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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기술보고서는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추진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2. 참조권고 및 표준
해당사항 없음.
3. 국제표준(권고)과의 비교
해당사항 없음.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6. IPR Adhoc 그룹의 임무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그룹의 임무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
항을 논의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및 수요자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라이센싱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IPR Adhoc 그룹의 권한 범위는 특허권자의 로열티 세부사항을 규율하지 아니하고 라이센싱
방법을 직접 강요하지 아니하며 특허포럼(가칭)이 설립되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
여 특허포럼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역할 면에서 볼 때 IPR Adhoc
그룹은 휴대인터넷 표준화 그룹(PG05, 표준화 과정 중 PG302로 개편)의 하부기관으로서 특허포럼
과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며 표준화 그룹(PG302)도 특허포럼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이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7. 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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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Adhoc 그룹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는 3G3P,
MPEG 등의 국제표준기술 특허 라이센싱에 관련된 단체들의 활동과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IEEE를
비롯한 표준단체들의 특허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적 표준이 되기 위하여서는 독점규제법의 적용 여부가 특허 라이센싱에서 필수적
인 이슈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거의 모든 표준단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처럼 TTA에서도 인지특허를 통보해 줄 것을 요
청했는데 이에 대한 양식과 불제출시 제재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요한 특허 라이센싱 방법론에 대하여서는 검토는 하였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
분화된 지침 내지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라이센싱의 핵심사항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필수특허에 대한 평가 방법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
가 있었으나 역시 기본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표준기술에는 포함되지만 적정한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허여하기를 거
부하는 소위 홀드아웃 특허(Hold-out

Patent)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였

으나 명쾌한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실제적으로 제안기술이 복수로 제시되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라이센싱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특허포럼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협의체로 할 것인지 등 설립 및 운영 방안과 특허포럼의 구성, 임무 및 업
무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 진행방법
9월 1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0차례에 걸친 회의와 2번의 워크샵을 통하여 토론
을 벌였고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TTA 규정에 의한 일반 회의원칙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사안을 확정하였다.

9. 이력

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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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라
이센서와 라이센시, 표준제정자와 제조업체와 수요자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라
이센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권한범위
IPR Adhoc 그룹의 권한 범위는 표준화 과정에서 이슈로 대두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제반 문
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며, 향후 기술표준과 관련한 특허포럼의 구성, 로열티율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
인 등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제시한다.
IPR Adhoc 그룹은 표준화 그룹(PG302)의 산하위원회로서 특허포럼과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3. 토의내용
3.1 임무
지금까지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IPR 관련 조직이 표준화를 위한 워킹그룹 내에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한 사례는 없는 듯하다. 그만큼 IPR 취급 문제가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과
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발 당시 아직 표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자가 누군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이며 본 Adhoc
그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처음부터 확
정되었다기보다는 논의를 해가면서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적극적 라이센싱 방안을 제시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IPR Adhoc 그룹을 존재시킬 필요가 없
다는 의견까지 개진되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는 없다 하
더라도 차후 특허권자들이 모여 논의하게 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라이센싱 및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를 정리하고 차후 특허포럼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워킹
그룹 활동을 진행시켜 왔다. 3G3P(3rd Generation Patent Platform Partners)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3G3P 출범 전에 해왔던 사례가 있음도 참고가 되었다. 3G3P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 1988
년 2월부터 1999년 6월을 1단계로 정의단계(Definition Phase)로 보고 1999년 9월부터 2002년 12
월까지는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로 보고 3단계는 2003년 1월 이후로 상업화단계
(Commercialization Phase)로 나누어볼 수 있다. UMTS IPR WG에서 Platform Specification
version 1을 제작하였고 이때 워킹그룹 활동을 하였다. 휴대인터넷 표준화의 IPR Adhoc 그룹의 활
동도 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3G3P의 1단계 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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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3P에서도 2단계에서는 Antitrust를 승인 받는 작업과 Platform Specification version 2를 제작하
였고 관련 작업을 수행할 기관과 필요한 법적 주체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휴대인터넷의 지적재산권
워킹그룹 활동도 시기적절한 활동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워킹그룹이 해야 할 일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슈들 - 외국 사례, 독점규제법, 라이
센싱 방식, 필수특허 평가방법, 표준기술 선정에서 특허권 반영문제, 특허포럼 등 - 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잠정 외국 특허권자에 대하여 차별을 두거나 특허 문제로 인하여 표준화 과정에
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절차상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IPR Adhoc 그룹의 임무는 상기 목적과 권한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큰 시각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직접 참여주체인 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조업체 및 특허권자 모두의 공
동 이익을 위하여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특허포럼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할 것이
다.
3.2 외국사례
각종 표준제정 단체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MPEG과 3G3P 활동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하여 폭넓게 연구하여 상기 제도들로부터 장점을 벤치마
킹하고 휴대인터넷 표준화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3.2.1 표준단체의 지적재산권 정책
표준단체는 국제표준단체, 지역표준단체, 국가표준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제표준단체
로는 국제적인 ITU, 지역표준단체로는 유럽의 ETSI 국내표준단체로는 한국의 TTA 등을 들 수 있겠
다. 이런 표준단체들은 나름대로 특허정책(Patent Policy)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표준반영에 관한 견해이다. 특허를 표준에 포함시키자는 긍정설적 입장을 취하는 단
체가 대부분인 반면, 드물게는 특허가 개재된 기술을 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즉 부
정설적 입장을 취하며 오히려 반영하더라도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정책을 취하는 표준화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W3C 표준단체이다. 긍정설은 특허를 표준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하
지 아니하고 표준기술이 좋은 기술을 탄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표준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정설 입장은 특허가 기술발전의 촉진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실행에 옮길
때 고액의 로열티로 말미암아 기술발전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로열티정책으로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혹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로열티 또는 적정한 로열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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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되는 “Reasonable"이란 뜻은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
되고 있다. 여하튼 대부분의 표준단체는 특허로열티 입장으로서 합리적 로열티를 적용하고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비차별적이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겠다는 뜻
으로 국가, 인종, 업체규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Fair"라는 공평이란
개념을 추가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채택한 단체가 있고 아직 채택하지 않은 단체도 많이 있다. 미
국은 기본적으로 Pro-patent 정책을 구상하여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Fair"라는 개념
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Pro-patent 정책 자체가 라이센서의 입장에서 라이센시에게 특허권
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로열티를 얻어내게 하기 때문이다.
3.2.2 3G3P
3G3P는 IMT-2000 CDMA 이동통신표준안과 관련하여 특허에 관한 라이센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허 라이센싱 단체이다. 이 단체는 실제 RF Interface와 관련된 5개 표준을 모두 제정하겠다
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WCDMA와 CDMA2000이 주요 대상이다. 이 단체는 처음 발족시에

비하여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축의 주된 이유는 CDMA2000 계열의 퀄컴,
WCDMA 계열의 노키아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자신들의 특허를 표준 내
에서가 아닌 독자적인 라이센싱으로 처리하여 고액의 로열티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메이저 업체가 빠졌다는 것은 특허 라이센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이 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실시되지 않으면 기술 상용화가 어렵다고 보여
지므로 이들을 이 단체의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 표준화 및 라이센싱 성공의 관건으
로 보인다.
3.2.3 MPEG IF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은 동영상 기술 관련 표준단체로 MPEG1, 2, 4, 7, 21
까지 표준을 제정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MPEG 2는 디지털 TV 방송 표준기술로 MPEG LA를 통
하여 현재 라이센싱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이를 이어 받아 MPEG 4 IF (Industry Forum)라는 비
영리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각 특허권자들을 두어 라이센싱을 하도록 하였다. 평가
기관을 두고 원스탑 쇼핑(One-stop Shopping) 체제를 만들어 라이센싱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고무되어 MPEG 7, 21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이를 주문하자 MPEG 4 IF를 MPEG IF로 바
꾸었다. 그리고 마케팅 그룹과 상호성(Interoperability) 그룹을 통하여 제품을 테스트하고 로고를 부
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 단체가 시사하는 바는 원스톱 라이센싱 방법을 취한다는 점과
주요 라이센서들이 두루 참여하여 국제표준화로 들어섰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3.3 독점규제법
국제 표준기술 특허 라이센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적 테마가 독점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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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만일 국내에서의 표준에 그친다면 굳이 독점규제법에 관한 테마를 다루지 않아도 큰 문
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표준을 국제표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점규
제와 특허와의 관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적재산
권과 독점규제법이 동시에 연관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Antitrust Law와 IPR이 관련된 판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셔먼법(Sherman Act)이 출발한 이래로 여러 번의 법개정을 통하
여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특허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특허풀 제도가 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특허풀에 대해서 상호보
완적인 기술을 한 곳으로 집합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침해소송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여 MPEG 2 특허풀 이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지켜야 독점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른바 안전지대
(Safety Zone)를 설정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IP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아직은 이에 대한
개정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PEG이나
3G3P는 유럽과 미국법무부(DoJ)에 반독점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공문으로 보내 승인을 얻
어내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3.4 인지통보 처리방안
인지통보라 함은 표준 또는 표준안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인지하고 있음을 TTA에
통보하는 절차이다. 이는 표준(안)과 관련이 있는 특허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파악하여 표준화
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지 통보된 특허에 대해 확약서를 받아두기 위한 제도이다. 확약서
는 표준에 반영될 특허를 무료 또는 RAND 조건으로 라이센싱할 것이라는 일종의 서약서이다.
이와 관련되어 IPR Adhoc 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표준화 그룹에서 특허 검색(Patent Search)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IPR Adhoc
그룹은 이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검색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많은 비용
과 인력이 소요되는 검색을 행할 주체가 없으며, 표준화 단체에서 이를 행하는 선례가 없다는 것이
었다. 둘째는, 표준화 그룹에서 특허 검토(Patent Review)를 수행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인
가 하는 문제이다. 이의 문제는 만일 특허와 무관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특허를 제출했는지도 판단
해야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관련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 역시 표
준화 그룹에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하였다. 셋째는 특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회원사가 파
악한 특허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 자기 전략을 노출시키겠냐는 입
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실제 제출을 종용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회원사는 없었
다.
3.5 라이센싱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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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라이센싱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두 가지 형태의 특
허라이센싱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5.1 3G3P 특허플랫폼
3G3P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라이센싱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현재 3G 특허플랫폼에서
검토하고 있는 라이센싱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4가지이다. 첫째는 ILA(Interim License
Agreement: 라이센스 가협정)

방식인데,

라이센스 가협정이라 함은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간

의 임시 협약으로서, 협상 기간에 필수 특허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두번째가 SLA(Standard Licensing Agreement: 표준 라이센싱 계약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양
당사자가 특허플랫폼에 가입하여 그곳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방
식이다. 세번째 방식은 플랫폼 이외에서 멤버들 간에 독립적인 계약체결을 하는 방식이고(3a)
네 번째는 특허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과 라이센싱하는 방법이다(3b). 이와 같이 다양
한 라이센싱 방법을 허용한 것은 GSM 기술을 실시하던 중 라이센싱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
을 해결하도록 하고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다양한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다.
Option 1

Option 2

Parties
Partiestake
takean
anILA
ILAfor
foraafixed
fixed
period
periodduring
duringbilateral
bilateralnegotiations,
negotiations,
and
andafter
aftertake
takean
anSLA
SLA

Option 3a
Independent
Independentbilateral
bilateral
licensing
licensingwith
withmembers
members
(outside
(outsidethe
thePlatform).
Platform).

Parties
Partiestake
takean
anSLA.
SLA.

Licensing
Licensing
Options
Options
flexible

Option 3b
Independent
Independentbilateral
bilateral
licensing
licensingwith
withnon-members.
non-members.

(그림 1) 3G3P라이센싱방법

3G 특허플랫폼 라이센싱 방안은 비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특허플랫폼의 규약이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되고 원스탑 쇼핑이 될 수 없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3G3P에서 시행하는 라이센싱 방안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MCR 제도이다. 로열티 책
정으로 인해 관련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G
특허플랫폼의 라이센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로열티율(Royalty Rate)을 이해해야 한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SRR(Standard Royalty Rate)1)는 표준 로열티율로 특허 1건이 가지는
로열티율이며 고정된 값으로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0.1%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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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허가 많아지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CRR2)(Cumulative Royalty Rate)는 누적 로열티율
을 말하며 누적 로열티 비율(CRR)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CRR = N × SRR
그런데 여기에서 CRR이 MCR(Maximum Cumulative Royalty)3)을 초과하게 되면 라이센
서에게 허가된 최대 라이센스 숫자(이전 기수)로 MCR을 나누어서 계산된다.
SRR

N+1

=

MCR
max k (Νmber - of -Licenses)

여기서 일단 MCR을 5%라고 하면 50개 이상의 특허가 존재하게 되면 특허권의 숫자로
나누어 SRR이 조정되게 하여 5%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Royalties of
members

Royalties of
Non-members

Without
3G Patent
Platform
With
3G Patent
Platform

Net cost of products

A

B

C

D

E

F

Cumulative Royalties
Net cost of products

A

B
X%

CD E F

Reduce royalties

SRR (0.1%)*patents number
or 5.0% (Maximum)(example only)

(그림 2) 3G 플랫폼의 SRR과 MCR관계
3.5.2 MPEG 특허풀
MPEG LA는 MPEG 2 특허권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MPEG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접수하
기 시작했다. 로열티를 징수하기 전 한 일은 접수한 특허가 필수특허인지를 평가하는 일이었
다.

이것과 관련하여 특허 라이센싱 협의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핵심기술이

라고 인정이 되면 특허가치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표준에 포함된 특허 중에는
분명히 경중이 있기 마련이지만 핵심기술이라고 일단 판정이 되면 특허 가치의 경중에 차별을
1) Standard Royalty Rate(표준 로열티 비율) 표준 로열티 비율(SRR)은 표준 라이센스 협약 또는 라이센스 가협정에 의해 개
별 라이센스별로 적용되고, 라이센싱 관리자가 인증된 특허에 대해 할당하는, 특정 제품 카테고리의 현재 로열티 비율 값이
다.

2) Cumulative Royalty Rate(누적 로열티 비율) 누적 로열티 비율이라 함은 특정 라이센스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는 실제 총 로
열티 비율로서, 각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 표준 라이센스 협정 하의 모든 라이센스에 기초해 지불하게 됨.

3) Maximum Cumulative Royalty Rate(최대 누적 로열티 비율) 최대 누적 로열티 비율(MCR)은 각각의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서, 누적 로열티 비율 이하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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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았다. 이 점은 개별 특허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면도 있어 보인
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라이센싱과 산업화를 빠르고 손쉽게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는 장점
이 된다. 이에 따라 MPEG LA는 특허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시권자들로부터 로열티를 징수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특허 라이센싱의 원스탑 쇼핑을 제도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품개발자가 특허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MPEG LA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필수특허 라이센싱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특허권자도 침해한 업체를 일일이 찾을
2

필요 없이 MPEG LA에 위탁함으로써 특허 라이센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N 의 계약행위를
2N 번의 계약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비용 면에서 효율 면에서 매우 뛰어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MPEG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 방법의 기본원칙은 “제품당 로열티 * 수량” 방식을 취
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별로 최대치를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로열티가 곧바로 특허권자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MPEG
LA에서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제하고 특허 건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특허는 속지주의 영향
을 받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얻은 총 수익금을 해당 특허수로 나누어
특허당 로열티를 지급한다. 만일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핵심특허라고 판정을 받은 개수가 미
국A사가 5건, 독일 G사가 2건, 영국 B사가 3건이라 하자. 이때 로열티로 인해 받은 수익이
1020억원이고, MPEG에서 대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20억원이라 할 때 미국 A사가 받는 금액
은 [1020억-20억] * 5/(5+3+2) = 500억이 된다. 이처럼 상기에서 설명한 MPEG 특허료 산정
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아닌 특허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에 의한 새로
운 특허가치를 탄생시킨 사례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1개의 특허가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특정국가에 등록된 필수 특허갯수: Number of necessary Patent
특정항목: EA(Each)
특정항목 단위당 특허실시권 사용비용: Fee per Unit
사용료를 거두어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 Fee for Gathering
특정국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금액(1개 필수특허 로열티) = Rvalue
ea = n

Rvalue =

N
∑
ea = 1

ea *Fee

Νumber

per Unit - Fee for gathering
of

n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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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평가방법론
평가방법은 특허포럼(가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그간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필수특허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기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평가대상으로는 속지주의 원칙상 그리고 아직
은 국내표준이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특허가 무효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
으로 한다.
평가절차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이의신청 제도는 부적
절한 특허가 포함되어 타인의 정당한 로열티를 가로채는 불합리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면에서 복잡하며 또 회원 간에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은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자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인
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정 비율 이상 찬성시 공동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가비용에 있어서 국제 특허평가 비용이 거의 건당 천만원에 이르는 점
을 감안하면 그리고 인증 비용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등록특허의 경우 평가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가기관의 선정 및 독립성 보장 방안도 검토 대상
인데 이는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와 독립성 보장도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다.
가. 단심
평가신청
↓
평가
↙
필수특허
결정
↓

↘
필수특허
불인정결정

인증

나. 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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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신청
↓
평가
↙
필수특허
결정
↓
다른
특허권자에
의한
이의제기
↓

↘
필수특허
불인정결정
↓
신청인에
의한
이의제기
↓

재평가
↙
필수특허
불인정결정

재평가
↘

↙

↘
필수특허
불인정결정

필수특허
결정
↓
인증

(그림3) 특허평가 절차도

3.7 사후인지특허 처리방안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발견된 표준 관련 특허를 사후인지 특허라고 한다. 사전에 발견되었으
면 표준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표준화가 완성된 후에 발견되어 사후 대책만을 세워
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특허가 다른 특허와 같이 정상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면 문제가
적은데 이보다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사업화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문제는 심각
하게 발전된다. 이를 흔히 “Hold-out Patent" 라고 하고 속어로 ”알박이 특허“라고 한다. 알박이
특허란 아파트 개발시에 한 가운데 자리잡은 조그만 땅으로 고액의 땅값을 요구하는 경우를 차용한
용어이다. 이런 특허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가 법
률적 대처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대처 방안이다. 법률적 대처방안으로는, 특허법상의 통상
실시권 허여심판과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강제실
시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가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제도적 장치
이다. 이러한 강제실시권 제도의 법률 요건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
리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나마 법률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IEEE에는 특허위원회(Patent Committee)가 존재하여 만약 이
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위원회가 중재 내지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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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준기술 채택평가 방법
표준화 과정에서 첫 번째 결정 사항인 TDD와 FDD 방식의 경합을 거친 후 두 번째에 주파수
대역폭에 대하여 경합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후보에 대하여 최종 선정을 하고자 하였을
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평가가 15% 할당되었다. 할당된 15%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구체적
으로 결정하는 것이 IPR Adhoc 그룹의 소관이었다. 이를 통해 평가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권리
남용을 막고 원활한 라이센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지혜를 모았다. 로열티를 제안할 때에
라이센싱 형태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열티율을 정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으며 특허
포럼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 논의 과정에서 3가지 방안을 도출
하였다. 첫째 특허 로열티를 합리적인 선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MCR
정책이다. 둘째 특허포럼에의 가입을 유도하여 주요 특허권자들의 남용을 억제하는 조건을 기술표
준 채택에 넣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포럼 유도정책이다. 셋째가 기술성의 공정한 평가를 위
하여 베이스라인 기술 관련 특허수에 비례하여 배점을 하는 방법이었다. 보유 특허수를 전체 특허
수로 나누어 이에 비례하여 점수를 선형적으로 할당하였다.
3.9 특허포럼(가칭) 설립방안
휴대인터넷 특허포럼의 설립 이유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
여 특허의 라이센싱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함
에 있다.
이를 설립하는 데는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방법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비영리 법인화시키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비용 처리에 보다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협의체로 하
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여 보다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4. 시행 사항
4.1 인지통보 처리방안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를 인지통보 받기위해 두 차례에 걸쳐(2003년 11월 및 2004년 5월) 다
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의 공문을 TTA 사무총장 명의로 각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TTA의 전 회원사에게 첫 번째 공문을 발송한 주요 이유는 표준화의 초기 단계에서 휴대인터
넷 표준(안)과 관련이 있을 만한 특허를 파악하여 예상 라이센서를 추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회원
사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 이외의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어레이
컴 등은 기술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어 인지통보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는 등 표준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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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출 실적은 없었다. 두 번째 공문은 표준(안)의 윤곽이 거의 확정된 시점
에서 TTA의 전 회원사, 휴대인터넷 표준화 그룹의 현재 또는 과거의 위원사 및 옵저버 모두에게 발
송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향후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사후 인지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표준
화 과정에서 표준 참여를 배제 당했거나 몰라서 제출을 안 했다고 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센
싱을 거부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크다.

3. 위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2.3GHz 휴대인터넷 관련 표준화과제의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 중인
바, 해당 과제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확인 및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귀사에서 해당 표준화 과제에 관련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 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는 지적재산권 취급요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나.
다.
라.

표준화 과제명 : 2.3GHz대역 휴대인터넷 표준
제출 요청 내역 : 2.3GHz 휴대인터넷 관련 TTA 사업 참가자가 인지한 특허 목록
제출 양식 : 붙임의 별지 제1호 서식(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인지통보서)
인지통보서 제출기한 : 2003년 12월 15일(월)

붙임 :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요령 1부. 끝.

2.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2.3GHz 휴대인터넷 표준(안)이 도출되어, 본 표준(안)이
TTA의 회원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참조하시어 TTA의 회원사 등을 수신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
권 취급요령에 기초한 IPR 인지통보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발송대상 : TTA 회원사, 현재 또는 과거의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관련 참여사 기타 본
표준화 관련 회사
- 인지통보서 제출 요청 문서 발송 시기 : 2004년 5월 22일 이전
- 문서 내용 중 인지통보서 제출요구 권장 기한 : 2004년 6월(표준안 공고 전까지)

4.2 베이스라인 제출시 관련 특허 제출 요청
자사의 기술을 표준으로 제안하는 소위 베이스라인 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토록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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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접속 실무반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접수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고하여, 베이스라인을
제안하는 자가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IPR 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자 : 베이스라인의 제안자
나. 제출시기 : 베이스라인 제출과 동시
(단, 제출 이후 출원된 IPR은 추후 제출 가능)
다. 제출 형식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인지
통보서”에 준하되, 관련 IPR이 다수인 경우 별첨 리스트도 가능
라. 제출 IPR의 범위 : 베이스라인 기술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 (국내 및 해외 포함,
출원․공개․등록 및 입수 가능한 경우 비공개까지 포함)
2. 아울러, 본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취급에 중요성에 비추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TTA 규정에 의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베이스라인 관련 IPR의
제출을 성실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베이스라인의 평가에 있어서 관련 IPR의 제출부분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제출사는 사후 일어날 특허 라이센싱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안 기술평가시 IPR이 15%의 비중으로 반영되고 그
일부는 보유 IPR의 수에 비례하여 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확정되자 삼성전자와 ETRI는 200건이
넘는 특허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4.3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참여 동의 및 로열티 서약서 제출 요청
IPR Adhoc 그룹은 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공문 “특허포럼참여동의 및 로열티서약서”를 작
성하고 제출을 요구하였다. 표준후보 기술(베이스라인) 평가시에 본 문서와 특허리스트 제출 요구
문서를 같이 발송했다. 이 요구에 따라 베이스라인 제안사인 삼성전사/ETRI 및 포스데이타는 동의
및 서약에 모두 동의하는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3가지 기능을
만들어 내었다. 첫째 표준기술이 되기 위한 특허평가의 객관성인데 특허를 개수에 비례하여 선형적
으로 평가한 것은 표준기술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로
열티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문서에서 보듯이 표준기술로 채택 받으려면 MCR 3%를
초과하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다만 권고이기는 하지만 고액의 특허
로열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는 특허포럼을 활성
화하는 것이다. 특허포럼에 메이저 특허권자를 가입시켜 3G3P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참여 동의 및 로열티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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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의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와
관련된 2.3 GHz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과 동 관련 국제 표준의 선도를
위한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귀사의 의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특허포럼 참여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아래 참조)은 2.3GHz 휴대인터넷 표준을 실행
하는 데 필요한 필수 특허권의 사용허락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예정인
바, 본 제안자는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 제정 이후 휴대인터넷 특허포
럼에 참여할 것이며 이에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
<참고: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개요>
o 참가대상 : 필수 특허 소유자 및 관련 사업자
o 기본업무 : 라이센싱을 관장할 법인 설립 및 라이센싱 절차 수행
o 설립목적 : 2.3 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의 특허 정책 및
참가대상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
관련 라이센싱 업무의 처리를 원활히 함.
o 활동시기 : 표준초안 ver 1.0 완성 이후
o 성격 : TTA 와는 정책 및 업무상 독립적인 한편, 2.3 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과는 협력 관계
o 운영방법 : 참가대상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
2. 로열티 서약
본 제안자는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과 관련된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
거나 보유할 수 있는 특허권자로서 2.3GHz 휴대인터넷 표준기술 관련 로
열티에 관하여 결정될 라이센싱 방식에 무관하게 총로열티(MCR)를 매출액
대비 3% 이하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설립될 휴대인터넷 특허포
럼(가칭)에서 이 이상의 로열티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예 ( ), 아니오( )

5. 권고사항
5.1 라이센싱 방법론
라이센싱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3G3P의 플랫폼 방식과 MPEG 풀 방식이 비교
대상이 된다. MPEG 풀은 원스탑 쇼핑이 가장 큰 장점인 데 비하여 3G3P 플랫폼 방식에 비하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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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개의 방안에서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두 가지 방법에서 성격 상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
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라면 결합하여 더 좋은 라이센싱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
이다.
라이센시, 즉 제조업체나 사용업체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로열티를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일단 로열티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MCR 제도를 두
어 지불할 로열티 총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거나 로열티를 일정 한도로 묶어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보인다. 어떤 라이센싱 방식을 취하든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로열티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3G3P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2 평가방법론
표준에 포함된 필수특허 또는 기본특허의 평가방법에는 크게 복심제도와 단심제도가 있다.
단심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단심제도는 특허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만일 평가자와
특허권자가 담합하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면에 있어서는 저렴하다. 반면 복심
제도는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단심제도보다 우수하지만 비용과 시간은 더 소요될 것이다.
복심제도를 채택한다 하여도 모든 절차가 복심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복심 원
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어느 한 방법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보기보다는
비용과 공정성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복심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의신청제도의 폐단이다. 즉 특허권자들 간의 다
툼은 협상의 와해를 초래하기 쉽다. 다시 말해 만일 이의신청으로 한 특허권자가 평가대상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받은 특허권자가 반발하여 특허권자들 간에 균열이 생겨
라이센싱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복심제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제도로는 단심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5.3 사후인지특허 처리 방안
홀드아웃 특허라고 불리는 소위 알박이 특허로 생기는 문제는 실시권자 측면에서 보면 특허
제도가 원망스러울 정도이고 특허권자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같
은 이해관계의 상충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하다.
법률적 강제조항은 보조적으로 하고 협상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권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센
서 후보를 특허포럼 안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제일 급선무이다. 특허포럼 밖에서 실시권 허여를 거
부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뛰어넘은 과다한 로열티를 요구하면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선
으로서 법률적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특허법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재정통상실시권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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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부정경쟁 관련 조항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역시 차선적인 해결책일 뿐임을 인
지해야 한다.
5.4 특허포럼 설립방안
특허포럼(가칭)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수차례의 회의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
가 되었다. IPR Adhoc 그룹에서 권고하는 포럼 설립 방안은 말 그대로 권고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
고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이 권고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리라 예상되지만, 실제 특허포럼
의 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고 특허포럼의 성공은 휴대인터넷 표준과 사업의 성공과 직결
될 것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은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5.4.1 설립목적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안)과 관련하여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등 이해관계 당사자간
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기하고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형성 및 활
성화를 도모하며 관련 국제표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5.4.2 기본 구상
￭ 기술
￭ 생산․납품
￭ 특허로열티

Industry 포럼
정통부, 협의체
비법인
↓

￭ 주요의사결정
-기획․조정

특허포럼
협의체
비영리법인 or 비법인

평가위원회

↓
￭ 집행
-관리․행정

라이센싱 법인
영리법인
풀 or 플랫폼

ꋯlegal
(계약)
ꋯaccounting
(로열티징수 및 분배)

5.4.3 주요임무
가. 특허포럼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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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허(이하 요소기술특허 포함)를 정의하고 필수특허 여부를 판단
-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센싱의 조정
- 로열티 비율을 균등하게 할지 가중치를 줄지 등의 검토
- 특허풀링시스템의 형태의 타당성 검토 및 결정
- 표준 적합성 인증에 관한 방침 설정 및 구체 운영방안 수립
- 특허포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
- 라이센싱 법인의 성격, 활동방향, 로열티 방침 등을 설정
- 특허평가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나. 라이센싱 법인의 임무
-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센싱의 전반적인 관리
- 특허에 관련한 계약체결 등 법적문제 처리
- 라이센싱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 회계문제 처리
다. 특허평가위원회의 임무
-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필수특허여부를 판단

5.4.4 성격
- 협의체 형태를 권장함. 그 이유로는 라이센싱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협의․조
정 조직이며, 현실적으로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독점규제법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비영리 성격을 권장함. 단, 비용의 징수 및 처리
가 곤란한 경우는 라이센싱 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4.5 운영방안
가. 참여자
- 정회원은 특허권자, 실시권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업자
- 준회원으로서 학계, 연구소 기타 전문가 참여 가능
- 특허포럼 참여자, 라이센싱 법인 참여자를 구분
나. 활동시기
- 표준(안) 버전 1.0 이후
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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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만 분담하거나 정회원 및 준회원이 공동분담
라. 조직구성
- 현 단계의 포럼의 의미는 한시적 조직의 의미가 아니라 라이센싱까지도 관장하는 것
이며, 협의체적 성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임
- 사무국(특허포럼을 이끌 주관 그룹)과 같은 조직이 필요함
- 포럼의 성격상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국 내에 이를 전담할 풀타
임 전담요원이 필요함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 표준기술 관련 특허를 라이센싱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점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고 실시권자에게나 특허권자에게 이득을 주고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라이센싱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라이센싱 모델에 있어
서는 3G 특허플랫폼과 MPEG 특허풀에서 장점을 따서 한국형 내지는 휴대인터넷 표준화에 적
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IPR Adhoc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플랫
폼 형태를 권장하는 한편 MCR을 채택하여 총 로열티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
는 것이 휴대인터넷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소위 사후 인지 특허로 인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
쳐 인지통보서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로열티 서약서를 접수하였으며, 소위 홀드아웃 특허는 가
능한 한 예상 특허권자를 특허 풀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안이 현명하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특허포럼
을 발족시켜 특허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개방하고 논의하게 하여 원만할 타협점을 모색함으
로써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PR 문제를 취급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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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의 제․개정 및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헌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위원회 및 직위

연락처

소속사

과제 제안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표준 초안 제출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표준 초안 작성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및 검토
표준안 편집 및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감수

표준안 심의

김영균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의장

031-279-5100

삼성전자

류충상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부의장

02-710-6460

전파연구소

이한명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부의장

02-3470-4584

유니모테크놀로지

정한욱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부의장

02-526-6460

KT

최진성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31-450-7100

LG전자

홍대형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05-8470

서강대학교

정찬형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317-6170

전파진흥협회

최혜옥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42-860-66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목하균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81-5931

KBS

이상운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89-3685

MBC

손 원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31-201-2983

경희대학교

박유식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10-6510

전파연구소

안재영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42-860-38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채종석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42-860-660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대성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진병문

본부장

031-724-0100

TTA

김대중

팀장

031-724-0090

TTA

이한수

팀장

031-724-0110

TTA

유성필

차장

031-724-0113

TTA

최형진

과장

031-724-0093

TTA

류금자

대리

031-724-0094

TTA

서화정보통신

사무국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