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실무] 국제계약에서 보증책임범위 한정 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제

진술 및 보증조항은 다양한 계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 등 license 계약에서 대상 기술이 제 3 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보증을 요구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 계약조항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당연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보증을 요구하거나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해당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은
합리적인 조항, 계약실무상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조항,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조항은 무엇인지 실무와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진술 및 보증조항에 관한 해결방안

계약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해결방안은 보증을 하는 측에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즉,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3. 사례검토 - 기술 라이선스에서 보증조항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 기술의 보증 조항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을 이전하는 갑은,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다만, 그 이외에 계약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기술성,
상업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어떠한 상항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아니한다.

(2) 갑은 향후 계약 기술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편, 계약 기술에 관한 특허권에 관한 보증 조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갑은 계약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갑은 계약 기술에 관한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선급 실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4. 사례검토 - 제품 수출 또는 판매계약에서 보증조항

특정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제품 판매로 인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보증은
비현실적이므로 인식의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조항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Seller has no knowledge of any infringement, or anticipated infringement to any IPRs
of the other parties.”

5. 대응방안 –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

절대적인 진술 및 보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 보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유효성 보증이나 제 3 자의 권리 비침해 보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보증책임자에게 최선의
조사 및 검토 의무를 지우는 Best Effort 조항을 삽입하고, 그 결과에 따른 knowledge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위로 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자 입장에서는 그 보증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본인이 수령한
Royalty 액수 내로 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