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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기업이 소유하는 무형의 재산들에 대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의
재산 중 소위 지적소유물에 해당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은 해당법률에 의하
여 별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에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크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소유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기술정보나 영업
비밀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침해행위
또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특허와 더불어 기업 성장을 위한 무기로서 위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
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기업인 H사는 영업비밀
유출로 10조원대의 손해액이 추산되었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술 유출 사례가 경찰에 적발된 것만 2010년 40건이었고, 피해 액수
는 9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업비밀은 독점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영업비밀의 가치는 그 비밀성에 있으므
로 공개 시 가치가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으며, 영업비밀은 보유자의 인적·조직적 관리에
의존하므로 침해 예방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보호에 있어서 비밀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특수성 인하여 한번 침해받을 경우 순식간에 확산 되어 회수가 어려운 점(불가역성·
회복곤란성)이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그 침해 전에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어느 재산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소송 중 비밀성이 상실되거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등에 따르면 소송상 서면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사본을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유출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도,
제347조 제4항에 의한 인카메라(In-camera)제도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한-미 FTA 이행법률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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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민사 침해소송에서
만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을 뿐 형사소송과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청 심사 심판 과
정에 대해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전국법원 선고 판결 중 79%가 형사
사건인 것으로 밝혀져1), 영업비밀 사건은 대부분 민사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
을 고려할 때 형사 소송에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재
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열람·복사 과정
에서 영업비밀의 유출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제
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생략하는 규칙의 개정 등 비밀보호에
충실하면서 소송상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출원공개 된 출원 또는
심결확정 된 심판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
다. 출원공개 전 출원 또는 심결확정 되지 아니한 심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 가
능하기는 하나 피청구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존재한다. 결
국 심사·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열람 복사 신청에 의해 출원인의 의견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의 대응방안과 현행법상 상기 내용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보호할 방안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 박성수, 재판과정에서 본 현행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문제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1. 2.
15,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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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영업비밀은 이미 비밀이 알려진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의 예방이 우선
해야 하며,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소송의 상대방이 경쟁업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비밀
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

「당사자신문

등의 공개정지」제도를

통해서 신문을 비공개로 하며, 독일의 법원조직법 제172조는 재판공개주의에 대해 예외사
유로서 제2호에서 비밀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비밀, 영업비밀, 발명비밀, 세무비밀
(Geschäfts-, Betriebs-, Erfindungs- oder Steuergeheimnis)이 언급되고 그와 같은 공개적

인 토론을 통해 중대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판을 공개하
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유출자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
국의 입법례와 제도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과
동법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연구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범위와 관련해서 영업비밀의 심사·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방안으로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심사·심판과정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
토하고, 심사·심판 과정의 특수성에 수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타국의 입법례와 정책방
향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검토한다.
심사·심판과정에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에 한하여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
하여 검토하고, 영업비밀의 심결취소소송과정에서의 보호 방안으로서 소송서류의 열람·복
사 시 이해관계인의 제한 및 제한적 열람·복사 방안에 대하여 연구 조사한다. 영업비밀의
형사소송과정에서의 보호 방안으로서는 압수·수색의 범위 제한방법으로 영업비밀과 개인
정보에 관한 경우 소명을 통한 제한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영업비밀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태를 파악 후, 이를 근거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보호 장
치 모델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심사·심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시 첨부되는 선행기술 및 출원인의 의견서
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연구로서 서류 열람 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
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을 제시하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과 서류 열람·복사의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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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업비밀 등의 보호 방안

제1절 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해서 한·미 FTA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영업비밀 침해소송
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하여 먼저 검토
하며,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적용을 위해 미국법상의 trade secret과 우리법상의 영업비밀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번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
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동 제
도의 취지와 목적은 각각의 지식재산권법 모두와 동일하므로, 지식재산권법 간의 비밀유
지명령제도의 법문상의 차이를 검토하여 통일적인 법제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다. 또한 영업비밀유지 등의 보호를 위한 타국의 법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
찰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우리법상의 법제도 방향과 동법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다. 타국의 법제와 관련해서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공개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는 비공개심리제도에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며, 본 장에서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2절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
1. 법률 개정 개요

가. 추진 경과

(1)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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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08. 6. 2.

～

’08. 6. 4.

(3) 부패영향 평가

: ’08. 6. 2.

～

’08. 6. 3.

(4) 규제심사

: ’08. 6. 2.

～

’08. 6. 5.

(5) 법제처 심사

: ’08. 6. 4.

～

’08. 6. 11.

(6) 국무회의 통과

: ’08. 6. 17.

(7) 국회 법안 제출

: ’08. 10. 10.

(8) 지식경제위원회 회부연월일

: ’08. 10. 13.

(9)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 ’11. 10. 24.

(10) 지식경제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 ’11. 10. 25.
(11) 국회 본회의 의결

: ’11. 11.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

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표현상
의 불명료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해설2)

가. 총괄사항

(1) 개요

개정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
송에서, 침해 및 손해의 증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영업비밀 등이 소송 외의 목
적 등 대외적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
한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 합의

사항인 비밀유지명령3)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4)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설자료, 2011. 11p
3) ‘비밀유지명령’이란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소송 중
지득한 비밀을 소송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함

- 15 -

(2) TRIPs, 한-EU FTA, 한-미 FTA의 증거 규정 비교

국문

영문
Article 43 : Evidence

제43조 증거

TRIPs

1.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으로 취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관할 하에 있는 자신의 주
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명시하는 경우, 적절하다면, 비밀정
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상대
방 당사자에게 그 증거자료의 제출
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Article 10.43 : Evidence

제10.43조 증거

한-EU
FTA

각 당사자는,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
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 재정 또는 상업 서류의 제출을,
적절한 경우 그리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한-미
FTA

1. 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where a party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specified
evidence relevant to substantiation of its
claims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o order that this evidence
be produc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in
appropriate cases to conditions which ensure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necessary,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there appropriate
and following a party's application, the
submiss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rticle 18.10 : I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0.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10.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ivil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
judici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
authority to order the infringer to provide,
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evidence, any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
information that the infringer possesses or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controls regarding any person or persons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involved in any aspect of the infringement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and regarding the means of production or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distribution channel of such goods or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
services,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ird
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
person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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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
한다.

11.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사법 당국이 내
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구류 또는 구금을 명령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
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
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
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distribution of the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or in their channels of distribution,
an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right
holder or the judicial authorities.
1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a) fine, detain, or imprison, in appropriate
cases, a party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who fails to abide by valid
orders issued by such authorities; and

(b) impose sanctions on parties to a civil
judicial proceeding,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duced or exchanged in a
proceeding.

TRIPs와 한․EU FTA 규정은 민사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미 FTA 경우는 제18.10조 제10항에서 이에 해당하는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 권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44조, 제347조, 제366조,
제367조5)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제출, 검증, 진술 등을 명령할
5)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
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
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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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입증 자료 이외에,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의36)을 통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부분은 기존 민사소송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의 기존 조항들을 통해서 이행 가능하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
그런데 한․미 FTA는 제18.10조 제10항의 증거제출 명령 권한과는 별도로 제11항에서 사
법당국의 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항 가목에서는 사법당국의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에게 벌금 구류 또는 구
금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불응하여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언거부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재판 후에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7), 문서제출 거부자 또는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8). 이러한 제 규정들을 통해 협정문 제18.10조 제11항 가목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
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
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
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
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
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
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
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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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항 나목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
령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이
나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권 개별법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생산 교환된 비밀정보
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권한 규정이 없고, 이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TRIPs와 한․EU FTA와는 달리, 한․미 FTA 협정문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서는 비밀유지명령제도 및 이를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3)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 필요성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
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또는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영업비밀
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항증거 자료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동법 제315조제1항제
2호9)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3 단서10)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제347조제4
항11)에 따라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 및 비밀심리제도(In Camera Proceedings)12)
9)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
다.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
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
한 문서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
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12) 법원이 증거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문서 소유자에게 문
서제시를 명하고, 대신 법원은 그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이 절
차에 법관과 문서소지자 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한다면 사실상 문서제출을 명하는 결과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문서소
지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존재하므로, 비공개적으로 심리하는 동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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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판례는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2002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제출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3).
따라서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큰 경우라면 여전히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 법령 상 제출된 증거 등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민
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절차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증거 등에 포함되는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데 불충
분하며, 외국의 입법례14)와 같이 영업비밀이라도 증거로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영
1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08.4.14, 자, 2007마725, 결정]
원심은, 이 사건 문서들은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
(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영업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한 제출
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문서들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서들은 신청인의 추가적인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에 대한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의 결정은 당해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
원에서 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을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
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법 2010.4.16, 자, 2010라86, 결정 : 확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
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
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
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14) <미국 : 연방 민사소송규칙 §26(c) 증거개시에 대한 보호명령>
- 당사자 간에 정보제공의 청구와 청구개시(discovery)가 가능하고, 피청구자는 유‧불리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시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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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침해 및 손해의 증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영업비밀 등이 소송 외의 목
적 등 대외적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집행분야 합의사항인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정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시, 소송과정에서의 준비서면, 증거조사에서 영
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에 대하여 소송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및 공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
도록 유도하여 영업비밀보호는 물론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침해 여부
및 손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항목별 해설

(1) 비밀유지명령제도 신설 (안 제14조의4 신설)

(가) 개요

개정 법률은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해
당 영업비밀의 사용 및 개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 제 개정 내용

개정법률에 의한 비밀유지명령은

①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 소지문서를 상대방에게 개시‧열람하지 않으면 적정한 재판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
- 개시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protective order가 내려지고, 통상 재판관, 소송대리인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가 내
려짐.
<일본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2조 비밀유지명령제도>
-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당해 소송의 수행목적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
- 일본은 비밀유지명령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 또한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개
별법에도 각각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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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②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의 2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소송 수행 목적으로의 해당 영업비밀
의 사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명령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이는 소송 당사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소송 수행 목적으로의 해당 영업비밀의 공개는 금지되며,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임
(단,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공개 가능함). 이것은 소송 수행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그 가치
가 두드러지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재판의 불복절차로서 비밀유지
명령을 기각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5항),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며, 개정법률 제14조의5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절차에 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종류의 민
사소송에 대해서 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송을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안 제14조의5 신설)

(가) 개요

개정 법률은 법원이 발령한 비밀유지명령에 대하여 개정법률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제 개정 내용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절차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로,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의
내용이 이미 특허 출원되어 있고 특허등록 이 후 공개됨으로써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취소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사자 등이 비밀유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정 법률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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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있었던 경우에 법원이 그 결정서를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며(제2
항), 비밀유지명령이 여러 명에게 발령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경우라면,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이 있었음을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 이는 안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받지 않은 다른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들끼리의 공개행위는 적법한 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비밀유
지명령을 취소 받은 자”에게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해당되는 동
시에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받은 자”에 대한 공개로 인해 그 자로부터 영업비밀이 누설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3)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안 제14조의6 신설)

(가) 개요

개정 법률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열람 신청자를 당사
자로 한정하는 열람제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 부분의 열
람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밟는 경우의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제 개정 내용

소송기록으로부터의 영업비밀의 누설 방지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15)의 규정에
15)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
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
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
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
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
할 수 없다.
③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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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제3자의 열람 등의 제한이 있는데, 동조에서 당사자에 의한 열람 등은 금지되지 않
음. 이 때문에, 예를 들어 법인이 당사자 등인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종업원 등
이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 절차를 통해 영업비밀을 사실
상 자유롭게 알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은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된 소
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함)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
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받고,

①
②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비밀 기
그 청구 절차를 수행한 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법원 담당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청구 절차를 수행한 자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비밀유지명령의 발령을 얻는데 필요한 기간(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주일, 그 기간 내에 그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그 신청
에 관한 재판 확정까지) 동안은 그 절차를 수행한 자의 열람 등은 제한된다. 단, 영업비
밀의 보유자인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통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소송기록 열
람 등의 청구에 따른 영업비밀 누출의 위험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동 항목 제 개정 시 문제점 및 수정내용

개정 법률은 통지의무를 부여한 법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조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법원사무관으로 한정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사례16)와 같이 “법원사무관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안 제18조의4 신설)

16) 민사소송법 제40조(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
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
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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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개정 법률은 제14조의4에 규정하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해서, 이에 위반하여 비밀유지

명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수행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해당 비
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주요 제 개정 내용

개정법률은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형사처벌로 담보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유지함과 동
시에, 해당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임. 또한 한․미 FTA 협정문 제18.10
조제11항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
령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영업비밀 침
해죄에 대한 형량을 규정17)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이와 별도로 비밀유지명령 위반
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비밀유지
명령 위반은 법규 위반이 아닌 법원의 명령에 대한 위반이며, 심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소극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설한 목적범과 그
형량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에 관한 유사 사
례18) 및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사례19)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
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 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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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정법률은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외 구별 없
이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국내에서 누설되
더라도 외국 경쟁업체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

제36조(벌칙) ⑤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
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8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19)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한다.
5.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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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재산권법간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비교 고찰
한·미 FTA는 제18.10조 제11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
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도입하였다(본조신설

2011.12.2). 하지만 각 법제가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화시킬 필

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는 특허법과 조문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의
경우 상이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허법과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먼저 특허법, 저
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여 고찰하겠다.
부정경쟁방지 및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비고

법률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
령)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

제14조의4

령)

(비밀유지명

령)

서’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에 이 법에 따라 보호

위,

제3조의2제1항이

관한 소송에 있어서

되는 권리(제25조, 제

나

제2항을

31조, 제75조, 제76조,

행위 또는 영업비밀

제76조의2,

제82조,

침해행위로 인한 영

제83조, 제83조의2 및

업상 이익의 침해에

제101조의3에

관한 소송에서

따른

①

‘소송에

법원은

부정경쟁행

있어
통일할

것을 권장

위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

-

업비밀(「부정경쟁방지

업비밀에

업비밀에

다음

제129조의2 (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

보의 제공)20)에

한 법률」 제2조제2호

명한 경우에는

명한 경우에는

서

대하여

다음

대하여

저작권법은

영업비밀에

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

대하여 정의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

-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지및영업비밀

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

보호에관한법

는

률은

부정경쟁방

제2조(정

의)21)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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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에

대하여

정의함.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

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

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해당(該當)은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

‘무엇에 관계되

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

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

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

는

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

이란

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

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그’와

소송의

수행

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

소송의

전체적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

을 위해 ‘그’로

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

하거나

영업비밀

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

변경할 것을 권

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장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

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

에게

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것을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시점(時點)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

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

‘시간의

우에는 그 대표자), 당

하여

우에는 그 대표자), 당

가운데 어느 한

사자를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

사자를

소송을

순간’을 의미하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

로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

는 것으로 법문

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

알게 된 자가

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

의

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나타내는

계속적인

위하여

소송을

해당

공개하지

소송을

인하여

아니할

대리하는

영업비밀을

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계속적인

위하여

수행

바로

그것’

의미로서
같으나,
통일

흐름

특정시점을

(時)’와

‘시

의미가

유사하나

전체

적인 통일을 위
해

‘시점’으로

변경할 것을 권
장
제1호에 규정된

제1호에 따른

제1호에 규정된

‘규정 된’으로
통일할 것을 권
장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

준비서면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

거조사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

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해당

이미

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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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이나

-

‘이나’로

통

일할 것을 권장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

-

저작권법에

서면 또는 이미 조사

서면 또는 이미 조사

서면 또는 이미 조사

는 침해 소송에

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하였거나 조사하여야

서

할 증거에

할 증거(제129조의2

할

증거에 영업비밀

(정보의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4항에

제공

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것

된

포함한

것

영업비밀

따라

정보를

제129조의2
제공)
존재하

기 때문임.

다)에 영업비밀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하지

해당 소송 수행 외의

해당 소송수행 외의

해당 소송 수행 외의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행’으로 통일할

공개되면

공개되면

공개되면

것을 권장

당사자의

당사자의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

영업에 지장을 줄 우

영업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어 이를 방지

려가 있어 이를 방지

려가 있어 이를 방지

하기

하기

위하여 영업비

하기 위하여 영업비

밀의 사용 또는 공개

밀의 사용 또는 공개

밀의 사용 또는 공개

를 제한할 필요가 있

를 제한할 필요가 있

를 제한할 필요가 있

다는 것

다는 것

다는 것

위하여 영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

(이하 "비밀유지명령

(이하 "비밀유지명령

령”이라

한다)의

"이라

"이라

신

한다)의

신청

한다)의

신청

청은 다음 각 호의 사

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다음 각 호의 사항

항을

을 적은 서면으로 하

을 적은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적은

서면으로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

이 될 영업비밀을 특

이 될 영업비밀을 특

이 될 영업비밀을 특

정하기에 충분한

정하기에 충분한

정하기에

사

실
해당하는 사실

법원은

사

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비밀유지명

‘소송수

명령

(이하

하여야 한다.

③

띄워쓰기

충분한 사

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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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

주체를

나타내

령이

경우에

된 경우에는 그 결정

령이

는 그 결정서를 비밀
유지명령을
에게

결정된

결정된

경우에

는

‘법원은’을

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는 그 결정서를 비밀

표시하는

받은

자

받은

유지명령을

송달하여야

한

여야 한다.

자에게

송달하

에게

다.

것으

받은

자

로 통일할 것을

송달하여야

한

권장

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
항의

결정서가

유지명령을
에게

비밀

받은

송달된

자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
항의

결정서가

유지명령을
에게

항의

자

때부터

에게

을 기각하거나

재판에

한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비밀

받은

송달된

자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서가

유지명령을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대하여는

비밀

받은

송달된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각하

을 기각 또는 각하한

대하여는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대하여는

즉

‘또는’으로

통

일할 것을 권장

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제224조의4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

제129조의4 (비밀유지명

제14조의5

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

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
자나

‘또는’으로

통

일할 것을 권장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

한 자 또는 비밀유지

한

비밀유지명

한 자 또는 비밀유지

- 무슨 취소인

명령을 받은 자는 제2

령을 받은 자는 제129

명령을 받은 자는 제1

지 분명하게 하

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의3제1항에서 규정

4조의4제1항에

따른

도록 ‘비밀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

한 요건을 갖추지 못

요건을

갖추지

못하

명령의 취소’로

였거나

갖추지

못하

하였거나

였거나

갖추지

못하

통일할 것을 권

갖추지

못

게 된 경우 소송기록

하게 된 경우 소송기

게 된 경우 소송기록

을 보관하고 있는 법

록을

을 보관하고 있는 법

원(소송기록을

법원(소송기록을

보관

보관하고

하고 있는 법원이 없

관하고

는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

있는

있는
보

원(소송기록을

법원이

경우에는

하고 있는 법원이 없

비밀

는

법

경우에는

비밀유

유지명령을

에

원을 말한다)에 취소

에

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

비밀유지명령의

내린

지명령을 내린 법원)

다.

법원은

장

보관

지명령을 내린 법원)
취소를 신청할 수 있

②

(비밀유지명

비밀유지명령의

다.

비밀유지명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대한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

- 주체를 나타

령의 취소 신청에 대

신청에

재판이

령의 취소 신청에 대

내는

한 재판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그 결

한 재판이 있는 경우

을 표시하는 것

에는 그 결정서를 그

정서를

에는 그 결정서를 그

으로 통일할 것

그

신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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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을 한 자 및 상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신청을 한 자 및 상

대방에게 송달하여야

야 한다.

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한다.

을 권장
- 간소한 ‘과’로
통일할 것을 권
장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

띄워쓰기

하지

소 신청에 대한 재판

소신청에 대한 재판

소 신청에 대한 재판

않은

에

에

에

청’으로 통일할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재판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하는

대하여는

확정되

재판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하는

대하여는

확정되

‘취소신

것을 권장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하는

재판은

확정되

어야 그 효력이 발생

어야 그 효력이 발생

어야 그 효력이 발생

한다.

한다.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

하는 재판을 한 법원

하는 재판을 한 법원

하는 재판을 한 법원

는’으로 통일할

은

은

은

것을 권장

비밀유지명령의

비밀유지명령의

해석상

‘또

취소 신청을 한 자 또

취소신청을

자와

취소 신청을 한 자 또

는 상대방 외에 해당

상대방 외에 해당 영

는 상대방 외에 해당

- 띄워쓰기 하

영업비밀에

업비밀에

영업비밀에

비

지 않은 ‘취소

받은

재판’으로 통일

관한

밀유지명령을
자가

있는

비

받은

관한

유지명령을

비밀

받은

자

관한

밀유지명령을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그 자에게 즉시 비밀

자에게

그 자에게 즉시 비밀

유지명령의 취소

재

지명령의 취소재판을

유지명령의 취소

재

- ‘취지를 통지

판을 한 사실을 알려

한 취지를 통지하여

판을 한 사실을 알려

하여야’로 통일

야 한다.

야 한다.

야 한다.

할 것을 권장

제224조의5

경우에는

한

비밀유지명령의

-

(소송기록

즉시

제129조의5

비밀유

(소송기록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

열람 등의 청구 통지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람

등)

등)

등)

등의

청구

통지

할 것을 권장

-

신청22)이라
함은 개인이
국가

기관·

법원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에 대하
여

어떤

사

항을 청구하
기

위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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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청구23)는 상
대편에 대하
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
를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신청과
의

청구

경우

독

일법상 사인
의 신청(Auf
Antrag)과
청구(Anspr
uch)는 구분
되어 사용하
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
나라의 경우
신청과 청구
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신청(Auf An
trag)의 경우
권리가 명확
하지
그

않아
권리의

존부를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절차가
간단한 불요
식

행위의

경우인 반면
청구는 ‘청구
권을 행사한
다’는 표현처
럼

요건이

다

갖춰진

경우로서, 정
식적인 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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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갖추
며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가

주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므
로

‘신청’으

로

통일할

것을 권장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 한 소송 내에

진 소송(모든 비밀유

진

진 소송(모든 비밀유

서 비밀유지

지명령이

소

령이 모두 취소된 소

지명령이

명령이 다수

송은 제외한다)에 관

송은 제외한다)에 관

송은 제외한다)에 관

에

걸쳐

한

대하

한

대하

한

할

수

「민사소송법」

여

「민사소송법」

여

여

취소된

소송기록에

소송(비밀유지명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

소송기록에

취소된

소송기록에

소

대하

「민사소송법」

발

있는

것을 고려할

제163조제1항의 결정

제163조제1항의 결정

제163조제1항의 결정

때

이 있었던 경우, 당사

이 있었던 경우, 당사

이 있었던 경우, 당사

지명령이 모

자가 같은 항에서 규

자가 같은 항에 규정

자가 같은 항에서 규

두

정하는 비밀 기재 부

하는 비밀 기재 부분

정하는 비밀 기재 부

소송은 제외

분의 열람 등의 청구

의 열람 등을 해당 소

분의 열람 등의 청구

한 다 ’ 라 고

를 하였으나 그 청구

송에서 비밀유지명령

를 하였으나 그 청구

통일할 것을

절차를 해당 소송에

을 받지 아니한 자를

절차를 해당 소송에

권장

서

통하여 신청한 경우

서

받지 아니한 자가 밟

에는

받지 아니한 자가 밟

은

원사무관·법원주사

은

법원서

청구의 구분

기관, 법원사무관, 법

또는

기관, 법원사무관, 법

에서 살펴본

원주사

하 이 조에서 "법원사

원주사

바와 민사소

무관등"이라 한다)는

사보(이하 이 조에서

송법

“ 법원 사무관 등” 이라

" 법 원 사무 관 등" 이 라

조제2항 24)에

한다)는

한다)는

서

비밀유지명령을
경우에는
또는

법원서
법원주

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서기관·법
법원주사보(이

‘비밀유
취소된

비밀유지명령을
경우에는
또는

법원주

- 상기 신청과

제163
‘신청’이

라고 규정하
고

있는

것

으로 고려할
때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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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
한

경우’로

통일할 것을
권장
「민사소송법」

제163

「민사소송법」

제163

「민사소송법」

제163

- 위에서 살펴

조제1항의 신청을 한

조제1항의 신청을 한

조제1항의 신청을 한

본

당사자(그 열람 등의

당사자(그 열람 등의

당사자(그 열람 등의

저작권법에서

청구를 한 자는 제외

신청을 한 자는 제외

청구를 한 자는 제외

규정하는

한다.

같이

이하

한다.

의

서 같다)에게 그 청

로 통일할 것을

구

에 그 열람 등

신청이 있었던 취지

구

권장

의 청구가 있었다는

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 청구가 있었다는

- ‘취지를 통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여야’로 통일

직후

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후

제3항에

바와

한다)에게 그 열람 등
신청

이하

같이

서 같다)에게 그 청

직후

제3항에

바와

에 그 열람 등

‘신청’으

할 것을 권장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

터 2주일이 지

날

부

때까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

무관등은 제1항의 신

사무관등은

청이

청구가 있었던

있었던

날

2주일이 지

날

부터

때까지

제1항의

날

터 2주일이 지

날

부

때까

- ‘신청’ 및 ‘신
청절차’로 통일
할 것을 권장
-

부정경쟁방

지(그 청구절차를 행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지(그 청구절차를 행

지 및 영업비밀

한 자에 대한 비밀유

자에

비밀유지

한 자에 대한 비밀유

보호에 관한 법

지명령신청이 그 기

명령 신청이 그 기간

지명령신청이 그 기

률25),

간 내에 행하여진 경

내에

경우

간 내에 행하여진 경

상표법,

우에는 그 신청에 대

에 대하여는 그 신청

우에는 그 신청에 대

보호법에

규정

한

에 대한 재판이 확정

한

된

같이

시점까지) 그 청구절

되는 시점까지를

말

시점까지) 그 청구절

‘비 밀 유 지 명 령

차를 행한 자에게 제1

한다) 그 신청 절차

차를 행한 자에게 제1

신청’으로 통일

항의 비밀 기재 부분

를 행한 자에게 제1항

항의 비밀 기재 부분

할 것을 권장

의 열람 등을 하게 하

의 비밀 기재 부분의

의 열람 등을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열람 등을 하게 하여

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이

확정되는

대한

행하여진

재판이

확정되는

특허법,

디

것과

자인

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

람 등의 청구를 한 자

람 등의 신청을 한 자

람 등의 청구를 한 자

통일할 것을 권

에게 제1항의 비밀 기

에게 제1항의 비밀 기

에게 제1항의 비밀 기

장

재 부분의 열람 등을

재 부분의 열람 등을

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

하게 하는 것에 대하

하게 하는 것에 대하

여

여

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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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신청’

으로

제163조제1항의 신청

제163조제1항의 신청

제163조제1항의 신청

을 한 당사자 모두의

을 한 당사자 모두의

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

의가

는
다.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

동

의가

는

있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

다.

동

의가

는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20) 제129조의2 (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
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21)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2) 서류나 구두로 특정의 사항(행위)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사표시.
본문
① 공법상의 신청 :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적법
한 행정행위를 요청하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것이나, 순수한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
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② 소송법상의 신청 :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의 행위(대개는 재판)를 구하는 단독적 행위이다. 소(訴) 또는 상소(上訴)
의 신청을 ‘본안의 신청’이라 하여,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게 된다. 이에 대
하여 피고측은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却下) 또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을 청구하는 신청을 하
게 된다. 소송의 이송(移送) ·법관의 제척(除斥) ·기피 ·기일의 추정 ·증거의 신청 ·공시송달(公示送達) 등 개개의 소송
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신청을 ‘소송상의 신청’이라고 한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단순하여야 하고, 따라서 조건이
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비적 신청(豫備的倂合:豫備的反訴)은 당해 절차에서 조건의 성부(成否) 여부가 밝
혀지는 것이므로 허용한다
23) 상대방에 대하여 공법·사법상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
정하도록 요구하는 불복신청에 있어서의 심판청구·심사청구 등이 있다. 사법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같이 상대방
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의미한다. 청구는 소(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보다는 좁
은 개념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24)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
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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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위와 같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상표법 중 특허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허법

상표법

비고

뿐
디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

제92조의7 (비밀유지명령)

특허법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니라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호법,

그

영업비밀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

법 및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방지 및 영업비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밀보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법률 모두 ‘그’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라고

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있으나,

당사자가

보유한

만 아

자인보
저작권

관한

규정하고
각

법

에서 특정 당사
자를

보다는
밀을

키

가리

기

영업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
하므로

‘일방’

으로 통일할 것
을 권장

2.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25)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
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
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
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
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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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

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

거나

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4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제92조의9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
구 통지 등)

‘또는’으로

통

일할 것을 권장

「 민 사 소 송
법」제163조제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

1항의 결정 자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

체가 열람 등의

든

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든

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제한

결정이므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로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로 통일한 것을

‘제163조제
결정’으

권장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

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

은 항에 규정하

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

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기

는

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

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

부분의 열람 등

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

을 해당 소송에

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서

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

(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

령을 받지 아니

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이라 한다)는

한

자를

여

신청한

지 아니한 자가

밟

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

는

‘당사자가
비밀

같
기재

비밀유지명

우에는

통하
경

법원서

기관· 법원사무
관·법원주사 또
는

법원주사보

(이하 이 조에
서 "법원사무관
등"이라
는’로

한다)
통일할

것을 권장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 민 사 소 송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법」제163조제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1항의 신청 자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체가 열람 등의

같다)에게 그 청구

제한

후

제163조제1항의

직

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직후

에 그 열

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로

알려야 한다.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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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제
신청’으

로 통일한 것을
권장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

2주일이 지

날

부터

때까지(그 청구절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

2주일이 지

날

저작권법에서

부터

와 같이 ‘제1항

때까지(그 신청 절

의 경우 법원사

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

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

무관등은

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

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

항의 신청이 있

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

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었던

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주일이 지

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

까지(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

절차를 행한 자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에 대한 비밀유

아니 된다.

지명령 신청이
그

날

제1

부터 2

날

때

신청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

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
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

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
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
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통일할 것을 권
장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

「 민 사 소 송

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

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

법」제163조제

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1항의 신청 자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체가 열람 등의

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제한

모두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동

등의

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제163조제

1항의

신청’으

로 통일한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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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법상의 trade secret을 우리법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해석
할 수 있는지 여부
1. 한·미 FTA 이행법률 부분에 대한 해석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제도 도입의 취지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관련하여, TRIPs와 한·EU FTA 규정은 민사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
의 서류 제출 명령 권한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 권한에 관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92조26), 제334조27), 제347조28), 제367조29)를 통해서 이행이 가능하
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었으나, 이와 별도로 한·미 FTA는 제18.10조 제11항에서는
사법당국의 비밀유지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2) 한·미 FTA는 제18.10조 제11항의 검토

한·미 FTA는 제18.10조 제11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사법절
차의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당사자를 구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 및 ‘
26)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
사를 할 수 있다.
27)제334조 (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
이 되지 못한다.
28)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다.
29) 제367조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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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
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
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상기의 한·미 FTA 협정문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특허법 제224조의3 내지 제224조의5, 제
229조의 2를 신설하였다(특허법 뿐만 아니라

법」

「부정경쟁방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

입). 또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하면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본 죄는 친고죄로 구성하여 영업비밀
명령을 신청한자의 고소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규정30)하였다.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미 FTA 발효일 이후 침해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나. 대한민국의 "영업비밀"과 미국의 "Trade Secret"의 의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 제11항에 의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trade secret의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영업비밀과 trade secret를 구분 짓는 견해31)는 trade secret는 미국 보통법(Common
Law)상의 법리로 확립된 개념으로 단순히 보호의 객체를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밀

의 침해· 조약의 위반 또는 의무의 불이행(breach of confidence) 등의 법리를 함께 인정
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trade secret는 그 보호법리의 개념이 너무 엄
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의 보호방법을 중립적으로 검토하는 면에서는 적절
하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과 통일영업비밀법
(UTSA)을 검토하여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분석하도

록 하겠다.

30) 공소권(公訴權)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
독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소추주의).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보호(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제(「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기술
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 확보(조세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 친고죄 제도의 취
지이다.
31) 황의창, 영업비밀, 육법사, 1992, 131-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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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상 영업비밀의 의미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 U.S.C.

§

1839 (3)32)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 함은

모든 형태와 유형의 재정적, 사업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공학적 정보로서, 유형,
계획, 편집, 프로그램도구, 공식, 디자인, 원형, 방법, 기법, 공정, 절차, 프로그램 또는 코
드 등을 포함하며, 유무형의 여부, 물리적, 전자적, 도화적, 사진상 또는 문서상으로 저장,
편집, 표시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당해정보의 소유자가 당해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당해정보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는 공중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현재적인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 경제 가치를 갖고 있
을 것’이어야 한다.
라.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외국을 위한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

§ 1831)와 개인을 위한 영업비밀절취(theft of trade secrets: § 1832)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유형으로는 경제스파이는 외국정부 등 외국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영업비
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비밀을 절취하거나 권한 없이 착복․취득․취거․은닉하

거나 기망․술책․속임수에 의하여 획득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복사, 복제,

스케치, 사생, 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기, 사진복사, 모사, 송달, 전달, 송부, 우송,
송신, 양도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이 절취되었거나 권한 없이 착복·획득·전환(convert) 되

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거나,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의 3가지 행위유형을 규
정하고 있다. 상기 행위에 대하여 15년 이하 자유형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
과되고, 양자는 병과 가능하다. 또한 상기의 3가지 경제스파이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범
죄의 미수와 이 미수를 포함하여 위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타
32)§ 1839. Definitions
(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
(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
(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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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공모하는 경우에도 위의 3가지 유형과 동일하게 처벌33)한다.
둘째 유형으로는 영업비밀절취는 주간통상이나 국제통상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그에 공해
진 ‘생산품’에 관련되거나 이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타인의 이익과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
한 해악의 의도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34)가 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위에서 언급
한 경제스파이의 행위태양인

①, ②, ③과

동일하다. 상기의 영업비밀절취행위와 해당 행

위의 미수와 공모의 경우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만 달러 이하
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역시 양자는 병과 가능35)하다.

마. 미국의 통일트레이드 시크릿법(UTSA)상의 영업비밀의 의미

트레이드 시크릿이란 공개 혹은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으되, 타인에게 일반
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타인이 정당한 수단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실질 내지 잠
재된 독립적 경제가치가 있으며, 그것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여
진 제조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장비, 방법, 기술, 공정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판례는 Tubular Threading v. Scandaliati Inc. 사건에서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첫째,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둘째, 일반공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고 타인에 의해 확인되어
질 수 없는 정보, 셋째, 비밀보유자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절한 노력이 가해진 정
33) 18 U.S.C. § 1831 (a)(4), 18 U.S.C. § 1831 (a)(5).
1831.—V(a) In General.—©Whoever,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benefit any
foreign government, foreign instrumentality, or foreign agent, knowingly—
(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shall,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be fined not more than $50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5 years, or both.
34) 이 유형에서는 ‘생산품’(product)과 관련된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service)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여기
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Pooley/Lemley/ Toren, “Understan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Texas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vol. 5(Winter 1997), 200면; 한상훈, 전게논문,
38면 참조).
35) 18 U.S.C. § 1832 (a)(4), 18 U.S.C. § 1832 (a)(5).
1832.—(a) Whoever, with intent to convert a trade secret, that is related to or included
in a product that is produced for or placed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the economic
benefit of anyone other than the owner thereof, and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injure any owner of that trade secret, knowingly
(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shall,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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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 미국의 통일트레이드 시크릿법(UTSA)상의 영업비밀 침해유형

트리이드시크릿의 소유자를 침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소유자
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트레이드시크릿을 부정사용 하려는 자가 고의로 트레이드시
크릿을 절취하거나 권한 없이 취득 은닉하거나 사기, 기망, 속임수로 트레이드 시크릿을
취득하는 행위, 권한 없이 복사 복제 사진촬영 내려받기 올려주기 개조 파괴 전송 운반
통신하는 행위, 동일한 트레이드 시크릿을 절취 당했거나 권한 없이 취득 전용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당해 트레이드 시크릿을 입수 매입 보유하는 행위36)를 말한다.

36) UTSA 1. DEFINITIONS
(1) “"Improper means”" includes theft, bribery, misrepresentation, breach or inducement of a breach
of a duty to maintain secrec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 or other means;
(2) “"Misappropriation”" means:
(i)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by a person who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 was acquired by improper means; or
(ii)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by a
person who
(A)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or
(B) at the time of disclosure or use,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his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was
(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had utilized improper means to acquire
it;
(II) acquired unde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duty to maintain its secrecy or
limit its use;
or (II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owed a duty to the person seeking
relief to maintain its secrecy or limit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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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의 의미

가. 국내법상의 영업비밀 정의

일반 형사법과 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규정에서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한다.
나.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 혹은 비밀성),
둘째 생산방법․매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셋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유형

영업비밀의 침해유형으로서 6가지 유형37)이 있으며, 6가지 유형은 다시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과 관련된 침해행위(가, 나, 다목)와 비밀보호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행위
(라, 마, 바목)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관련된 침해행
37)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
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
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
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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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가목을 기본 유형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후적 관여행위를 나, 다목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비밀보호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침해행위는 라목을 기본 유형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후적 관여행위를 마, 바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국의 ‘영업비밀’과 미국의 ‘Trade Secret'의 정의규정 비교 및 결론

가.

Economic Espionage Act와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trade secret'의 정의

비교

법률

Economic Espionage Act

비고

Uniform Trade Secrets
Act

(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 plans,
,

DEFINI
TION
OF
Trade
secret

patter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
processes, techniques
, procedures,
programs
, or 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

—

(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measures
to keepreasonable
such information
secret;
and

(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
from not

value, actualeconomic
or potential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ascertainable
, and not being readily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thethatsubject
of
efforts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ii) is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the

영업비

public;
「영업비밀」이라 함은

유형ㆍ

"영업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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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formula),

plans
designs prototypes
procedures codes
에 한해서
Economic
Espionage Act
에서 언급함.
“유형ㆍ무형을 불문
하고 문자적, 물리적,
전기적 형식적에 의
한 저장ㆍ축적여부와
관계없이” 부분을
Economic
Espionage Act에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
음.

밀의
정의
규정

무형을 불문하고 문자적, 물
리적, 전기적 형식적에 의한
저장ㆍ축적여부와 관계없이

패턴, 편집물(compilation), 프

공정, 계획, 공구, 프로그램 고

로그램,

안, 공식, 디자인, 사진, 진행

(method), 기술 또는 공정

및 절차, 프로그램, 코드를 포

(process)을 포함하는 다음과

함한 모든 형태의

같은 정보(information)를 의미

재정적, 사
업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로서 다음의 경우를 의미
한다

도안(device),

방법

한다.
1. 그 개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정당한 수
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아볼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취하고
잠재적이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a)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그러

b) 그 정보가 실질적 또는 잠

2. 어떤 상황에서 그 비밀을

재적

유지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대상인 것

합리적 노력의

일반인들이 정당한 수단을 통
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Economic Espionage Act 및 Uniform Trade Secrets Act의 ‘trade secret'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비교

법률
내용
비고
부정경쟁
Economic Espionage Act
방지 및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에서는 재정적, 사업적,
영 업 비 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 과학적 부분을 더 언급
보호에 관 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하기는 하나, 크게 기술
상 경영상의 정보로서
한 법률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한국)

Economic
Espionage

그 의미가 거의 유사함.

「영업비밀」이라 함은 유형ㆍ무형을 불문하고 문자적,
물리적, 전기적 형식적에 의한 저장ㆍ축적여부와 관계없

또한 비밀로 유지할 수

이 공정, 계획, 공구, 프로그램 고안, 공식, 디자인, 사진,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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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및 절차,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

정적, 사업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로서 다음
의 경우를 의미한다

Act

(미국)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
밀유지와 유사한 것으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b) 그 정보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로서 비밀관리성도 같
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정당한 수 다고 볼 수 있음.
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a)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그러한 정보를

"영업비밀“은 공식(formula), 패턴, 편집물(compilation), 프

마지막으로 공공연히 알

로그램, 도안(device), 방법(method), 기술 또는 공정

려지지 않은

(process)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information)를 의

Uniform
Trade
Secrets Act

(미국)

하는 것은 우리법상의

미한다.

비공지성

을 요건으로 하는 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1. 그 개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정당
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적이건 잠재적이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
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는것

2. 어떤 상황에서 그
의 대상인 것

비밀을 유지하기에 합리적 노력

결론적으로 각각의 법률
에서 정의 하는 영업비
밀, trade secret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다. 결론(우리나라의 “영업비밀”과 미국의 “trade secret"의 비교)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과 trade secret을 정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시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trade secret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파악하기 힘들
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또한 당해 trade secret란 용어를 우
리의 말로 번역한다면 다른 식으로 풀이하기도 어려운 면을 고려할 때 결국 양자는 다른
개념의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4. 참고 (일본과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과 비교)

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과 비교

참고적으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과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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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영업비밀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이 법률38)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써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39).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법과는 달리 경제성의 요건을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통
일영업비밀법에서 그 영업비밀의 요건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그 정보의 공개나 사용
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을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적절한 수단(또는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조사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현실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는 비
공지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40).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상의 가치를 가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잠재적 경제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일본 부정경쟁방
지법상의 영업비밀도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의 의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과 비교

독일 UWG에는 영업비밀(Geschäfts- oder Betriebsgeheimnis)의 개념정의가 입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41) 따라서 영업비밀의 개념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었다.42) 판례법에 의
할 때, 영업비밀은 4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즉, (1) 기업경영과 관련이 있고, (2) 제한된
사람들만 이 알고 있으며, 즉 공공에 알려져(offenkundig) 있지 않으며, (3) 소유자에 의
하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표시되고, (4) 비밀로 유지함에 소유자의 이익이 있는, 사
실이라고 한다.43)
38) 不正競争防止法
39)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
この法律において「営業秘密」とは、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
用な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て、公然と知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
40)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서울:세창출판사, 2001, 166p.
41)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2. 엄밀하게 번역하면, 사업상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상비밀과 영업상비밀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2), 통칭하
여 간단히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42) Kotthoff-HK, 주 54, §17 Rn. 4 참조.
43)
BGH
GRUR
1955,
424,
425(Möbelpaste);
NJW 1960,
1999,
2000(Wurfentauben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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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예로는, 고객명단, 원형철, 연말보고서, 모델, 비용견적서, 계약서, 보험사의 모
집인명단,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이며,44) 성인용도박기계의 조종프로그램도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45)

①기업체

관련성(Beziehung zum Geschäftsbetrieb):

이 요건은 영업비밀의 개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46) 이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 반
드시 행위자가 영업비밀을 당해 기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
체로는 알려져 있는 공정이나 생산도구를 특정한 기업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실도 기업체관련성을 띨 수 있다.47)

②비공지성

(Fehlende Offenkundigkeit):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

아야 한다. 즉, 제한된 범위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48) 비밀유지의
무를 부담하는 제3자도 제한된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당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의 숫자가 많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비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공지의 사실이
란,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임의의 접근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나가 정당한 방법으로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49)

③

비밀유지의사(Geheimhaltungswille):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당해영업비밀의 소유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한다.50) 다만, 영업비밀유지의사는 모든 개별적 영업비밀에 대하여 존재할 것
이 요구되지는 않고, 영업비밀 전체에 대한 의사만 있으면 족하다.51)

④

비밀유지에 대한

이익(Geheimhaltungsinteresse): 영업비밀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에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52) 이는 통상 영업비밀이 기업체의 경쟁능력을 유지하는 데 의미
가 있다면 인정된다.53) 뇌물제공자명단 등과 같이 위법한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
호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어서, 독일 UWG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54)
우리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

세 가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3; Kotthoff-HK, 주 54, §17 Rn. 4 참조.
44)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9 참조.
45) BayObLG GRUR 1991, 694; LG Stuttgart NJW 1991, 441 참조.
46)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3.
47)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4; BGH GRUR 1955, 424 참조.
48) BGH GRUR 1955, 424, 425; BGH NJW 1960, 1999, 2000;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3;
Kotthoff-HK, 주 54, §17 Rn. 5.
49) BGH NJW 1958, 671; NJW 1963, 2122; Kotthoff-HK, 주 54, §17 Rn. 7.
50)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5; Kotthoff-HK, 주 54, §17 Rn. 8.
51) BGH NJW 1963, 2120f.;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3; Kotthoff-HK, 주 54, §17 Rn. 5.
52) Kotthoff-HK, 주 54, §17 Rn. 9.
53)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5; Kotthoff-HK, 주 54, §17 Rn. 9.
54)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6; Kotthoff-HK, 주 54, §17 Rn.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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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법문상 규정하는 반면에 독일은 판례법에 의해
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비공지성,

③비밀유지

①기업경영과

의사표시,

관련성,

④비밀유지의

②공공에

알려

이익 네 가지이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밀유지의 이익은 우리법의 경제적 유용성에 해당하고, 비
밀유지 의사표시는 비밀관리성에 해당하며, 비공지성은 동일하다. 다만 기업경영과 관련
성이 문제되는데, 반드시 행위자가 기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
며, 자체로 알려져 있는 공정 등의 경우도 비밀 유지가 되면 기업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크게 우리법상의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제적 유용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영업비밀의 경우도 우리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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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타국의 법제
1. 서

영업비밀의 보호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영업비밀을 판례로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국 실정에 맞게 어떤 형태로
든 보호하여 왔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작업
도 시작되었으며, 그 통일화에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통일화도 포함되었다55). 현재 영업비
밀, 또는 비공개정보는 국제법상 WTO/TRIPs협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1994년의
WTO/TRIPs협정 즉,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Rights) 제7절은 비공개정보의 보호 (protection of
undisclosedinformation)라는 표제하에 제39조에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56)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
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 및 입법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2. 일본

가. 비밀유지명령제도

(1) 일본특허법 제105조의457)
55) 김용선, 특허정보, 1996.1, 46p.
56) 정병두, 미공개정보의 보호, 법무부(편), UR협정의 법적 고찰(하), 법무부, 1994, 590p
57) （秘密保持命令）第105条の４ 裁判所は、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その当事者が保有する営
業秘密（不正競争防止法（平成５年法律第47号）第２条第６項に規定する営業秘密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次に
掲げる事由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つた場合に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当事者等、訴訟代
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営業秘密を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し、又は当該営業秘密に係るこの項の規
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開示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申立ての時までに当事者
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が第１号に規定する準備書面の閲読又は同号に規定する証拠の取調べ若しくは開示以外の方法
により当該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い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1．既に提出され若しくは提出されるべき準備書面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既に取り調べられ若
しくは取り調べられるべき証拠（第105条第３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類又は第105条の７第４項の規定により開示
された書面を含む。）の内容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含まれること。
2．前号の営業秘密が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又は当該営業秘密が開示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
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当該営業秘密の使用又は開示を制
限する必要があること。
２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秘密保持命令」という。）の申立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
ない。
1．秘密保持命令を受けるべき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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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법 제105조의4에서는 비밀심리절차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
업비밀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게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당해소송의 수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에 관한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
에게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우리법과의 비교 고찰

기존에 영업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영업비밀 개시 및 침해로 기업 경제활
동면에서 현실적으로 중대한 영향미치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ㆍ

위하여 고의 과실을 요구58)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률에서
2．秘密保持命令の対象となるべき営業秘密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実
3．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該当する事実
3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秘密保持命令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対する決定書の送達がされた時から、効力を生ずる。
５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비밀 유지 명령) 제 105 조의 4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 비밀 (부정경쟁방지법
(1993년 법률 제47호)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
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에서 당사자 등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당
해 영업비밀을 당해 소송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영업 비밀에 관한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신청 시간까지 당사자 등 소송 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 1호에 규정한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증거 조사 또는 공개 이외의 방법에 의
하여 당해 영업 비밀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포함되거나 또는 이미 조사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서류 또는 제105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된 서면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당사자가 보유할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것
2. 제1호의 영업 비밀이 당해 소송의 수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해 영업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해
당 영업 비밀에 근거한 참여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업 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이하 "비밀 유지 명령"이라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1. 비밀 유지 명령을 받을 자
2. 비밀 유지 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영업 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결정서의 송달이 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8)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고의ㆍ과실에 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는 공시제도가 없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영업비밀 거래의 안정성 내지 자유로운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
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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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소송(민사소송)에서 위 일본특허법의 규정과

유사한 비밀유지명령(특허법 제224조의3) 2011. 12. 2. 도입59)된 것이다. 다만, 일본특허법
제105조의7에서 규정된

「당사자신문

등의 공개정지」제도는 개정법( 2011. 12. 2.)에서

도입되지 아니하였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바, 심결취소소송, 형사소송에서는 상기 법령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서류의 제출 등)60)

(1) 내용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법원은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
해 또는 그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의 소지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제시된 서류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
정한다. 제3항과 제4항 각각에서는 ‘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
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항 후단의 서류를 개시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 제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을 말함. 이하 같음), 소송대리인
신승균,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제25집, 2011. 1, 174p.
59) 비밀유지명령제는 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면 수익추구 등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바로
처벌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 특허권 보호제도
60) （書類の提出等）第七条
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当事者に対し、当該侵害
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その書類の所持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２
裁判所は、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書類
の所持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類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
きない。
３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後段の書類を
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当事者（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代表
者）又は当事者の代理人（訴訟代理人及び補佐人を除く。）、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以下同じ。）、訴訟代理人
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三項の規定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
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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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개시할 수 있다.’, ‘전 3항의 규정은 부정경쟁으로 인
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
증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 취지

2003년 개정에서 종래의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서류 제출명령에 추가하여 부정경쟁방지

법에서의 소송에서도 원고에 의한 침해 행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1999년
에 제출 대상으로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한 특허

법 제105조와 동일하게 서류제출 명령 대상으로 하였다. 그 때, 서류 중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만의 비공개심리 절차에 의
해 수행하도록 하였다(제2항). 또한 2004년 개정에서는 비공개심리 절차 시에 재판소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 대해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다.

(3) 비공개심리 절차

재판소의 서류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그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는 상대방이 서류
를 보존하고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상대방의 서류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
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서류(또는 검증물)라도 소송
수행상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로서 제출되는 것이 원고의 입증용이화 ,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출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비공개심리절차와는 달리 영업비밀이라면 즉시 제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
니며,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서류 소지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과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판단에 관해서
는 비공개심리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심리에 제시된 서류에 관해서는 아무도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제2
항)고 되어 있는데 침해 행위의 입증 용이화와 영업비밀의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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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등, 소송 대리인 또
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때에 제시된 서류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되고, 해당 영업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당 당사자 등에 대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3. 미국

가. 연구조사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우리기업이 미국기업과 기술도입계약(License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
고, 또 근자에는 벤처기업 등이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형사상, 민사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
다. 따라서 미국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나. 문서제출과 물건의 조사

(1) 대상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FRCP) 제34조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지배61)하는 문서나 자료(컴퓨터, 녹음테이프 등 포함)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목적으로 상대방의 땅이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는 목적물에 대한 사본작성, 사진촬영, 측량, 기타 실험 등 자유롭고 광범위한
사실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시간, 장소, 조사방법 등이 명시되
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방은 문서제출과 물건 조사의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이
유를 명시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는 법원에 위 명령을 신청가능62)하다.
61) 지배(control)란 용어는 반드시 소유 등 법률적 의미의 지배뿐 아니라 상대방이 소유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
62)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34.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and Entry Upon Land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s
(b)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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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진 문서나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
이다. 대상문서가 제3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진술녹취를
요구하여 법원에 그에 부수한 문서제출명령장 (subpoena duces tecum)을 받아 조사가
능63)하다.
The request shall set forth, either by individual item or by category, the items to be inspected, and
describe each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request shall specify a reasonable time, place, and manner
of making the inspection and performing the related acts. The request may specify the form or forms in
which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o be produced. Without leave of court or written stipulation, a
request may not be served before the time specified in Rule 26(d).
The party upon whom the request is served shall serve a written response within 30 days after the
service of the request. A shorter or longer time may be directed by the court or, in the absence of such
an order,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subject to Rule 29. The response shall state, with respect to
each item or category, that inspection and related activities will be permitted as requested, unless the
request is objected to, including an objection to the requested form or forms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tating the reasons for the objection. If objection is made to part of an item or
category, the part shall be specified and inspection permitted of the remaining parts. If objection is made
to the requested form or forms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 or if no form was
specified in the request — the responding party must state the form or forms it intends to use. The party
submitting the request may move for an order under Rule 37(a) with respect to any objection to or other
failure to respond to the request or any part thereof, or any failure to permit inspection as requested.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or the court otherwise orders:
(i) a party who produces documents for inspection shall produce them as they are kept 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or shall organize and label them to correspond with the categories in the request;
(ii) if a request does not specify the form or forms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
responding party must produce the information in a form or forms in which it is ordinarily maintained or in
a form or forms that are reasonably usable; and
(iii) a party need not produce the sam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re than one form.
63)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45. Subpoena
(a) Form; Issuance.
(1) Every subpoena shall
(A) state the name of the court from which it is issued; and
(B) state the title of the action, the name of the court in which it is pending, and its civil action number;
and
(C) command each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o attend and give testimony or to produce and permit
inspection, copying, testing, or sampling of designated books,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in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that person, or to permit inspection of premises,
at a time and place therein specified; and
(D) set forth the text of subdivisions (c) and (d) of this rule.
A command to produce evidence or to permit inspection, copying, testing, or sampling may be joined with a
command to appear at trial or hearing or at deposition, or may be issued separately. A subpoena may
specify the form or forms in which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o be produced.
(2) A subpoena must issue as follows:
(A) for attendance at a trial or hearing, in the name of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the trial or hearing
is to be held;
(B) for attendance at a deposition, in the name of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the deposition is to be
taken, stating the method for recording the testimon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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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시기

증거제출 또는 물건의 조사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요구의 송달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
야64) 한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증거개시의 완료, 신청의 심리, 또는 변론을 위해 정
해진 시기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원의 허가 없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가능65)하다.
(C) for production, inspection, copying, testing, or sampling, if separate from a subpoena commanding a
person's attendance, from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the production or inspection is to be made.
(3) The clerk shall issue a subpoena, signed but otherwise in blank, to a party requesting it, who shall
complete it before service. An attorney as officer of the court may also issue and sign a subpoena on
behalf of
(A) a court in which the attorney is authorized to practice; or
(B) a court for a district in which a deposition or production is compelled by the subpoena, if the
deposition or production pertains to an action pending in a court in which the attorney is authorized to
practice.
64) 법원은 답변기간을 단축하거나 늘일 수 있음
65)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9. Stipulations Regarding Discovery Procedure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court, the parties may by written stipulation (1) provide that depositions
may be taken before any person, at any time or place, upon any notice, and in any manner and when so
taken may be used like other depositions, and (2) modify other procedures governing or limitations placed
upon discovery, except that stipulations extending the time provided in Rules 33, 34, and 36 for responses
to discovery may, if they would interfere with any time set for completion of discovery, for hearing of a
motion, or for trial, be made only with the approval of the court.
Rule 34.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and Entry Upon Land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s
(b) Procedure.
The request shall set forth, either by individual item or by category, the items to be inspected, and
describe each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request shall specify a reasonable time, place, and manner
of making the inspection and performing the related acts. The request may specify the form or forms in
which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o be produced. Without leave of court or written stipulation, a
request may not be served before the time specified in Rule 26(d).
The party upon whom the request is served shall serve a written response within 30 days after the
service of the request. A shorter or longer time may be directed by the court or, in the absence of such
an order, agreed to in writing by the parties, subject to Rule 29. The response shall state, with respect to
each item or category, that inspection and related activities will be permitted as requested, unless the
request is objected to, including an objection to the requested form or forms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tating the reasons for the objection. If objection is made to part of an item or
category, the part shall be specified and inspection permitted of the remaining parts. If objection is made
to the requested form or forms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 or if no form was
specified in the request — the responding party must state the form or forms it intends to use. The party
submitting the request may move for an order under Rule 37(a) with respect to any objection to or other
failure to respond to the request or any part thereof, or any failure to permit inspection as requested.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or the court otherwise orders:
(i) a party who produces documents for inspection shall produce them as they are kept 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or shall organize and label them to correspond with the categories in the request;
(ii) if a request does not specify the form or forms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
responding party must produce the information in a form or forms in which it is ordinarily maintained or in
a form or forms that are reasonably us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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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소환장66)제도 및 소환명령 취소변경제도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소환장 제도는 연방지방법원의 권한에 따라 변론이나 진술녹
취시에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을 조사하도록67) 제3자에게 명하는 명령제
도로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소송계속 중에 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증
언을 하거나, 특정 문서, 정보, 유체물의 제출을 하거나 조사를 인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한다. 여기서 영업비밀인 대상에 관하여는 소환명령을 받은 자가 소환명령의 취
소․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 미국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1) 영업비밀과의 관계

당사자가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자료 중에 ‘면책받은’자료만이 제외되고 면책받은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소송절차준비에 이바지하는 서류만이 해당,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
료는 면책자료에 불포함된다. 또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명시적
인 의사로 거부하여야, 제출을 거부하는 문서 또는 자백은 제공거부에 대한 적법한 권한
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에 족할 정도로 특정하여 기술하여야(FRCP

§34

(b

))68)한다.
(iii) a party need not produce the sam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re than one form.
66)소환장 중에서 문서제출명령장의 목적은 계속 중인 재판절차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에 관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을 강제하는 것이다. 문서제출명령장은 제3자에게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Fisher v. Marubeni Cotton Corp., 526 F.2d 1338 (C.A. 8th, 1975).

67)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45. Subpoena
(a) Form; Issuance.
(1) Every subpoena shall
(C) command each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o attend and give testimony or to produce
and permit inspection, copying, testing, or sampling of designated books,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in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that
person, or to permit inspection of premises, at a time and place therein specified
68)개시의무자는 개시남용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조차를 신청할 수 있다(§26 (c) FRCP). 그러한 보호조치로는 특히, 영
업비밀이나 상업적 정보 등은 밝혀져서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서만이 밝힐 수 있다든가, 또는
당사자는 그러한 문서 또는 정보를 밀봉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개봉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26 (c) (7) (8) FRCP).이와 같은 보호조치는 신빙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실무상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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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업비밀소송에서 원고는 진실을 확인하는데 불가결한 범위 이내가 아니라면, 자
신의 영업비밀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69)고 보아 원고는 침해된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한 소송에서의 소장을 통하여 자신의 비밀을 상세하게 퍼트릴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성질상 비밀인 과정의 존재에 관하여 결정적인 사실들만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한다.70) 따라서 미국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하에서 살펴볼 제도를 통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2) 비밀유지명령 제도.

(가) 개요

미국의 경우 FRCP

§26

(b) 및 기타 연방소송법 관련규정은 명시적으로 개시의 대상을

“privileged matters”가 아닌 사항 즉,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로 제

한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진술거부권은 연방법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헌법 기타의 연방법, 그리고 여기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법에 의
하도록 하고 있다(연방증거법 제501조). 이에 따라 만약 연방법원이 주법에 따라 실체법
적 판단을 하여야 할 사건을 맡게 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진술거부권의 종류 및 범위는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결국 개시절차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은 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주법은
예컨대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다툼의 대상으로 한 경우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영
업비밀을 보호한다. 영업비밀의 실체법적 쟁점(substantive trade secret issues)은 주로 주
법의 소관이며 절차도 주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연방민사소송규칙
(FRCP)이 연방법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모델법으로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 UTSA)’이 제정되어 있고 46개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밀성의 유지’

규정(제5조)71)을 두어 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인 수단으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여
양쪽 변호사들 사이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개별적 보호조치 대신 포괄적인 명령(umbrella
orders)의 형태를 띤다.
69) Drake v. Herrman, 261 N.Y. 414, 185 N.E. 685 (1933)
70) Eastman Kodak Co. v. Powers Film Products, 189 A.D. 556, 561, 179 N.Y.S. 325 (4th Dep‘t 1919)
71) S 5. Preservation of Secrecy : In an action under this (Act), a court shall preserve the secrecy of an
alleged trade secret by reasonable means. which may include granting protective orders in connection with
discovery proceedings, holding in-camera hearings, sealing the records of the action, and ordering any
person involved in the litigation not to disclose an alleged trade secret without prior court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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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수단’에는 증거개시절차와 관
련하여 보호명령, 비공개의 심리, 소송기록의 밀봉 및 법원의 허가 없이는 영업비밀을 공
개하지 못하도록 소송관계인에게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72)
이하에서는 주법과 연방민소소송규칙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대
하여 검토한다.

(나) 주법 :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2019.210조 등

캘리포니아의 민사소송법 제2019.210조73)는 “영업비밀을 부정이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개시절차 전에 ‘합리적인 구체성(reasonable particularity)’을 가질 정도로 영업
비밀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Delaware, Georgia, Illinois,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등 다른 주들도 판례법을 거쳐 비슷한 규칙을 보통법이나 제정법의

형태로 갖고 있다. 판례는74) 본 규정의 연혁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제2019.210조의 취지
는

①잘

조사된

청구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영업비밀소송

제기를

억제하며

(Promotewell-investigated claims and dissuade the filing of meritless trade secret
complaints),

②

원고가 증거개시절차를 피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하는 것을 예방하며 (prevent plaintiffs from using the discovery process as a means to
obtain the defendant’s trade secret),

③

법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범위의 증거개시절차를

구획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증거개시 신청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assist the court in framing the appropriate scope of discovery and in determining
whether plaintiff’s discovery requests fall within that scope),

④

피고로 하여금 온전하

고 잘 준비된 방어(complete and well-reasoned defenses)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75)
72) 이규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미국민사소송법제, 연세법학연구제6집 제2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271p.
73) CAL. CIV. PROC. CODE § 2019(d) ; (d) In any action alleging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under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Title 5 (commencing with Section 3426) of Part 1 of Division 4 of the Civil
Code), before commencing discovery relating to the trade secret, the party alleging the misappropriation
shall identify the trade secret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subject to any orders that may be appropriate
under Section 3426.5 of the Civil Code.
(http://www.californiadiscovery.net/Vol_015_1986_Discovery_Act_Code_Provisions_2016_2036_Ch_007_CCP_20
19_Methods_of_Discovery_Sec_0000_Par_0000.htm)
74) Computer Economics, 50 F. Supp. 2d at 985 n.6 (quoting Memorandum from Messrs. John Carson and
Greg Wood to Assemblyman Harris re: Assembly Bill 501).
75) James Kachmar, Identifying Trade Secret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IP Law Blog 11, 13, 2009
(http://www.theiplawblog.com/archives/-trade-secrets-identifying-trade-secrets-with-reason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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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및 관련제도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이 모든 절차를 규율한다. 본 규칙에는 영업비밀의 특
정에 관한 규정이나 위원회의 조언 노트도 없지만 몇 가지 규정이 어느 정도 가이드역할
을 하고 있다. 규칙 제26(d)76)는 증거개시절차의 타이밍과 순서를 법원이 통제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고 규칙 제26(c)(1)(G)77)는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발
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예방해 주고 있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비밀보호가 필요한 여러 상황을 인식하여 증거개시절차, 대배심절차,
화해교섭 및 배심원의 평결은 비공개로 행해진다. 기밀로 분류된 정부기관의 정보, 변호
사와 의뢰인간 대화, 취재원 또는 경찰정보원의 신원, 재산권에 관한 자료는 전통적으로
기밀로 취급되어 왔다.78) 제소당사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
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소송절차 진행 중에 영업비
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e-particularity.html).
76) Rule 26. Duty to Disclose;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Discovery
(d) Timing and Sequence of Discovery.
(1) Timing. A party may not seek discovery from any source before the parties have conferred as required
by Rule 26(f), except in a proceeding exempted from initial disclosure under Rule 26(a)(1)(B), or when
authorized by these rules, by stipulation, or by court order.
(2) Sequence. Unless, on motion, the court orders otherwise for the parties’ and witnesses’ convenience
and in the interests of justice:
(A) methods of discovery may be used in any sequence; and
(B) discovery by one party does not require any other party to delay its discovery.
77) c) Protective Orders.
(1) In General. A party or any person from whom discovery is sought may move for a protective order in
the court where the action is pending—or as an alternative on matters relating to a deposition, in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the deposition will be taken. The motion must include a certification that the movant
has in good faith conferred or attempted to confer with other affected parties in an effort to resolve the
dispute without court action. The court may, for good cause, issue an order to protect a party or person
from annoyance, embarrassment, oppression, or undue burden or expense, including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forbidding the disclosure or discovery;
(B) specifying terms, including time and place, for the disclosure or discovery;
(C) prescribing a discovery method other than the one selected by the party seeking discovery;
(D) forbidding inquiry into certain matters, or limiting the scope of disclosure or discovery to certain
matters;
(E) designating the persons who may be present while the discovery is conducted;
(F) requiring that a deposition be sealed and opened only on court order;
(G) requiring that a trade secret or other confidential research, development, or commercial
information not be revealed or be revealed only in a specified way; and
(H) requiring that the parties simultaneously file specified documents or information in sealed
envelopes, to be opened as the court direct
78) Arthur R. Miller,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s, and Public Access to the Courts, 105 Harv. L. Rev.
428, 472 (1991) at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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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c)에 규정된 사실심리전 증거개시단계 (pretrial discovery)에
서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ⅱ) 특정소송사건의 제반소송기록(사실심리전 단계에서
의 기록포함)에 적용되는 완전보호명령(total sealing order), ⅲ) 종종 법원의 최소한의 관
여하에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비밀보호화해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소환명령
(subpoena)에 대한 취소변경 제도79), 비공개 심리(In Camera)절차80) 등을 운용하고 있다.

(라)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제도81)

보호명령제도는 소송절차 진행 중에 영업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표
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송당사자 혹은 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대상이 된 주체의
신청이 있고, 아울러 정당한 이유(good cause)의 입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류 중
인 법원에 의하여 혹은 증인진술서(deposition)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해당
증인진술서가 채록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당사자나 주체를 방해 하거
나 당혹케 하거나 압박하거나 혹은 부당한 부담이나 비용을 당하지 않도록 일체의 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명시적으로 이런 보호명령의 내용 중에 영업비밀 혹은 다른
비밀의 연구, 개발, 혹은 상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한 방법으로만 공개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가령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라 변호인에
국한하여 해당 영업 비밀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영업비밀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경쟁업체인 상대방 당사
자가 함께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결과를 피하도록 강구하고 있다.82)

79) 소환명령(subpoena)이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소송계속 중에 법원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증언을 하
거나, 특정 문서, 정보, 유체물의 제출을 하거나 조사를 인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영
업비밀인 대상에 관하여는 소환명령을 받은 자가 소환명령의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80) In Camera(이는 ‘in a chamber’의 의미) 절차란 가령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와 같이 법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법원의 재판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당위
성은 미국에서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다. 즉 법정책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본안(trial) 절차는 특수한
예외를 빼고는 일반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형평법상의 사건들은 공개 법정에 서 변론이 행하여지지만, 법원은 공
개변론을 요구하는 성문규정이 없는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건을 심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1)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6. Duty to Disclose;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Discovery (c)
Protective Orders.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c))
82)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14호, 한국법학원,
2009. 12, 1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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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가. 민·형사상 영업비밀 보호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정 및 개정 연혁

동업자조합(Gild, Zunft)이 지배하는 중세 경제구조하에서는 자유경쟁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침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업의 자유의 보장과 함께
영업비밀의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83) 이미 1791년에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
프랑스에서 최초로 형법전(제418조)에 종업원 등의 생산비밀누설죄를 규정하였으며 그 영
향을 받아 당시 대부분의 독일 영방국가(Bundesstaaten)도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을 규정하였다. 반면 프로이센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를 계승한 북독일연방과
독일제국도 역시 형사적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1880년대 초반부터 형사처
벌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였고,84) 이후 찬반의 논란이 계속되다 1896년 영업비
밀침해죄를 포함하는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다.85) 1909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을 개정하면서 종래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의 조문상 위치변동과 함께 고안무단사용죄

§ 18)가 추가되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산업계는 외국스파이에 의하
여 커다란 손해를 입었고, 특히 쥐레떼 사건(Sürete Faal)
이후 처벌의 확대 및 강화를
(Vorlagefreibeuterei,

86)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1932년에는 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하여 처벌이 확대되
었다. 즉 영업비밀을 외국에 누설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영업비밀
누설의 상대방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불능미수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다. 그
러나 이후에도 경제스파이는 계속 증가하고 기존의 법률이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6년에는 형법에 데이터탐지죄를 도입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여87) 영
83) Stoltenberg, Die Strafbarkeit der Verletzung von 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sen, 1932, S. 1.
84) 바이마르 지방법원고문인 Ortloff가 대표적이다(Ortloff, Zur Bekämpfung des Geheimnis- verrats, in :
Schmollers Jahrbuch 1883, S. 229ff.).
85) 여기서는 피용자의 영업비밀누설(§9 I Ziff. 1), 피용자가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知得한 영업비밀을 누
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9 I Ziff. 2), 제3자가 종업원의 영업비밀누설 또는 자신의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
는 행위를 통하여 입수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9 II S. 1), 영업비밀을 누설하도록 타인을 유인하는
행위(§10)를 처벌대상으로 하였다(Reichsgesetzesblatt, 1896, S. 499).
86) 프랑스 비밀경찰이 독일의 화학산업 비밀누설에 관여된 사건이다(Kissling, Der nach §17 UWG strafbare Verrat
von Geschäftsgeheimnissen, 1957, S. 59).
5) BT－Drucksache 10/5058, S.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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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밀탐지죄와 일반적인 미수범처벌규정이 도입되었고, 특별한 공공이익이 있는 경우
친고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88)

(2)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규정 및 민사조치

독일에서 영업비밀보호의 기본입법은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

Wettbewerb : UWG)이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에 형법상 대화비밀의 침해죄(

§

§

§

201), 신서비밀의 침해죄( 202), 데이터탐지죄( 202 a), 사적비밀의 침해죄( 203), 타인비

§

밀의 부정사용죄( 204) 등에 의하여도 영업비밀이 보호된다.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형사처벌규정 및 민사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업비밀침해죄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는 영업비밀침해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①

첫째는

종업원 등의 영업비밀누설죄로서 기업(Geschäftsbetriebs)의 종업원, 근로자 또는 견습생으
로서

직무상

위탁받거나

접근하게

된

경영상

또는

기술상

비밀(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s)89)을, 직무관계 계속 중 무단으로 경쟁의 목적을 가지고(zu Zweck
des Wettbewerbs)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17조 제
1항). 이 범죄는 주체가 종업원 등으로 제한되는 신분범이다.90)

②

둘째는 영업비밀탐지

죄로서 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의 사용, 비밀이 화체된 복사물의 제작, 비밀이 화체된
물건의 취거에 의하여 경영상 또는 기술상 비밀을 무단으로 취득(sich verschaffen)하거나
확보(sichern)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17조 제2항 제1
호). 이는 주체의 제한없이 영업비밀을 탐지(das unbefugte Ausspähen)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소위 산업스파이행위(Betriebs- spionage)가 여기에 해당한다.91)

③

셋째는

88) Bundesgesetzesblatt, 1986, S. 726.
89)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Geschäftsgeheimniss는 고객명단, 거래처 등과 같은 상업적 영역(kaufmännische Bereich)
에 속하는 것이고, Betriebsgeimniss는 제법 등과 같은 생산기술적 측면(technische Seite der Produktion)에 속하
는 것이지만, 그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Krüger, Der strafrechtliche Schutz des Geschäftsund Betriebsgeheimnisses im Wettbewerbsrecht. S. 19f.). 양자의 구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1999, §17 Rn. 2).
90) Baumbach/Hefermehl, aaO, §17 R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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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무단사용․누설죄로서 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
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의 비밀누설(제17조 제1항)
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영업비밀탐지(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입수하거나 기타 무
단으로 취득 또는 확보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
우 역시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17조 제2항 제2호). 한편 이상의
범죄행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제17조 제3항), 행위자가 누설 당시 당해 영업비밀이 외국
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행위자 스스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특히
중한 사건으로서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7조 제4항). 이밖에 제17
조의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고안 등
의 무단사용죄를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나) 영업비밀 침해의 유인․제의죄

경쟁의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
도록 유인하려 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타인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제20조
제1항)와, 경쟁의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제의하거나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
(제20조 제2항)에 처벌된다. 이 경우 독일형법상 공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독일형법

제31조)이 준용된다(제20조 제3항).

(다) 친고죄․사인소추, 소송상비밀유지 규정

전술한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범죄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다. 다만 소수기
관은 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으로 소추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이밖에
사인소추도 인정된다(제20조 제2항). 또한 독일법원조직법(GVG)은 중요한 영업상, 사업
상, 발명상 또는 조세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판의 비공개(제172조 제2
호), 공판참석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부과(제174조 제3항), 판결의 비공시(제173조 제2
항)를 규정하고 있다.

91) Pffeiffer, Der strafrechtliche Verrat von Betriebs- und Geschäftsgeheimnissen nach §17 UWG, S.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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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적 구제(UWG 제1조, 제19조)

민사적 구제는 UWG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제17조, 제18조의 성립범위에 민
사적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92) 나아가,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
은 경우, 제1조의 일반조항에 의한 민사적 구제도 가능하다.93) 동시에, 민법 제826조에 의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나아가 영업비밀도 일종의 기업재산으로 민법 제823조 제1
항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94)

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

(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배경

독일에서는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효시국인 영미의 영향을 받아 1909년 제정되어 193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95)과 민법에 의해 영업비밀(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이
보호되어 왔다.96) 그러나, 이에 근거한 영업비밀보호조항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의
누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고, 제3자, 특히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탐지행위 자체
는 처벌되지 않았다.97)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
라서 법개정이 주장되었다.9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6년 독일연방의회는 종래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99)상의 영업비밀보호조
항을 개정, 강화하는 개정법을 컴퓨터범죄, 경제범죄의 일환으로 통과시켰다.100) 그 결과
오늘날 독일에서 영업비밀보호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UWG상 영업비밀보호규정의 구조

92) Baumbach/Hefermehl, 주 50, vor §§17-20a Rn. 4 참조.
93) Baumbach/Hefermehl, 주 50, vor §§17-20a Rn. 5; BGH GRUR 1960, 554, 555; 1964, 31, 32 참조.
94) Baumbach/Hefermehl, 주 50, vor §§17-20a Rn. 5 참조.
95) RGBl I 1932, S. 121.
96) 황의창, 부정경쟁방지법, 세창, 1996, 119면.
97)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Kommentar, 21. Aufl., C.H.Beck, 1999, §17 Rn. 1.
98) Baumbach/Hefermehl, 주 50, vor §§17-20a Rn. 2; Tiedemann, ZStW 86 (1974), S. 1029 참조.
99) UWG vom 7. Juni 1909 (RGBl. S. 499) (BGBl III 43-1)
100) Zweites Gesetz zur Bekämpfung der Wirtschaftskriminalität(2. WiKG) vom 15. Mai 1986, BGBl. I 1986, S.
721; BT-Drs. 10/50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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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한 현행 독일 UWG상 영업비밀의 보호는 제17조 내지 제20

조의 a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써,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01)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
비밀침해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별적 피해기업의 이익과 동시에 공정한 경
쟁상태의 유지라는 일반적 법익이다.102) 독일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는 영
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피용자의 누설행위(제17조 제1항)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7조 제1항은 “사업체(Geschäftsbetrieb)의 피용자, 근로자
또는 견습생으로서, 고용관계(Dienstverhältnis)에 기하여 위탁받거나 접근하게 된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Geschäfts- oder Betriebsgeheimnis)을, 고용관계의 계속 중에 권한 없
이(unbefugt) 경쟁의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
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mitteilt)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석상 문제되는 것은 범행주체, 범행객체, 범행
태양 등이다.
우선 범행주체로서 제17조 제1항은 사업체의 “피용자(Angestellter), 근로자(Arbeiter) 또는
견습생(Lehrling)”이 “고용관계의 계속중에”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피용자, 근로자, 견습생”은 한정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광범위하게 해
석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위고하, 봉급수령여하에 불구하고 기업체의 모든 근무자
(Beschäftige)는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사회의 이사나 임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103)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은 고용관계의 계속 중에 발생하
여야만

한다.104)

고용관계에

기하여

위탁받거나(anvertraut)

접근하게

된(zugänglich

geworden) 정보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사실을 말한다.
“권한없이”라 함은 영업비밀소유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뢰의무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105) “누설”이라 함은, 제3자가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101) Baumbach/Hefermehl, 주 50, vor §§17-20a Rn. 5; Kotthoff, in: Ekey/Klippel/Kotthoff/Meckel/Paß,
Wettbewerbsrecht. Heidelberger Kommentar, C.F. Müller, 2000 (Kotthoff-HK), §17 Rn. 1f. 참조.
102) Baumbach/Hefermehl, 주 50, vor §§17-20a Rn. 1.
103)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10. 다른 견해로는 Kotthoff-HK, 주 54, §17 Rn. 10 참조.
104) Baumbach/Hefermehl, 주 50, §17 Rn. 10; Kotthoff-HK, 주 54, §17 Rn. 11 참조.

- 67 -

말한다. 명시적으로 영업비밀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106)
누설의 상대방이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영업비밀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누설은 성립된다. 이 규정은 영업비밀의 유포의 위험성을 처벌하는 조항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07) “타인”이라 함은 행위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따라서
행위자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은 성립하지 않는다.108)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는 이 규정의 모든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져야 한다. 즉, 고용관계의 존재, 당해 사실,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 고용관
계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위탁, 접근가능하다는 점, 누설이 권한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고
의가 있어야 한다.109) 이러한 점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독일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고의는 조각된다.110) 다음으로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다음의 4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①

경쟁의 목적으로,

②

자신의 이익을 위해,

③

제3자를 위하여,

④

사업

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가 그것이다. 이 경우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비물질적 이익
도 포함될 수 있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요한다. 이들 4요건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111)

(4) 산업스파이행위(제17조 제2항 제1호)

나아가 UWG는 경쟁의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
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특정한 방법으로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취득(sich
verschaffen) 또는 확보(sichern)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

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이 제17조 제1항과 다른 점은 우선 범행주체가 모
든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기업체의 피용자도 제2항 제1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112) 범행
객체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이다.113) 또한 권한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다는 점도
전항과 마찬가지이다.
영업비밀을 취득(sich verschaffen)한다 함은, 행위자가 영업비밀에 대한 처분가능성을 획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Kotthoff-HK, 주 54, §17 Rn. 13 참조.
BGH NJW 1995, 1965, 1966; Kotthoff-HK, 주 54, §17 Rn. 11 참조.
Kotthoff-HK, 주 54, §17 Rn. 13 참조.
Kotthoff-HK, 주 54, §17 Rn. 13 참조.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23; Kotthoff-HK, 주 54, §17 Rn. 13 참조.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23.
Kotthoff-HK, 주 54, §17 Rn. 14f. 참조.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25.
Kotthoff-HK, 주 54, §17 Rn.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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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영업비밀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나 타인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다.114) 범행대상이 화체된 물
건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점유를 획득했을 때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다. 영업비밀을
확보(sichern)한다 함은, 이미 영업비밀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의 내
용을 명확한 형태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문서로 확실
하게 기록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이다.115)
본 규정은 특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a) 기술적 수단
(technische

Mittel)을

사용하거나,

b)

비밀이

화체된

복제물(Wiedergabe)을

제작

(Herstellung)하거나 c) 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취거(Wegnahme)하는 형태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제1호). 기술적 수단의 사용(Anwendung technisher Mittel)

ö

이라 함은, 영업비밀 자체를 화체(Verk rperung)하지 않고 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술적 장비를 말한다. 복사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도청장치,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얻는 것 등이다.116)
본 규정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우선 영업비밀을 특정한 방법으로 권한없이 취득한다
는 점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경쟁의 목적으로, 자신
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이 존재하여
야 한다는 점은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5) 영업비밀의 사후사용 등(제17조 제2항 제2호)

이 규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영업비밀의 개념이나 “권한없이”의 해석론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세 가지 방법이란, 첫째, 행위자가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피용자의 누설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인 경우이다.117) 행위자는 당해 영업비밀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경쟁의 목적 등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도 본 죄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또는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이다. 셋째, 행위자가 영업비밀을 기타 권한없이 취득한 경우이다.

114)
115)
116)
117)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23; Kotthoff-HK, 주 54, §17 Rn. 18 참조.
Kotthoff-HK, 주 54, §17 Rn. 18 참조.
BT-Drs. 10/5058 S. 40;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26; Kotthoff-HK, 주 54, §17 Rn. 19 참조.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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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 번째 요건에서 “기타 권한없이”(sonst unbefugt)라 함은, 사전행위가 어떠한 법률
에 위반한 경우이다. 즉, 범죄행위이거나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이거나 계약을 위반한 행
위이거나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118)
본죄에서 처벌되는 행위유형은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
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Verwerten)이라 함은, 영업비밀을 이윤창출 등을 위하여 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119) 즉, 영업비밀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경우에는 명백히 영업
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누설(Mitteilen)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자
가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120)

(6) 외국에서의 사용 등에 대한 가중사유(제17조 제4항)

제17조 제4항은 특히 중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누설시에 당
해 비밀이 외국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행위자 스스로 외국에서 이용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1) 결과적
으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고, 누설시에 행위자가 외
국에서 사용되리라는 점,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122) 두
번째 유형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실제로 외국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것을 요한다.123) 본
규정의 가중사유는 외국에서 사용될 경우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
영업비밀로 발생한 손해액이 현저한 경우 등에도 가중처벌은 가능하다.124)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제17조에 규정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미수범의 처벌에 대
하여는 또한 독일형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원형 등의 무단사용(제18조)

原型(Vorlage)이나 기술적 종류의 지침서
(Vorschrift), 특히 표시(Anzeichen), 모형(Modelle), 型紙(Schablonen), 단면도(Schnitte) 또
UWG 제18조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위탁받은

118)
119)
120)
121)
122)
123)
124)

Kotthoff-HK, 주 54, §17 Rn. 23 참조.
Kotthoff-HK, 주 54, §17 Rn. 24 참조.
Kotthoff-HK, 주 54, §17 Rn. 24, 13 참조.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42.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42.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42.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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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製法(Rezepte)을 경쟁의 목적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누설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은 전술한 제17조에 대한 보충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조의 원형, 지침서 등이 제1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125) 만일, 기술적 종류의 지침서 등이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면,
본조와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126)
“

原型”(Vorlage)이라 함은,

새로운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서 기준(Vorbild)으로 삼는 모든

것을 말한다.127) 여기에서 원형은 반드시 문서로 구체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단지 구
두로 전달되어도 본조의 원형이 될 수 있다.128) 기술적 종류의 지침서(Vorschriften
technischer Art)는 원형에 널리 포함될 수 있고,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표시
(Anzeichen), 모형(Modelle),

型紙(Schablonen), 단면도(Schnitte) 또는 製法(Rezepte)” 등도

예에 불과하다고 한다.129)

ß

“영업상의 거래”라 함은, 내부적 영업관계가 아닌 모든 외부적인(nach au en) 사업상, 영

업상의 관계를 말한다. 즉, 당해 기업체의 피용자는 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130) “위탁받
은”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기타 정황상 당해 영업비밀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다는 의무를 부담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131) 위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족하다.132)

(8) 실패한 누설의 유혹, 제의(제20조)

UWG 제20조는 기타 4개의 행위유형을 벌하고 있다. 첫째, 경쟁의 목적 또는 자기의 이

익을 위해 제3자를 유혹(verleiten)하여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하려
고 시도하는 행위(제1항), 둘째,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타인의 제의(Erbieten)를 받아들
이는 행위(annehmen)를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 셋째, 경쟁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해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Kotthoff-HK, 주 54, §18 Rn. 1 참조.
Kotthoff-HK, 주 54, §18 Rn. 2.
RGSt 45, 385; Baumann/Hefermehl, 주 50, §18 Rn. 3; Kotthoff-HK, 주 54, §18 Rn. 5.
Kotthoff-HK, 주 54, §18 Rn. 4.
Baumann/Hefermehl, 주 50, §18 Rn. 3; Kotthoff-HK, 주 54, §18 Rn. 5.
RGSt 44, 152; 48, 12, 13; Baumann/Hefermehl, 주 50, §18 Rn. 4.
Baumann/Hefermehl, 주 50, §18 Rn. 4.
Baumann/Hefermehl, 주 50, §18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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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Sich-Bereit-Erklären), 넷째,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
를 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한다(제2항).

(9) 소추조건과 소송상의 비밀유지

원칙적으로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다(제22조 제1
항 제1문). 다만, 특별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 수 있다(제22조 제1
항 제2문). 또한 이 범죄에 대하여는 사소추(Privatklage)도 가능하다(독일형소법 제374조
제1항 제7호, 제376조 참조).133)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독일
형법 제78조 제3항 제4호 참조).
독일법원조직법(GVG) 제172조 제2호는 중요한 영업상, 경영상, 발명, 조세에 관한 비밀이
심리되고 이의 공개를 통하여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은 심
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34)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
리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53조 참조).135) 나아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

은 특별결정을 통하여 이유 설시의 전부 또는 일부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독일 법원조직법 제173조 제2항 참조). 또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심리비공개
를 결정한 경우, 비공개심리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심리를 통하여 인식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174조 제3항 참조).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에 반하
여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독일형법 제353조
의 d 제2호참조).

133) Baumann/Hefermehl, 주 50, §17 Rn. 43; Kotthoff-HK, 주 54, §17 Rn. 29 참조.
134) Kim, Byung-il, Der Schutz von Geschäfts- und Betriebsgeheimnissen in Korea und Deutschland, Diss. Uni
München, 1999, S. 176 참조.
135) Stürner, JZ 1985, 453, 455; Kim, Byung-Il, 주 101, S.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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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심사· 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1.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의 영업비밀 보호의 부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는 6가지 유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
각각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절취(

(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
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

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
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하며,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영업비밀이 상대방 등에게 유
출될 경우 침해136)로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비밀 보호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영업비밀유출될
136)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영업상 유용한 기
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즉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
로 부정 입수나 정탐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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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침해로 볼 수 없게 되고, 영업비
밀의 회복곤란성으로 인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어
려운 면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가 침해자의 침해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
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영업비밀이 상대방 등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동법 제2
조제3호에 의하면 침해 자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심사·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의 경우 사전에 영업비밀 유출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는 것이다.

가. 심사과정

심사과정에서도 영업비밀의 유출될 염려가 있다. 우선심사 신청에 의할 경우가 그에 해당
한다.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
우선심사의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 각호사유137)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중 제
137)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
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7.6.29 제2013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9.30, 2009.6.26] [[시행일 2009.10.1]]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
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
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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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와 같이 ‘특허출원인이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 될 수 있다. 출원인은 자신의 실시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서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견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명세서 등에 보정, 재심사 청구, 정보제출서138) 제출하는 과
정에서 발명의 진보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내용의 난해성 또는 최초의 개념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특
허청 관련 직원들에 의해 영업비밀의 유출될 경우를 상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행 제도
상 출원공개 후에는 포대복사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서 등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기 때
문에 이해관계인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출원인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자신의 의사에 의해 특허청
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절차상 출원
인의 의사에 반하는 영업비밀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해야 한다.

나. 심판과정

답변서139) 및 의견서140) 등의 제출141)의 경우에 심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의
유출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서부본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답변
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답변서 내용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의견서 또는 의견요약표142)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 포함될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13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9.28>
정보제출서
【제출할 자료명】
【제출이유】
139) 특허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1.9.28 지식경제부령 제200호 ]
제60조(답변서 등)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
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7, 2006.12.29>
140)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답변서 등)
②법 제147조제3항·법 제156조제2항·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41) 심판사무취급규정 [시행 2011.4.1] [특허청훈령 제690호, 2011.3.31, 일부개정]
제24조(답변서의 기재사항) ① 답변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재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
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장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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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구술심리에 의한 공개 부분도 문제될 수 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는
구술심리 공개143)원칙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심리공개로 영업비밀을 토대로 한 당사자
의 사업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 조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복사144)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필
요하다. 심판에 관한 서류, 모형 및 견본에 대해서는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
다.

①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 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②

출원공개 되지 아

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 등록 출원에 관한 서류,

③

공공의 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신청
이 있더라도 심판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기는145)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람 복사에 의해 유출 염려가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그 서류를 제
출한 자가 아니면 그 서류(서류의 일부에 그 취지의 기재 또는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는
해당되는 곳 또는 그 첨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146). 단,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서류
제출자 및 제출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147) 따
라서,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는 당해 서류등이 비밀을 요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실무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 결정계 사건의 열람

결정계 사건으로서 출원공개, 설정등록(비밀디자인을 제외한다) 및 상표에 대하여는
142)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3조(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
③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본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
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143) 특허법 제154조(심리등)
③구술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44) 심판편람, 2011, 특허심판원
145)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상표법 제87조
146) 제216조 (서류의 열람등)
①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
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47) 심판편람에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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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신청서의 방식이 완비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에게 그 기록의 열람을 허
가한다. 다만,

①

특허에 있어서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에 이르지 않은 것,

용신안에 있어서 설정등록에 이르지 아니한 것,
이 확정된 것,

④

③

실

출원공개가 되지 아니하고 심결

디자인에 있어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에 이르지 아니한 것,

밀 디자인 및 신청서의 방식이 불비된 것,

②

⑤

비

⑥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

란하게 염려가 있는 기록에 관하여는 출원인이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 당사자계 사건의 열람

당사자계 사건의 서류 등은 일반의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
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
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 심판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의 열람 거부

심판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특허법 제217조 (특허
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2항은 ‘특허출원·
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즉 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심결이나 결정의 내용
등은 사건의 확정 전에 서류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열람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의 판단 기준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라 함은
은 자,

②

①

열람에 관하여 출원인(등록권리자 등)의 동의를 받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인 또는 이들의

권리를 모인한 자가 행한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③

의견제출통지 또는 이의

신청(특허, 디자인, 상표)을 받은 출원인·특허(등록)권자 또는 심판청구인으로서 그
거절이유 또는 이의신청의 이유에 인용된 출원에 관한 서류 또는 기록을 열람하고
자 하는 자,

④

발명·고안, 디자인 또는 표장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하여 출원인(등

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제3자를 말한다.
대법원은 2009.12.24. 선고 2009다72056 판결에서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
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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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구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 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ㆍ

제3자의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구 특허
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

ㆍ복사

를 할 수 있고, 다만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았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신청에 의해 열람복
사가 가능하며,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

ㆍ복

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공고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열
람·복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복사
신청시 반려조치를 하고 있다.

다. 형사소송 과정

신설된 형사소송법 106조 3항148)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
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하
드디스크·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되게 했던
수사 관행 및 형사소송법 106조 3항 단서 규정149)상 여전히 영업비밀이 유출 위험이 있
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과정 중 영업비밀이 판결문에 공개가 되는가 하면 소송기록
등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2. 심사 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148) 제106조(압수)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
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부칙 <법률 제10864호, 2011.7.18>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9)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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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 특허청 심사
심판 과정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의 염려가 있으므로 비밀유지
명령 제도 도입하는 방안 필요하다. 특히 과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에서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으나, 2004. 7. 20부터 시행하는 2004. 1. 20 개정에서 친고죄 부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영업비밀 피해자가 형사소송진행 중 더 큰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친고죄가 삭제됨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여부의 선택
권 없이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사소
송과정에서는 특히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다음장에서 살펴볼 비공개심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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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심사· 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위한 제도

1. 심리·재판공개 제한규정 신설방안

우리 사회에서 재판공개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첨단기술이 재판에 의하여 공개
되는 것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판을 공개하면서 기술보유
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률들의 제정취지를 무색
케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 대부분인 당해소송에 있어서 공개재판은 개인은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많고,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저해할 우려도 높다. 또한 기술의 비밀성이
상실될 가능성은 민사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형사소송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소장은 청구원인 중 피고인의 침해행위가 피해자의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누설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2. 외국 사례 및 심리·재판공개 제한규정 개정안

통일영업비밀법(UTSA) 제5조는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서 재판부는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
여 주장되고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송 전에
철저한 증거공개제도(DiscovertProceeding)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에 의한 보호
명령(Protective Oder), 비밀심리(camera Hearing), 소송기록의 봉인 그리고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송관계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

…

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제스파이법(EEA) 제1835조도 “ 법원은 영업비밀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명령,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원조직법
(GVG) 역시 제169조에서 “수소법원에 있어서 변론은 판결 및 결정의 선고를 포함하여

공개”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절차의 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넓게는 제한을 두고 있
다. 동법 제172조 제2호, 제173조 제2항, 제174조 제3항을 통하여 소송상 영업비밀을 유지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
다(독일형법 제353조d 제2호). 특히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동법 제172조 제2호는 영업
상․사업상․발명상 및 세무 상의 비밀이 언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적인 진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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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또는 사건에 관한 관공서의 문서로부터 알게 된 사실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0)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도 기술유출에 관련된 재판을 요함에 있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판공개제한의 규정151)을 기술
유출관련법률과 법원조직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
로 ‘영업비밀침해범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상의 심리·재판공개 제한규정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수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료

정

료

제14조의3 (자

의 제출) 법원은 부

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

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

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 액 산
료
료
해

자

을

정하는

데에

제14조의3 (자

안

필요한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그 자

의 소지자가 자

료

의 제

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손 액 산
료
료
해

자

을

의 제출)

정하는

① 법원은

데에

필요한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그 자

료

의 소지자가 자

의 제

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150) 김용진, 민사소송법, 2004, 229p
151) 구체적으로는 다음장에서 살펴볼 현행 영업비밀보호법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에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유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
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
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
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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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 2011.6.30

② 법원은 전항 단서에서 규정하
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류

정하는 때에는 서

류

서

의 소지자에게

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

류

구라도 제시된 서

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후

있는가에 대하여 전항

류

를 개시하여 그 의

단의 서

견 듣
을

는 것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
리인(소송대리인

제외)

인에 대하여 해당 서

소송대리

류

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입

그

침해행위에

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

대하여

증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

신

설>

- 제14조의7 ① 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한

형

사절차에 있어서 영업비밀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

치
중
승

절한 명령 및 기타 조
야 한다. 또한 소송

를 발하여

의 이의신청

은 영업비밀이 공개를

인하거나

명하는 지방법원의 결정 또는 명
령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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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비밀침해
그

피

범

에 대한

심

리는

해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송상
영업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소송
비밀을
다.

누설

하는

중

지득한 영업

행위는

처

벌

한

3.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

특허법 제216조에 의하여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152),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
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153)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설정등
록 또는 출원공개 되어야(공개 이전의 경우 당사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가능하기는 하
지만 여전히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이 있다. 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결정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결확정 후에도 신청 할 수 없는 등 서류의 열람 등이 제
한적이기는 하나 신청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개연성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유용한 방법은 소송기록 공개의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재판진행과정은 구두진술
보다는 서면진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기록열람의 제한을 통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한 폐해를 어느 정도 제거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의하
여 채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소송절차를 증거개시제도와

[별

]

152) 중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지 제19호서식
【신청구분】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
153)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
【신청 구분】 □ 특허(등록)증 교부
□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 특허(등록)증 재교부
□ 등록원부 교부
□ 자료열람 □ 자료복사

[별지 제29호서식]
□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교부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교부
□ 등록원부기록사항 교부
□ 서류등본(초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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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Trial)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하여 공개원칙의 적용이 문제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변
론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단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
리고 공개제한명령에 의하여 영업비밀 기타비밀로서 취급되어야 할 조사연구 및 산업상
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영
업비밀누설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의 심리보다는 소송의 기록에 의해 첨단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
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동
안의 논의를 수용하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열람제한 규정
을 두었다154). 첨단기술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와 같이 제한된 특정인에 한정하
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의 지식재산권 법령 내에서 영업비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제
한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나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여부 판단 절차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법상의 소송기록 열람 제한에 관한 개정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4)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첨단기술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의 교부를 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
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
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
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
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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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심

의 열람등) ① 특허 또

판에 관한 증명, 서

또는

류

개

류

제216조 (서
는

행

초

교

본의

류

부, 특허원부 및 서

의 열람 또는

복

사를 필요로 하

심

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
원장에게

[

이를

]

신청할

개정 95·1·5

더

있다.

의 열람등) ① 특허 또

판에 관한 증명, 서

또는

류

초

교

본의

판원장은

라도

설

정등

류

의 등본

부, 특허원부 및 서

의 열람 또는

복

사를 필요로 하

심

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
원장에게

[

이를

신청할

]

개정 95·1·5

심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
제1항의 신청이 있

수

판

심

는

안

류

제216조 (서

의 등본

정

심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

더

제1항의 신청이 있

수

판

있다.

판원장은

라도

설

정등

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

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

허출원에 관한 서

허출원에 관한 서

서 또는
할

염

류
선량 풍
한

질

속을 문란하게

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와 공공의

[

개정 2009.1.3

0

류중

류

와 제1항의 서

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

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혀
선량 풍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
때와 공공의

질

서 또는

속을 문란하게 할

염

있는

한

려가 있는 것

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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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류
심

제87조 (서
원 및

개

의 열람등) 상표등록출

류

판에 관한 증명, 서

부, 상표원부

의 열람 또는

사를 필요

류

초

본의

복

류
심

제87조 (서

의

교

등본 또는
및 서

행

출원 및

안

의 열람등) ① 상표등록

류

판에 관한 증명, 서

초

의

교

부, 상표원부

의 열람 또는

사를 필요

등본 또는

본의

류

및 서

정

복

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

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

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

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

심

다.

<

신

[

]

심

개정 95·1·5

다.

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

심

더

제1항의 신청이 있

판원장은

라도 출원공

개되지 아니하고 상표권의

설

정등

록이 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

류

와 제1항의 서

류중

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
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혀
선량 풍

말한다)이 적

질

서 또는

게 할

염

있는 때와 공공의

한

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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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문란하

디자인보호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류

제76조 (서

류

심

디

본의

부,

의 열람 또

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

청장 또는 특허

심
[

신청할 수 있다.

] [[

4.12.31

판원장에게 이를

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

자인권의

설

정

자인등록출

원에 관한 서

류

는

속을 문란하게 할

한

심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

라도 출원공

등록이 되지 아니한

의 열람 또

]]

심

와 공공의

질

서 또

염

부,

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

신청할 수 있다.

더
디
디

본의

자인등록원부 및 서

복

자인등

초 교 디
류

의 등본 또는

는

디

판등에 관한 증명,

개정 95·1·5, 200

제1항의 신청이 있

선량 풍

류

심

청장 또는 특허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

안

의 열람등) ①

록출원 또는
서

정

판원장에게 이를

시행일 2005.7.1

개되지 아니하고

류

제76조 (서

초 교 디
류

의 등본 또는

복

자인등

판등에 관한 증명,

자인등록원부 및 서
는

개

의 열람등) ①

록출원 또는
서

행

심

개되지 아니하고

더
디
디

라도 출원공

자인권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류

원에 관한 서

중

에

당사자가

판원장은

설

정

자인등록출

류

와 제1항의 서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

니할 수 있다. 개정 95·1·5, 95·12·

업비밀을 말한다)이 적

있는 때

29, 2004.12.31

와 공공의

한

[
] [[

시행일 2005.7.1

]]

질

서 또는

을 문란하게 할

염

혀
선량 풍

속

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개심리주의에 관한 특례

가. 재판심리의 비공개화

법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의 공개금지명령 등과 같이 공개심리주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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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례를 두어야 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중재나 약식재판에 의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필
요도 있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도 상기와 같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고 아울러 이러한
열람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
일과 미국 등은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규정을 두어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사적 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재판공개와 소송기록열람의 제한을 명시
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은 그 속성상 일단 공개되면 ‘비밀성’이 상실되므로 이미 ‘첨
단기술’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단 한번의 형사소송으로 당해 첨단기
술은 이후 관련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결국 특정
첨단기술과 관련된 관련 종사자 및 산업스파이들은 심리과정 속에서 핵심정보 및 비밀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열어주는 격으로 이는 형사재판상 허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과 관련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그 보호대책의 일환
으로 증거조사나 증언에 있어서 재판심리의 비공개화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비밀심리신청권 부여

현재 특허법 제132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비밀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존재한다. 따라
서 동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심리가 필요하면 민사
소송법 제347조 제4항155)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는156)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비밀심
리절차가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직권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존재하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상대방 또는 영업비밀의 유출의 염려가 있는 자에게 비
밀심리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상대방이 그 문서에 자신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재판에 있어 영업비밀의 존재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서
제출신청의 상대방에게 존재하므로 결국 그 영업비밀은 문서제출신청인에게 노출될 여지
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이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한 회복이 극히 어려우므로 사전에 비밀심리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절차지

155)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156) 이규호,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에 관한 연구,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2006, 1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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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비용절감 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보호를 통한 사회적 비
용의 절감이 더 큰 경우를 상정할 경우 비밀심리신청권 자체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 민사소송, 심결취소소송, 심사·심판단계 및 형사소송에서 비밀심
리 또는 심사신청권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에게 비밀심리신청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

신

설>

행

개

정

안

심

제224조의6 (비밀

리신청) ① 법원

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
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
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
단하기

류

서

위해

서

류

의

소지자에게

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류

경우 법원은 그 서

이 보도록 하여서는

를 다른 사람

안

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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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비밀

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1. 비밀

심

리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

심

리신청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표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

신

설>

행

개

정

안

심

제92조의10 (비밀

리신청) ① 법원

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
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일방 당

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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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류

서

서

류

의

소지자에게

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류

경우 법원은 그 서

이 보도록 하여서는

를 다른 사람

안

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
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비밀

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1. 비밀

심

리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

심

리신청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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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

신

설>

행

개

정

안

심

제81조의5 (비밀

디

리신청) ① 법원은

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일방 당사

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
단하기

류

서

위해

서

류

의

소지자에게

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류

경우 법원은 그 서

이 보도록 하여서는

를 다른 사람

안

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
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비밀

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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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심

리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

심

리신청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수정내용 대비표
현

<

신

설>

행

개

정

안

심

제14조의7 (비밀

리신청)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
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
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
단하기

류

서

위해

서

류

의

소지자에게

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류

경우 법원은 그 서

이 보도록 하여서는

를 다른 사람

안

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 93 -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
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비밀

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1. 비밀

심

리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

심

리신청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다른 당사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비밀심리절차에 대한 불복절차 필요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밀심
리절차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거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수
긍하지 못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게 비밀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
하는 것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고 불복절차를 통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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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기록 복사 방지 및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05조157) 등에 따르면 소송상 서면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사본
을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생략하
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의 법제도를 곧바로 수입을
지양, 우리만의 제도를 별도로 입법화하여 비밀보호에 충실하면서 소송상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
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
록에 대하여는 열람 신청 제한하고, 영업비밀의 공개가 오히려 피해자측의 영업비밀보호
의지를 희석화 내지 무력화시키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에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규칙에 관한 수정내용 대비표
현

행

개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한 서증신청)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성

하는 때에는 문서의 제목·작

성

일을

문서의

기재상

① --------------------------

자

--------------------------

야 한다. 다만,

--------------------------

밝혀

및 작

안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

의한 서증신청)
①문서를

정

백

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7)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①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 다만, 문서의 기재상 명
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⑤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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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

께

②--------------------------

한 수의 사본을 함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

--------------------------

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

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

--------------------------

다.

-.

③제2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때에는

사본을

사본이
다시

③--------------------------

불명확한

--------------------------

제출하도록

--------------------------

명할 수 있다.

---------.

④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

④--------------------------

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

--------------------------

다. 다만, 그 사본은 재판장의 허

--------------------------

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

초

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⑤법원은

증거조사가

⑤--------------------------

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

--------------------------

끝난 후

서증에

대한

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신

------------------.

설>

⑥

-----------------.
제2항의 경우 문서에 당사자가 가
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혀

이 적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라.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활용

재판과정 중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158)를 활용할 수가 있다.

158)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의 특성을 살리면서 비밀리에 공신력 있는 영업비밀 보유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
비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만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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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이미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면이 있다. 특히 영업비밀 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을 특허정보원 등에 맡겨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는 영업비밀 자체가 아닌 이 전자지문만을 확인해 비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159)이다.
5. 출원서류에 대한 영업비밀·저작권 보호

가. 출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공개로 인한 문제

현재 국내 심사·심판 실무에 의하면 신청을 통해서 포대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미공개
심사이력에 대하여 타국 특허청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출원인들의 동의 없
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나.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

(1) 출원서류의 공개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출원 심사동안에 출원인이 제출하는 모든 그 외의 문
서는 포대문서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서는 예를 들면 37 CFR 1.132160)에 근거하여 제출
되는 선서 또는 선언, 선서 또는 선언에 부수하는 증거 서류 및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
에 대한 보정에 부수하는 비고를 포함한다.(All other papers submitted by the applicant
during

the

prosecution

of the

application are

considered to

be file

wrapper

documents. These documents include for example, affidavits or declarations filed
under 37 CFR 1.131, affidavits or declarations filed under 37 CFR 1.132, exhibits
159)장점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이 이 원본에 접근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출은 막으면서 법원이 재
판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점을 특징으로 하므로 소송상 영업비밀의 누설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에게 유리
단점
판결문 자체에 영업비밀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
단점에 대한 해결책 : 판결문에는 영업비밀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개시하고, 영업비밀 중에서 핵심적이면서도 비밀의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영업비밀원본에 넣어두는 방법을 이용.
160) § 1.132 Affidavits or declarations traversing rejections or objections.
When any claim of an application or a patent under reexamination is rejected or objected to, any evidence
submitted to traverse the rejection or objection on a basis not otherwise provided for must be by way of
an oath or declaration under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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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ying the affidavit or declaration and any remarks accompanying the
amendments to the specification, claims and drawings.)‘고 규정한다. 또한 ’포대문서는

기록의 항구적인 부분이 되어 출원이 공개/발행되면 일반적으로 공개된다.(File wrapper
documents become a permanent part of the record and are available to the public
when the application is published/issued.)‘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의견서를 포함한 모든 포대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허출원이후에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가 부여되면 이로부터의 해당출원건 관련
모든 서류는 파일포대(File Wrapper)로 관리된다. 미국특허청의 파일포대는 지난 2003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종이포대(paper file wrapper)에서 전자포대(image file wrapper)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출원건의 전자파일포대는 "Private PAIR"라는 출원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시간 진행사항확인 및 출원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미국 특허
청(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USPTO)은

2005년 1월 기준 약

88%의 미국특허출원건이 전자파일포대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7년에는 미국특허출원건에 대한 전자파일 처리비율은 99.9%로 발표되었다. 현
재 미국특허청에 출원중인 모든 종이로된 특허출원서류가 스캔되어 전자파일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다.
출원서류가 특허청내에서 스캔 처리된 이후에는 종이사본을 공식적 기록으로 보지 않게
되고, 스캔된 화상(이미지)이 특허 출원의 처리 및 심사에 사용되는 공식 기록이 된다. 종
이 사본은 전자 화상에 의문이 발생하는 드문 경우에 비교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중 계수 시스템을 서류의 누락검사에 응용하고 있다. 즉, 스캔이전에 서류가
수동으로 계수되고, 스캐너는 스캔된 페이지의 수가 색인되는 페이지의 수에 대응하는 지
를 검사하여, 스캔된 화상에 대하여 과학적 표본 검사를 진행하고 추출된 표본은 수동으
로 확인하여 스캔에 따른 문제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출원 후 공개된 건에 대해
서는 미국특허청 사이트(http://www.uspto.gov)의 일반에 오픈되는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Public PAIR)161)을 이용하여 공개된 건의 출원기록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하다.162)

다만, 출원 후 공개되지 않은 출원건이라면 대리인이 위에 설명된 출원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만 출원기록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61) http://portal.uspto.gov/external/portal/pair
162) 모든 포대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심지어 영수증 등도 열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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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근거법규

(가) 미국 특허법 10조(35 U.S.C. 10 Publications)

관련 근거 법규를 살펴보면, 미국 특허법(35 U.S.C. 10 Publications)에 공개 인쇄형식, 타
자로 친 형식, 또는 전자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 사항으로는 명
세서와 도면, 그 사본 포함하여, 특허와 공개된 특허출원. 특허상표청은 사진 석판을 위하
여 특허도면의 제목을 인쇄할 수 있으며(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for patents,
including specifications and drawings, together with copies of the same.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ay print the headings of the drawings for patents for the
purpose of photolithography), 신고서와 도면, 그 사본을 포함하여, 상표등록의 증명서(
Certificates of trademark registrations, including statements and drawings, together
with copies of the same), 미국특허상표청의 관보(The Official Gazette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특허와 특허권자 및 상표와 등록자의 연간 지표
(Annual indexes of patents and patentees, and of trademarks and registrants),

특허

및 상표사건의 연간 결정서(Annual volumes of decisions in patent and trademark
cases), 특허법과 시행령, 상표에 관한 법령의 소책자 사본, 또는 청의 업무에 관한 회보

나 기타 간행물(Pamphlet copies of the patent laws and rules of practice, laws and
rules relating to trademarks, and circulars or other publications relating to the
business of the Office)이 된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35 U.S.C. 10 Publications)에서는 명

시적으로 출원인의 의견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항으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 및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미국 정보자유법 5. U.S.C. 552(f)(1)에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
는 의무자로서 연방의 각 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은 모든 행정관
청, 군사관청, 정부관계법인,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기타 연방정부의 행정부내의 타
기관(대통령집무실 포함) 및 모든 독립규제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agency" as defined
in section 551(1) of this title includes any executive department, militar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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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rporation,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or other establishment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r any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따라서 미국 특허청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출원관련 서류의 경우 출원인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정보자유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게 된다.
다만,

우리의

특허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102.9 Business Information의 (f)에서 공개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to object to disclosure)163)를 규정하고 있다.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Officer에게 공개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가 영업 비밀 또는

권한이나 기밀 상업적 또는 금융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공개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일주일) 내에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를 포함한 출원관련 서류
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에 따른 정보공개
이의를 하지 않는 이상 공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출원인들의 동의 없이 이를 인터
넷에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다) 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특허의 유보

미국 특허법(35 U.S.C. 181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withholding of patent.)에
의하면 ‘정부가 소유하는 재산권에 대한 발명특허의 발행 사실의 공표 또는 누설로 말미
암아 국가안전에 유해하다고 해당 정부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에 동 사실을 통고 받은
청장은 그 발명의 비밀유지를 명하여야 한다(Whenever publication or disclosure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 of a patent on an invention in which
the Government has a property interest might, in the opinion of the head of the
163) The FOIA Officer shall allow a submitter seven working days (i.e., ex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legal public holi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notice describ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to provide the FOIA Officer with a detailed statement of any objection to disclosure.
The statement must specify all grounds for withholding any portion of the information under any exemption
of FOIA and, in the case of exemption 4, it must show why the information is a trade secret or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confidential. If a submitter fails to respond to the notice within
the time specified, the submitter will be considered to have no objection to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formation a submitter provides under this paragraph may itself be subject to disclosure under F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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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ed

Government

agency,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upon being so notified shall order that the invention be kept
secret and shall withhold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therefor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hereinafter).’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전의

유해가 있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특허법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등)와 유사한 성격으
로서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상 출원서류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미국 특허법 122조 (35 U.S.C. 122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s;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 출원의 비밀유지상태 특허출원의 공개

미국 특허법 122조에서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 특허출원은 특허청장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이법에 따라 혜택이 요청된 최초 출원일로부터 18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
된다.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은 상기 18월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조기에 공개될 수
있다(each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determined by the Director, promptly after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18 months
from the earliest filing date for which a benefit is sought under this title.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n application may be published earlier than the end of such
18-month period)’고 규정한다.

여기서 예외 사유로서

(i) 더 이상 계류 중이지 아니한 출원의 경우(no longer

pending), ii) 181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출원의 경우(subject to a secrecy order
under section 181 of this title), (iii) 111(b)에 따른 임시출원의 경우(a provisional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111(b) of this title) 및 (iv) 제16장의 규정에 따라 출원되

는 디자인특허출원[35 USC 171 이하]에 해당한다(an application for a design patent
filed under chapter 16 of this title). 결국 공개가 제한되는 것도 미국 특허법 제181조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으로서 이것 역시 심사실무상 출원서류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과 차이
가 있다.

(3) 미국 특허심사편람(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M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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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국 특허심사편람(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MPEP) 724.02164)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에 관련한 경

우에는 의 경우 이를 표시하는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
다.
A. “TRADE SECRET MATERIAL NOT OPEN TO PUBLIC. TO BE OPENED ONLY BY
EXAMINER OR OTHER AUTHORIZED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MPLOYEE.
DO NOT SCAN

In re Application of
Application No.
Filed:
For: (Title of Invention)
TC Art Unit:
Examiner:
B. “PROPRIETARY MATERIAL NOT OPEN TO PUBLIC. TO BE OPENED
ONLY BY EXAMINER OR OTHER AUTHORIZED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MPLOYEE.
DO NOT SCAN

In re Application of
Application No.
Filed:
For: (Title of Invention)
TC Art Unit:
Examiner:
C. “MATERIAL SUBJECT TO PROTECTIVE ORDER — NOT OPEN TO PUBLIC. TO
BE OPENED ONLY BY EXAMINER OR OTHER AUTHORIZED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MPLOYEE.
DO NOT SCAN

Tribunal Issuing Protective Order:
Civil Action or Other Identification No.:
Date of Order:
Current Status of Proceeding: (Pending, Stayed, etc.)
In re application of:
164) 724.02 Method of Submitting Trade Secret, Proprietary, and/or Protective Order Materials [R-6]
Information which is considered by the party submitting the same to be either trade secret material or
proprietary material, and any material subject to a protective order, must be clearly labeled as such and be
filed in a sealed, clearly labeled, envelope or container. Each document or item must be clearly labeled as
a “Trade Secret” document or item, a “Proprietary” document or item, or as an item or document “Subject
To Protective Order.” It is essential that the terms “Confidential,” “Secret,” and “Restricted” or “Restricted
Data” not be used when marking these documents or items in order to avoid confusion with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documents which are marked with these terms (note also MPEP § 121). If the item or
document is “Subject to Protective Order” the proceeding, including the tribunal, must be set forth on each
document or item. Of course, the envelope or container, as well as each of the documents or items, must
be labeled with complete identifying information for the file to which it is directed, including the Office or
area to which the envelope or container is 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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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Filed:
For: (Title of Invention)
TC Art Unit:
Examiner:
(4) 관련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1975.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사건에서 정부의 공공 문
서에 들어 있는 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은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165).

(5) 소결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 심사편람 및 판례 등에서 영업비밀등의 경우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 특허청의 심사 실무상 출원인의 의견서를 포함한 출원서류
는 모두 공개하고 있어 미국특허청 사이트의 특허정보 검색시스템(Public PAIR)을 통해
출원중인 모든 종이로된 특허출원서류 스캔된 화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럽 특허청의 심사실무

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특허청에서 유럽특허조약(EPC)을 법으
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특허조약(EPC) 제93조(출원공개166))에 따라 최초 출원일로
부터 18개월 후 즉시 공개167)된다. 공개 시 도면, 상세한 설명, 청구항이 첨부된 명세서와
165) 위 사건은 17세 여학생이 강간살인 당한 재판기록을 방송국 기자가 열람하고 그 학생의 이름을 방송에서 밝히자
그 학생 아버지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재판기록에 들어있는
진실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66) 제93조 출원공개
(1) 유럽특허청은 다음의 경우에 유럽특허출원을 최대한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a) 출원일로부터, 혹은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b) 위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2) (1)(a)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유럽특허출원은 유럽특허의 명세서와
동시에 공개되어야 한다.
167) Article 93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 The European Patent Office shall publish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a)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of eighteen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r, if priority has been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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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Search Report)가 특허청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제3자에게 특허 정보의 열람
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특허조약(EPC)의 경우에도 공개 전에는 출원인의 동의없이 제3자
의 열람은 제한되게 된다. 특허출원 공개 후에는 출원관련 서류의 거의 모든 문서(제128
EPC)의 열람이 가능168)하나, 서류의 일부는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게 된다169).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는 일부 서류에 대한 내용은 유럽특허조약 시행규칙 제144조(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inspection)170)에 제시되고 있다.

서류의 열람이 제한되는 것으로는 심판부 또는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
배제되거나 이의에 관련한 문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의사 결정 및 통지의 준비에
사용되는 초안, 통지 및 기타 모든 문서; 유럽특허조약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171)에 따라
from the date of priority, or
(b)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2)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be pu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specif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atent becomes effective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a).
168) As a rule, the EPO shall publish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s fil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of 18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r, if priority has been claimed, from the earliest
priority date (Article 93(1)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unless the application is refused,
withdrawn or deemed withdrawn before completion of the technical preparations for publication.
Janett Zeising, 「Information Office, Munich European Patent Office」 (infomunich@epo.org)
169) Article 128 Inspection of files
(1) Files relating to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which have not yet been published shall not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2) Any person who can prove that the applicant has invoked the rights under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gainst him may obtain inspection of the files before the publication of that application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3) Where a 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 or a new European patent application filed under Article 61,
paragraph 1, is published, any person may obtain inspection of the files of the earlier application before the
publication of that application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4)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fil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and the
resulting European patent may be inspected on request, subject to the restrictions laid down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5) Even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European Patent Office may
communicate to third parties or publish the particulars specified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170) Rule 144 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inspection
The parts of the file excluded from inspection under Article 128, paragraph 4, shall be:
(a) the documents relating to the exclusion of or objections to members of the Boards of Appeal or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b) draft decisions and notices, and all other documents, used for the preparation of decisions and notices,
which are not communicated to the parties;
(c) the designation of the inventor, if he has waived his right to be mentioned under Rule 20, paragraph 1;
(d) any other document excluded from inspection b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on the
ground that such inspection would not serve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the European patent.
171) Rule 20 Publication of the mention of the inventor
(1) The designated inventor shall be mentioned in the published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nd the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 unless he informs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writing that he has waived
his right to be thus mentioned.
(2) Paragraph 1 shall apply where a third party files with the European Patent Office a fi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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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권리를 면제하여 발명자가 명시한 경우;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에 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유럽특허청장에 의해 배제된 문서 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유럽특허청의 심사실무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의견서 등의 출원서류에 대해서
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포대 신청을 하면
의견서를 포함하여 출원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wips에서는 유럽특허에 대하여
포대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72). 유럽특허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허
출원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일본 저작권법 참고

(1) 일본 저작권법 제32조173)

일본 저작권법 제32조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한 규정
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고,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에 인용
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그 저작명의 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
통계자료, 보고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determining that the applicant for or proprietor of a European patent is required to designate him as an
inventor.
172) MRFW@wips.co.kr이라는 포대전용 메일 주소를 통해 해당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을 알려주면, 포대신청을 대신해
주고 있다.
173) 第三十二条 （引用）
公表された著作物は、引用して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引用は、公正な慣行に合致するものであ
り、かつ、報道、批評、研究その他の引用の目的上正当な範囲内で行なわ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独立行政法人又は地方独立行政法人が 一般に周知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作成し、そ
の著作の名義の下に公表する 広報資料、調査統計資料、報告書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著作物は、説明の材料として新聞
紙、雑誌その他の刊行物に転載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れを禁止する旨の表示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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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한다. 특허출원 서류 중 출원인의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에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일반 공중에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저작자인 출원인의 명의 하에 의견서를 공표하는 포대의 경우 전자 간행물로 전환하는데
본 항에 따라 출원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2) 일본 저작권법 제42조의2174)

일본 저작권법 제42조의2 (「행정기관정보공개법」등에 의한 개시를 위한 이용)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또는

행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

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행정기관정

보공개법」제14조제1항(같은 항에 따른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방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같은 항에 따른 해당 독립

행정법인등이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에서 정하
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공개조례에서 정하는 방법[「행정
기관정보공개법」제14조제1항(같은 항에 따른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조의 경우 상기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의 경우 출원인의 의견서 등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마. 출원관련 서류 공개 시 현행법상 문제점 및 해결책

(1) 선행기술 문헌 및 출원관련 서류 인터넷 공개 시 저작권 침해여부

174) （行政機関情報公開法等による開示のための利用）
第四十二条の二 行政機関の長、独立行政法人等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若しくは地方独立行政法人は、行政機関情報公
開法、独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又は情報公開条例の規定により著作物を公衆に提供し、又は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場合には、それぞれ行政機関情報公開法第十四条第一項（同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を含む。）に規定する方法、独
立行政法人等情報公開法第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同項の規定に基づき当該独立行政法人等が定める方法（行政機
関情報公開法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で定める方法以外のものを除く。）を含む。）又は情報公開条例で定め
る方法（行政機関情報公開法第十四条第一項（同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の規定を含む。）に規定する方法以外のものを除
く。）により開示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当該著作物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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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기술 문헌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선행기술 문헌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저작재
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서, 선행기술조사 문헌 등이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③

①

공표된 저작물로서

정당한 범위 내로

④

②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용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저작
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될 것이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선행기술 문헌은 이미 각 국 특허청에 특
허 출원되어 공개 또는 등록된 자료나 각종 논문, 학술지, 인터넷 등에 공개된 문헌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출원인이 출원에 앞서 자신의 기술이 공개된 기술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단
하여 선행기술을 확인하는 과정은 특허 출원 절차에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며 상업적인 목
적 또는 사익을 위한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
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선행기술에 관한 문헌을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이 인용의 범위
에 포함되는지, 일부가 아닌 ‘전부’의 복제 및 전송이 위 규정에 예정하는 인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당한 인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8조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어 법문이 저작물의 이용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빌려 쓰는 정도
의 소극적인 방법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위 법 규정의 취지는 학
문, 예술, 기술 등의 발전은 선행의 그것을 토대로 비교·평가·연구되어 발전하는 것이므
로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므로, 저작물의 인용이란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자신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용된 부
분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도 인용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 일부의 제공만으로도 제공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대한 범위로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행기술 자료 출원자에
게 기존 기술 수준을 조사, 검토하여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문

- 107 -

헌을 특정하여 복제하여 주는 것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기술 문헌 사본을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해야 하는 특허
출원인이라는 특정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할 수 있도록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허용하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정당한 인용의 범위’ 라고 할 것이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 여부

저작물의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어야 하며, 그 공정한 관행이란 관련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인용이 공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승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특허청이 출원인들에게 비특
허문헌의 사본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경우 보건대, 특허협력조약 제20조175)는 ‘국제조사기
관은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응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지정관청 또는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송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도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출원인에게 문헌 송
부의무가 있다는 점, 관련 업계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문헌의
송부는 승인 가능한 범위에서의 공정한 사용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특허청이 특정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선행기술 문헌을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관
련자에게 송부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예정하는 공정한 관행이라는 요건을 충실히 충족할
수 있다.

- 소결

175) Article 20
Communication to Designated Offices
(1) (a)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including any ind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7(2)(b)) or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7(2)(a), shall be communicated to
each designated Office,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unless the designated Office waives such
requirement in its entirety or in part.
(b) The communication shall include the translation (as prescribed) of the said report or declaration.
(2) If the claims have been amended by virtue of Article 19(1), the communication shall either contain the full
text of the claims both as filed and as amended or shall contain the full text of the claims as filed and
specify the amendments, and shall include the statement, if any, referred to in Article 19(1).
(3) At the request of the designated Office or the applicant,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shall send to
the said Office or the applicant, respectively, copies of the documents cited in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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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특허청이 선행기술 문헌을 특허 출원인의 출원 절차에 앞서 선행기술을 조
사·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을 출원인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 서면으로 출력하여 송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평가되어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이 없
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출원관련 서류(의견서 등)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특허청에서 출원인, 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포함한 모든 출원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이용
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경우, 출원
인 개인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출원인만 열람

·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 있어 각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지는지, 특정 서버에 해당 출원인이 아
이디를 이용하여 열람

·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내용확인이 가능 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을지, 나아가
출력 내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분량에 따른 판례의 태도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저작물의 이용인지 여부
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
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
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

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
써 누구든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복제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그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의 방법과 형태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한에서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라고 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법 2006. 8. 17. 2006노491)”고 판시하고 있다.

- 소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특허청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홈페이지에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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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게시 방법으로의 제공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저작물의 이용 방법은 출원관련서
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은 일반인에게까지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그리하여
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 및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 홈페이지에 복제금지장치 등을 설정
함도 없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판례에서 지적하는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저작자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

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모든 정보 접근원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자유이용 범위에 포섭되기는 어
려울 것이다.
다만, 특정한 출원인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특정 아이디를 부여하여
출원관련 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한정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온라
인 제공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면 출력 이외의 온라인 전송방법으로 제공하였다하여
저작권침해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 구체적인 저작물의 전송방법에
서 내용확인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출력 내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부수적인 문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나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내용확인 또는 출력만으로도 비특허문헌 저작물의 이용에 따
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 없이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심사실무와 같이 서류, 견본 또는 기타의 물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통해 개별적으로 열
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게시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 출처 명시 의무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출처 명시 의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제1항에서 ‘이 관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례는 ‘저작
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지만(저작권법 제
34조 제1항), 피고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출처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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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저작권법 제34조 제2항), 인터넷상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이러한 정보
는 대부분 통제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 이용자들에 의한 복제·전송이나 웹사이트 사이
의 링크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검색된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그 이미지를 수집한 웹사이트의 주소를 출처로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상에
서의 출처명시를 상당한 방법으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
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고 판시하고 있고, 출처 명시 의무의 위반은 곧, 출처명시 의무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갖게 되는 의미가 주어질 뿐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출
처명시의무의 이행이 곧, 저작물 이용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 적법하다는 결론으
로 이어질 수는 없고 다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였다는 강력한 제반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여 출원관련 서류 인터
넷 공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열람하는 현행 심
사 실무에서도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경고 문구의 표시로 저작권 침해 면제가 가능한지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자료를 열람하고 타인에게 다시 배포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경우, 특허청의 저작권침해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저작권
침해 주체에 대한 판단은 개별·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특허청이 위 저작권의 제
한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게 정당한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원인들에게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였고, 그와 더불어 무단 사용 금지 등
에 관한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시 하였다면, 비특허문헌의 이용에 있어 비특허문헌의 저
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되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출원인이 특허청이 허용
한 범위를 넘어 비특허문헌을 부정한 목적으로 남용하였다면 그는 출원인의 저작권침해
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이 비특허문헌의 제공시 경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침해
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으나, 출원인이 무단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사
안에서 특허청이 입장을 합리화하고 공정한 관행에 따라 문헌을 제공하였다고 항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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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충분한 소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 열람을 허용하는 현행 심사 실무에서도 출
원관련 서류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저작권 이용 주체에 따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하여

특허청이 출원관련 서류를 인터넷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공무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그 제공 주체가 일반 회사나 개인일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
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가령, 개인이 통계청에서 발행된 책자에 포함된 통계나 검사자료를 TV CM이나 그 밖의
광고물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7조는 사회 공공의 이
익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일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물로는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①

내지

③에

국가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②

④

국가 또는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연구자료나 책자, 특히 특허청이 출
원관련 서류 인터넷 공개할 경우에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속한다면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에서 간행하는 조사
통계 자료는 저작권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런데 상업적 목적의
광고물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자가 정부기관이고 그 이용 목적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 또는 개인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당한 목적 내지 공정한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완화된 시각으로 평
가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저작권의 정당한 이용’이라는 소명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한 지
위에 있게 될 수 있다.
다만,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 방법은 출원관련서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은
일반인에게까지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그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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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
부기관인 특허청이 공무를 목적으로 출원인, 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제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바) 결론

비특허문헌의 사본에 대한 출원인에 대한 복제 또는 온라인 전송 방법에 의한 저작물 이
용에 관한 특허청의 ‘선행기술 문헌 제공(인용문헌 사본 제공)’은 국제협력조약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공적 기관인 특허청이, 특허 출원인의 선행기술조사라는 정당한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저작권의 침해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출원인, 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반
드시 필요치 않은 일반인에게까지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그리하여야 할 합
리적인 필요성 및 정당한 목적이 없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현행 심사실무와 같이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행기술 문헌 제공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
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한의 범위 내의 자료를

②

반드시 필요한 특정인에 한하여

③

①

필요최소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경고 문구의 표시와 출처명시의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다.

(2)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

특허법상 특허출원을 하면,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
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 등의 경우 특허공보에 게
재하여 출원공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출원서에 영업비밀을 제시
되어 있다면, 공개가 되는 순간에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상실하게 되어 영업비밀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공개될 것을 예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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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와는 달리 의견서에는 자신의 발명의 진보성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이 포
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심사 실무는 앞으로 미공개 심사이력에 대하여 타국 특허청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심
사관 또는 심판관 등에게 제시된 영업비밀 관련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출원인이 영업비밀이 문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견서 등에 영업비밀등이
문제된다는 표시를 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견서 등을 제출 시 영업
비밀 또는 저작권 부분으로 인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심사관
또는 별도의 판단기관이 영업비밀 침해 유출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담당 심사관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심사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과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별도의 판단기관이 영업비밀 유출과 저작권 침해문
제를 별도로 판단하는 방법은 그 판단의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또는 저
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신청절차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담당 심사관 또는 별도의 판단기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
여 상기 신청에 대한 불복절차 필요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는
점, 불복절차를 통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심판·소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와 비밀누설죄 여부

특허법 제217조(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에서는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ⅰ)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

출하는 경우,

ⅱ)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ⅲ)

「전자

정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
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
에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 및 법원에서 특허출원·심사·심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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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에 관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특허법 제217조에 의해 이
를 반출할 수 없는지 문제된다.

(가) 출원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의 종류

서증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 조사로서
서증신청은

①

자신이 가진 자료이면 이를 직접제출하고,

②

상대방, 제3자가 가진 것으

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하며,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며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 소재장소에서의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의한다. 문서제출신청은 주로 위

②의

경우이며, 심판장 및 재판장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관련문서 사본·등본의 문서제출명령을 한다. 문서송부촉탁은 위
③의

경우이며, 심판장은 제3자에게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법

제217조와 관련하여 문서제출신청과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출원관련 서류 제출의 허용여
부를 살펴본다.

(나) 심판원·법원에서 출원관련 서류 요청할 경우

-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에 의해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
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사항을 밝혀 문
서제출신청’을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
항).
특허심판원의 경우에도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5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제3자가 가진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 대한
제출명령을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한다. 심판장은 제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문서제출 의무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제출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특허
법 제232조(과태료)에 따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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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 또는 심판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이 갖고 있는 특허출원·심사·
심판·재심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허법 제217조에 특허청은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등을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제출명령 응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특허법은 민사소송법의 특
별규정으로서 특허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특허법 내에서도 제157조 제2
항이 민사소송법 제345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 대한 제
출명령을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만으로 반드시 해결될 수는 없
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제1항 가호와 다호 각각에서는 ‘제304조 내지 제
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

서’,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06
조(공무원의 신문)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
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의 경우에도 ‘변호사·변리사·공증인·
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
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
하여 신문을 받을 때’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217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8조(불복신청)에 의하여 문서제출
명령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이 소송 당사자로서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당해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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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
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12. 자
2006무82 결정).’ 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

용한 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청은 특허청이 소송 당사자로서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
원부등을 인용하지 않는 한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등은 특허법 제217조에 의해 제
출 거부대상으로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경우

문서송부촉탁176)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176) 참고서식(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

번

호

원

20

드

[담

당재판부

:

제

]

(단독)부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
신청

합

피

)고는 주장사실을

입

래

증하기 위하여 아

니다.

1. 기록의 보관처

2. 송부

촉탁

할 기록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20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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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와 같이 문서송부

촉탁

을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줄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이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실무상 송부
촉탁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
부촉탁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한다.
촉탁을 받은 특허청은 이 촉탁을 받으면 문서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받은 등본으로 법원
에 문서를 송부하게 되며, 통상은 분실우려가 있는 원본보다는 등본(또는 정본)으로 법원
에 문서를 송부하여주고, 법원에 도착한 문서에 서증부호 및 번호를 부여하여 사본 2통을
만든 뒤 촉탁신청인이 1부, 상대방이 1부를 가지고 기일에서는 서증의 목록만 제출함으로
써 서증제출이 완료하게 된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단서).
만일 문서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경우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특허청은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문서를 열람케 하여 증거로 필요한 부
분이 어디인지를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정이 끝나면 해당부분의 등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특허심판원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조
사의 촉탁)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학교, 그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
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문서송부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177) 실무상 문서송부촉탁을

위 원(

(

○○
1.
2.

지방법원

연락

피

)고

(

날

인 또는 서명)

처)

귀중

◇
◇
피
피
화번 휴 화번
유의사항

양
연락

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처에는

언 든 연락 능
께
랍
제

소 등이 있으면 함

지

가

한 전

기재하기 바

고의 경우에는 ’(

호나

대전

)‘에

○

랍
팩스번

표를 하기 바

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니다.

메

호, 이

일 주

니다.

177)제352조의2 (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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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 등은 문서송부촉탁시 이를 소명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서류에 한하여 송부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청의 경우에도 특허법 제
217조에 의한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경우는 문서의 송부를 협

력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거절 할 수 있다.

- 참고(사실조회의 경우)

사실조회178)란 공공기관, 학교, 상공회의소 기타의 단체 또는 기관이나 외국의 공공기관
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법원실무제

Ⅲ

요 민사소송[ ], 법원행정처<2005>, 214p)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에는 조사의 촉탁으로 규
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사실조회라고 호칭되고 있다.
사실조회절차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증인
신문, 감정, 서증, 검증 등과 동렬에 서는 독립의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무의 취
급도 그러하다. 출원관련 서류의 경우 실무상 문서송부촉탁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실조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청은 출원인의 영업비밀 유출 염
려가 있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저작권 침해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문서송부촉탁과 마찬가지로 사실조회의 경우에도 실무상 대부분이 당사자의 사실
조회촉탁신청179)에 의한 것으로 다른 당사자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거부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출원관련 서류 반출에 의한 비밀누설죄 해당여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등)는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
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죄의 주체는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이
며, 비밀이란 단지 제한된 범위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비밀주체의 납득할 만
한 객관적 이익에 따라 그 밖의 사람에게는 더 알려지지 말아야 할 사실을 말한다. 따라
서 비밀개념에는

①

사실의 비밀성,

②

비밀주체의 비밀유지의 의사,

③

객관적인 비밀유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78) 참고서식(사실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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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실

법
조

원
회

서

○○시장(군수, 구청장)
사건 2003타경

○○○

귀하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개한 위 경매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니 조사한 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2.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전

용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4.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락 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20

판사

.

.

○○○

.



179) 참고서식(사실조회촉탁신청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사

건

피

고 인

2005고단 91986호 사기

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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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법원이나 심판원의 요청에 의하
여 출원관련 서류 반출할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주체와 관련해서 특허청 직원 등은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 본 죄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사실의 비밀성과 관련해서 비밀성은 제한된 범위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
져 있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알려지지 말아야 할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출원
관련 서류가 현행 심사실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인
에게 공지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비밀성은 존재하게 된다.
비밀주체의 비밀유지의 의사와 관련해서, 비밀유지의 의사라 함은 비밀주체가 자신과 관
련된 어떤 사실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주관적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
시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고지될 필요는 없고 현존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출원인이나 대
리인의 의견서 등의 출원관련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특허청을 상대로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현존상태는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의 자연적 성질
로부터 추론되므로 비밀주체의 비밀유지의 의사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비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건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할 기관

전남은행 나주지점
2. 사실조회촉탁 사항
1) 2004. 8. 10

～

2005. 6. 10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 어음이 결재되었는지

여부
2) 결재되었다면 그 결재액과 미결재액의 금액

2005.

6.

.

위 피고인 박 길 동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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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이익과 관련해서, 비밀유지이익이라 함은 비밀주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어
떤 사실의 비밀유지에 관해 개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익을 갖지 않을 때
에는 비록 주관적인 비밀유지의사가 있더라도 비밀이 되지 않는다. 출원인과 대리인의 의
견서 등의 출원관련 서류에는 발명의 특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출원관련 서류를 대중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한 내용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견서 등의 출원관련 서류는 출원인 또
는 대리인의 주관적인 비밀유지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해
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익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비밀유지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특허법 제226조의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위한 행위로서 누설에 대하여 살펴보
면,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누설이 되게 된다. 누설의 방법은
묻지 않으며,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며, 서류를 열람시키는 방식의 경우도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 또는 심판원이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출원관련
서류의 반출을 통해 고지하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비밀주체의 의사에 비
추어 비밀을 알아도 좋을 범위의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인해 법원 또는 심판원에 출원관련 서류가 열람 또는 반출되는 것은 출원인 또
는 대리인은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누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결국, 법원 또는 심판원의 요청에 의해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등이 출원관련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현행 법원
실무상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거절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17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거절함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 심사·심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심사·심판 기간의 더욱 단축되
면 공개 전에 심결취소소송이 진행되어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반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특허법 제217조 제1항의 각호 사유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특허법 제217
조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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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수정내용 대비표
현

류

(특허출원·
또는

금

공개

개

심 심

제217조
서

행

사·

특허원부등의

지)

심 심

①특허출원·

심

류

서

사·

심

판·재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지)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

행기

술

1.

의 조사 등을 위하

여 특허출원 또는

류

심

사에 관한 서

---------------------------------------.

2.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
하여

화

류

관한 서

탁

업무의 위

특허출원·

심 심
사·

2.

을 위

심

판·재

에

--------------------------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

--------------------------------.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의 규

하여

류

하는 경우
신

온

설>

격근
심 심 심

라인 원

특허출원·

관한 서

---------------------------------------------------

하는 경우

정에 의한

---------------------------------------------------

를 반출하는 경우

<

또는

금

공개
에

(특허출원·

①--------------------------

류

판·재

심 심

제217조

반출과

안

관한

서

사·

심

판·재

정

사·

무를 위

판·재

3.

---------------------------------------------------

에

--------------------------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

--------------------------------.
4.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심

결등에

대한 소를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

류

사에 관한 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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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출하는 경

마. 검토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 ‘공공기
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현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3가지의 방법
을 예정하고 있다. 첫 번째가 공개청구에 상응한 의무적인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
9조 본문)이고, 두번째가 국민의 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공개의무를 지는 ’

정보공표‘이며(법 제7조 제1항), 마지막이 공공기관에 의한 재량적인 ’정보제공‘(제7조 제2
항)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제도는 청구자인 일반국민
의 청구를 전제로 하여 공공기관이 의무로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즉, 일반적·객관적 정

ㆍ

보공개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적 객관적 정보공개제도로서 정보공개의 청구를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그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표 또는 정보제공과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도 없는 경우에 출원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고, 일본과
같은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출원인의 의견서에 대한 공개는 저작권을 침해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특히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출원관련 서류를 불특정 다
수인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게시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보자유법 5. U.S.C.

§552(f)(1)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는 점, 동법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등을 규정하는 점,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해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
원인의 의견서를 포함한 출원서류의 공개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일본 저작권 제32조와
제42조의2와 같은 입법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부분이 문제될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출원관련 서류를 공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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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관한 법률 수정내용 대비표
현

<

신

행

개

설>

정

안

제23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시를

치

위한 이용) 국가기관, 지방자

투

체,

정부

조의

자기관관리기본법

단

규정에

투

제2

의한

정부

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물

법률」에 따라 저작

을 공

중

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제28조 (공표된 저작

물

된 저작

물

물

서 해당 저작
의 인용) 공표

평 교육 연
범 안
합치

은 보도·비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서 공정한 관행에

<

인용할 수 있다.
신

설>

·

·

을 이용할 수 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

물

의 인용) ① -

구

--------------------------

에

--------------------------

되게 이를

--------------------------

위

--------------.
②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

립

립
키

행정법인 또는 지방독

인이

일반에게

목적으로

작

주지시

성

하여

료

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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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저작명의

보자

, 조사통

료

, 보고서, 그 밖에 이와 유사

물 설
잡

한 저작
문지,

는

그

홍

하에 공표하는

행정법

은

료
물

명의 재

지, 그 밖의 간행

로서 신

환

로 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

지한다

는 내용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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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공개심리제도 도입 여부
제1절 도입의 필요성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비밀은 그 자체의 비밀성 유지를 본질로 하며, 영
업비밀이 공개가 되는 순간,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현행 민사 구제 절차가 재판공개의 원칙에 공
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현재의 법체계상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있다. 영
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금지를 청구하는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 중에 금지를 구하는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상당 정도 특정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공개를 전제로 신규의
유용한 발명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의 특정
과 비교할 때, 영업비밀은 그 특정의 방법 및 정도가 쉽지 않다.
원고 자신의 영업비밀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상당 정도 기재하지 않고서는 소송에서
피고의 침해행위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하기 어렵다. 원
고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침해된 원고의 영업비밀의
내용을 상당 정도 기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의 경우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는 반증을 위해 자신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할 우려가 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체계에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으
나, 비밀유지명령제도는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소송 중 지득한 비밀을 소송수행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소송당사자의 경우 경쟁업체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영업비밀의 특성상 영업
비밀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비공개심리를 통해야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
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
다. 공개재판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단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헌법 제109조180)), 법원조직법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한다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181)). 공개주의는 구두에 의해 제공된 소송자료를 근거로 재판해야 한
180)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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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다는 구두주의(M ndlichkeitsgrundsatz),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
로 삼을 수 있다는 직접주의(Unmittelbarkeitsgrundsatz), 심리에 2인 이상을 요하는 사건
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집중심리주의(Konzentrationsgrundsatz) 등과 함께 민
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특히 중요한 원칙이다182). 나아가 이러한 원
칙들은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한 소송절차의 불가결한 구조원칙이며, 법치국가의 기본장
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사 소송에 있어서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되도
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5호183)).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나 이
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
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칫 공개 재판이나 자유로운 소송기록의 열
람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경업자나 일반 제3자에게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그 본질적인 속
성이라 할 수 있는 비밀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존립의 기초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제도를 외국에서 어
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법상에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2절 해외 사례
1. 일본의 경우

가.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제도
181)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182) Roland Hoffmann, Verfahrensgerechtigkeit, Paderborn 1992, S. 122 f.; BGHSt 1, 335; 2, 57; 9, 281.
18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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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184)에서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써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써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 심문을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본 제도의 취지

일본 헌법 제82조는 재판 공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
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즉, 재판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권
리자의 불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 제82조가 정하는 재판 공개 원칙의 취지는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이해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업비밀과의 관계로 재판 공개를 어
렵게 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게다가 재판의 공개로 도리어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헌법이 재판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풀이하는 것은 어렵다.185)
이 때문에 2004년도의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한 개정에 의해 이

들 소송에 있어서 공개 정지를 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외에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마련되어 있다(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헌법 제82조 및 재판소법 제70조의 일반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된다).

(2) 공개 정지를 하는 경우의 요건

（当事者尋問等の公開停止）
第十三条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事者等が、そ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の基礎
となる事項であって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に 当するものについて、当事者本人若しくは法定代理人又は証人として
尋問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裁判官の全員一致により、その当事者等が公開の法廷で当 事項について陳述
をすることにより当 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から当 事項に
ついて十分な陳述をすることができず、かつ、当 陳述を欠くことにより他の証拠のみによっては当 事項を判断の基礎
とすべき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適正な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
で、当 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ことができる。

184)

該

該

該

該

該

該

該

185) 逐條解說 日本 不正競爭防止法, 日本經濟産業省, 1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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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는

ⅰ) 당사자 등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

을 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사업 활동에 두드러진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점
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이 불가능한 것,

ⅱ) 해당 진술을 빠트림으로써 다

른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판단의 기초로 해야하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
침해의 유무에 관한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전원 일치에 의해 결정에서 해당 사항

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다.

(3) 공개 정지를 하는 경우의 절차

재판소는 공개 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제2항). 이것은 공개 정지 결정이 되는지 아닌지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당
사 등 및 그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 공개 법정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사항의 유무는 진술을 하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소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술해야 할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비공개심리를 수행할 수 있다(제3항). 이 서면에 대
해서는 상대 측에 공개될 가능성은 있지만(제4항), 이 서면의 공개 시에는 당사자는 비밀
유지명령을 주장할 수 있다.

ⅰ) 심문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을 퇴정시키
기 전에 그러한 뜻을 이유와 함께 말해야 하고, ⅱ) 해당 사항의 심문이 종료되었을 때는
또한 재판소법 제70조의 특칙으로

다시 공중을 입정시켜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제5항).186)

나. 비공개심리제도와 관련된 일본의 법규

(1) 일본 헌법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82조(재판공개) 제1항에서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고 하여 공개재판 원칙을 규명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이, 재판관
186) 逐條解說 日本 不正競爭防止法, 日本經濟産業省, 1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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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일치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
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우리헌법
과 마찬가지로 공개재판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판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변론의 공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관해 법원의 명시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

(2) 일본 재판소법

일본국 재판소법 제70조(공개정지 수속)에서는 ‘법원은 일본국 헌법 제8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공중을 퇴정시키기 전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명령해야 한다. 판결을 명령할 때는 다시 공중을 입정시켜야 한다.’ 고 하여 비공개심리
를 위해서는 공중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함께 명령해야 하는 절차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일본의 경우도 헌법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심
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
하고 있는바, 현행법상으로 재판의 비공개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써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가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다. 당사자나 증인의
개인 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헌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
다. 즉, 공공질서의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법익을 포섭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187)는 것이
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헌법 제82조가 정하는 재판 공개 원칙의 취지를 재판의 공정성 보장
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당사자 권리보호 및 실체 진실
187)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법학 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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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으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공개 심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 듯하
다.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한 단서규정으로서 각각의 사유를 제한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되, 공개 원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공개심리 사유가 반드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는 일본 헌법 제82조의 공개 재판 원
칙에 반하지 않는 입법이라고 볼 것이다.

다. 국내법과 일본법의 비교

(1) 서

우리법과 일본법은 비슷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비공개심리제도와 관련
하여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우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비공개심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법상에 비공개심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일본법과 우리법을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2)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82조(재판공개)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②

법원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
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와 일본 모두 헌법에서 공개재판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비공개 심리라는 재판공개의 예외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
면, 일본의 경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라고 하여 2가지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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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할 염려’ 라고 하여 3가지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질서’와 우리 헌법상의 ‘안녕질서’는 동일하지는 않다.

安寧秩序)의 경우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고 사회의 질서가 문란하지 아니한 것을

안녕질서(

의미한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를 때 공공의 안녕이라 함은 ‘개인의 생명․신체(건강)․명
예․자유․재산과 같은 주관적 권리와 법익, 객관적인 성문의 법질서, 국가의 존속․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및 행사가 아무런 장해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88)

(3) 우리 법원조직법과 일본 재판소법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일본 재판소법

재판의 심리와 판

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

제70조(공개정지 수속) 법원은 일본국 헌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공중을 퇴정시키기 전
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명령해야 한다.
판결을 명령할 때는 다시 공중을 입정시
켜야 한다.

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과 일본 재판소법은 각각 재판공개 원칙에 대한 비공개심리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 모두 그 이유를 개시하면서 행하는 점이 동일하나, 대한민국
법원조직법에는 비공개심리 결정 후에도 재정을 허가할 수 있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면
이 상이하다. 다만, 각국의 법령상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헌법상 규정된 공개
재판원칙에 대한 예외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검토

188) Klein, Zur Auslegung des Rechtsbegriffs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DVBl. 1971, 233
ff.(235 f.); VGH Mannheim, NVwZ 2001, 1299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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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과 일본 재판소법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비공개심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각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일본 헌법에는 없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비공개심리사유를 하나 더 규정함을 알 수 있다. 일본보다 더

많은 비공개심리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심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공개심리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나, 공개재판
의 취지가 자의적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당사자를 위한 공개 심리에 의한
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소송당사자의 권리보호
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와 같이 일정
한 요건 하에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연방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제6조(ARTICLE VI.)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에서 ‘모든 형사소추

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재판원칙을 연방 수정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심리를 비공개로 하지 않고
비교적 심리의 비공개부분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일반 대중에게
재판 공개를 제한하는 일반공개제한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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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술변론의 일반공개제한

우선 미국에서의 공개 재판에 있어 트라이얼에의 일반 제3자의 참가권이 문제가 된다. 미
국 최고재는 미국 헌법 수정 1조가 민사 사건의 심리에 참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가 여부에 대해 명백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의 참가권에 관한 판례에 있
어 최고재가 분쟁이 없는 common law(보통법)에 기한 참가권가 달리 민사 절차에의 참
가권을 수정 1조에 기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헌법상 일반 제3자의 형사 소송
에의 참가권은 제3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공권력 행사와 사법 기능을 감시하고, 방청
인 또는 미디어가 해명에 필요한 경우에 는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
서 같은 이유에서 수정 1조도 민사 절차에 대한 참가권도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의 민사 사건에서의 헌법상 심리 참가 청구권은 이하와 같은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 즉
공개를 배제하는 보호 조치는 보호가 제기된 다른 헌법상 보호된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개연성이 있고, 그 밖의 보호 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한편 우
려되는 손해 발생을 회피하는 보호 조치가 적절한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은 일반법 및 common law(보통법)으로서의 재판 참가권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은 민사 사건에서도 주된
변론에 참가하는 권리를 일반 제3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43조(a)189)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증인은 공개 심리로 심문받는 것을 규정하고, 연방민사소
송규칙 77조(b)190)는 사실 문제에 관한 모든 심리는 공개인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 수정 1조 내지는 common law(보통법)로부터 생기는 일반 제3자의 참가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그 개시로부터 손해가 발생하

189) Rule 43. Taking Testimony
(a) In Open Court. At trial, the witnesses’ testimony must be taken in open court unless a federal statut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these rules, or other rules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provide
otherwise. For good cause in compelling circumstances and with appropriate safeguards, the court may
permit testimony in open court by contemporaneous transmission from a different location.
190) Rule 77. Conducting Business; Clerk's Authority; Notice of an Order or Judgment
(b) Place for Trial and Other Proceedings. Every trial on the merits must be conducted in open court and,
so far as convenient, in a regular courtroom. Any other act or proceeding may be done or conducted by a
judge in chambers, without the attendance of the clerk or other court official, and anywhere inside or
outside the district. But no hearing—other than one ex parte—may be conducted outside the district unless
all the affected partie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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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재판 참가권은 제한된다.

나. 프리트라이얼의 일반공개제한

그런데 미국의 트라이얼은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대부분 트라이얼에
이르지 않고 화해 등으로 종료해, 실제 트라이얼에 들어가는 비율은 전체사건 중 몇 퍼센
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지고 있다. 한편 배심원의 면전에서의 집중 증거 조사의 준비
절차로서의 프리트라이얼 특히 디스커버리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행해진다. 따라서 형
식적 디스커버리 절차가 언제·어디서 행해질까는 일반 제3자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프
리트라이얼·디스커버리의 주요한 목적은 사건과 관련하는 모든 사실을 조사·해명하는 것
을 당사자에게 가능하게 하는 점에 있다. 이것은 진실 발견을 촉진하고 사람의 행동을 규
율하려고 하는 실체법의 목적 설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제3자의
존재는 당사자 및 증인의 정보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개시하는 의욕을 억제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프리트라이얼·디스커버리의 중요한 사실의 해명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수포
로 돌아간다.

다. 미국의 일반공개제한의 방법으로서 인·카메라 절차

미국법에도 재판 공개 요청은 우리나라와 같이 존재하지만 공개 심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미국에서는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그 개
시가 정보 유지자에게 손해를 가져올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절차 참가를 제한하는 보호
조치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송절차에 있어 영업비밀을 개
시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인·카메라 절차(판사실에서의 증거 조사)가 존
재한다. 영업비밀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절차 단계에서인·카메라 절차를 한다. 따라서 일
반 제3자의 심리에의 참가는 배제되고 당사자 및 변호사만이 참가가 허용된다. 이 절차는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개시가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인·카메라 심문은 프리트라이얼에서도 구술 변론에서도 명할 수
있다.

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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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도 재판공개를 요청하나 미국 연방 수정헌법에서
별도의 재판공개 원칙을 규정하고는 있지 않아 비공개심리가 헌법에 반할 염려가 없는
면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다. 따라서 미국 비공개심리 절차에 대하여 단순 비교는 불가능할
것이나, 공개재판의 원칙이 소송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나라도 비공개심리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독일의 경우

가. 공개재판주의

재판의 공개 원칙을 정하는 헌법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의 경우에 재판의 공
개는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해석된다191). 독일의 법원조직법 역시 제 169조에서

민

사소송절차상의 공개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서도 넓게 그 제한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영업상, 사업상, 발명상 및 세무상의 비밀이 언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공개적인 진술을 통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법익이 침해될 우
려가 있을 때'에 법원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재정하는 자에 대하여 심리를 통하여 또는 사건에 관
한 관공서의 문서로부터 알게 된 사실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바, 이하에서 독일법원조직법 제169조의 공개재판주의와 그 예외 및 비공개심리제도에
대하여 확인한다.

(1) 독일법원조직법 제169조

독일의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문은 ‘판결하는 법원에서의 변론(Verhandlung)은 판결 및
결정의 선고를 포함하여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2문
에서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공개적인 상연이나 그 내용 공개를 목적으로
한 녹음 및 녹화는 허용하지 않는다.’192)고 하여 법정에서의 녹음, 녹화를 금지하고 있다.
191) Baumbach/Albers,Zivilproze or dnung,47.Aufl,GVG bers. 169 Anm.2 ; BVerfGE 15, 307
192) § 169
Die Verhandlung vor dem erkennenden Gericht einschließlich der Verkündung der Urteile und Beschlüsse ist

- 137 -

일반적으로 전자를 직접공개(unmittelbare
(mittelbare

Öffentlichkeit)라고

하고, 후자를 간접공개

Öffentlichkeit)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방청인으로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개주의는 원래 국가권력을 규제하고 그 자의로부터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즉 본래 공개주의는 판결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사법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양하며, 사건외의 상황이 법원의 판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193)

(2) 공개재판주의의 본질적 기능

이러한 독일의 공개재판주의는 특정집단의 소속여부 및 일정한 개인적인 지위 등의 고려
없이 누구나 방청인으로서 공판기일에 법원이 행하는 심리와 재판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기의 직접공개는 누구든지 공판의
일시·장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정보가능성의 보장), 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판정에의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공판정출입의 보장). 간접공
개는 공익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될 경우에는 심리와 재판의 결과
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 즉 언론의 보도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들 수 있어야 한다.
공개재판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약하고 부분적이나마 재
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하고, 사법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재판에 대한 외부세력이나 외부상황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에 있으나,
공개재판으로 당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염려 등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
으로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독일에서의 공개재판주의의 예외를 검
토한다.

나. 공개재판주의의 예외

(1) 공개재판주의의 예외의 필요성

ffentlich. Ton- und Fernseh-Rundfunkaufnahmen sowie Ton- und Filmaufnahmen zum Zwecke der
öffentlichen Vorführung oder Veröffentlichung ihres Inhalts sind unzulässig.
193) 김기정, 독일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개주의, 법조협회, 1999, 89p

- 138 -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공개주의의 이념에는 긍정적인 기능뿐 아니라 일정한 부정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개주의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

(2) 공개재판주의 내재적 제한사유

우선 내재적 제한 사유로 공개주의원칙은 장소적 제약, 즉 법정의 수용능력이라는 사물의
본성 때문에 자연적 한계를 갖는다. 즉 공개주의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심리
가 열릴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고 방청인으로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정에의 출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출입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강력한 심리적 장애가 존재한다면 이는 공개주의 위
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공개주의 위반은 공개가 전적으로 부당하게 배제된 경우뿐 아니
라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소수의 개인이라도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법정에 참석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서 쫓겨난 경우에도 인정된다. 하지만
공개된 공판심리도 현재의 사실상의 공간적 한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여기에는 여러 가
지 면에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3) 공개재판주의 법률적 제한사유

법률상 제한사유로는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a, 제171조의 b, 제172조, 제175조 내지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개주의 배제사유는 공개주의를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사유
와 특정인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a, 제
171조의b 및 제172조는 전체공판 또는 공판의 일부에 대한 공개주의를 전반적으로 배제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판결선고의 비공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다194)(독일 법원조직법 제173조 제1항). 다만 판결이유는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b와
제172조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법원의 특별한 결정을 통해 전체 또는 그 일부가
비공개로 선고될 수 있다195)(동법 제173조 제2항). 이때 법원의 결정은 공개적으로 선고

194) § 173 (1) Die Verkündung des Urteils erfolgt in jedem Falle öffentlich.
195) (2) Durch einen besonderen Beschluß des Gerichts kann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171b und 172
auch für die Verkündung der Urteilsgründe oder eines Teiles davon die Öffentlichkeit ausgeschloss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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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196)(동법 제174조 1항). 이하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공개제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a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a는 ‘소송절차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피의자
의 정신병원감호 또는 금단치료시설감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판 또는 그 일부에 대
하여 공개가 정지될 수 있다.’ 규정한다.

(나)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b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b는 ‘소송관계인, 증인 또는 위법한 범죄(독일 형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피해자의 사적 생활영역에서 도출되고 그 공개적인 논의가 보호이
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화제가 되고, 이러한 상황의 공개적인 논의에 대한 이익이 우월하
지 않는 한 공개는 정지될 수 있다. 이는 그의 생활영역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공판에
서 공개의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정치적 또
는 종교적 입장, 개인적인 버릇 및 성향, 내밀한 가정생활 및 성생활 등의 진술은 인격적
생활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의 공개적 진술은 당사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침해한
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공개주의 배제를 통해 예컨대 성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 방
청인 앞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묘사하게 하는 것은 방지된다.197)

(다) 독일 법원조직법 제172조 1호

독일 법원조직법 제172조 1호와 1a에서는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태
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국가안전,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등은 일반
196) § 174
(1) Über die Ausschließung der Öffentlichkeit ist in nicht öffentlicher Sitzung zu verhandeln, wenn ein
Beteiligter es beantragt oder das Gericht es für angemessen erachtet. Der Beschluß, der die Öffentlichkeit
ausschließt, muß öffentlich verkündet werden; er kann in nicht öffentlicher Sitzung verkündet werden, wenn
zu befürchten ist, daß seine öffentliche Verkündung eine erhebliche Störung der Ordnung in der Sitzung zur
Folge haben würde. Bei der Verkündung ist in den Fällen der §§ 171b, 172 und 173 anzugeben, aus
welchem Grund die Öffentlichkeit ausgeschlossen worden ist.
197)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 여름) 3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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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보호된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를 상기 사유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이하에서 검
토할 사유를 포함하여 제한 열거사유가 많아서 비공개심리가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다.

(라) 독일 법원조직법 제172조 1a, 2, 3호

독일 법원조직법 제172조 1호의 a, 2198), 3호는 각각 ‘증인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개적인 논의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할 가치
가 있는 이익이 침해되는 중대한 업무상, 영업상, 창작상 또는 조세상 비밀이 문제가 되
는 경우’ 및 ‘증인 또는 전문가에 의한 권한 없는 공개가 형벌로 처벌되는 개인의 비밀이
논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2호의 경우이다. 업무상, 영업상, 창작상 또는 조세상 비밀이 문제
되는 경우는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보호하고자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규이다. 본 호에서는 심리의 제한 사유로 법문에 명시적으로 영업비밀의 경우
공개를 정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소송당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정지사유는
공개심리에 의해 비밀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소송절차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창작상 비밀은 사람 또는 공공기관이 그 비밀유지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모든 창작과 관련된 사항들이 속한다. 창작은 적용가능하고 보유가
가능하며 실행이 가능한 기술상 창작 또는 규칙에 있다. 창작은 평균적인 전문인의 경우
에 도달 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창작자의 기술상 발전과 사적인 업적을 표현해야 한다고
한다.199) 결국 독일은 본 호에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 부
정경쟁방지법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와 같은 효과로 영업비밀 유출자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마) 독일 법원조직법 제172조 4호

198) 2. ein wichtiges Geschäfts-, Betriebs-, Erfindungs- oder Steuergeheimnis zur Sprache kommt, durch
dessen öffentliche Erörterung überwiegende schutzwürdige Interessen verletzt würden,
199) 성영훈, 주석 독일법원조직법, 법무부, 2001, 2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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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조직법 제172조 4호는 ‘16세 미만인 자가 신문을 받는 경우’에도 공개주의를 배
제한다. 이는 16세 미만인 증인의 보호가 형사입법자에 의해 매우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사유는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증인이 다중의 방청인 앞에서 심문을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현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00)

다. 소결

독일의 경우 법원조직법에서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개
재판을 통해서 실체진실 발견과 당사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이익형량상
비공개심리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클 경우에는 비공개
심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헌법의 경우 독일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심리제도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일 법원조직법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다수의 비공개사유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등이 문제될 경우 비공개심
리가 가능하도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공개재판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
공개심리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 Hans-Heiner Küuhne, Strafprozeßslehre, 5. Aufl., Heidelberg 1999, S. 29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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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사례
1. 비공개심리제도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가. 헌법의 재판공개 원칙

헌법 제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재판의
공개라 함은 소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도의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하여 심리에 한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개재판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로서 발전
해 왔다. 공개재판의 원칙이 성립된 동기를 역사적으로 살며보면, 첫째로 밀실재판을 배
재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의 이익,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이다. 둘째로 법관에 대한 국가권력이나 다른 공권력이 비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시민에 의해 법관을 통제하고자 하
였다. 공개재판의 의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본
적으로 위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201)고 한다. 이와 같이 성립된 헌법의 재
판공개 원칙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이하에서 확인하여, 비공개심리제도가 헌법에 반하는
것인지 검토하겠다.

나. 재판심리 비공개 사유

(1) 문제점

헌법 제109조 단서에서는 공개금지 내지 심리비공개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의 방해’, ‘안녕
질서의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헌법 제109조
단서의 심리비공개 사유는 제109조 본문과의 관계에서 예외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고려할 때, 이하에서 검토할 개별법상
201)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법학 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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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비공개심리제도가 헌법 제109조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2) 헌법 제109조 단서를 해석하는 견해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09조 단서를 완결적 예외사유로 보는 견해202)는 공개재판에서 피
해자와 증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재판의 비공
개가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헌법 제109조 단서가 공개주의의
제한사유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재판을 도입하고
자 할 경우에는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 견해는 현행
법질서에서 비공개로 심리할 수 사유를 오로지 헌법 제109조 단서에 열거된 세 가지 사
유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헌법 제109조 단서에서 열거된
재판비공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창설하는 것은 절차위반이 되어 절대적 항소이유나 상대
적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헌법위반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헌법 제109조 단서의 완결적 예외사유를 부정하는 견해203)는 앞의 견해와는 달리
헌법 제109조 단서만이 유일한 공개주의의 제한사유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한다. 물론 이
견해도 피해자 또는 증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비공개 사유들이 법 제
109조 단서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포함되기 어렵고, 따라서 헌법 및

법원조직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피해자보호를 위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
유를 포섭하기 곤란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개심리
가 우리의 현실에서 거의 고려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최근 비공개심리를 인정하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헌법 제109조 단서를 유일한 공개주의 제한사유로 이해할 필
요는 없으며, 오히려 여타의 기본권조항과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합헌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3) 검토

202)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17-121 및 특히 그곳
의 주 203번;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46-147쪽.
203) 송희진, 형사재판에서의 공개주의,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 연세법학연구회, 2000, 123p.

- 144 -

현행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은 공판심리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신속한 공
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재판주의는 당사자의 인격권에 대한 중
대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할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204). 특히 규문주의를 극
복하고 비밀재판이 사라진 오늘날에는 법치국가적 형사절차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적
극적인 공개재판보다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증인의 인격권 보호가 더 강조되고 있다. 이 점
에서 적어도 법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의 통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익(즉 공익)과 피
고인 및 피해자증인의 인격권을 보호에 대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공익보다 우월할 경우에는 재판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205)
따라서 이하에서 살펴볼 개별법상에 규정된 비공개심리제도 내용과 연혁을 통하여 영업
비밀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2. 개별법상에 규정된 비공개심리제도

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 내용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1항에서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
한다.’, 제3항에서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

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109조 단서와 관련하여 공개주의 제한의 사유를 ‘국가안정보장의 방해’, ‘안녕질서
의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3에 규정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는 비공개 사유는 열거되어 있

지 않다.
204)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12p 및 그곳의 주 184번.
205) 이진국, 개정 형사소송법상 심리비공개 제도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봄호),
5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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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본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법정책적 배경은 성범
죄, 공갈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
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06).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의 제1항에서 법원은 심리를 비공해
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의 원칙과 피
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연혁

본 조의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제안회기는 제17대 제267회로서, 제안자는
법제사법위원장이고, 2007. 4. 30.에 제안되었으며, 의안번호는 176531이었다. 제267회 국
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07. 4. 26.) 상정되었고, 제5차 전체회의(2007. 4. 30.)에서 위
원회안이 가결되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
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
대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였다.
다만, 본조에 대하여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고, 공판중
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도입의 일환으로 제294조의3을 도입하였다207)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검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의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을 보
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206)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217p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156p
20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록 및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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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심리비공개’ 내지 ‘공개재판의 제한’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
법의 심리비공개 사유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와 ‘신변보호’에만 국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의 심리비공개 사유는 헌법 제109조 단
서의 심리비공개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들인데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기본권(헌법 제27조 제3항 3문)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
적 질서로서의 공개재판 원칙(헌법 제109조 본문)에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염
려208)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입법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이
는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의 원칙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비
공개심리는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법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심리의 비공개)

(1)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에서는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證人訊問)의 비공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로서 1996. 11.

22.에 발의되었으며, 최초 발의시는

현행법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심
리를 공개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주요 골자 부분에서 심리는 비공개원칙으로 한다고 하
208) 이진국, 개정 형사소송법상 심리비공개 제도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0권 제1
호(통권 제77호, 2009 ·봄호), 5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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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임진출 의원 등 4인 외 149인이 제안자였으며, 제안회기가 제15대 제181회로서,
1996. 11. 22.로 제안되었으나, 의결결과 1997. 11. 17.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반면에 법제

사법위원장이 제안자로서 제안회기 제15대 제185회에서 의안번호 150858인 제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人

제안경위를 살펴보면, 1996년 10월 30일 신낙균·이해찬·김한길·이성재의원외 72 으로부
터 가정폭력방지법안이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
월 22일 임진출·권영자·의원외 149인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이 발
의되어 동년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28일 함석재의원외 48
인으로부터 가정폭력방지법안이 발의되어 동년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185회국회(정기회) 개회중인 1997년 11월 1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대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제185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1997.11.17)에서 최연
희 소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3개 교섭단체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을 위원회안
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본 규정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
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가정폭력을 더 이상
해당 가정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의 처방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폭력의 제지나 폭력성을 교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궁극적
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가정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가정폭력행위자
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185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도 본조 심리의 비공개 부
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제2조 정의’,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9조 (가정

보호사건의 처리)‘,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209)하였을 뿐이었다.

(3) 검토
209) 제185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 국회사무처, 1997. 11. 1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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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은 1996. 11.

22.에 발의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가 제안된 2007. 4. 30.

보다 훨씬 이전에 발의되었다. 즉, 형사소송법상의 비공개심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비공개심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라 하겠다. 동 규정에 규정
된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의
경우도 헌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의 원
칙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과 이익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심리는 가
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심리의 비공개)

(1)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
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과
제4항 각각에서는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
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

정한다.

(2) 연혁

본 법의 제안경위210)를 살펴보면, 신상진의원 등 21인에 의해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210) 제안경위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건 명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6호
제731호
제4035
호

발의자
신상진의원 등
21인
배은희의원 등
10인
김옥이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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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08. 8.29
’08. 8.29
’09. 3. 9

상정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법제사법위원회 (‘08.11.27)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법제사법위원회 (‘08.11.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 (‘09. 4.13)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6호부터(2008. 8. 29. 회부, 2008. 11.
27.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이한성의원등 13인에 의해 발의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876호(2010. 3.
17. 회부, 2010. 3. 31. 상정)까지 총 17건의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위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8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0. 3. 31)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
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본 법의 제안이유로는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실정 및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범방지
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본 법의 국회 회의과정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으로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관계

에 의한 강간․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492
호
제5371
호
제6034
호
제2491
호
제6243
호
제6285
호
제6469
호
제6503
호
제6558
호
제6754
호
제6994
호
제7003
호
제7637
호
제7876
호

이은재의원 등
18인
곽정숙의원 등
15인
정

부

정진석의원
18인
신낙균의원
35인
노철래의원
10인
최영희의원
13인
홍일표의원
13인
진수희의원
14인
안상수의원
15인
박민식의원
11인
이주영의원
11인
정

’09. 4. 8
’09. 7. 6
’09. 9.16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부

이한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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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22
’09.10. 5
’09.10.15
’09.11. 6
’09.11.11
’09.11.16
’09.12. 1
’09.12.15
’09.12.16
’10. 2.19
’10. 3.17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법제사법위원회 (‘09. 9.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법제사법위원회 (‘09. 9.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 (‘09.11.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 (‘09.11.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 (‘09.11.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 (‘09.11.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 (‘09.11.18)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법제사법위원회 (‘09.11.18)
제28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09.12. 1)
제28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09.12. 22)
제285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10. 2. 5)
제285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10. 3.19)
제288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10. 3.18)
제288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 (‘10. 3.19)

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하였을 뿐211), 심리 비공개에 대한 세
부적인 논의는 없었다.
(3) 검토

본법은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04. 15. 제정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심리의 비공개)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법의 모체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은 1994.1.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되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행정법규
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1992년 당시 정당이 성범죄근절을 위한 성
폭력범죄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성단체의 입법청원도 잇달
은 점212)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탄생에는 성
범죄가 만연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213). 결국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요소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정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심리의 비공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심리의 비공
개)의 경우도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의 형량을 통하여 비공개
심리는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 성매매알선 등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공개)

(1) 내용

성매매알선 등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에서는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211) 제288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2010. 3. 31.(水)
212)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김부남대책위원회, 대구여성회 등 4개 단체가 청원한 성폭력특별법제정에 관한 청원
(1991.10.30), 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 제출한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 입법청원(1992.8.1)
213)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권 제3
호 2011.12, 3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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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
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
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다.

(2) 연혁

본 법의 제안경위로 2002. 9. 11. 조배숙의원외 85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
방지에관한법률안(2002. 9. 12. 회부, 2002. 11. 1. 제234회국회(정기회)에 상정)은 대안반영
폐기되었고,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2. 26.)는 법안심사 제1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동 법률안과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대안
가결되었다(2004. 2. 26.).
제안이유로 우리사회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
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벌칙에 있어서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 형태별로 다양화하여 형량을 강화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며,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의 형사처벌 제외, 수
사․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고자등에 대한 법정심리의 비공개를 규정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본 법의 경우는 제안의 주요골자에서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보호 또는 신변보호 등
을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 회의과정에서 함승
희 소위원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두 번째로 심
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본 규정을 보고하였다.214)

214) 제24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2004. 2. 26.(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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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본 법의 경우는 비공개심리를 주요내용으로 하였고, 제245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

火

(2004. 3. 2.( ) 오전10시)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별도의 발표조차 없었고, 제24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2004.

水

2. 26.( ))에서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결국 본 법의 경우도 공개재판 원칙에도 불구

하고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익형량을 통
하여 비공개심리는 가능한 것이다.

마. 소년법 제24조 (심리의 방식)

(1) 내용

소년법 제24조 (심리의 비공개)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
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비공개심리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본 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년사법체제에 있어서는 범죄억제를 위한 사법
처리가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범죄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에 비공식적 절차를 거쳐 범죄인
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다이버전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215). 이는 소년비행은 일
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사건화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절차를 중지하여 비행소년이라는 낙인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216)이 더 높기 때문이라
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의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24조 제2
항에서 비공개 심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217).

(2) 연혁

215) UN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s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에서는 다
이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UN가이드라인(The United Nation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iyadh Guidelines)에서는 비행자로서의 낙인효과를 인지한 소년비행 예방정
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216) 강봉수, 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Ⅱ－소년사건처리절차,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55p
217)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9집 2010.2, 1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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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제안경위를 살펴보면, 1955. 7. 6. 제3대 제20회에 정부에 의해 제안 되었으나, 회
기불계속으로 폐기되었고, 그 뒤 1957. 6. 17. 제3대 제25회에 정부에 의해 역시 제안되어
1957. 6. 20.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역시 회기불계속으로 폐기되었다. 1958. 6.
23. 제4대 제29회에 정부에 의해 제안된 법안은 1958. 6. 23. 제4대 제29회에 법제사법위

원장에 의해 제안된 법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제안이유는 정부안에 의하면 전조문에 대한 수정과 상당부분의 체제정리가 불가피하므로
정부안을 폐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였으며,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부에 소년보호관을 두도록 하였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
과 벌금 이하의 형에 처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소년보호관에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범의 특수
성을 반영한 입법안이나, 비공개심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최초의 소년법 제안(1955. 7. 6.)에서 조선소년령은 일제시 법령으로 우리나라 실정
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
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
하려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에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고 공개할 수 없게(제22조 : 심
리의 방식)하였다.

(3) 검토

상기 살펴본바와 같이 소년법 제24조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에 대하여 일반적 절대
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비행이 소년‘보호’사건을 다루어지는 한 그 심리는
반드시 비공개상태 하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년비행이 소년범죄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심리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주의가
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년
범죄의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공개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3. 특허청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공개심리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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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재판심
리의 비공개에 대해서 2003년에 도입을 하고자 한 바 있다.
특허청은 2003. 9.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재판심리

의 비공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심리에 있어 해당기업의 영업비밀의 기밀성 유
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그 결정으로 심리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03. 10. 7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심리의 비공개) 제1항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심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 ‘제1항
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및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개정안

현행 헌법

§109 단서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만 예외적

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공개의 사유는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상기 살펴본바와 같이 개별법
상에도 비공개심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각 개별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7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

공개) 제1항 등은 법원의 결정으로써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이 공개되어
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 재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과
통신매체들을 통하여 매우 급속한 정보의 전파가 가능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재판관여자
들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개재판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 재판공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재판을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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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형사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
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된
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재판·심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비공개재판·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수정내용 대비표
현

<

신

설>

행

개

제13조의2 (

정

안

심

리의 비공개) ①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심

리는 영

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

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

청에 따른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

고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
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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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4장 맺음말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의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의 공급에 의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각 기업에게 있어서 사활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
은 기업 환경에서 살아남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각 기업의 개성 즉 자사와 타사를 차
별화 시키는 능력이며,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차별화를 확보하는 제반 요소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나 노하우, 기술 등의 지식 자산, 그 중에서도 정보를
비밀로 하여 차별화를 지속시키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타사에게 파악 또는
이용당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정보, 노하우 등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
해서 현행법상 여러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이행
법률에 의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상기 법률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하여 제기한 재판에
서 재판 공개의 원칙에 따라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의
심사, 심판 과정에서도 영업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
개될 경우 그 본질적인 속성인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특허·실용신안 등의 심사·심판과정에서 의견제출통
지시 첨부되는 선행기술문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열람·복사 신청시 출원인의 의
견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 및 심리·재판공개 제한규정을 검토하여
심리·재판공개 제한규정 신설방안을 확인하였다. 외국의 사례로서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TSA) 제5조는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서 재판부는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

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독일법원조직법 제172조 제2호는 영
업상․사업상․발명상 및 세무상의 비밀이 언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적인 진술을 통
하여 또는 사건에 관한 관공서의 문서로부터 알게 된 사실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도 기술유출에 관련된 재판을 요함에 있어서 재판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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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상의 심리·재판공개 제한규정 개정안으로서 영업비
밀침해범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특허법 제216조에 의하여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
호법등의 지식재산권 법령 내에서 영업비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나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여부 판단 절차의 신설이 필요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상의 소송기록 열람 제한에 관한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영업비밀과 첨단기술은 그 속성상 일단 공개되면 비밀성이 상실되므로 이미 영업비밀과
첨단기술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우리 헌법의 공개재판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의 공개금지명령 등과 같이 공개심리주의에 관한 특례
가 필요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중재나 약식재판에 의한 해결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비밀심리신청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절차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비용절감 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보호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더 큰
경우를 고려하면, 비밀심리신청권의 입법이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비밀심리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의 비밀심리절차를 유추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비밀심리
절차가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직권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존
재하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상대방 또는 영업비밀의 유출의 염려가 있는 자에게 비밀
심리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
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에게
비밀심리신청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한편, 현행 국내 심사·심판 실무에 의하면 신청을 통해서 포대복사가 가능하지만, 미공개
심사이력에 대하여 타국 특허청으로 공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출원인들의 동의 없
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

- 158 -

실무를 확인하고, 출원공개의 관련 근거 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저작권법 제32조와
제42조의2도 살펴보았다. 현행법상 선행기술 문헌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특허청이 선행기술 문헌을 특허출원
인의 출원 절차에 앞서 선행기술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조사
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을 출원인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
하여 서면으로 출력하여 송부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작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출원관련 서류(의견서 등)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인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게시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
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출처 명시 의무와 경고 문구의 표시를 이행을 하
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심판·소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와 비밀누설죄 여부와 관련해서 심판원과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를 통한 출원관련 서류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출원인의 의견서를 포함한 출원서
류의 공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본 저작권 제32조와 제42조의2와 같은 입법을 통
해서 저작권 침해 부분이 문제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한·미 FTA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체계에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비
밀유지명령제도는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게 소송 중 지득한 비밀을 소송수행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 측면의 문제가 제
기되는 것을 반영하여, 일본의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제도 등과 미국의 구술변론의
일반공개제한 및 독일법원조직법상의 공개재판주의의 제한사유 등의 해외사례를 살펴보
았다. 또한 개별법상에 규정된 비공개심리제도를 확인하고, 특허청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
비공개심리제도안을 검토하여 비공개재판·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열람 복사 신청 시 출원인의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 검토 및 영업비
밀 보호방안 및 개정안과 특허 실용신안 등의 심사 심판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시 첨부되
는 선행기술문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반영하여, 심사 심판 소송 절
차에서 영업비밀 저작권 등이 보호되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및 심리등의 충실성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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