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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 필기구 제조 회사

당

사

자

영 업 비 밀 내 용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을 : 필기구 제조 회사
■ 병 : 갑 회사에서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하며
15년간 재직하다가 퇴사한 자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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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와 을 회사는 각 볼펜 등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병은 갑 회사 입사 후 15 년간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했고, 갑 회사
퇴사 후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갑 회사는 설립이래 별도의 잉크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잉크의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왔고, 연구실 근무자 이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없으며, 연구소에서 잉크 제조 데이터를 담은“제조 노트”는 1 부만 만들어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비밀리 관리되었다. 또한 갑 회사는 각 연구원에게“연구노트”와 관련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밀 엄수를 요구하였다.
병은 갑 회사에 근무하면서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노트에 여러 기술정보를 적어 두었다. 그 후 병은 높은 직급과 보수를
받고 을 회사에서 잉크 제조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 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트를 가지고 퇴사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을 회사는 병을 스카웃한 후 별다른 연구실적 없이 갑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을 생산, 전시하였다.
이에 갑은 을, 병을 상대로 자신의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노트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회사는 외국제품을 기초로 잉크의 조성비율 등을 정하였고 단기간 내에 얼마든지
역설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기술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1 제 2 조 제 2 호의‘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998. 12. 31. 법률 제5621호 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1999. 1. 1. 시행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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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도 34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 도 7916 판결 등 참조).
3) 또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 도 6772 판결 참조).
4)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5)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를 제조하는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 등 제조방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경비를 들여서 연구, 개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정보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구, 개발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원고 회사 연구소의 직원들조차도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하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비밀성이
있다.
6) 부정경쟁방지법 제 10 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 1 항 등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보유자”라 함은 그 보유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보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1)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한다.
(비공지성). 일단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누가 공개했는지 또는 선의인지 여부는 묻지 않고
비공지성은 부정되고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2)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었을 때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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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져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정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알려지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분해하고 그 생산과정을 분석·연구하는
이른바 역설계(역공정, reverse-engineering) 방법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적 노력과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비공지성’내지‘비밀성’이
유지된다. 다만 역설계 행위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4) 피고 병의 연구노트가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의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2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사건의 원심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같이 그 노트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그 노트에 대한 폐기를 명할 수 있는바, 폐기를 하려면
그 노트의 현존 여부를 밝힌 다음 그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심리를 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를 심리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판례 28참조). 그러나, 원심판결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판시 부분
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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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다른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명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병 회사에 기술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공정개발업무를 총괄하던 자

당

사

자

■ 을 : 병 회사에 기술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양산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해자
■ 병 : 반도체 설계, 개발, 제조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병 회사의 반도체집적회로 모델 회로도, 레이아웃 도면파일,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조립규격 관련 영업비밀자료 파일

갑과 을은 반도체 설계, 개발, 제조 회사인 병 회사에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병 회사는 개발이 완료된 반도체집적회로 회로도 등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보안설정을 해두어 업무 관련자에 한정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두었다. 병의 회로도 등 자료는 기술적인 가치는 높지 않으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병은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었다.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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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병 회사를 퇴사하며 반도체집적회로 모델 회로도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자신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후 다운로드 받았으며, 자신의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아 스스로의 독자적인 공정개발에 참고하였고, 을 역시
병의 반도체집적회로 모델 회로도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병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파일들을 수정하여 조립규격집 등을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다른 업체들이 병 회사의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 등에 그 제품의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레이아웃 도면 파일,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및 양산 관련
‘조립규격’파일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판매 전문회사인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기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으므로, 위 기술정보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위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들이 피해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 등에 그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10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1) 영업비밀의‘비공지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므로, 개략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비공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기술이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면, 개략적인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지성(비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 등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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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기계의 기본 원리가 알려졌더라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 및 설계도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명

손해배상(기)

과

파기환송
원고(피상고인)
■ 갑 : 섬유원단포장기계 제작·판매회사

당

사

자

피고(상고인)
■ 을 : 섬유원단포장기계 제작·판매회사
■ 병 : 갑 회사의 공장장 겸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섬유원단포장기계를 제작·판매한 자

영 업 비 밀 내 용

섬유원단포장기계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

갑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여 오던 섬유원단포장기계 제작에 관한 중요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와 기술제휴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원을 받아
1 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섬유원단포장기를 개발, 제작하여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오고 있다.
병은 갑 회사에서 공장장 겸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갑 회사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섬유원단포장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갑 회사의 것과 유사한 섬유원단포장기를
제작,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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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이 병을 고소하자,병은 섬유원단포장기를 제작 판매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하였지만
그 후 각서 내용에 위반하여 타인과 함께 을 회사를 설립하고 종전과 같은 섬유원단포장기를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갑은 을,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섬유원단포장기계의 원리 및 기술은 병이 갑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이미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다 24528
판결, 1996. 12. 23. 선고 96 다 16605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사건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기계의 설계도면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기계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를 참고하지 아니하고는 병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실제로
기계를 제작한 때에 이르는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기계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한 경험도 없는 병이나 을 회사가 그 생산을 위하여 어떠한 연구나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즉시 이 사건 기계를 생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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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설비 등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못할지라도, 그 기계, 설비 등을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본 판결의 판단요지 3)항은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침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한 이유가‘경제적으로 유용한데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정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3) 원심판결 중 영업비밀 해당성에 관한 부분은 유지하였으나,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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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조합하여 비밀로
유지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을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외국상품 구매대행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상품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는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외국상품 실시간 재고 및 판매금액 검색기능을 수행하는 소스파일

을 회사는 외국상품 구매대행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상품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을 한다. 갑은 을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을 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 및
사용자모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갑은 을 회사 재직 중 습득한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는 을 회사만이 소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며,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자료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등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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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을 회사의 서버에 접근을 하여 작업을 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을 회사에 유용한 외국상품의 실시간 재고 및 판매금액 검색기능을 수행하는
소스파일 등을 집에 있던 컴퓨터에 보관하게 되었다 (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IP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직원의 업무 분담영역에 따라 위 서버의
접속권한이 주어졌다).
갑은 을 회사가 임금을 지체하자 퇴사하여,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소스파일을 보완·수정하여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을 완료한 다음, 해외상품 구매대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을 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파일들은 인터넷상에서 널리 공개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직접 제작할 경우 2, 3 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 ·조합하여 피해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외국상품의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회사 웹사이트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한 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파일 등은 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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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 목적에 맞게 수정, 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한 경우, 그 재구성된 파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파일에
접근하려면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도록 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파일 관련 정보는“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2) 피고인이 입수한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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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
비공지성에 대하여 구체적 증거 없이 항변하는 경우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명

업무상배임, 절도

과

파기환송
피고인(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갑 : 병 회사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했던 전 연구원

당

사

자

■ 을 : 병 회사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했던 전 연구원
피해자
■ 병 : 전자전기 기구 및 관련 기기, 부품 제작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광통신부품인‘광도파로소자 설계·제작기술 관련 FIBER(광섬유)
ARRAY BLOCK 등 문서파일

병 회사는 전자전기 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갑, 을은 병 회사의 첨단 정보통신산업 핵심 분야인 광통신부품 중‘광도파로소자
설계·제작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연구원들이다.
갑, 을은 병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동료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연구실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광통신부품 중‘광도파로소자 설계·제작기술’과 관련된
FIBER(광섬유) ARRAY BLOCK, MT FERRULE용 V-GROOVE(접속소자 홈), POLYMER
SPLITTER, AWG, PLC 등 문서파일을 CD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갑, 을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동종제품 개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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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여러가지 특성을 갖춘 시료들로 실제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치를 포함하는 자료들이거나 각 생산 단계의 공정을 시계열에 따라 배열하고
투입재료, 장비, 담당자, 중점관리사항 등을 표시한 자료 또는 특정 단계 공정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채택한 규격화된 표준 또는 현재의 연구개발공정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병 회사는 그 어느 것도 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갑, 을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서 보안서약서를 받고 상세한 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그 유출 방지를 위한 면밀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사는 갑, 을을 병 회사의 영업비밀을 절취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절도 혐의로 기소하였다.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내세운 주장들, 즉, 위와 같은 실험들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느니, 여러 학술지나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느니,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느니, 타 회사의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 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느니, 그 제품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10 여 개의
국내업체와 30 개 이상의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느니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위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퇴직 시점에 광통신부품의 연구를 중단하였더라도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구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조와 판매가 중단된 것은 연구가 중단된 때로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2002 년경의 일이므로, 피고인들이 퇴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야기한 이상 사후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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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이 이미 외부에 잘 알려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당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영업비밀의 요건 및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증거에 의해 당해 영업비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만으로는‘비공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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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6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경우에는 공연히 알려진
것으로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파기환송
피고인(상고인)
■ 갑 : 을 회사에 해외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모바일게임, 인터넷 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갑이 을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문서들

갑은 을 회사에서 해외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고객관리, 수출계약 진행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을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와 갑 2 인으로 갑이 실무자로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왔으며, 을 회사는 갑에게 별도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거나,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중요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갑은 을 회사를 사직하고 병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인 ‘Mobile
게임사업제안서’,‘B사에 대한 사업실행 계획서’,‘Mobile Content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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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중국 C 사와의 핸드폰게임 수출계약서’등 문서를 CD 3 장에 복사한 후
가지고 나왔다. 갑은 병 회사로 이직한 후 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컴퓨터에 위
CD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그대로 복사해 보관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을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 중 대부분은 그 내용이 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그 내용이 게임 또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능상특징에 관해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심은‘위 설명문은 피해회사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범위에 관하여 행위자가
근무하던 기업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지도 않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핸드폰 내장형 게임툴 개발기술에 관한 공소외 회사의 노하우를 담고 있어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 유사한 게임툴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모두 상당한
유용성이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설명문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공소외 회사가 개발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인‘임베디드 게임 기어(Embedded
Game Gear)’의 설명문(별지 범죄일람표 9)은, 위 공소 외 회사가 그 해외 마케팅
대행사인 피해회사에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 중 일부가
피해회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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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보유자가 홍보나 설명을 위해 영업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가 일단 공개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된다하여도 비공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비밀 보유자가 그 공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영업비밀성을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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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
국외에 공개·사용됨으로써 이미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졌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확정)

명

손해배상(지)

과

원고 청구 기각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갑 :‘온도측정용용기’ 실용신안등록출원자

당

사

자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을 : 맥주 제조, 판매 회사
맥주병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맥주의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영 업 비 밀 내 용

알게 한다는 기술적 사항 및 이를 광고하여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매전략에 관한 사항

갑은 용기표면에 열센서를 부착하여 내용물의 온도를 나타내도록 한‘온도측정용
용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한 자이다.
갑은 을 회사에게, 맥주병용기에 온도테이프를 부착함으로써 맥주의 맛을 적정온도에서
느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고, 이를 광고하는 경우에“잘 익었을 때 드십시오!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등의 문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맥주
판매전략을 제안하면서, 온도감지테이프를 맥주병용기에 부착한 견본품을 보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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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을 회사는 맥주병용기 표면에 부착되는 보조상표에 7-8 도가 되면 위 암반천연수
마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맥주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고, 위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서“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난다”,“맥주의 맛 이젠 눈으로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사용승낙 없이 을 회사가 위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맥주제품을
생산하고 광고했다는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맥주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병 속에 든 맥주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우선적 구매충동을 일으킨다는 마케팅 전략을
합한 상품판매전략에 관한 원고의 아이디어와 구체적 광고문안까지 제안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광고문안을 무단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아이디어는 크게 맥주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맥주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용기에 부착된 표시로 알게 한다는 기술적 사항과 위와 같은 기술적 사항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맥주를 판매하는데 큰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매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일응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위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안이 일본국 특허청에서 이미 공개한
음료용기에 관한 고안과 일본 발명협회 공개기보에 기재된 특정온도에서 변색하는
인쇄대가 부착된 음료관에 관한 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되었고 위 고안은 이미 외국에서 실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던
고안이므로 원고의 위 고안 자체는 비밀성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기술적 사항을 이용한 판매전략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온도측정용
용기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대하여 제안하기 이전부터 일본 등지에서는 특정한 온도에서 변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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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기 등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감응테이프가 사용되었고, 원고도 역시
미국에서 제조된 온도감응테이프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 맥주 용기에 부착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견본품으로 보낸 사실, 일본의 삿포로 맥주 주식회사는 1983 년부터 생맥주
잔에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맥주의 온도가 10 도 이하가 되면 온도마크가 흰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고 동시에‘지금이 마실 때입니다’ 라는 문자표시가 나타나는 상표를
부착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광고한 사실, 캐나다의 맥주회사인 몰슨(Molson)사는
1993 년부터 맥주용기에 부착되는 상표에 'Icy cold and ready' 라는 문구를
열감지잉크로 인쇄하여 맥주맛이 좋은 일정한 온도에서 위 문구가 드러나도록 하는
맥주를 생산, 판매한 사실, 그 밖에도 미국, 멕시코 등의 맥주나 음료회사에서
열감지잉크로 인쇄된 라벨(Label)을 부착한 맥주나 음료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 또는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여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맥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광고하여 소비자의 구매충동을 자극하여
판매효과를 올리는 마케팅전략 역시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1) 당해 정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다면,‘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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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판례 8
영업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개발 단계의 정보라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병 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자

당

사

자

피고인
■ 을 : 병 회사에서 WHITE LED 제조공법 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
피해자
■ 병 : 광반도체 LED의 생산 판매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병 회사의‘매출단가 품의서’‘LED 조립 CAPA 현황’,‘CHIP LED
사업계획서’‘2002년 영업추진계획’ 등 기술상, 영업상 서류들

병 회사는 광반도체 LED를 생산·판매 회사이고, 갑은 병 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자, 을은 병 회사에서 WHITE LED 제조공법 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갑, 을은 병 회사와‘병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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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병 회사를 퇴직하여 당시 LED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업체인
A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입사하게 되자, 향후 A 회사에서 활용하고자 마음먹고
병 회사의 기술상·영업상 자료들인‘매출단가 품의서’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또한 갑은 병 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근무조건 등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A회사 사장에게 을을 영입하도록 권유하여 을을 A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스카우트하였다.
을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병 회사에서의 LED에 대한 연구 기술자료인‘BLUE
＆ WHITE LED 실장확정조건’등을 출력한 프린트물, 파일을 몇 차례에 걸쳐 A회사 측에
넘겨주었다.
이에 검사는 위의 사실에 관해 갑, 을을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문제가 된 자료들은 병 회사에서 제조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관한 것이어서 병 회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성립 가능한 것일 뿐 실제 생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생산기술과는 상관 없이 누구나 샘플만 확보하면
실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로서 시제품 실험 결과를 집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영업비밀에서‘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 3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판시 각 자료들 중 일부는 피해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백색 발광다이오드(White LED)의 제조를 위한 부품, 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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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비율 및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회사가
시제품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기재한 자료인 바, 위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 영업비밀은‘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할 뿐만 아니라,‘해당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장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실패한 실험 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 등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 할 수 있다. 특히‘실패한 실험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안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였다.
2) 나아가 절도죄 부분과 관련하여 각 문서들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피해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피해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소지 및 사용이 허락되었을 뿐이고,
피해회사로부터 소유권까지 이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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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
유출시 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의 개발·제조에 참고할만한 정보라면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도6576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갑 : 병 회사의 해외영업부에 근무했던 자

당

사

자

■ 을 : 병 회사의 LCD 모듈제품개발부서에 근무했던 자
피해자
■ 병 : LCD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CSTN LCM 제품의 전기회로설계도면

병 회사는 LCD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갑은 병 회사의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다 A 회사의 영업실장으로 전직한 자이고, 을은 병 회사의 LCD의
모듈제품개발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병 회사는 사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고, 반출증제도와‘산업보안관리규정’이라는 사규를 제정, 시행하였다.
A 회사는 병 회사에서 퇴사한 자가 설립한 회사로서, 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B회사의 LCD 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독자적으로 국내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CD 연구용 첨단기술을 중국의 전자회사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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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과 A 회사의 주선으로 B 회사 측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병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의 구성요소 회로도면을 보내 달라는 갑의 요구에 응하여 전기회로설계도면,
CSTN LCM 개발에 관련된 병 회사의 자료들, 관련 응용프로그램 등을 갑에게 이메일로
송부했고, 이러한 내용은 다시 C회사 등으로 건네지기도 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이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병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갑, 을이 유출한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온도보상회로도를 비롯한 정보는, 그것이 CSTN LCM
제작의 핵심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여 그 도면의 유출로 피해회사 기술경쟁력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의
엔지니어로서는 같은 종류의 CSTN LCM을 개발, 제조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을 포함한 CSTN LCM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침해자 개인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고, 반출증 제도와 산업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만약 유출될 경우 적어도 경쟁사가 동종 품목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등에 기여할 만한 정보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4. 1.
20. 법률 제 709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3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 제1호는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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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유출로 피해회사의 기술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쟁사(특히, 후발경쟁업체)의 엔지니어로서 동종
품목 개발에 있어 위 정보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아니다.
2)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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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0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 기술사상이 알려졌어도, 완성된 회로도의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477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ㆍ업무상 배임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을 회사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던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중계기 개발, 생산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무선(RF) 중계기의 RF모듈인 “RFM 회로도, ICM1 회로도,
OSC 회로도” 등 파일

을 회사는 중계기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고, 갑은 을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갑은 을 회사를 퇴사하면서 을 회사가 개발하여 대외비로 관리 중이던 무변파 무선(RF)
중계기의 일종인 SHR의 발진을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RF모듈들인“RFM
회로도, ICM1 회로도, OSC 회로도”등을 메모리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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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을 회사의 제품보다 기능을 향상시킨 중계기를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A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학교 동문인 갑에게 관련 기술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갑은 A 회사의 연구원 등에게 기술 자문을 하면서 당시 보관 중이던 을 회사의“RFM
회로도, ICM1 회로도, OSC 회로도”파일을 복제하여 주었으며, A회사는 연구원이
작성한 회로도에 기초하여 RF모듈개발을 완료하여, 이를 B 회사에 납품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이 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을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회로설계기술이라는 것은 무선(RF) 중계기
모듈업계 종사자가 모듈을 만들 때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부품 및 회로구성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그 기술적 사상 또한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이를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1)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해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회로도 상에 담긴 위상제어기능을 통하여 발진 위치를 현 통화대역에서 다른
통화대역으로 이동시켜 발진을 제어하는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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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더 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로 인해 경제적 유용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단지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일부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비공지성이 유지된다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이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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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비밀관리성)
판례 11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피상고인)
■ 갑 : PLC분야의 전문가로서 정 회사의 공동창업자
■ 을 : 정 회사의 직접광학실 실험실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자

당

사

자

■ 병 : 정 회사의 직접광학실 실험실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자
피해자
■ 정 : 광통신회로 집적소자(PLC) 생산 및 판매, 광통신회로
집적기술 연구 개발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광통신수동소자인 스플리터와 AWG, 트리플렉서 관련 파일 등
을과 병이 정 회사에서 다루었던 자료들

정 회사는 광통신회로 집적소자(PLC)의 생산 및 판매, 광통신회로 집적기술 연구 및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 갑은 국내 PLC분야의 전문가로서 정 회사의 공동창업자이며, 을,
병은 정 회사의 직접광학실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자 인바, 이들은 갑 회사에‘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기밀유지 서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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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정 회사에서 불명예 퇴사하자, 정 회사의 경쟁업체인 A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트리플렉서’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을, 병에게 정 회사의 광분배기, AWG관련 업무파일을
빼내와 이용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을, 병은 업무파일을 꺼내오거나 정 회사 내의 실험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차후 A회사에 입사하여 연구비를 분배받았다.
한편, 위 업무파일의 내용은 주로 정 회사의 광분배기, AWG관련 업무파일인데,
이들의 설계, 제작의 기초적인 기술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 정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으며, 연구원 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 병이 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갑, 을, 병이 정 회사의 업무파일을 복사한 것은 사실이나, 정 회사는 이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관리가 없었으므로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피고인들 중 일부가 입사할 때‘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여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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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판결은,‘이 사건 파일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의 설시를 통해 반대로‘비밀 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 아래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보관책임자 지정
② 보안장치
③ 보안관리규정
④ 비밀의 분류 및 표시
⑤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제한조치
⑥ 방화벽 설치 등

2) 위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였는바,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의 작성이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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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2
대표이사의 노트북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그 접근을 제한한 경우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확정)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과

항소기각
피고인(항소인 겸 피항소인)
■ 갑 : 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인력 채용시
자문을 해주는 헤드헌팅 전문회사
10년간 인력채용 후보자로부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

영 업 비 밀 내 용

이력, 학력, 경력, 병력, 자격사항, 특기, 채용현황, 이직 사유
및 조건, 기타 신상정보 등의 자료를 모은 인재 정보 DB

을 회사는 부산, 경남, 경북 등 지역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기업체의 인력채용시 자문을 해 주는 이른바
‘헤드헌팅’ 회사이고, 갑은 을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을 회사는 10 여년 간 인력채용 후보자로부터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의
이력, 학력, 경력 등 자료가 담긴 인재 정보 DB를 바탕으로 의뢰업체 요구에 맞는 채용
후보자들을 선정하여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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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사의 대표는 위와 같은 인재 정보 DB를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를 제외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해 왔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의뢰사에 대한 정보, 구직자, 이직자, 재직자에 대한 신상정보,
회사 재직시 습득한 영업비밀 등)을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여 왔고, 갑도 재직 중
위와 같은 서약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퇴직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은 위 DB에 담겨있는 자료를 자신의 USB에 수시로 저장하여 집으로 가져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을 회사의 영업비밀인 DB를 취득하였다. 그 후 갑은 을
회사의 경쟁업체인 A사로 이직한 다음 위 DB에 담겨있는 인재정보를 이용하여 DB에
수록된 10 여명의 사람들에게 접촉하여 이직을 권유하는 등 을 회사의 DB를 사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갑이 취득·사용한 개인의 이력 및 신상정보 등 인재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른바‘헤드헌팅’전문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DB)에
담겨있는 개인이력 및 신상정보 등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① 이 유출된 자료에는 업무분야별로 구분된 수백명 분량의 구직자 이력서 등이 들어
있고, 위 인재 정보에는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② 일부 인터넷 유료 정보서비스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인재정보도 있으나 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징, 이직사유, 적합한 업무영역 등 세부적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회사의 양식으로 재작성하였고, 유출된 인재 정보는 헤드헌팅 회사 영업을
위한 핵심적 정보로서 이러한 자료가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경우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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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인재정보 DB는 회사 대표가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보관·관리하면서, 대표와
이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여 왔고, 피고인도 재직 중 및 퇴직 시에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재정보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취득·사용한“인재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4

4

검사의 상고는 양형부당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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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3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 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A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 을 : A회사의 중앙연구소장 겸 창원공장장

당

사

자

■ 병 : B회사의 팀장
피해자
■ 정 : 전동차 제작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

피해회사 정은 국내 유일의 전동차 제작회사이다.
갑은 중공업 회사인 A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을은 A회사의 중앙연구소장 겸
창원공장장인바, A회사는 전동차 제작사업을 하기로 하고 철도청에 전동차 시험 운용에
대한 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철도청에 제출할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도중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정 회사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구하려고 하였다.
이에 갑, 을은 정 회사의 전자매뉴얼 작성을 의뢰 받아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던 중
B회사에 재직하는 병에게 부탁하여 정 회사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복제한 CD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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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아 그 CD에 저장되어 있는 전동차 160 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A회사의
컴퓨터에 복제하고 해당자료를 이용해 차체 및 대차부분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작성한
후, 한국철도공사에 위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 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정의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철도청의 도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몇 차례 외부에 출도,
열람된 사실이 있는 등 철도청을 통하여 A회사를 포함한 정 회사의 잠재적 경쟁업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철도청 및 그 포괄승계인인 한국철도공사(이하‘철도청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29 조 제 1 항은 피해 회사와 철도청
사이에 체결된 조달물자구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철도청 등은 위 계약 조항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은 철도청 내에서 내부적인
구속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인 훈령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철도청 도면관리규정 존재에
의하여 철도청 등이 위 계약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가 철도차량의 보수·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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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이상, 일부 자료가 보수·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던 자료의‘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아 여전히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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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4
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파기환송
피고인(상고인)
■ 갑 : 을 회사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

당

사

퇴사한 자

자
피해자

■ 을 :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제조, 판매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자료, 영업자료 파
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거래회사 기술시방서 등

을 회사는 순간정전보상장치(Dip-free)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갑은 을 회사에서
위 장치의 기술담당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같은 장치의 제조업체인 A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을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으나,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을 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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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이 누구든지 쉽게 병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 병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병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 CD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을 회사는 갑의 퇴직 전날인 2005. 7. 14. 갑으로부터‘을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았다.
갑은 을 회사의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정보자료, 영업자료 파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거래회사 기술시방서 등의 영업비밀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받아 가지고 나온 뒤, 을 회사를 퇴직하고 A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A회사
제품의 판매에 사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 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다른 직원 병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병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의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병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 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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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유자가 직원으로부터 일반적인 회사기밀 유지각서를 제출 받은 사실만으로는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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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5
보안관리를 하였어도, 일반·추상적인 기밀유지의무 부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 16. 선고 2009가합41286 판결5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과

원고 청구 기각
원고
■ 갑 : 무선통신 칩 안테나 등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

당

사

자

피고
■ 을 : 갑 회사에서 휴대전화 칩 안테나 선행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 병 : 안테나 사업부를 신설한 일본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칩 안테나 생산을 위한 기술 등을 포함하는 영업자료 등

갑 회사는 무선통신 칩 안테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에서 휴대전화
칩 안테나 선행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안테나 사업부를 신설한 병
회사에 영입되었다.

5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74944 판결에서 항소기각, 대법원 2011. 8. 19. 선고 2011다46074

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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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채로 퇴직한 후 병 회사의 안테나사업부 부장에게 이메일 전송을 하였다.
을은 갑 회사에 재직 중에 직원들의 보안의무를 규정한‘서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는데,
그 서약서에는 회사기밀을 갑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자료의 사용금지, 폐기,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배해상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자료는 모두 최적의 칩 안테나 생산을 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업체에 유출되는 경우 시행착오 없이 원고와 동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서약서, 보안관리 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를 하였다.

1) 이 사건 영업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등 비밀관리성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 원고는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들인 피고들에게 ‘보안규정 서약서’에
서명토록 하여 이를 제출 받은 사실, 원고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USB사용제한 등의 외부저장장치 제한정책, 영업비밀의
분류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력 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보안인증서에 의하여 접속하는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프린터출력물 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원고의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이 노트북을
반출할 경우 엄격하게 사전 승인이 요청되고 있으며, 원고의 영업기밀 문서는
별도의 문서보관실 캐비닛에 보관 후 시정장치를 통해 개폐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게 원고의 보안 인력경비를 맡긴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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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보안관리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영업자료가 비밀로 분류되었다거나 이 사건 영업자료에 그와 같은 표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문서를 자료, 문서, 도면, 사진으로 구분하여 대외비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자료에 관하여는 어떻게 분류 및 관리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약서상의 기밀유지조항은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일반적·추상적인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판결은, 비록 회사가 일반적으로 보안관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정작 당해
정보(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 표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결은“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 년 동안으로 제한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금지기한이

배척하였다.

50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직금지청구를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사용행위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주요판례

비고

Page

비 밀 유 지 약 정 이 해제 되 었 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01가합2507

판례 16

53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도 없고,신의칙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누설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1도4331

판례 17

58

부정취득행위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98다1928

판례 18

60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우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0카합172

판례 19

64

주요쟁점

침해행위의
주
체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판례 16
비밀유지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확정)

명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과

원고 청구기각
원고
■ 갑 : 전기전자 부품, 음향기기 부품 등의 제조, 판매 회사

당

사

자
피고
■ 을 : 음향시스템, 음향부품, 방송수신기 및 음향기기 제조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조 공정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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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전기전자 부품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는 북한에서 전자마이크로폰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귀순한 음향기술자로서
갑 회사에서 전기음향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제품연구, 제품소재
개발, 생산설비 개발업무,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그러던 중 A는 갑 회사측에
대우조정을 요구하였고 갑 회사와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A는 갑 회사를 퇴사한 후
음향시스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을 회사를 설립한 후 갑 회사가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백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로폰(Back-type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BECM’)
을 제조판매 하였다.
A는 갑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갑 회사가 생산하고 있던 백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로폰
(Back-type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BECM’)의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를
부하직원들에게 CD에 담아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중, 갑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CD를 압수당하였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의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한 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는 갑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계약상의 혹은 신의칙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갑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영업비밀이라면 오히려 A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과 A 사이 비밀유지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갑과 A 모두가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A의 비밀유지약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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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 (라)목 및 (마)목에서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문언에 의해서 혹은
신의칙에 비추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그에 반하여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및 이를 알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 용,
공개하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회사는 A와 사이에 1999. 1. 20.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의무로서
A가 원고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지식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A가
원고회사에 재직하면서 개발한 기술 등에 관한 권리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회사와 A는 공히 1999. 1. 20.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다가, 원고회사가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 가합**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위
약정의 해제를 주장하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01. 5. 21.
A에게 도달하였으며, A도 원고회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 가합##호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위 약정의 해제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2001. 2. 7. 원고 회사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 A 사이의 1999. 1. 20.자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는 더 이상 1999. 1. 20.자
약정에 기한 비밀유지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약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의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그
고용주 또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를 해하지 아니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A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도중에 지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이후에도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은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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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BECM을 포함한 휴대폰 부품 제조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은 A 등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2000.
6.경을 기준으로 길어야 1 년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5) 법원은, 영업비밀유지기간은 A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인 2000. 6.경으로부터
1 년까지인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인 2000. 6.경으로부터 이미 4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A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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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칙상 퇴사한 후에도 상당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에 퇴직 후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청구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교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기간은 A 등이 피고를 퇴사한 날인 2000. 6.경으로부터
1 년까지인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 현재 위 기간이 경과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면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도 청구가 기각된 사례.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57

판례 17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도 없고,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누설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4331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피상고인)
■ 갑 : 을 회사에서 조관기술자로 근무했던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다심관 등의 제조, 판매 회사
다심관 생산공정 관련 기계배치도,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영 업 비 밀 내 용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의 제작방법, 을 회사의 일일생산량과 월
생산량에 관한 정보

을 회사는 다심관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갑은 을 회사에서 조관기술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을 회사에 재직 당시 다심관 생산의 공정에 관여한 바 없었다.
갑은 을 회사에서 퇴직 후 을 회사의 다심관 생산공정시 필요한 기계배치도,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의 제작방법, 을 회사의 일일생산량과
월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경쟁업체의 대표인 A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다심관 생산공정은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을 회사는 갑을 비롯한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서·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한 적은 없었다.
을 회사는 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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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회사의
일일 생산량과 월 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소개 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당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떠한 명시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관공정에서 일하는
조관기술자일 뿐, 다심관 생산의 전반적인 공정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교육을 받거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정보 역시 다심관 생산공정의 핵심 내지 중요기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은 같은 법 제 18 조 제 2 항 제 2 호6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시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신의칙에 기한 경업금지를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당해 퇴직자는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근로권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
받아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 받게 될 우려가 있다.
2) 더욱이, 당해 퇴직자가 경업금지약정이 없어서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6

부정경쟁뱅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별률 709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8조 제2항 제2호는 기업이
임원 또는 직워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솤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
밀을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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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정취득행위
판례 18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명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금지 가처분

과

파기환송
신청인(피상고인)
■ 갑 : 스핀 팩 필터 제조·판매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상고인)
■ 을 : 스핀 팩 필터 제조·판매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스핀 팩”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갑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의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아, 종래의 스핀 팩 구조 아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현저히 줄여 그 품질을 개선하였다.
A는 갑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사 직후 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A는 갑 회사에서 스핀 팩 필터의 제조 내지는 판매에 관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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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했던 B, C, D로 하여금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가져오거나 복사하게 하고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갑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한 후 갑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갑 회사의 취업규칙에는“사원은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 C, D는 갑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밀유지서약을 한 바 있다.
이에 갑은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관련 제품에 관한 독점적 생산 판매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에 대하여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A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을 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위 법의 시행 전에 을 회사의 사업으로 스핀 팩 필터를 제작·판매할 목적으로 갑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B, C,
D를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고 관련 제조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을 회사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그 무렵에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법을 적용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1) 영업비밀의‘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영업비밀‘사용’은 영업비밀 본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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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991. 12. 31. 법률 제 4478 호로 개정된 것, 이하‘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시행일인 1992. 12. 15. 전에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으로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핀 팩 필터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신청인 회사에서 퇴직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대표이사 자신 또는 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및 기술을 기초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1992. 12. 7. 신청외 회사에게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제공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만들기까지 하였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리 늦어도 이미 그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인 1992. 12. 15.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나,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 10 조를 근거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에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 가목은 ‘부정취득행위’에
관하여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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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직원이 노트에 기술정보를 기재하여 작성한 행위 자체는, 그 목적이 위 직원
자신이 정규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졸업한 관계로 장차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정규대학을 졸업한 부하직원들을 지도하고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노트에 기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회사의 방침상 당해
기술정보를 개인의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
직원을 내부적으로 문책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가목 전단 소정의‘부정취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 다 166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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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사용행위
판례 19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우도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자 2010카합172 결정

명

가처분이의

과

가처분인가
채권자
■ 갑 : 자동차 기계, 설비 및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등을

당

사

주로 하는 자동차 제조 회사

자
채무자

■ 을 : 러시아의 자동차 제조 회사의 국내 자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갑 회사 승용차의 부품들에 대한 상세 도면 및 3D 모델, 각종
시험 결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기술표준

갑 회사는 자동차 제조 회사이고 을 회사는 러시아의 자동차 제조 회사인 A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을 회사는 새로운 준중형급 승용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1 차 엔진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위 승용차의 설계 작업을 시작하여 개발계획 수립, 선행 차량 설계, 양산차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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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험, 선행양산, 양산개시 순서로 개발을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을 회사의
개발 과정에서 갑 회사의 승용차의 부품들 상세 도면 및 3D 모델, 각종 시험 결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기술표준 등이 사용되었는바, 그러한 기술 정보들은 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을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이 몰래 반출한 것이거나 갑의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것들이었다.
그 후 을 회사는 A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승용차의 반제품을 A사에 수출하였고,
A사는 을 회사로부터 수입한 부품 및 반제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제작한 후에 이를
국외에서 시판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기술정보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 및
그 승용차용 반제품, 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을 회사가 새로운 승용차를 개발하면서 갑 회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고, 자신은 갑 회사의 자동차를 벤치마킹하거나 역설계하였을 뿐이며, 일부
부품은 자신이 직접 또는 부품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생산한 것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외국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을 회사가 승용차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그 승용차와
동급인 갑 회사 승용차의 상세도면 및 기술표준자료 등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참고·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65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기술정보의 사용행위는 을 회사의
일부 부주의한 직원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을 회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회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갑 회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하여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갑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2 항에 정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을 회사에 대하여 그 승용차용 반제품, 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1) 채무자 을 회사가 입수한 채권자 갑 회사의 자료는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영업비밀의‘사용’의 예로는, 취득한 기술 정보, 설계도, 매뉴얼 등의 내용에 따라
제품을 그대로 개발, 제조하거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판촉, 홍보, 영업 활동을
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을 들 수 있는바, 채무자 을 회사는
승용차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승용차와 동급인 채권자 갑 회사의 상세 도면 및
기술표준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참고하고 활용함으로써, 개발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영업비밀 사용도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채무자 을 회사의 가처분 이의를 배척하고 채권자 갑 회사
신청의 가처분을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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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2.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 청구
3. 경업·전직 금지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주요판례

비고

Page

다른 정보와 구별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1가합131727

판례 20

71

개괄적으로 특정하였음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94가합3033

판례 21

74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정보에 대해 영업
비밀임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002다60610

판례 22

77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00카합95

판례 23

80

영구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침해금지가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2008마1087

판례 24

83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지기간을
정한 사례

2000나2291

판례 25

86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97다24528

판례 26

88

금지청구권의
소 멸 시 효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

95마594

판례 27

9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폐기청구

폐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96다16605

판례 28

94

경업·전직
금지의무의
발
생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 없어도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02마4380

판례 29

97

주요쟁점

금지의대상

금 지 기 간

주요판례

비고

Page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2009다82244

판례30

100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시한 사례

2010가합11116(본소)
2010가합18407 (반소)

판례31

103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을 들어
무효로 판시한 사례

2010나30722

판례32

107

동종 업체 전직은 허용되더라도 동종 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94카합12987

판례33

110

금지지역을 전세계로 정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

2007카합3903

판례34

113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판시한 사례

2011카합340

판례35

116

경업금지약정의 금지기간이 과도함을 들어
그 기간을 제한한 사례

2006마1303

판례36

119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 자체만으로 비밀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사례

2009다12528

판례37

122

침해행위로 얻은 매출액에서 제품판매를
위해 지출한 필요변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핵으로 판시한 사례

2009가합7325

판례38

125

판매이익 중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과 영업비밀 사용으로 절약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판시한 사례

98도4704

판례39

128

손해액 산정의 기초사실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손해액 추정 방법 제시한 사례

2005가합19920
2007나4257

판례40

131

정신적 고통에
대한위자료
여
부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의무 인정요건을 제시한 사례

96다31574

판례41

134

국 제 재 판
관 할 권

다국적 영업비밀침해분쟁사건에서 재판관할권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 사례

2009가합130452

판례42

137

주요쟁점

경 업 금 지
약 정 의
유 효 성

손 해 배 상
책 임 의
발
생

손 해 배 상
액 의 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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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
가. 금지의 대상: 영업비밀의 특정

판례 20
다른 정보와 구별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0가합131727 판결7

명

전직금지 등8

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 갑 :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

당

사

자

영 업 비 밀 내 용

피고
■ 을 : 갑 회사에서 장비개발 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던 자
■ 병 : 갑 회사에서 검사 장비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던 자
■ 정 : 반도체 메모리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기판의 제작을 위한 설계 자료, 검사 장비 개발
및 평가 관련 자료, 검사 장비 기동을 위한 프로그래밍 설계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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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에서 장비개발
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병은 갑 회사에서 검사 장비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을, 병은 퇴직하면서 갑
회사와 정보보호 보안서약을 하였다.
정 회사는 반도체 메모리 검사장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을, 병은 퇴직하고
얼마 있지 않아 정 회사로 전직을 하였다.
갑 회사는 을, 병이 갑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을 지득하여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정 회사에게 공개하는 등의 이유로 을, 병, 정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 53785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자료는‘자료(File)명’과‘자료 형식’,‘내용’등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자료(File)명’과‘자료 형식’에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기판을 만들기 위한
회로도 도면 자료’,‘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기판의 제작을 위한 설계 자료’,‘검사
장비 개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초기 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을 설명하는 문서’,‘검사 장비 기동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설계
자료’,‘검사 장비 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설계 자료’등으로 기재된 내용
설명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분을 참조해 보더라도, 위 각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떠한 이유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연 피고 을, 병이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정보와 구별되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 부분 청구취지가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72

7

서울고등법원 2012나47366 항소심 사건 진행 중이다(2012. 6. 25. 현재).

8

사건명과 달리 실제 청구취지는 ‘영업비밀침해금지(취득, 사용, 공개 금지 및 침해물의 생산, 배포, 판매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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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영업비밀의 특정 등에 관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청구취지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 등의 특정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 내지
석명요구에 대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자료와 같은 공소제기된 영업비밀 부분에 한하여 그
파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특정함으로써 이를 구분하고 있을 뿐, 나머지
영업비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취지 특정을 위한 보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부분 사용 등 금지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9

1) 영업비밀은 등기나 등록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면 영업비밀침해금지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을 하기 어렵다. 반면,
법원이 영업비밀의 특정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특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금지의 집행이 가능한 범위와 정도라면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 마 4380 결정,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 도 25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청구취지만으로는 해당 영업비밀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의 일부를 각하한 사례.

9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의 판

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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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1
개괄적으로 적시하였음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항소)10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 갑 : 필기구 제조 회사

당

사

자

피고
■ 을 : 필기구 제조 회사
■ 병 : 갑 회사에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하였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각각 볼펜 등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병은 갑 회사 입사 후 15 년간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했고, 갑 회사
퇴사 후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갑 회사는 설립이래 별도의 잉크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잉크의

10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97. 7. 15. 선고 97나4380 판결로 항소일부인용,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6033 판

결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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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왔고, 연구실 근무자 이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없으며, 연구소에서 잉크 제조 데이터를 담은“제조 노트”는 1 부만 만들어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관리되었다. 또한 갑 회사는 각 연구원에게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밀 엄수를 요구하였다.
병은 갑 회사에 근무하면서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노트에 여러 기술정보를 적어 두었다. 그 후 병은 높은 직급과 보수를 받고 을
회사에서 잉크제조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트를 가지고 나와 업무상 이용하였다. 을 회사는 병을 스카우트한 후
별다른 연구실적 없이 갑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을 생산,
전시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 회사 및 병을 상대로 자신의 기술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고, 노트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원료가 10 여 가지 안팎의 화공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
비율과 방법이 숫자와 알파벳 등의 문자로 정밀하게 표현되어 구성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판결에서 특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 재직 중 지득하면서 어떤
공책 1 권에 기재해 두었던 어떤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정보’정도로 하고 더
나아가 그 공책의 실제 기재 내용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

1)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사건에서 금지의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재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누설의 위험을 줄이면서 판결과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특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2) 예컨대, “~제조하는 기술”, “~의 배합비율”정도로 기재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X 30%, Y 70%”등 상세한 정보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다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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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반박을 하며 영업비밀의 특정이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4) 참고로,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선고 95 나 14420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주문에 이 사건 기술정보로서 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각종 화공약품의 종류와 그 약품들의 조성비율 및 조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시한다면 주문의 특정성이라는 요구는 완전히 충족된다
하겠으나, 이 사건과 같이 영업비밀의 존부 및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이 그대로 적시될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게 자신이 침해한 영업비밀의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의 제 3 자가 판결문을 보거나 이를
입수하여 그 영업비밀의 내용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유지되지 못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거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영업비밀침해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서 그
영업비밀의 내용은 건물명도와 같은 다른 이행판결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시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거나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노트를 소지하고 있어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노트의 복사본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기록에도 편철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하여 별지 제 1 목록
기재 정도로만 기재하여도 판결 이유와 대조하여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 충분히
특정된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특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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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2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정보에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명

손해배상(기)

과

원고 승소부분 파기환송

구체적으로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갑 : 컨테이너화물 상하역 장비인‘이동식교각’의 생산, 판매회사
당

사

자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을 : 이동식교각을 제작·판매한 자

영 업 비 밀 내 용

이동식교각에 대한 설계도면 등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

갑 회사는 컨테이너화물 상하역 장비인 ‘이동식교각’의 생산, 판매업체로서,
A로부터 이동식교각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그 등록까지 마쳤다.
을은‘00 기계’라는 상호로 호이스트크레인을 제조하다가, 갑 회사의 사원이던 B, C,
D 등을 고용한 뒤 이동식교각의 제작·판매를 시작하여 총 30 대의 이동식교각을 합계
2 억 7,250 만원에 제작·판매하였다.
B, C, D 등은 갑 회사에서 이동식교각의 생산·판매 등에 관여한 사람들인데, 갑
회사에 입사 당시 갑 회사 퇴사 이후에도 갑 회사와 같은 업종의 개발, 제작, 생산,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업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77

한편, 을이 제작한 이동식교각의 구성요소들 중 본체, 주 바퀴의 높이조절장치 등은
갑이 실시하는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일본의 선행 발명들을 채택·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이동식교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 미국의
회사들에 의해 제작·판매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다.
갑 회사는 을에 대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특허출원된 발명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는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특허청구범위 등 자료를 보고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밝혀야 한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2) 특허출원되어 공개된 정보는 더 이상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이동식교각 기술에 대한 내용과 난이도, 동종 제품의 거래현황,
경쟁자나 다른 기술자들이 역설계(도면) 등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동식교각의
생산·판매에는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 이외의 다른 설계정보 및 생산방법 등의
기술상의 정보가 있을 여지가 없어 보이고(피고가 원고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는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이동식교각의 제작·생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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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동식 교각에 대한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이미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상의 정보가 있을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보보유자가 직원들에게 제작·생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고 각서를 작성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정보나 자료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는 그
정보나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여 밝히고 그 특정된 정보에 대하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원고의 기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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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지기간

판례 23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수원지방법원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명

경업금지가처분

과

신청 일부인용
채권자
■ 갑 : 전자기계, 통신기계 및 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전자회사

당

사

자

채무자
■ 을 : 갑 회사의 무선개발팀에서 무산단말기 개발 연구원으로
근 무하던 자
■ 병 : 갑 회사의 무선개발팀에서 무산단말기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무선단말기 제조 관련 기술

갑 회사는 전자기계, 통신기계 및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전자회사이고, 을,
병은 갑 회사의 무선개발팀에서 무선단말기 개발 연구원으로 직업훈련, 현장실습 및
입문교육연수 등을 받아 오던 중 각 퇴직하였다.
을, 병은 퇴직 당시 갑 회사에 대하여 퇴직 후 1 년 동안은 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며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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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을, 병은 갑 회사를 퇴직한 직후 무선단말기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주로 하는
A회사에 입사하였다.
이에 갑은 을,병에 대하여 A회사에 입사하거나,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1)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동인들이 취업기간 중 알게 된
무선단말기의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퇴직 후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채권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즉,
위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개인의 전직 과정을 통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금지기간은
1 년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제한범위에 있어서도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약이 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준수의무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업비밀이 경업금지약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즉 시간 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될 당시 채권자 회사는 무선단말기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채무자들의 경업금지기간을 1 년으로
한정하였던 점,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 선진기업과의 기술제휴, 역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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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단말기의 제조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취득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개발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업금지기간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의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준수의무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의
기간만료일인 퇴직 후 1 년까지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1) 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한“영업비밀준수의무의존속기간또는”“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침해행위로부터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 반면 금지로 인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정도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에 대하여 퇴직 후 1 년까지는 경쟁업체 취직과 영업비밀 공개·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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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4
영구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침해금지가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9. 3. 16.자 2008마1087 결정

명

가처분이의

과

재항고기각
신청인(피항고인)
■ 갑 : 산화아연을 제조하는 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재항고인)
■ 을 : 중국에서 산화아연을 제조하여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신형 산화로에 대한 기술 정보

갑 회사는 산화아연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을 회사는 중국에서 산화아연을 제조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갑 회사는 오랜 시간과 많은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신형 산화로를 연구, 개발하여, 이에
대한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
A는 갑 회사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갑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었고, 갑
회사와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을 한 바 있다.
을 회사는 A가 갑 회사에서 퇴사하자 바로 A를 채용한 뒤 그가 알고 있는 신형 산화로에
관한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을 회사의 중국 공장에 신형 산화로와 같은 형태의
신형 산화로 2 기를 축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화아연 제품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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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산화아연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출·판매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심(항소심)이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인 금지를 결정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유리한 출발(head start)’내지‘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 다 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다 2452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본안과는 달리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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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는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기간 동안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가처분은 그 성질이 잠정적·임시적인
것이고,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가처분에 있어 그 금지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금지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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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5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지기간을 정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구고등법원 2001. 9. 28. 선고 2000나2291 판결(상고)11

명

가처분이의

과

항소 일부 인용(일부 파기)
채권자(항소인)
■ 갑 : 모터자동생산장비의 생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전자

당

사

자

대표이사
채무자(피항소인)
■ 을 : 갑으로부터 부품 제작을 하청받아 제작, 납품해온 자

영 업 비 밀 내 용

갑이 제조, 판매하던 권선기의 설계도면

갑은 모터자동생산장비의 생산, 판매를 하는 A전자를 설립, 부설 연구소를 경영하면서
계자도선권선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자 권선기를 제작, 판매하여
왔다. 갑은 이후에도 수 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개량된 성능의 X권선기를 제작, 판매하여
왔다.
갑은 해당기계의 설계도면 책자 및 디스켓을 별도 보관, 관리하고 기계의 부품 제작을
외부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부품에 대한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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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만을 주었다가 납품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였으며, 전 직원들로부터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을은 갑으로부터 위 X권선기의 일부 부품에 대한 제작을 하청 받아 제작, 납품해 왔다.
을은 위 기계의 상품성이 높아 독자적으로 이 기계를 제작해 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A회사의 연구소 기계설계실 설계사원인 B에게 퇴직 후 직장 보장을 약속하며 기계 전체
설계도면을 빼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입수한 다음 A회사 퇴직 직원들을 추가
고용하여 갑의 기계와 동일한 기계를 제작 후, A회사의 기계보다 저가로 납품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 대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다 24528 판결).
2)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채무자들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채무자들의 인적·물적 시설,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기간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 동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정하여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 적당한 범위 내로 금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위 사안은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정하지 않고 침해금지의 가처분을 구한 경우인데, 이 역시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정하고 있다.
2)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 년 동안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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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6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명

가처분이의

과

상고기각
신청인(상고인)
■ 갑 : 다이아몬드 제조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피상고인)
■ 을 : 다이아몬드 제조회사
■ 병 : 갑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

영 업 비 밀 내 용

다이아몬드 톱(Diamond Saw)의 팁(Tip) 제조공정 중 분말처리·
소결공정 관련 원료의 성분, 배합비율, 가열온도 등

갑 회사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특히 다이아몬드
톱 (Diamond Saw) 의 팁 (Tip) 제조 공정에 있어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갑 회사는 이러한 영업비밀 관련 데이터를 자료로 만든 후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간부와 고위 기술담당자들에게만 접촉을 허용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고, 회사의 직원들 모두와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갑 회사에 입사 후 10 여년간 품질경영부 부장 직책으로 기술개발의 총책임자로
일하고 다이아몬드 톱의 팁 제조 등을 담당하며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다.
병은 이후 갑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퇴직자들과 함께 을 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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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갑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들과 같은 종류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갑은 영업비밀 공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 ② 영업비밀보호기간 기산점은 퇴직 후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이다. ③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1)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
2) 따라서, 위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 ·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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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원래의“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금지기간이 도과한 이상 영업비밀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인데, 6 개월
남겨두고 2010. 6. 30.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2011. 6.
30.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2010. 12. 31.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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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27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1996. 2. 13.자 95마594 결정

명

기술생산독점권사용 및 모조품판매 금지가처분

과

파기환송
신청인(재항고인)
■ 갑 : 스핀 팩 필터 제조 ·판매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피항고인)
■ 을 : 스핀 팩 필터 제조 ·판매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스핀 팩”내부의 여과층과 방
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
는“스핀 팩 필터”제조에 관한 기술

갑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의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
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아, 종래의 스핀 팩 구조 아래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현저히
줄여 그 품질을 개선하였다.
A는 갑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여 그 직후 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A는 갑 회사에서 스핀 팩 필터의 제조 내지 판매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B, C, D로 하여금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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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가져오거나 복사하게 하고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갑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한 후 갑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갑 회사의 취업규칙에는“사원은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 C, D는 갑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밀유지서약을 한 바 있다.
이에 갑 회사는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관련 제품에 관한 독점적 생산 판매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에 대해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을이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회사는 A, B, C가 순차로 퇴사할 무렵 A가 갑 회사의 핵심직원들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고 B 등이 퇴사하지 않도록 설득하였는바, 그렇다면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설립된 1992. 8. 31.에는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로부터
1 년이 지난 1993. 8. 31.자로 시효소멸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 전단은“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92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12하고 있는바,
민법 제 16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 10 조 제 1 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스핀 팩 필터와 유사한 필터를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는 1993. 2 월경에야 신청인 회사의 거래처에 스핀 팩 필터의
매출을 시작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1993. 12. 17.자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비밀 보유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것을 생산 ·판매하려는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설립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신청인(재항고인) 갑의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2

1998. 12. 21. 법률 제5621호 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었고, 2007.12.21. 법률 제8767호 개정을 통해 시효기간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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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
판례 28
폐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명

영업비밀침해금지등

과

일부 파기환송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갑 : 필기구 제조 회사

당

사

자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을 : 필기구 제조 회사
■ 병 : 갑 회사에서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하며
15년간 재직 하다가 퇴사한 자

영 업 비 밀 내 용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각각 볼펜 등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병은 갑 회사 입사 후 15 년간 잉크의 연구, 개발 실험과 제조책임을 담당했고, 갑 회사 퇴사
후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갑 회사는 설립 이래 별도의 잉크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잉크의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왔고, 연구실 근무자 이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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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연구소에서 잉크 제조데이터를 담은“제조 노트”는 1 부만 만들어서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관리되었다. 또한 갑 회사는 각 연구원에게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밀 엄수를 요구하였다.
병은 갑 회사에 근무하면서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노트에 여러 기술정보를 적어 두었다. 그 후 병은 높은 직급과 보수를 받고 을
회사에서 잉크제조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을 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생산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트를 가지고 나와 업무상 이용하였다. 을 회사는 병을 스카우트한 후 별다른
연구실적 없이 갑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형광펜을 생산,
전시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 회사 및 병을 상대로 갑 회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고, 노트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노트의 폐기는 그 현존 여부를 밝힌 다음 그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항소심)이 노트가 현존하는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을, 병에게 폐기를 명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이다.

1) 피고 병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노트에 쓰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잉크를
제조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피고 회사에 공개하는 데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건
영업비밀이 기재된 위 노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0 조 제 2 항 소정의‘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 사건 노트에 대한 폐기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 노트의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위 노트의 폐기는 그 현존 여부를 밝힌 다음 그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은 위 노트가 현존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그 폐기를 명한 것은 침해행위 조성물의 폐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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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또는 이행불능의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예로, 위와 같이 영업비밀이 기재된 노트, 설계도, 사양서,
설명서, 혹은 영업비밀로 제작한 시제품 등이 있을 수 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까지 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물건을 침해자에게 둔 채 단지 침해행위 금지만 명하게
되면 침해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재발되는 등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중 극히 일부분에만 영업비밀이 화체되어 있는 경우
등에도 전체를 폐기, 제거를 구한다면,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3) 원심은 피고 병 소유의 노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2 항 소정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폐기할
것을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위 노트의 현존 여부, 위 노트의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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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업 ·전직 금지
가. 경업 ·전직 금지의무의 발생

판례 29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 없이도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명

전업금지가처분

과

재항고기각
채권자(재항고인)
■ 갑 : 무선단말기 생산, 판매회사

당

사

자

채무자(피항고인)
■ 을 : 갑 회사에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탐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자

영 업 비 밀 내 용

무선단말기 제조기술

갑 회사는 무선단말기 생산, 판매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고, 을은 갑 회사에 오랜
기간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와 제품 개발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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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이동통신단말기 관련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들을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팀에 소속된 임직원 등 기술인력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요구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 년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A 회사 역시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을은 갑 회사에서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 A회사로 전직하여 사장으로 근무
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에 대하여 A 회사로의 전업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A 회사와의
고용 등 사업적 관계형성 조장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갑 회사가 부정기적으로 핵심 기술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징구하는
약정서에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을도 위 특별인센티브
5 억원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갑 회사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약정을 하였다. 또한 위
약정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전직한 A 회사는 오로지 이동통신단말기 사업만을 영위하며
갑 회사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라 을이 갑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을의 A 회사로의 전업은 금지되어야 한다.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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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은 채무자가 퇴직한 이후에 채권자 회사가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무자가 퇴직한 날이 아닌 채무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00. 3. 29.을 그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4)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채무자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연구개발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2000. 3. 29.부터 1 년 동안으로 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 단 되 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인 2001. 9. 1.에는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없다.
5) 따라서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을 채무자가 퇴직한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
회사의 전직금지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원심이 채권자 회사의 전직금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1) 경업·전직금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근로권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로 충분한 경우에는 경업·전직금지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2)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이 기준이 되나,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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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례 30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명

손해배상(기)

과

상고기각
원고(상고인)
■ 갑 : 손톱깎이 등 철금속 제품의 제조판매 및 가공업과 각종
물품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회사

당

사

자
피고(피상고인)
■ 을 : 갑 회사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구매 및 수출판매,
하청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던 자
갑 회사의 납품업체인 A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영 업 비 밀 내 용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갑의 중국하청업자
관련 자료

갑 회사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손질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국내외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갑 회사의 납품처인 A회사와의
구매, 수출판매, 하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을은 퇴직 시 향후 2 년 동안 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퇴직 후 3 년간은 기밀보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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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을은 갑 회사 퇴사 후 갑 회사의‘미국 A회의 바이어명단, 납품가격·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갑 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에 관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을 운영의 B회사에서 중국인 하청업자로 하여금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손질 세트 등 갑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갑 회사의 납품업체인
A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 103 조 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3) 근로자인 을이 갑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자 갑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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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을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을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1) 위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및 지역,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약정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그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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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11116(본소),
2010가합18407 (반소) 판결13

명

손해배상 등

과

원고(반소피고) 청구 기각, 피고(반소원고) 청구 일부 인용14
원고
■ 갑 : A미용실 운영자

당

사

자
피고
■ 을 : A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A미용실의 고객정보

을은 갑이 운영하는 A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중‘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 6 조 제 3 항에서는“을은 갑과의 계약종료 후
적어도 1 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회사로 전직할 수 없으며,‘갑 매장
반경 4km내에는 개점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 외 을은 고객기록을 유출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약정서를 갑에게 작성해 주었다.
을은 근무 중 사소한 일로 갑과 갈등이 생기자 A미용실을 그만두었는데, A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들은 각자가 담당한 고객의 성명, 요구하는 헤어스타일, 두피 상태 등을
13

이 판결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1나10732 사건 계류 중에 2011. 8. 17.자로 화해 확정되었다.

1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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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카드에 기록한 다음 미용실에 비치하고 있었는바, 을은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작성한 고객카드를 모두 찢어버렸다.
을은 이처럼 A미용실을 그만둔 후 약 500m 거리에 있는 B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A미용실로부터 4 ㎞ 내에서 미용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을은 갑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을은 근무약정 종료 후 A미용실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을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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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 다 82244 판결 참조).
2) ① 피고의 미용사로서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다른 미용실로
이직하는 경우 그 고객이 피고를 따라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이익은 원고가 동종업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높인 이 사건 미용실의 브랜드가치인데, 이러한 이익은 고객이 미용실의
브랜드가치를 보고 미용실을 선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가 다른 미용실로
이직한다고 하여 침해될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미용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는 그 미용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고객이 피고를 따라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는 점, ④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⑥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그 기간과 장소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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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약정은 이를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크면 클수록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의 범위에 제한은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사용자의 브랜드 가치’나‘고객과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되는 가치가 아니거나 그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2)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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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2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을 들어 무효로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고등법원 2010.9.30. 선고 2010나30722 판결(확정)

명

손해배상

과

원고 항소기각
원고(항소인)
■ 갑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

당

사

자
피고(피항소인)
■ 을 : 갑 회사의 판매사원, 실장,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갑 회사의 고객명단

갑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의 판매사원, 실장,
지점장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을은 갑 회사 재직 중 수 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했는데, ① 고객을 이양시키거나
갑 회사의 직원을 빼가지 않으며,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② 이양비를 인수하며,
퇴사 후 3 년 이내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으며, 고객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배상하고, 고객에 대한 이양을 확실히 이행하겠다, ③ 고객에 대하여 남은 관리 횟수에
대한 이양비를 본인이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을은 갑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의 명부를 을이 이직한 사업장의 전산망에 올렸다.
갑 회사는 을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약정위반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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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각서에 따라 그 퇴사일로부터 3 년 동안은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갑과의 각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1) 일반적으로 전직금지청구는 경업금지약정에 기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예방의 조치로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①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② 경업금지약정의 당사자인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③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이나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④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⑤ 경업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등 기타 사정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의 직위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판매원에 불과한 점,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3 년이고 그 지역적 범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화장품, 개인가게)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다른 대상조치도 없는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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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은

계약의

목적(예컨대,

영업비밀보호),

금지의무자의 지위와 의무, 금지의 범위(대상, 지역)와 기간, 대상조치의 유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직업의 자유 제한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이를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근로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금지의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매우 넓다면,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로 판단하고,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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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
동종 업체 전직은 허용되더라도 동종 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지방법원 1995. 3. 27.자 94카합12987 결정

명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가처분

과

가처분 일부 인용
신청인
■ 갑 :‘모노머’등 화학물질 제조 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
■ 을 : 갑 회사에서 기술과장, 기술부장 등 제품 생산 및 기술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자
■ 병 : 화학물질 제조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화학물질인 A.N. 모노머 제조 관련 기술정보, 개량기술정보 및 영업정보

갑 회사는 화학물질인‘A.N. 모노머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외국
회사들로부터 제품의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다수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갑 회사는
위 외국 회사들과 그 도입 기술에 관하여 기술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갑 회사 임직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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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 회사에서 기술과장, 부장 등 제품생산 및 기술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자인데, 갑
회사를 사직한 후 역시 화학물질 제조 회사인 병 회사에서‘A.N. 모노머’제조 사업부문
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병은 을로 하여금 A.N. 모노머 제조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을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을을 상대로“을은 병의 A.N. 모노머 제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병 기타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을이 병 회사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을은 병 회사에 취업해서는 안되고, 병은 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을이 갑 회사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 회사로 전직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
·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2)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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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종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 보기 어렵지만,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2) 이러한 경우 판결의 주문은 통상“피고 A는 피고 B회사의 X제품의 제조, 판매, 배포
및 그 보조업무(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될 것이다.
3)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밀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동종 업체·동종
업무에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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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4
금지지역을 전세계로 정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명

경업금지가처분

과

신청 인용
신청인
■ 갑 : 담수 사업, 발전 사업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는 중공업 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
■ 을 : 갑 회사의 기술연구원장 및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
■ 병 : 갑 회사의 화력설비기술실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 정 : 갑 회사의 영업팀장 및 사업부분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담수화 기술 관련 핵심적인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갑 회사는 담수 사업, 발전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공업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의 기술연구원장 및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 병은 갑 회사의 화력설비기술실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정은 갑 회사의 영업팀장 및 사업부분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갑 회사는
각종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을, 병, 정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을, 병, 정은 갑 회사를 퇴사한 후 담수, 발전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A중공업
산업플랜트사업부의 사장, 부사장 등으로 입사하였는데, A중공업에서 진행하는 대형
담수, 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을, 병, 정이 갑 회사에서 갖고 나오거나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13

갑 회사 퇴사 후 이전 동료였던 갑 회사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갑 회사의 담수, 발전 관련
기술상, 경영상 자료를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갑은 을, 병, 정을 상대로 이들이 경업금지 기간 만료일까지 A회사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을, 병, 정은 갑 회사의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지득하거나 침해한 바
없고, 자신들이 퇴사하기 전 신청인 회사에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열악하였으며, 경업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으며, 그 약정이 을, 병, 정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갑과의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2)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련
공사를 수주·시행해 온 갑 회사가 이 분야의 업무수행자들과 근무기간 계속 중‘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 지역에서도 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들이
퇴사하여 새로이 위 사업 분야에 진출한 경쟁업체인 A 회사로 전직하자 위 약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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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경영금지약정은 지역적 범위를“전세계”로
하였지만, 신청인 회사의 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경업금지약정의 지역적 범위가“전세계”일지라도 그 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까지 미치고 있다면, 지역적 범위를“전세계”로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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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5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인천지방법원 2011.5.20.자 2011카합340 결정

명

경업금지가처분

과

신청 일부인용
채권자
■ 갑 : 리튬이온전지 개발, 생산 회사

당

사

자
채무자
■ 을 : 갑 회사에서 제조기술팀의 공정담당 엔지니어로 재직하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정 관련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표, 공정별
작업 지침, 공정흐름도, 생산관리표준서 등 문서

갑 회사는 리튬이온전지의 개발,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에서 제조기술팀의 공정 담당 엔지니어로 재직하였다. 을은 갑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일절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동종(유사)업계에 1 년간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갑 회사를 퇴사할 당시 퇴직 후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고, 향후 1 년 이내에는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퇴직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을은 갑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역시 리튬이온전지 등의 개발, 생산업무를 주로
하는 A회사에 입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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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 회사는 을이 자신과의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전직금지기간 동안 A회사에서 전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을로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의 전직금지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대상(代償)조치도 없이 1 년간 동종 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경위 및 체결 시기, 채무자의 지식 수준과 퇴직 과정,
전직금지약정의 내용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대상(代償)조치의 유무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할 뿐이고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임금수준 및 근로환경 등도 대상조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퇴직시 별도의 대상조치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퇴직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 역시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또한 1 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채무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대상조치의 유무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예컨대, 퇴직 후에 2 년 동안 고문으로서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경우 등),
근로자 퇴직 시 별도의 대상조치가 없었다 하여 바로 직접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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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은 바는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의 보장을 받고,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적정한 승진 및 승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신청인 회사의 대상 조치가 부족하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크기가 현저한 경우에는 대상 조치의 부족함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 선고 2007 카합 3903 결정 참조).
3) 참고로, 독일, 벨기에 등과 같은 국가의 입법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의 제공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1 년간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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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6
경업금지약정의 금지기간이 과도함을 들어 그 기간을 제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명

경업금지가처분

과

재항고기각
신청인(재항고인)
■ 갑 :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제조․판매 회사

당

사

자

피신청인(피항고인)
■ 을 : 갑 회사의 중국 내 자회사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자
■ 병 : 갑 회사의 중국 내 자회사의 영업전략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영 업 비 밀 내 용

갑 회사의 기종별, 월별, 지역별 판매 실적, 지역별 시장 점유율
현황, 경쟁사 정보, 주요 프로젝트 현황 등의 자료 및 정보

갑 회사는 중국 내 자회사를 두고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의 중국 내 자회사의 법인장, 병은 위 자회사의 영업전략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A회사는 전세계적으로 각종 건설기계, 산업차량, 광산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역시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휠 타입의 굴삭기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을, 병은 각각 갑 회사를 퇴직한 후, A회사에 취직하여 A회사 북경 연락사무소의
총재(CEO), 부총재 등으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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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을은 갑 회사에게 퇴직시 재직기간 중 지득한 갑의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임 후 3 년간 갑 회사의 동의 없이 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임직원으로 취임 또는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준수 및
경업금지각서를, 병은 해외근무 중 또는 해외근무 종료 후 퇴직시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 년간 동종업계에서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갑 회사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해외근무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갑 회사는 을, 병을 상대로 각 경업금지약정을 한 기간까지 A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3 년 또는 2 년의 경업금지기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1)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에 느꼈을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도
피신청인들의 퇴직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지키는 데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점 (신청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한‘고문 및 자문 관리규정’을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하면서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
퇴직 당시 퇴직 임원 처우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규정이 운용되었더라도 그 규정이
피신청인들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 내지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경업금지기간은 피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각각 퇴직 후 1 년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이므로, 3 년 또는 2 년의 경업금지 기간을 주장하는 제의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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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약정에서 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너무 넓은 경우, 이를 전부
무효로 볼 것인지 또는 일부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는‘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그 보호할 가치가 얼마나 현저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경업금지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여 바로 경업금지약정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경업금지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경업금지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였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 다 73869 판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던 채무자로서는 채권자 회사의 요구에 따른
전업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채무자의 전공분야 및 채권자
회사에서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채무자가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상 금지되는
전업대상이나 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점, 채무자 회사 역시 채권자
회사에 거의 상응하는 기술과 정보,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3 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업금지기간 자체를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퇴직하기 전
10 년여 동안의 직위, 경력, 퇴직하게 된 경위, 나이, 건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퇴직 후 3 년의 전업금지기간은 과도한 면이 있고, 본안판결 확정 전에
가처분의 형식으로 그와 같이 장기간 전업금지를 명해 두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전업금지의
이행기간을 퇴사일로부터 1 년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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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례 37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만으로 비밀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명

손해배상(기)

과

일부 파기환송
원고(상고인)
■ 갑 : 모바일게임, 인터넷 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 회사

당

사

자

피고(피상고인)
■ 을 : 갑 회사에 해외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 병 :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영 업 비 밀 내 용

을이 갑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문서들

갑 회사는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고객관리, 수출계약 진행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갑 회사는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병 회사와 사이에 병의
모바일게임을 갑이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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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을은 갑 회사를 사직하고 병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인 ‘Mobile게임사업제안서’,‘B회사에
대한 사업실행 계획서’,‘Mobile Content Inquiry 현황’,‘중국 C사와의 핸드폰게임
수출계약서 등 문서를 CD 3 장에 복사한 후 가지고 나왔다.
을은 병 회사로 이직을 한 후 모바일게임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컴퓨터에 위 CD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그대로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 및 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이 병 회사로 이직하면서 갑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 문서파일을 몰래
복사하여 병 회사로 가져갔고, 을과 병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해외업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을은 부정한 영업비밀 취득, 사용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병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갑이 주장하는 문서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 다 16605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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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을이 원고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 사무실에서 원고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피고 병 회사에 입사하여 그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
을의 영업비밀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그 보유자인 원고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 병에 대해서는 갑 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은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병 회사에 입사하면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병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하였는바, 이 사정만으로는 병
회사 대표이사와 기획이사가 을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영업비밀문서들을 취득·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병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병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1)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의 경우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나 규모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영업비밀 침해자 피고 을이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직(轉職)한 병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사정만으로는, 병 회사 대표이사 등이 침해자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보기 어렵고, 그
침해행위가 병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병 회사에게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심은 영업비밀문서들이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피고 을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을에 관한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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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례 38
침해행위로 얻은 매출액에서 제품판매를 위해 지출한 필요변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15

명

손해배상(지)

과

원고 일부승소
원고
■ 갑 : 과자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업체)

당

사

자
피고
■ 을 : 과자류 및 빵 제조, 판매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초코찰떡파이’의 떡 원재료 및 배합비 조정 등 개량기술

갑 회사는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 출원 후 등록을 마쳤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개발·출시하였다. 그 후에도 갑 회사는
기존의 특허발명에 더하여 위 제품의 떡 원재료 및 배합비 조정 등을 행한 결과, 떡의
보존기간이 5 개월 정도로 연장되었다. 갑은 위와 같은 제조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15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78967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2012. 6. 25.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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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갑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총괄하였으면서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떡 생지에 관한
조성물, 배합비율표 등의 파일들을 별도 저장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노트북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을 회사에
입사한 후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을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을 회사는 위 파일을
채택하여‘찰떡쿠키’라는 제품을 출시·판매하기 시작하는 한편‘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이란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위 떡 생지의 주요
원재료 및 배합비율은 갑 회사의 제조정보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위 침해기간 동안의 피고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매출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방법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영업비밀보호기간이 매우 짧아
을이 찰떡쿠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영업비밀성이 소멸되어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개발을 위해 5 년이라는 기간과 30 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점, 소외인 A는 원고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제조공정 전반을 관리한 유일한 직원인 점, 소외인 A가 원고에게 제출한 서약서에
초코찰떡파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특정하여 서약한 점,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과
같은 원재료 배합비율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 피고가 찰떡초코파이와
유사한 찰떡쿠키를 개발하는 데 소요된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소외인 A가 원고 업체를 퇴직한 날인 2003. 6. 30.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은 3 년이라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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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2 제 2 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한 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이다.
3) 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얻은 이익은 찰떡쿠키의 매출액에서 이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변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1)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존속기간을 퇴사한 날로부터 3 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퇴사한 날인 2003. 6. 30.부터 3 년간인 2006. 6. 30.까지이고, 피고가
2005 년 10 월경부터 찰떡쿠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의 영업이익의
산정기간은 2005. 10. 1.부터 2006. 6. 30.까지이다.
2) 이 기간 동안 피고의 영업이익은 구체적으로 피고의 찰떡쿠키 매출액에서 피고의
찰떡쿠키 제조 ·판매에 따른 필요·변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2005 년 10 월부터 2006 년 6 월까지 기간 동안 찰떡쿠키만의 제조 ·판매를
위한 필요·변동경비, 즉,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찰떡쿠키를 생산하고 있는 피고의 포천공장의 전체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포천공장의 전체 매출액과 찰떡쿠키만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찰떡쿠키만의
필요·변동경비를 비율적으로 산정”한 바 있다.
3)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침해자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제품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필요·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으로 산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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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9
판매이익 중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과 영업비밀 사용으로
절약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호
명

결

과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정 회사의 연구원
■ 을 : 정 회사의 연구원

당

사

자

■ 병 : 반도체 기술개발회사인 A회사의 영업담당상무이사
피해자
■ 정 : 반도체 생산 판매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반도체 회로도의 일부, 반도체 제조공정자료, 생산기술

정 회사는 반도체의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정보보호규정을 두어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은 모두 대외비 이상의 업무상 비밀로서 취급하고
무단복제, 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A사는 반도체 기술개발업체로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반도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A사는 정 회사에 재직하던 갑, 을에게 높은 보수로 입사제의를
하면서, 정 회사로부터 반도체 관련 기술자료를 빼내어 오라고 하여, 갑, 을은 정
회사가 개발한‘64M SDRAM 회로도’등 반도체 생산 기술에 관한 대외비를
건네주었고, 이는 결국 A회사를 통하여 대만의 B회사에까지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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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회사는 갑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부정확한 산정방법으로 과다 계산한 연구개발비를 갑, 을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얻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그 연구개발비를 자료의 객관적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비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익 또는 손해액은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서
막바로 연구개발비를 이익 또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2) 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의 정도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피해회사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상당인 것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여부를 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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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검사측은‘피해회사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상당’을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이익액, 즉‘그 영업비밀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으로 보았다.
3) 법원이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제시한‘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의 산정방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영업비밀 취득으로 얻는“이익”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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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0
손해액 산정의 기초사실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손해액 추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부산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3. 11. 선고 2007나4257 판결16

명

손해배상 등

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 갑 : 니트테이프 및 니트테이프 생산에 필요한 편직기, 캐스트기
등의 제조 회사

당

사

자

피고
■ 을 : 갑 회사에서 기계들의 제작 및 니트테이프의 생산업무를 담당했던 자
■ 병 : 갑 회사로부터 기계 및 재료를 공급받아 캐스팅테이프를
생산하는 A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
갑 회사의 편직기, 포장기 등 기계의 설계도면, 갑 회사의 거래

영 업 비 밀 내 용

내역, 니트테이프 제작 관련 데이터, 기계부품 정보내역, 폴리우
레탄수지합성기록서, 제조원가계산서, 품질 매뉴얼 등이 담긴 CD

갑 회사는 니트테이프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니트테이프 생산에 필요한 편직기,
캐스트기 등의 기계들도 직접 생산하거나, 그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을은 갑 회사에서 위
기계들의 제작 및 니트테이프의 생산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며, 병은 갑 회사로부터 기계 및
재료를 공급받아 캐스팅테이프를 생산하는 A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16

이 판결은 대법원 2008다2409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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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은 갑 회사와 A회사에서 각각 해고 또는 해임이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할 때 위 기계들의 기계설계 도면, 기계제작 및 작동 방법, 생산단가,
수출단가, 거래처 명단 등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기회로 공모하여 이전에
갖고 있던 기록서 및 해고 또는 해임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 절취하거나 몰래 촬영한 바늘,
기계 설계도면, 매뉴얼이 담긴 CD 등을 이용해 동종의 경쟁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갑 회사의 영업비밀들을 이용하여 캐스팅테이프 제작 관련 기계들을
제작하거나 니트테이프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 병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니트테이프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 3,000 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기타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체결이
무산되거나 거래처를 상실하는 등의 여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피고들이 시가 35,680,050 원 상당의 니트테이프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되거나 개선된 것인
점에 비추어 이에 투여된 비용 등을 집계하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영업비밀의 통상
사용료가 책정된 적도 없어 이 사건 영업비밀의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하고, 더구나
피고들의 견적서 제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영업에 대한 지장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추적비용은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협력관계에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해외에 캐스팅테이프 제조 관련기계 내지 제조기술
등을 수출한다면 소외 회사에서 수출하는 관련기계는 원고 회사에서 제작되고, 제조기술
중 상당부분 역시 원고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이므로 해외수출에 따른 이익발생분 중
상당부분은 원고 회사에게 귀속될 것인바, 귀속되는 이익 비율 또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2
제 1 내지 3 항에 의하여 산정하기는 극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32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결국 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고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익액과 그 증감 추이,
피고들의 매출액, 이 사건 영업비밀의 잠재적 수익성, 원고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000 만원17 상당으로 인정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2 는“법원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 손해액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논거와 증거(예컨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고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익액과 그 증감 추이, 피고들의 매출액,
이 사건 영업비밀의 잠재적 수익성, 원고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17

1심 법원은 8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3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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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여부

판례 41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의무 인정요건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명

손해배상(기)

과

파기환송
원고
■ 갑 : A회사를 세워 화공약품을 제조해온 자

당

사

자
피고
■ 을 : A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분야에서 10여년간 종사하다가 사직한 자

영 업 비 밀 내 용

A회사의 경화제 생산방법, 거래처에 관한 정보

갑은 A회사를 설립하여 화공약품을 제조해왔는데, 외국의 B회사로부터 경화제의
제조표준, 설비, 설계 기준 등 기술을 도입하여 5 년간 사용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경화제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해왔다.
을은 A회사에 입사하면서 업무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서약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이후 을은 A회사의 생산 분야에 10 여년 간 종사하면서 경화제
생산의 총 책임자를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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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을은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사직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와 유사한
경화제를 생산하여 A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바,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A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화제 생산방법 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A회사 제품과 유사한 경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영업비밀을 사용해 경화제를 생산한 후 C회사의 상품으로 판매하였고 달리
원고의 영업이나 상품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바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준 바 없다.

1)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경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원고 경영회사의
경화제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손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침해행위의 정도,
피고의 퇴직 경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 다 38334 판결, 1994. 12. 13. 선고
93 다 597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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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는 영업 매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위에서 원심이 설시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경화제를 생산한 후 자신의 상품으로 이를
판매하였고 달리 원고의 영업이나 상품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이나 설시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의 영업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36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5. 국제재판관할권
판례 42
다국적 영업비밀침해분쟁사건에서 재판관할권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10. 11. 26. 선 고 2009가 합 130452
판 결 (항 소 )

18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과

원고 청구 기각
원고
■ 갑 : 국내 의류 회사가 중국 의류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중국에
설립한 법인

당

사

자

피고
■ 을 : 갑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자
■ 병 : 한국 의류 제조 ·판매 회사
■ 정 : 병 회사의 자회사로 중국에 설립된 중국 법인

영 업 비 밀 내 용

18

영업에 관한 자료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14826 판결로 항소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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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는 국내에서 의류 제조 ·판매를 하는 A회사의 중국 의류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중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을은 중국에 있는 갑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 회사에서 퇴사하고 2 개월
지난 후 병 회사의 자회사인 정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이 되었다.
을은 갑 회사에 근무할 당시 기업기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회사
기밀로 보호되는 사항을 반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제 3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본인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퇴직 이후에도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갑 회사는 을이 중국에 있는 정 회사의 영업본부장이 되자, 을, 병, 정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전직금지, 위약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은 오랫동안 갑 회사에서 중국법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영업자료 등의 영업비밀 등을
모두 보유하거나 알고 있었는데, 병, 정 회사가 이러한 을을 스카웃하는 방법으로 갑의
영업자료를 취득하거나 이용하였다.

갑과 정 회사는 모두 중국법인이고, 을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도 모두 중국에 있는 등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

1)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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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 다 71908, 71915 판결).
2)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병은 대한민국 법인이다.
② 피고 정의 법정대표와 피고 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주소지도
대한민국 내에 있다.
③ 피고 을은 주소를 대한민국 내에 두고 현재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⑤ 위 기업비밀보호서약서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⑥ 원고와 피고 정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자의 모회사와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업을 하고 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영업자료의 사용금지, 폐기 및 그 손해배상을 구하나, 구체적으로 위 영업자료가
비밀로 분류되었다거나 영업자료에 그와 같은 표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업비밀보호서약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의무는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일반적·추상적인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자료 등 보호를 위해 USB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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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침해분쟁 사건에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항들을 예시로 들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
침해자의 국적, 영업비밀이 어떤 언어로 기재되었는지, 비밀유지약정이 있다면
어떤 언어로 기재되었는지 등).
3) 그 외에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곳과 그 침해결과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 등도 기타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본안을 심리한 이후 당해 영업비밀에 관하여‘비밀
관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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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특정
판례 43
영업비밀 소송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파기환송
피고인(상고인)
■ 갑 : 을 회사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손질 세트 등의 생산, 납품회사
을 회사의 납품처인 미국A사의 바이어명단, 납품 가격, 아웃소싱

영 업 비 밀 내 용

구매 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을 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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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사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손질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갑은 을 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을 회사의 납품처인 A회사와의
구매, 수출판매, 하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하였다. 갑은 을 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퇴직
후 2 년 이내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퇴직 후 3 년 동안 기밀보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갑은 을 회사의‘미국 A회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 가격, 아웃소싱 구매 가격,
물류비 등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을 회사의 중국 하청업자에 관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갑 운영의 B회사에서 중국인 하청업자로 하여금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손질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을 회사의 납품업체인 A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한편, 을 회사는 A회사의 여러 납품업체 중 하나이고, 을 회사가 A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은 주로 국내업체에 도급을 주어 생산한 것이며, 중국의 하청업자는 을 회사 외에도
국내의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갑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사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등,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1)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 도 95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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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 중“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나“벨금속의
중국 하청업자인 존 울리, 미스터 종에 대한 자료”는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만약 영업비밀의 특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다시 영업비밀의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공소사실에‘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실제와 똑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더불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상당 부분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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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4
영업비밀의 대상과 침해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48 판결(항소)1

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건

명

판 결 결 과

일부 공소 기각·일부 항소 기각
피고인
■ 갑 : 병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프로그래머

당

사

자

■ 을 : 병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개발자
피해자
■ 병 : 휴대폰을 개발, 제조하는 전자회사

영업비밀내용

병 회사의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관련 전자 문서 자료 및‘미들
웨어 개발’,‘미들웨어 포팅’등과 관련된 영업비밀

병 회사는 휴대폰을 개발, 제조하는 전자회사이고, 갑은 병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프로그래머, 을은 병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개발자이다.
갑과 을은 각 병 회사에 재직하다가 역시 휴대폰을 개발하는 A회사로 전직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병 회사의 영업비밀인 다수의 프로그램을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휴대용 하드디스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A회사의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테스트 용으로
사용하였다.
1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6노475 판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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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갑, 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갑에 대한 공소사실 1항에서는‘BOOTSHELL 파일,‘HSL12x12.h’, ‘Eng6x12.h’,‘Font.c’
등의 프로그램 등을 특정하였으나, 공소사실 2 항에서는‘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다고만 특정을 하였다.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자료의 내용과 파일명만
나열되어 있어 이 중 어떤 부분이 병 회사의 독자적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의 존재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공소사실 중 휴대폰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전자문서 자료 등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고
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지에 범죄의 대상이 된 파일별로 각 전자문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② 미들웨어 개발·포팅·디버깅 루틴 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퇴직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각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적 정보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업비밀이
이직한 회사에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고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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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은 별도로 등기나 등록의 공시를 위한 법적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영업비밀보호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그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다소 개략적으로 특정을 하여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된 휴대폰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전자문서 자료 등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프로그램 및 파일 자료 등의 개발 주체, 내용, 공개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부정사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다.
3) 공소사실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되지 않은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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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의 착수와 기수

판례 45
영업활동과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였다면 부정사용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겸 피상고인)
■ 갑 : 정 회사의 기술연구원장 및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
■ 을 : 정 회사의 화력설비기술실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당

사

자

■ 병 : 정 회사의 영업팀장 및 사업부분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
피해자
■ 정 : 담수 사업, 발전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공업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담수화 기술 관련 핵심적인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정 회사는 담수 사업, 발전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공업 회사이고, 갑은 정
회사의 기술연구원장 및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 을은 정 회사의 화력설비기술실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병은 정 회사의 영업팀장 및 사업부분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정 회사는
각종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갖고 있었고, 갑, 을, 병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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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은 정 회사를 퇴사한 후 담수, 발전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A중공업
산업플랜트사업부의 사장, 부사장 등으로 입사하였는데, A중공업에서 진행하는 대형
담수, 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갑, 을, 병이 정 회사로부터 갖고
나오거나 퇴사 후 동료였던 정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정 회사의 담수, 발전 관련
기술상, 경영상 자료를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
이에 검사는 갑, 을, 병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규모 담수 ·발전 프로젝트인 라빅 프로젝트, 빈탄 프로젝트,
쇼아이바 3 단계 워터트랜스미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열람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정당하다.
2)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6.9. 선고 98 다 1928 판결 참조).
별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2 의‘scope of supply’의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였던 소하르 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SCOPE OF SUPPLY’부분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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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6 도 9089 판결).
원심은, 피고인 을이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피해자 정 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에
피고인 을에게 향후 위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 도 679 판결 참조). 즉, 이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고 별개의 취득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기업의 직원으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방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별개의‘영업비밀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부정사용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2 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 18 조의 3 은 예비 ·음모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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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6
영업비밀 무단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명

업무상배임

과

파기환송
피고인(피상고인)
■ 갑 : 정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 을 : 정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당

사

자

■ 병 : 정 회사의 고객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피해자
■ 정 : 초음파 진단기 제조 및 판매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정 회사의 초음파진단기 관련 회로도, 개발계획서, 기타 관련 파일

정 회사는 초음파 진단기의 제조 및 판매 회사이고, 갑, 을, 병은 각 위 회사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고객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이들은 정 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해당
자료를 반환, 폐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갑, 을, 병은 정 회사에 재직하면서 초음파진단기 관련 회로도, 개발계획서,
기타 관련 파일들을 CD, 메모리스틱 등을 이용하여 복사해서 집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중에 이들은 모두 정 회사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A회사에 취직을 한 다음,
위와 같은 자료들을 A회사 컴퓨터에 복사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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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는 갑, 을, 병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갑, 을, 병이 정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 회사 자료를 일부 집에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재택근무 및 백업을 위하여 보관한 것이지, 그것을 개인이익 또는 앞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할 회사를 위하여 그 자료를 유출하려 했던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택 근무 및 백업을 위하여 그 자료를
피고인들의 집에 보관한 것을 넘어 개인의 이익 또는 앞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할 회사를 위하여 그 자료를 유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회사의 회사 컴퓨터에서 반출할 때에
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다.
①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입사시 또는 재직 중에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한 점,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상 퇴사시에 이 사건
파일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업무용 자료의 사외 반출을 금지하면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가 첨부된 사직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파일들의 반출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를
공소외 회사의 컴퓨터에 옮겨놓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53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③ 또한,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1)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그리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위 자료를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 원심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배임죄 고의를 인정할수있으므로,영업비밀 반출 또는 미반환·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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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죄와의 관계

판례 47
영업비밀 무단반출 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명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을 회사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

당

사

자
피해자
■ 을 : 컴퓨터 교육기관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을 회사의 강사비 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

갑은 M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을 회사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을 회사에 대외비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의 이행을 서약하였다.
갑은 을 회사 재직 중 을 회사의‘강사비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등의
자료를

A회사에

유출하였는바,

이

자료들은

을

회사의

대외비유지동의서에

명시된‘재정 또는 영업의 비용명세 내지 고객정보 등에 관한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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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 회사로부터 퇴사한 후 A회사에 을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A회사는 위 교육사업부 설치 후 단기간
내에 M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에 검사는 갑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갑을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갑의 행위가 을의 동종업체인 A의 설립을 도와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M사는 공인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1 년마다 교육 하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업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갑의 행위로 인하여 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없고, 실제 을이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 도 4704 판결, 2004. 5. 14. 선고 2004 도 714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M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피해자 회사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외비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의 이행을 서약하였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유출 ·이용하여 A 회사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부를 설립한 후 그 운영에
참여하려는 계획 아래, 재직기간 중 피해자 회사의 ‘강사비 단가,

156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핵심판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등의 자료를 A 회사로 유출하였고, 그 퇴사 후 A
회사에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던 사실
② 위 자료들은 대외비유지동의서에 명시된‘재정 또는 영업의 비용명세 내지

고객정보 등에 관한 대외비’에 해당하고, 후발의 동종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③ 실제 A 회사는 그 교육사업부 설립 후 단기간 내에 M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1 년 이상 걸리는 사업안정화 기간을 3 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됨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영업비밀인 위 자료를 유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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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8
업무상배임죄에 의한 징역형과 영업비밀국외누설죄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를 인정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호
명

결

과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병 회사의 구매총괄본부 해외국산화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

당

사

자

피고인
■ 을 : 병 회사의 KD사업팀 중국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피해자
■ 병 : 자동차를 개발, 생산, 국내외에 판매하는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자동차 수동변속기 관련 도면 500여장

병 회사는 자동차를 개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갑은 병 회사의
구매총괄본부 해외국산화지원팀 과장으로, 을은 위 회사의 KD사업팀 중국담당으로
근무해 온 자이다.
을은 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자동차 회사의 직원인 A로부터 병 회사의 자동차
핵심기술인 자동변속기 관련 도면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러한 요청을 갑에게
전달하였고, 갑은 같이 근무하던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병 회사 사내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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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관련도면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
갑은 그 후 다운로드 받은 정보를 삭제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을 병 회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다.

원심(항소심)이 각 업무상배임죄와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임의적 병과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

1) 형법 제 40 조가 규정하는 1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 도 316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도 87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대하여,

형이

더

하면서도,‘영업비밀국외누설로

무거운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 876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 조 제 4 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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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이란 1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경우 수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 40 조).
2) 여기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각 법령조항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다는 의미이고, ‘가장 중한 죄’에 관한
판단에 있어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중하며(형법 제 50 조 제 1 항, 제 41 조),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이 더 중하다(형법 제 50 조 제 2 항).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단형에 관하여 그 상한으로 장기가 긴 업무상 배임죄의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그 하한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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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판례 49
무단 반출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경우 무단반출자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과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피고인(피상고인)
■ 갑 : 병 회사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

당

사

자

피고인(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을 : A 회사의 휴대폰 사업부 대표이사
피해자
■ 병 : 무선단말기 제조 판매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병 회사에서 시판중인 최신 휴대폰에 관한 일체의 기술자료

병 회사는 무선단말기 부분에서 국내외의 굴지의 기업이고, 갑은 병 회사에서 휴대폰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A회사는 휴대폰 기술을 제조업체에 이전하여 그 대가로 기술개발 용역비, 로열티를
취득하는 기술개발업체이고, 을은 A회사의 휴대폰 사업부 대표이사이다.
갑은 병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마음먹고 퇴직 후 타회사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병 회사의
영업비밀을 씨디롬과 디스켓에 저장한 후 집으로 가져왔고, 차후 을을 만나 병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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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A회사의 사업부 이사로 취업시키고 씨디롬의 정보를 A회사 컴퓨터에
저장하였는데, 위 씨디롬에 저장된 정보는 병 회사에서 시판중인 최신 휴대폰에 관한
일체의 기술자료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갑은 처음부터 병 전자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씨디롬을 집에 가져와서 영업비밀을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아두었던
것이므로 갑이 씨디롬을 병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때에 이미 갑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을은 그 이후에 갑과 접촉하여 위 씨디롬에 담긴 병 전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을이 위 씨디롬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갑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1) 피고인 갑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기수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 갑은 처음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씨디롬과 디스켓에 담아두었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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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갑이 그 중 씨디롬을 2000. 5.경 피해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때에 이미 위 씨디롬에 담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갑의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외부에

표출되고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을은 그 이후에 피고인 갑과
접촉하여 위 씨디롬에 담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그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을이 위 씨디롬에 담긴
영업비밀에 관한 피고인 갑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대법원은 피고인 갑의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 피고인 갑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피고인 을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검찰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법원도 다른 죄에 해당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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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0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 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사
판

번
건

결

결

호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명

절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상고기각
피고인(상고인)
■ 갑 : 병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

당

사

자

피고인
■ 을 : 병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
피해자
■ 병 : 선박용 엔진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

영 업 비 밀 내 용

부품의 규격, 유통단가, 판매단가, 거래처별 단가 및 엔진별 부품
의 변천 등이 수록된 단가리스트 CD

병 회사는 선박용 엔진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갑, 을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갑, 을은 병 회사의 선박용 엔진부품을 훔쳐 동종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사용하려
마음먹고, 약 6 개월에 걸쳐 5,000 만원 상당의 선박용 엔진부품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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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 회사는 엔진부품 납품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약 18 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집적하여 3 년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단가리스트를 제작했는데, 이는 병
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품명을 입력하면 그 규격, 매출입단가, 매출입처 및 부품별
변천영역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며, 위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병 회사의
직원들에 읽기전용으로만 열람이 허용되어 왔다.
갑은 동종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단가리스트 CD 등 자료를 취득한
다음, 병 회사를 사직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A회사 컴퓨터에 위 자료들을
저장하였다.
이에 검사는 갑, 을을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의
단가리스트 CD 등 자료 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한 후 그 CD에 담겨있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2 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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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병 회사 소유의 CD를 절취한 점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위 CD에 저장된 영업비밀
을 A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각 성립한다.
2) 갑이 위 CD를 절취한 후 CD에 저장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이 아닌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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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 관련 판례 개요
2. 영업비밀 관련 민사 판결
3. 영업비밀 관련 형사 판결

영업비밀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1. 영업비밀 관련 판례 개요(민사(208건)+형사(338건)=총 546건)
- 대법원 및 전국 각급 법원
- 비공개 판결 포함
- 사건 접수일 기준 2005. 1. 1. ~ 2010. 12. 31.

구 분

민사

형 사

합 계

12

41

99

5

57

93

23

4

53

80

23

11

79

113

19

9

59

87

본 안

가처분

2005년

46

2006년

3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

7

49

74

합

160

48

338

546

계

가. 사건 유형별 분포

50% 손해배상

영업비밀
15% 침해금지 등
23% 가처분
12%

민사
38%

52%

부경법위반

43%

부경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62%

기타
5%

기타

*n=546

영업비밀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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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종류별 침해유형 분포

바 1%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마 1%

마 1%

라 85%

라 84%

다 3%
나 3%

다 2%
나 4%

가 8%

가 9%

민사

형사

* n=263

민사

형사

가 목

제3자의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공개

6

18

나 목

가목의 영업비밀 악의·중과실 취득·사용·공개

2

7

다 목

가목의 영업비밀 선의 취득 후 악의·중과실 사용·공개

2

4

라 목

비밀유지의무위반자의 영업비밀 부정공개·사용

61

167

마 목

라목의 영업 비밀 악의·중과실 취득·사용·공개

1

2

바 목

라목의 영업 비밀 선의 취득후·중과실·사용·공개

0

1

※ 민사 사건의 경우‘라’목이 61 건,‘가’목이 6 건의 순으로‘라’목이 가장 많았음
(복수 침해 유형 있음).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라’목이 167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가’목 18 건,
‘나’목 7 건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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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사건의 침해행위 주체 분류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 적용 판결 중)

현직자
29건
17%

퇴직자
138건
83%

이직
58건
35%

회사설립
50건
30%
기타
30건
18%

*n=167 (형사사건 중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 적용 사건)

※ 부경법 제 2 조 제 3 호의 라목이 적용된 사건 중, 그 침해행위자가 퇴직자인 경우
(138 건)가 현직자인 경우(29 건)에 비해 4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침해행위주체인
퇴직자 중 35%가 이직을 통해, 30%는 회사 설립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됨.

영업비밀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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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비밀 관련 민사 판결
가. 부경법 적용 사건 비율

미적용 64건
31%

적용

적용144건
69%

미적용

손해배상

적용 72%
적용 84%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기타
0%

미적용28%
미적용16%

적용 65%
적용 48%
20%

40%

미적용35%
미적용52%
60%

80%

100%

n = 208

※ 민사 사건 208 건 중 부경법이 적용된 사건은 144 건으로, 민사 사건 전체의 69%를
차지했음.
민사 본안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103 건이며, 이 중 74 건(72%)에 부경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민사 본안 사건 중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은 32 건이며,
이 중 부경법 적용사건은 27 건(84%)을 차지하였음.
민사 가처분 사건 중 부경법 적용 사건은 31 건 (65%)이었으며,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하도급대금청구 등)은 25 건, 이중 12 건(48%)에 부경법이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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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취지별 분류

기타
전직금지 13건
29건 14% 6%

침해금지
56건 27%
침해예방6건 3%

손해배상
83건 40%

폐기
21건 10%

*n=208

※ 민사사건의 청구취지 별로 분류한 결과 손해 배상 사건이 전체의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침해금지(27%), 전직금지(14%), 폐기(10%),
기타(6%), 침해예방(3%) 사건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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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사사건의 주요 쟁점별 분류

손해배상인용액16%
19건
전직금지7%
8건
부정취득 및 사용공개 10%
12건

비공지성28%
34건
경제적유용성15%
18건

비밀관리성 25%
31건

*n=122

※ 민사사건의 주요 쟁점으로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밀관리성의 문제(25%), 손해배상(16%), 경제적 유용성의
문제(15%), 부정취득 및 사용, 공개(10%), 전직금지효력(7%)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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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사건의 결과별 분류

각하1%

일부인용
26%
인용
7%

기각
64%

기타 2%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기타

건수

14

55

133

2

4

백분율

7%

26%

64%

1%

2%
*n=208(민사사건 전체)

※ 기각율(기각+각하)은 65%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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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사사건의 유형별 결과

100%
90%
80%

5건
인용4%

1건
인용3%

일부인용
27%
28건

일부인용
31%
10건

6건
인용13%
일부인용
15%
7건

70%
60%
50%
40%
30%

기각
68%
70건

기각
66%
21건

기각
65%
31건

20%
기타8% 4건

10%
0%

손해배상
103건

영업비밀침해금지등
32건

가처분
48건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68%가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의 경우 66%,
가처분 사건은 65%가 기각되었고, 각 기각된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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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사사건 중 영업비밀보호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기각 유형 분류

비공지성
(41건)

12건
9%

6건
5%
경제적
유용성
(24건)

1건
1%

13건
10%

10건
8%

4건
3%

기타 64건, 48%

23건
17%

비밀
관리성
(50건)

*n=133 (민사사건 기각)

※ 비밀관리성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이 50 건으로 가장 많은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에
비해 경제적 유용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경제적 유용성이 단독으로 기각
판결의 이유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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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 쟁점별 인용율 및 기각율

손해배상인용액

인용 42%

기각 58%

전직금지효력

인용 50%

기각 50%

부정취득 및 사용, 공개

인용 25%

기각 75%

관리성

인용 39%

기각 61%

경제성

인용 50%

기각 50%

비공지성

인용 29%

기각 71%

0%

20%

40%

60%

80%

100%

※ 전직금지효력이나 경제성관련 요건의 인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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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 관련 형사 판결
가. 부경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적용 비율

적용되지않음
154건
46%

적용됨
184건
54%

n = 338(형사사건 전체)

※ 전체 형사사건 338 건 중 184 건(54%)의 판결에 부경법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벌칙규정)1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부경법 제18조 제1항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부경법 제18조 제2항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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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유형별 주요 쟁점

업무상배임
24%
23건
비밀관리성
17%
16건

기타
7%
7건

비공지성
36%
34건

경제적유용성
16%
15건

*n=95

※ 형사사건의 판결 요지 기재 내용을 주요 법률 쟁점별로 분류한 것으로, 비공지성(36%)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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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동시 적용 시 인용률

부경법위반/업무상배임
업무상 배임

부경법 위반

5건
3%

137건
77%

10건
6%

n =177
기타 25건, 14%

※ 부경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을 동시에 적용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은 총 177 건. 두 법이
모두 인용된 경우는 137 건(77%)인 것으로 나타남. 기타로는 부경법 및 업무상 배임이
모두 인용되지 않은 경우(무죄 또는 타법 인용)가 있었으며, 전체의 25 건(1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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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사사건의 결과

100%
109건
유죄
75%

80%
60%

선고유예
5건
3%

150건
유죄
85%

40%
무죄21%
31건

20%
0%

선고유예
14건
2건
유죄
1%
85%

무죄14%
25건

무죄13%
2건

부경법 위반

부경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145건

177건

16건

무죄
17%

선고유예
2%
비밀관리성 25%
31건

유죄
81%

유죄

무죄

선고유예

건수

273

58

7

백분율

81%

17%

2%

※ 부경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체 145 건 중 무죄 판결이 31 건(무죄율 21%)이었고,
부경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같이 적용된 경우는 전체 177 건 중 무죄 판결이
25 건(무죄율 14%)이었으며, 업무상 배임사건의 경우는 전체 16 건 중 무죄판결이
2 건(무죄율 13%)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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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형사사건의 죄목 분류(취득/사용/누설)

영업비밀의 취득(195건)

98건
35%

61건
22%
영업비밀의
사용
(143건)

53건
19%

22건
8%
7건
3%

14건
5%
25건
9%

제3자누설
(68건)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으로 인한 죄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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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죄 사유의 법적 쟁점 분류

비공지성 (14건)

0건
0%
3건
5%

경제적
유용성
(15건)

6건
10%
4건
9%

1건
2%

5건
8%

22건
38%

비밀
관리성
(38건)

기타 16건, 28%

※ 비밀관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단독으로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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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형량(징역)

140

125

120
100
80
60
40

33

33

20

10
1

6

2

0
6개월 이하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

37개월 이상

n=210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수)

※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10 명 중 7~12 개월을 선고 받은 경우가 125 명(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징역 기간은 12.5 개월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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