위나 서울고등법원 모두 가격차별의 정도가 어느 정
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가격차별행위는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66) 데 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서의 가격차별행위의 경우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가격차별의 정도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두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격차별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해
당하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도로 가격차별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FRAND 확약을 한 표
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이는 FRAND 조건의 한 내용인 비차별성 조건의 위
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가격차별 여부는 FRAND 확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비차별성 조건에 위
반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가 동시에 하방시장
에서 경쟁할 경우에는 가격차별의 정도가 경쟁자에 비하여 자신에게 불공정한 경쟁상 우위를 부여
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 FRAND 조건의 한 내용인 비차별성 조건에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67)
65)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SK텔레콤).
6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67)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
권 제4호 (2013), 44면. 같은 면에서는 Swanson과 Baumol이 자신들의 논문[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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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행위 유형의 행위 요건은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포함하므로, 이 단계에서 그러한 사정까지 판단되어야 함에도 공정위
와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를 간과하였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은 모뎀
칩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에서 모뎀칩 경쟁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쟁능력이 저하되는 구체적 불이익
을 입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

(나) 부당성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 모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 판단에서 퀄컴이 FRAND 확약 준수를 인식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FRAND 조건의 법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물론 서울고등법원도 FRAND 확약이 표준기술
이 선정될 경우 그에 포함된 기술의 특허 보유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여 실시허
락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남용행위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
식하고 있다. 이는 FRAND 확약이 경쟁법상으로 의미를 갖는 남용 방지책(safeguard)이라고 전제
하는 것이다.68)
이와 관련하여 수직적으로 결합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실시료 등
의 실시조건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로서 하방시장이나 인접시장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효과
를 초래하는 행위는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강한 추정을 받는다
고 보는 견해69)가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이 갖는 법적 의미와 성격은 이를 요구하는 것을 특허
정책(patent policy)으로 채택한 표준화 기구의 다양한 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고,70) 표
준화 기구의 성격상 경쟁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그러한 고려는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공통적인 목표와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FRAND 확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봉쇄하는 효과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는 그 우려
와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쟁자 배제 또는 시장봉쇄효과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
는 그 우려에 대한 경쟁법 고유의 검토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71) 다만 FRAND 확약이 이루어지
Power”, 73 Antitrust L.J. 1, 28-30 (2005)]에서 하방시장의 경쟁관계에 중립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서 제시한 ‘효율적 요소가격책정 원칙’(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을 인용한다. 이는 실시료가 특허 보유자
의 하방시장 제품가격과 특허 외의 다른 생산요소들의 증분비용(incremental cost)의 차이를 초과하면 차별적이라
고 보는 원칙이다.
68) Yoonhee Kim & Hui-Jin Yang, “A Brief Overview of Qualcomm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PI Antitrust
Chronicle March 2015(1) (2015), p.7.
69) 이호영 (2013), 49면.
70) 홍대식·권남훈 (2011), 202면; Lemley, Mark 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90 Cal. L. Rev.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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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나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에 포함된 FRAND 확약 요구가 갖는 법적 의미와 성격에 따
라서는 FRAND 확약 위반이 경쟁제한 효과 발생 또는 그 우려와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 선정 과정에서 FRAND 확약이 갖는 공통적인 의미 및 그 취지를
고려할 때, FRAND 확약의 준수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부당성 판단의 요건 중 하나인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72)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격차별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퀄컴이 표준필수특
허 보유자이자 그 특허를 이용한 모뎁칩을 제조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로서, 기술시장에
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행위를 하지만 가격차별행위의 효과는 모뎀칩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두 시장 사이에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확장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경쟁제한 효과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공
정위와 서울고등법원 모두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 효과로 흔히 논의되는 착취적 효과 및
배제적 효과와 구별되는 독립된 효과가 아니라 착취적 효과 및 배제적 효과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제학자들 간에 이론의 대립이 있다. 시카고학파의 주장이 제
기되기 전에는 대체로 시장지배력 전이 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았으나, 시카고
학파가 단일 독점자지대 이론(one monopoly rent theorem)에 근거하여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제
기하고 후기시카고학파가 반론으로서 전략적 지렛대 이론을 주장한 후 이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하방시장에도 참여하는 사업자의 가격차별
행위가 그 특허를 이용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과정 및 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
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방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침해의 정도와 시장지배력과 그러한 경쟁에 대
한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절한 정도로 요구하는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경쟁 과정에 대한 침해 요소로서 경쟁사업자 배제를 경쟁상의 불이익과 봉
쇄효과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경쟁의 성과에 대한 침해 요소로서 제품의 다양성 감소 및 가격
인하 저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전자에 비하여 후자의 입증 정도는 낮게 본
71) 홍대식·권남훈 (2011), 221면;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 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
701-703면.
72) 김지홍․이병주, “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2014),
129면.

발제 1 :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59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법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봉쇄효과를 판단하면서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 기
준을 채택하지 않은 점이다. 일정한 특정 상황, 즉 덜 효율적인 경쟁자에 대한 배제적 행위가 특히
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덜 효율적인 경쟁자만을 배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도 경쟁법에 의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로는 동
태적 산업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배제적 행위가 없는 경우 덜 효율적인 경쟁
자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학습효과(learning effects)73),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와 같은 수요와 관련된 효율성의 특징을 이점으로 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74) 차별행위는 경쟁자 배제 또는 고객
착취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차별이 없다면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경쟁자의
경쟁능력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 이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자의 경쟁능력이 저해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 차별에 의하여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가상적인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비교기준으로 하는 동등하게 효율
적인 경쟁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차별행위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직적으로 통합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차별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의 필수성으로 인한 상품시장에서의 잔존경쟁(remaining competition)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모뎀칩 시장은 장기간 진입장벽이 작용하여 잔존경쟁
의 정도가 아주 낮은 시장이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그 특허기술을 이용한 상품 제조․판매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특허기술에 대한 실시에 소극적인 상황은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입증 대상과
정도를 완화하는 최적의 차별화된 규칙(optimally differentiated rule)75) 정립을 위한 논리적 근거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품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경쟁자가
입게 되는 경쟁상 불이익을 통하여 경쟁 과정에 미치는 효과, 즉 경쟁자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
게 작용하는 경쟁압력의 정도가 약화된다는 것을 사실상 추정하고, 이 경우 경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차별화된 규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쟁자가 입는 경쟁상 불이익의 입증이 경쟁제한 효과 판단에서 중요
하게 고려되는 방식이다.
73) 학습효과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자가 시장에서의 경험을 얻게 된 결과 평균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74) 김종민·남재현, “로열티 리베이트의 법․경제학적 분석”, 2009년 하반기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한국공
정거래조정원 (2009), 95면.
75) Christiansen, Arndt and Wolfgang Kerber, “Competition Policy with Optimally Differentiated Rules Instead of
‘Per Se Rule vs. Rule of Reason’”, Jn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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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능조약(Treaty on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 제c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를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동종의 거래에 대하여 상이한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경쟁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76)하여 거래조건 차별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쟁
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위법성의 징표로 보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다양
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입증의 대상과 정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행위는 고객을
착취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대안이 되는 공급자에게 전환할 수 없도록 고객을 고착화
(locked-in)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 과정에 대한 피해를 입
히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77) EU 법원은 차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경쟁상의 불이익이라는
요건을 언급하면서 이 요건을 다소 완화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British Airways 판
결78)에서 EU 최고법원은 차별행위가 경쟁관계가 왜곡되는 경향, 다시 말하면 사업자의 영업 상대
방들 중 일부가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갖는 경쟁상 지위가 방해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 경쟁상
의 불이익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경쟁상의 불이익 요건 판단을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
업자가 아니라 그의 경쟁자를 포함한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행위가 경
쟁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우리 법상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실시료 기타 실시조건 차별행위의 위법성을 경
쟁상 불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다.

76) “applying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ner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77) Whish & Bailey (2012), p.760.
78) Case C-95/04 P British Airways plc v Commission [2007] ECR I-2331, [2007] 4 CMLR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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