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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위반 수사실무 매뉴얼의 기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수요자(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보호 대책 마련(‘16. 4)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
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이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18. 2).
미국의 경우도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독려를 목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였다(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美 대통령 서명<’16. 5. 11>).
유럽의 경우도, 예를들어 EU 회원국 간 영업비밀의 대상, 보호 방법 및 보호 수준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유럽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하였다. 즉 영
업비밀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이 2016년 4월 14일 마침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적재산정책비전에서 종합적인 강화시책이 제시되었고, 영업비밀 보호강화
는 국가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에 따라 부경법(부정경쟁방지법)을 전격 개정(2015.
7. 3. 공포)하여 2016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유출범죄의 증가에 따른 전문수사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중요 자산인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관련 기술들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들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 현황을 보면 (’14년) 412건
→ (’15) 467건 → (’16) 52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심판 청구 현황의
경우도 (’13) 454건 → (’14) 572건 → (15) 477건 → (16) 51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2018년 12
월 정기국회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특허청이
기존의 상표권법과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분야를 확대하여 다루게 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4개의 특사경 운영을 향후 특허청이 어떻게 운영함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0 침해를 위한 연구 연구필요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탈취범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 및 수사기법 등 별도
연구필요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사인력 확대 필요성 검
토
○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사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 및 업무메뉴얼 마련
3.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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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특사경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 국내외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
○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사경 운영을 위한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규정(가칭)’ 및 ‘특허청 기술탈취 수사운영메뉴얼(가칭)’ 작성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질적방법론과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활
용했다. 또한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저서, 논문, 특허청 내부자료, 신문, 각종 인터넷 자
료들 그리고 관련 분야의 특허청, 경찰청, 특사경 인사들과 나누었던 일반지식들을 토대로
을 수집 및 분석하여 완성되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년 2월)’ →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전문성 확보 필
요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규
법 개정 및 발굴자료 준비 필요
○ 국내외 특사경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중앙부처 특사경의 권한범위 및 한계 조사(특사경)
국외 지식재산 관련 수사기관 운영현황 조사(지재권법)(차)
특사경 - 검찰간 수사지휘체계에 관한 현황 등 분석․연구
5. 관련 실무자 면담 조사 등
○ 현재 특허청 재직 중인 기술분야 전문가를 기반으로 기술침해범죄 유형 등 분석 후 ‘특
허청 기술탈취 수사운영메뉴얼’ 작성 필요
○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범죄의 수사능력을 향상하여 기술수사의 전문성 확보
국내외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
○ 침해 일반론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범죄에 관한 구성요건(객관적, 주관적) 및 위법성 등 판단기
준 제시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범죄에 관한 구성요건(객관적, 주관적) 및 위법성 등 판단
기준 제시
○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행위 관련 범죄에 관한 구성요건(객관적, 주관적) 및 위법성
등 판단기준 제시
○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관한 구성요건(객관적, 주관적) 및 위법성 등 판단기준 제시
○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침해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특사경 운영 매뉴얼
○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규정(가칭)’ 및 ‘특허청 기술탈취 수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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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메뉴얼(가칭)’을 위한 관련법, 관련 매뉴얼, 관련 정부정책, 관련 논문, 데이터를 수집한
다.
1) 특허청이 다루는 특허 분야,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비밀영업 침해사항 등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피해사례도 유사한 사례 조사
○ 수사매뉴얼의 작성을 위한 사례와 사건조사 결과 정리하여 보여준다.
○ 이를 통해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특사경 운영을 위한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규정(가칭)’ 및 ‘특허청 기술탈취 수사운영메뉴얼(가칭)’ 작성하고자 한다.
1) 일반 범죄수사와 차별성 검토 분석
2)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안) 제시
2) 기술사건에 특화된 특수수사기법 운용현황 및 운영방식 등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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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참고사례 등 조사·분석
제1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범위 및 한계 조사
1. 특별사법경찰권의 역사 및 개념
1) 특별사법경찰권의 발생 이유
현대국가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공공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행정경찰의 개념이 점차 확대
되었고, 행정경찰의 사무가 여러 공공기관들의 이름으로 집행되면서 경찰의 개념이 일반적
인 분야와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를 세분하여 전담하는 일반행정경찰과 특별행정경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반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일반행정경찰 사무 이외에 특정한 분야에서의 행정경찰기능을
수행하도록 법률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전문화 되어 전문적인 행정경찰 기
능의 집행체제로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전문행정경찰의 기능을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사무의 수행단계에서 조사 및 수
사 등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형사작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를 ‘특
별사법경찰작용’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경찰(집행)기관의 구분
경찰권 소지·집행기관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기
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특사경권이 부여된
관할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권(집행)자

(특별사법) 경찰(집행)권의 범위
(일반)행정경찰 제정권자

대통령 등 중앙부처장관,

(일반)행정경찰 기능 수행 및 특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별사법경찰 기능 수행에 관한 책
임자

관할행정기관 소속 또는 지
방자치단체

소속

명)공무원
경찰청장,

보통경찰관청

담당(지

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의결기관
경찰협의기관

기능 수행

행정경찰 기능 또는 사법경찰기능
수행
경찰기관의 권한범위 제정 및 의

경찰위원회

결
․행정경찰 기능, 사법경찰 기능,

보통경찰기
관

행정경찰 기능 및 특별사법경찰

보통경찰집행기관 일반경찰관, 수사관 등

특별사법경찰 기능 수행
․일반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리의 중복적 지위

특별(수)경찰관 : 전투경찰
특별(수)경찰기관 대, 헌병, 특공경찰대, 요
인보호경찰 등
- 4 -

일반행정경찰 기능 이외에 특별
(수)경찰 기능 수행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
고, 일반경찰기관이 양자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형소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제197조 특
별사법경찰관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11조).1) 즉, 사법경
찰은 이미 발생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작용으로서 행정법규의 적용이 아닌 형사
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사실상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위해 범인을 수색, 체
포하는 사법경찰(권)은 원래 형사작용의 하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항시 사회감시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울러 이를 담당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이유로 <보통경찰기관>이 그 기
능을 담당(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하고 있다.
2) 특별사법경찰의 정의 및 개념
특별사법경찰이란 결국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로 행정기관
의 소속직원(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
한다. 무엇보다 일선 사법경찰의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것보다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준 후 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송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
도가 긴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사법경찰인 것이다.2)
‘특별사법경찰(관)공무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분야)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며,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의 범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받은 사항(특정업무)적 또는 지역으로 제
한되어 있는 특색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지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
와 동일하다.
3)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지위와 권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관리 보다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경우로써 경찰청 소속의 일반경찰관이 아닌 일반 또는
특정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발견할 기회가 많고,
그 직무상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되면 일반경찰관 보다 수사의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직 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일반행정기관(중앙-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이 주로 특정한
분야와 사무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
그렇다고 해도 관련분야에서 일반경찰관의 수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당연히 경찰관은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볼 때, 예를들어서 경찰서장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경무과, 경비과, 정보과, 지구대
및 파출소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사권을 가진 수사과, 형사과, 여청과, 보안과, 교통과, 외사과 등
양자를 모두 직접 지휘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향후 사법경찰<수사권 행사>과 행정경찰<경찰행정
서비스 제공>을 분명하게 분류하여 운영하겠다는 미래 모델을 내놓았으나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대검찰청(승재현·전현욱),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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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의 범죄수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고 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흥행
장, 요정, 여관 기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그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함부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경찰
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3)
결국 차이점이라면 경찰관은 일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특별사법경
찰관리는 ‘특정한 분야’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경우(분야와 역할)’에 대한 수사권 행사를 의미한다.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벋어나 3
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친 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정부가 수립되었고, 그로부터 약
12년이 흐른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로 우리나라에 소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었다.4)
그 기본토대가 된 것이 바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이다. 이때부터 약50여 차례 이상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
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왔다. 이어서 2008년 6월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6월 1일 일부개정도 이루어졌
다. 이뿐만 아니라 2004년 5월 1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
는데, 이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
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규칙은 총85조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1월 30일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초창기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당시 약10여개 부처의 3급에
서 5급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그 해당 부처들은 검찰,
형무소, 소년원, 농림부 산림국·영림서·임업시험장·특별시도 및 시·군 산림보호 담당, 전매
청, 보사부 마약, 등대, 선장 및 선원들이다. 이러한 해당부처들은 오늘날에 와서 볼 때도
대부분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당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이 규정에 따라 지명된 사법경찰관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자 중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1.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간수장, 간수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법무부810-10624, 1972. 5. 15, 내무부에 대한 법무부 해석.
4)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1956년 도입 초기에 1차 산업분야의 일부에 있어 범칙사건만을 다루었는데,
그 분야도 초창기에 10여 종류였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인구 및 경제 규모의 확대, 정부조직의 거대화 및
분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관련 행정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증가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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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림서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중앙임업시험장,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시험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
원
5. 농림부산림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특별시(특별시 유림사업소를 포함), 도(도유림사업소, 도소방관리소, 도임업시험장을
포함)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임야경영사무소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7. 시․군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
공무원
9.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3. 특별사법경찰제의 다양성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왔는
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모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56년 우리나라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 법률에 근거해 특별사법경
찰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나왔다. 그리고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62
회나 개정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1일에는 법률 제11267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추가되
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1호 경범죄 처
벌법이,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58호로 종자산업법,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59호
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어서 2012년 9월까지, 무려 총74차례나 법률이 개정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5) 또한
2013년에도 3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무려 77차례나 개정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과연 원래 법률
5) 개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정은 1961. 5. 5 법률 제608호를 시작으로 제54차 개정은 2008. 6. 13
법률 제9109호였다. 55차 2008. 12. 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56차 2009. 4. 22 법률 제9625호(저작
권법), 57차 2009. 6. 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항만법), 58차 2010. 1. 1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59차 2010. 1. 18 제9932호(정부조직법), 60차 2010. 2. 4 제10001
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1차 2010. 6. 4 제10339호(정부조직법), 62차 2010. 6. 8 제
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63차 2011. 4. 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64차 2011.4.28 제
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 5. 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65차
2011. 5. 30 제10763호(지하수법), 66차 2011. 7. 14 제10839호(식물방역법), 67차 2011. 7. 21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8차 2011. 7. 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차 2011. 8.
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0차 2011. 9. 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71차 2012.1.17 제11161호, 72차 2012. 2. 1 제11267호(환경분
쟁 조정법), 73차 2012. 3. 21 제11401호(경범죄 처벌법), 74차 2012. 6. 1 제11458호(종자산업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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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특별사법경찰들이 수행해 온 수
많은 수사업무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로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6)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4.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적 근거
1) 특별사법경찰제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
(1) 현황
특별사법경찰은 크게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할 지검
장의 지명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명단을 보고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넓은 영역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인데, 이는 철도공안, 교도소, 구
치소, 소년원, 보호․치료감호소, 산림보호, 국가보훈, 공중위생, 환경, 소방, 문화재보호 등
상당히 많다.
2) 법적 근거와 배경
(1) 법 근거
특별사법경찰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5조: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제6조: 소속 관서 관할 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상의 단속과 수사
통상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제도이다. 특별사법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
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
으로 정의된다.7)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반해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9급에게 부여해 주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

6) 부언하면 특별사법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평가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신현기(a), 철도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11(1), 2012, pp.48-49; 이상원·이승철,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 방안, 「치안정책연구」, (23),
2009, 237;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박영사, 2000),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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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
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 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2009년 3월 기준으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932개 기관에 17,613명이 특별사법경
찰관리로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8) 이러한 수치는 2013년말 기준으로 16,244명,
2017년 19,469명, 2018년 기준 약 20,0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특별사법
경찰의 숫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여름에는 항공기 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9) 문
화체육관광부의 사행성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이 발주되기
도 했다.10)
2015년 7월에는 불법대부업, 가짜석유 제조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
과했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행정법규 위반범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
고 있으나 일반 형사범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여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
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그리고 접근성이 큰
해당분야의 관리와 감독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범죄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어 효율성이 기대된다.
특히 금번에 개정된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대부업, 가짜
석유제조 판매 등 특별법 위반행위를 직접단속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규격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 119구
조와 구급대의 구조활동 방해행위, 감염 수산생물의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되었
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밖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
되도록 했다.11) 즉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
8) 김종오·김태진,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고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20(4), 2011, pp.41-73; 법률신문, 2009. 3. 23.
9)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하태경 "항공 특별사법 경찰 만들자"…국토부 장관 '공감' <송고시간 |
2015/09/11 2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사
법경찰·해양경찰처럼 항공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
공감한다"고 밝혀 앞으로 별도의 항공경찰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항공기내 보안요원은 2년 이
상 경력을 가진 '객실 승무원' 가운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자를 지정해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 무기
를 지급하게 돼 있다. 기내소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착륙 후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등에 인계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달 미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싱가포르인 승객 A씨가 승무원 뺨을 때리고 앞좌석에
와인을 붓는 등 난동을 피우자 승무원들이 A씨를 결박해 일등석 빈 공간에 격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작
년 12월5일 땅콩회항사건이 발생했지만 같은달 8일 최초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국토부가 허둥지둥 조사
에 나섰고 공정성 논란이 불붙었다"며 "항공분야 사법경찰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이나 항공기에서의 테러나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
를 위해 항공분야 전문 경찰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7월 항공기내 소란행위 처
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조현아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항공 특별사법 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입법조사처
문의와 공청회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noanoa@yna.co.kr).
10) 본 연구용역은 2015년 9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고, 아쉽게도 2018년 8월 까지 본 특사경제
도는 실전에 도입되지는 못하고 보류 중에 있다.
11) 201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12월 회기 내에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용진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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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4급 이상의
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
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
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5년 말부터 기존의 특별사법경찰(민생사법경찰)의 수를 대
폭 늘리고 단장도 기존의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시키며 10여명의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채용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사범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다.12)
또한 우리나라 전체 정부기관에 특별사법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공무원
으로 지명되는 공무원들은 1-2년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그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었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여지없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의 지명이 철회되는 과정 속에 전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가 쉽지 않다. 이처럼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
며 그 관리상에 있어서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
움에 처해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형사2과 산하 특별사법경찰팀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이에 관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개선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안
전부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타부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
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법경찰권
1) 특별사법경찰의 사무
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며, 일반사법경찰 업무는 일반경찰이 담당
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관세청 등 각 부처·기관 소속
직원들이 법률 및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한다.

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사법경찰관리 추천권 부여>,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게류 중에 있다.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
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 신설(2015. 8. 11.)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의조사에
그치고 있는 바,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수사권한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위
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도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7조의3).
12) http://mail2.daum.net/hanmaillex/ViewMail.daum(검색: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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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경찰권이란
사법경찰권(작용)은 특정범인의 과거의 범법행위를 청산하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
당한 응보, 교정적 제재를 과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경찰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
하여 소정의 형벌을 과하는 형사작용이 요구되며, 형사작용은 그 범위 안에서 경찰의 보조
수단이 된다. 반면, 경찰작용인 방범활동은 범인의 체포를 용이하게 하는 등 형사작용의 보
조수단이다. 이때 사법경찰권은 수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사업무를 중심으로 현행
범 체포,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및 집행, 사건송치 등을 행할 수
있는 중요 권한이다.
결과적으로 사법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의한 치안예방 기능을 넘어 이미 발생한 범죄
에 대한 형벌작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범인을 수색, 체포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
는 형사작용에 귀속된다.
2)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의
수사기관이며, 범죄의 수사·소추·재판·형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 사법절차는 그 본질이
사법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그 성격과 권한에 있어서 재판기관과 현저한 차이
가 있으며, 이는 수사절차의 구조와 공판절차의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상의 명칭이 아니라 수사라는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기능상의 개념으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경무
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이상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 등으로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형소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
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6조 제3,5항 : 사법경찰리는 수사보조자로서 독립된 수사권이 없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시 하에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형소법 제210조 :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권 이외에서 수사를 할 경우 관할지방검찰청에 보
고할 의무가 있다(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형소법 제312조 :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중 불심검문 (제3조), 보호조치(제4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무
기사용(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4) 사법경찰관의 권한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임의수사 즉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
역․위촉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수사 즉 피의자체포, 피의자구속, 현
행범인체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상 수사의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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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것이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
권에 의한 제약이 가해지며 사법경찰관은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 수사종
결권이 없다.
5) 사법경찰리의 권한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며 보조기관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권한이 없으나 사
법경찰리는 영장시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영장이 구속영장이냐, 압수․수색 영장이냐
를 불문하며 피의자 또는 피의사건 영장이냐, 피고인 또는 피고사건 영장이냐를 불문한다.
사법경찰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 받을 권한이 있다.
6)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
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
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의 범위가 법률에 근거하
여 부여받은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색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
한과 지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같다.

6.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유형
1)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3가지 유형
2015년 기준 법률이 직접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9개 분야이며, 이 밖에 관
할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는 37개로 전체 46개 분야에 3가지 유형으로 특별
사법경찰공무원이 존재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할구역 및 직무대상 위법행위를 지정한다.
① 자발적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이는 관할 지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를 의
미한다. 주로 교도소장, 출입국관리공무원(4급부터 9급),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
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 및 시·군·자치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근로감독관, 선장과 해원, 항공기 기장, 선원근로감독관,
국가정보원 직원, 군사법경찰관리, 제주자치경찰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반드시 명단을 보고하는 국가공무원
이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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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
는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을 의미한다.
③ 관할지의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이는 해당 관서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특별사법경
찰공무원으로 지명하는 자로서 위의 2가지 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도소,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특별사법경찰, 국립학교, 국가
보훈처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9급까지의 공무원 등이다.
2) 우리나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인력 현황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전문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1956년 도입된 후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지
명수배, 압수수색 등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행사되고 있다.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한편 대검찰청에 의하면 2017년 특사경 인력은 1만9469명으로 전년(1만7462명)보다
11.5%(2007명)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만5000명, 2016년 18,673명, 2017년 19,469명(중
앙부처 9,867명, 지자체 약8,806명), 2018년 20,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도 지난해 9만9817건으로 전년(9만8758건)보다 1059건 늘었다.
올해 특사경 인력은 2만여명이며, 송치 사건도 10만 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
처 가운데 가장 많은 특사경 성격의 인력을 확보한 곳은 조세 범죄를 다루는 국세청으로
4,424명에 달한다.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단속하는 고용노동부도 특사경인 근로감독관
을 1,670여명을 두고 있다.
<그림 1> 정부 주요 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출처: 한국경제(안대규 기자), 검경보다 무서운 특사경 2만명 시대(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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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정부의 각 기관과 지자체의 지명인력 현황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앙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직 현황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1
2

기획재정부(관세청)
기획재정부(국세청)

3

법무부(교소도등)

4

국방부(기무사등)

5
6

병무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관부

관세법 등 위반 범죄
442
조세 관련 범죄
4,424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813
범죄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236
범죄
병역법 위반 범죄
37
소방기본법 등 위반 사범
13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광산보안사무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환경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원

송치실적
건
명
1,031
1,431
333
503
718

889

8

8

42
0

45
0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범

3

0

0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9

600

1,133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범

1,113

2,171

2,272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63

25

39

162

31

51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257

995

1,105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2

5

6

24

315

357

436
54
1,670

20
484
47,896

20
794
51,372

54

85

170

398

1,197

1,291

175

609

770

134

92

104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313

682

725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30

0

0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
반 범죄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
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도로법 등 위반 범죄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
는 범죄
전파법 등 위반 범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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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24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분야

인원

송치실적
건
명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63

35

37

25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사범
123
400
589
합계
11,078 57,774 63,711
출처: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ㆍ디자인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 홍의락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제12040호), 국회 의안자료: 검색일: 2018. 10.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다음과 같다. 인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적발 및 송치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특별사법경찰 지명직 현황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인원

송치실적
건

명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858

5,384

5,727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
〃
〃
〃
〃
〃
〃
〃
〃
〃
〃
〃
〃
〃
〃
〃

428
379
210
253
215
240
35
1,345
684
788
702
499
695
361
603
96
8,391

2,259
3,351
1,454
809
1,425
839
52
10,354
2,338
3,021
3,420
1,775
1,932
1,630
1,175
825
42,043

2,568
3,587
1,657
873
1,561
970
55
11,363
2,592
3,305
3,608
1,955
2,107
1,770
1,295
998
45,991

출처: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ㆍ디자인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 홍의락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제12040호), 국회 의안자료: 검색일: 2018. 10. 5.

7. 특별사법경찰 사무의 집행방식
1)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수사권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로
서 그 본질이 사법작용, 이를 통칭하여 사법경찰 기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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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 검사에게 귀속되는 권한이지만 각국
에서는 편의상 행정경찰에 예심판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
여한다. 현실적으로는 일반(행정)경찰이 사법경찰권(작용)에 근거하여 수사경찰 또는 사법경
찰의 중복적 지위를 가지면서 법원, 검찰의 지휘 하에 형법위반자 수색(범인색출), 증서수
집, 피의자 검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사법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조건
사회공공질서의 안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찰권은 그 발동 근거를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즉,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아
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질서유지상 <묵과(인용)할 수 없는 위해>를 예방 또
는 제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경찰권 발동은
<묵과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진압경찰) 또는 그 발생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예방경찰)에만 발동되고, 또한 현존하는 위해가 있을 경우에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
다.
3) 특별사법경찰권의 집행 근거
특별사법경찰(행정)권은 질서유지 행정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작용)이다.
① 특별사법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수권으로 경찰작용이 행사됨
이때의 수권은 먼저 조직법에 의한 수권이 필요하고(정부조직법),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
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함(헌법 제37조제2항 질서유지의 개념). 그리고 <개별적인 작용법률>
에 근거를 함께 요구한다. 예를 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이하 및 식품위생법 등은 경
찰의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를 정한다.
② 법률에 의한 위임명령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경찰작용이
인정됨
따라서 법률에서 경찰권 발동근거를 명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
로 범위>를(헌법 제75조)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또는 조약에서 경찰권의 근거를 정하는 경우도 있음
④ 일반경찰사무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사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집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집행령을 제정 수행할 수 있음
⑤ 검사의 지휘 하에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검찰청은 검사를 통해서 사법경찰관에게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령은 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렬을 구
성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기능적인 차원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에게 일반적이
아닌 특정한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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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수단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의 집행수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법경찰공무원
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집
무규칙>에 따른 활동수단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근거한 활동수단이 있
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강제권>을 소지한다.
그 의미는 경찰목적을 위하여 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
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실상의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행수단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
무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 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수사사무 보고) ; 제12조 (정보보고) ; 제14조 (단속계획 등 보고) ; 제18조 (출
석요구)(출석요구서 발부) ; 제19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 제20조 (참고인의 진술) ;
제22조 (범죄의 내사) ; 제23조 (범죄인지보고서) ; 제24조 (구속영장의 신청) ; 제26조 (영
장의 집행) ; 제32조 (긴급체포) 등.
경찰강제권에는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조사 등이 있다. <경찰상 강제
집행>은 사인이 경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의
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경찰강제로써 그 근거는 일반법상으로는 행정
대집행법에 근거하거나, 개별법의 경우는 건축법 등에 근거한다.
<경찰상 즉시강제>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의 급박한 경찰위반상태
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사안의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하는 것으로는 질서유지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기관이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강제이
다.
일반법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개별법으로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이 경우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도 하고(마약중독자의 강제수용 등), 거주에 대한 침해를
하기도 한다(위생검사를 위한 가택에의 출입). 그리고 <경찰상조사>로는 자료수집활동 같은
것이 있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예규 제993호로 마련되어 있는데,
본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는데 있
어서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13) 따라서 이는 실제로
1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2011년 10월 6일 법무부령 제752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안정진,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pp. 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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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인정받고 있다.
6)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규정(대검훈령 제143호, 2009. 11)
현재 위의 운영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은 고검 검사급 검사 1명(형
사2과장), 사무관 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이들 특
별사법경찰 운영팀의 기본임무는 각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로 하여금 전
년도의 업무성과를 취합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한다.
주요 임무로는(동 규정 제4조) “① 특별사법경찰 성과관리 및 평가, ②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 ③ 일선청 특별사법경찰 지휘지원 및 특별사법경찰 전담검사․부서
관리, ④ 특별사법경찰 지휘 관련 매뉴얼 개발, 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
교육시스템 및 교육자원 개발, ⑥ 특별사법경찰 지휘 관련 일선청의 건의 및 애로사항 검
토, ⑦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 등의 임무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통해서 특별사법경찰의 지명 관리,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 수사
일반에 관한 자문 현황, 각 분야별 특별사법경찰 기관을 검찰청 전담과 연계한 지정 현황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합동 수사 전개, 자문․지휘 업무 담당 현황 등을 관리한다.
위와 같이 특사경과 검찰 간의 수사지휘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
찰처럼 똑같이 관할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수사를 시작한다. 특별사법경찰이 고소,
고발 혹은 인지 사건을 수행하면서 정해지는 담당 검사의 지휘와 조정을 받으며 수사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적용하면서 범법자를
단속 및 처벌하고 있는데, 영장청구는 물론이고 구속까지 시킬 수 있다.

8.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적 특성
1)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근본적 차이
무엇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교도소, 환경, 위생, 산림, 해
사, 전매, 세무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
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특별사법
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물론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제도와 비교
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다만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
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다소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08조에 따른 근로감독관과 관세법 제200조 제2항에 따
른 세관공무원에게는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속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의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경합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 특별사법경찰의 높은 가치는 말 그대로 특수한 행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
과 수사상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화된 각종 범죄를 단속하며 신속하게 범죄에 대처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14)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2009, p. 15;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파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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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

공통점
차이점

구분
검사의 지휘감독
형사소송법 적용
직무범위의 제한
수사관할의 제한
분야별 예시

일반사법경찰
받음
받음
없음
없음
방범, 수사, 경비 등

특별사법경찰
받음
받음
받음
받음
환경, 산림, 철도경찰 등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의 비
교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두 개의 축 중에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 양자가 업무
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8조는 직무에 있어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양자 간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의 책임과 의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중에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상호 협조와 관할 검사의 지휘하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일반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차이점 정리
일반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통경찰기관으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권자이지만, 특별사법경찰은 이와 달리 사법
경찰작용이 포함되어 사법부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① 경찰권자의 결정이 다르고, ② 경찰
작용 절차의 결과가 다르며, ③ 특정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법경찰관은 자율적인 수사권(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위촉 등에 대한 조
회 등)이 있으며, 임의수사 또는 강제수사(피의자체포, 피의자구속, 현행범인체포, 압수․수
색․검증)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영장시행의 권한 및 현행범 체포 및 인도를 받을 권
한이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로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직무의 (특정
한) 일부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경찰관이 이에 해당하게 되므로, 수사권 등에 있어서도 사법
경찰관리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별수사권’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다.
여기서 특별수사권이란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거나, 미국과 같이 일부 특별법에 의하여 확대
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통상적으로 장소수색, 조서작성 등 제
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법경찰관의
일반적인 수사권 등 사법경찰권의 직무수행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경찰관은
언제든지 특별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경찰관, 사
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다.
문사, 201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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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공무원)는 범죄(인)수색, 조서작성 등 제한된 수단으로 사법경찰권을
사용한다.
3) 특별사법경찰 수사와 행정조사의 차이
공무원이 행정조사에 임할 때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나, 특별사법경찰로 수사할 때에는 행
정조사와 달리 형사소송법 및 각종 형사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면 입건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검사에게 신청
하여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 수색하거나 체포, 구속을 이행하게 된다. 사법경찰권은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수사업무를 중심으로 현행범 체포,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과 압
수, 수색영장의 청구 및 집행, 사건송치 등을 행할 수 있는 중요 권한이다.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 검사의 수사지휘, 자백 배제법칙 등 엄격한 통
제가 필요하다. 위법, 부당한 조사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의 편의상 입건을 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사전에 고지
하지 않고 조사를 할 경우 위법, 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4) 사법경찰관과 검사 간의 관계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
리라 할지라도 상급자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
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
사실 사법경찰리가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형소법 제196조에 근거하게 되면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초기의 범죄수사, 사법경
찰관 직무취급의 명목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작성하고 있다.
사법경찰리라 할지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
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
이는 대법원판례의 확립된 견해로서 사법경찰리를 실무상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고 한다.
경찰조사의 실제에 있어서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자격으로 피의자신문, 참
고인조사, 실황조사, 피의자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경찰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검증조서․실황조
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재판실무상의 통례이다.
5) 대검찰청 형사2과의 전문적 관리능력 한계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공무원이 행사하는 사법권 행사라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해당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총괄부서가 사
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20,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1,000여개 기관에 산재되어 연간 10만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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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2과가 이것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수사지휘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5)
9.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방향
1) 정부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 방향
최근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현실화를 위해 경찰청 지휘를 벗어나 독립적
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의 수사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체
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방경찰청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관측이 가능하다. 국가수사본
부장은 개방직 차관급 본부장으로 보할 것이라고 한다. 통제 방안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지는 경찰지휘관들이 수사관들에 대해 수사지휘를 행하였으나 국수본이 설치된 이후에
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동시에 오롯이 행정경찰기능만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경찰서장이 행정경찰도 지휘하고 동시에 수사경찰도 지
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진외국의 국가들은 행정
경찰과 수사경찰이 대부분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2) 정부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모델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사본부 모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검찰에서 넘어오게 될
지도 모를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및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경찰로 이관되어 오게 될 수사
권 등을 아우르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차원에서 위와 같은 모델은 높게 평
가된다. 다만 국가경찰의 권한이 지극히 확대 및 거대화됨으로써 혹시나 국민의 인원침해가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야만 한다는 귀로에 함께 서게 되었다.
<그림 2>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체계도

15) 대검찰청 형사2과,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2015, p. 4.

- 21 -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1.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수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수본은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된 수사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구성될 경우 경찰청장은 국수본
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자치경찰제 추진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향성
을 보였다. 향후 경찰청은 행정, 국수본은 수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수본은 종전 경찰의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종전 사법경찰이 수행하던 1차
적 수사는 물론 안보(대공)수사까지 포괄한다.
본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서는 지방청으로 옮겨져 국수본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수사본부 수장은 개방직 차관급 본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신설하고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
겠다고 했다. 이는 향후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에게는 일반적인 지휘권만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집중되는 강력한 권한
에 대한 견제를 위해 직접 수사 지휘 부서를 두지 않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적 중립 훼손이나 표적·편파 수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인사권과 채용권, 지휘권 등을
통해 지방청에서 진행될 인지·기획수사 등에 대해서는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사법경찰은 1차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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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뤄진 영장신청이 검찰에서 반려 또는 기각된 경우에도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수사의 편의적인 부분도 개선된 상태에서 수사권을 쥐게 된다.
국가수사본부 내부 통제 기구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
함해 꾸려지게 되며, 반기별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에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가 이뤄진다. 다만 거대 수사전담 경찰 기구 출범에 대한 우려
의 시선도 상당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
는 등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
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618tue@newsis.com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1

3)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 국수본과 법적 토대 구축
정부가 발표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체제는 경찰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수사
만 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 차원에서도 그 가치가 크게 인정된다. 본
모형을 보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크게 나누어지는 모형이다. 행정경찰은
국민에 대해 경찰행정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고 수사경찰은 행정경찰 기능을 배제한 채 오
직 수사업무만 전담하는 등 그 기능이 완전히 분류됨으로써 수사권 독립상 의미가 매우 크
다고 본다.
추가적인 과제는 본 모형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 법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법적 토대 구축을 위한 많은 후
속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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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 및 침해행위 조사 현황

1.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1)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도입 배경
21세기의 첨단산업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1차와 2차 산업을 넘어 3차와 4
차 산업으로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지식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의 원천이 기
존의 천연자원과 같은 노동 집약적 자원중심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 디자인 등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특허를 통해 한 기업이나 국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자산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 범죄가 날로 심각한 테마로 떠올라
있다.
무엇보다 특허권 침해를 비롯해 각종 특허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는 등 엄청난 국부가 해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망각한 채 나만 돈을 벌고 보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주목할 것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 산업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 43.1%, 독일 42.8%, 영국 40.7% 등이며, 이는 산업인프라 중
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6) 이는 실로 막대한 국부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의 경우도 역시 39.5%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만일 위조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된다면 어느 나라든지 자유시장경제 질서속에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깨지게 될 것이고 동시에 국가이미지는 급속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해외 투자금이 위축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국·내외 경제활동들
이 악영향을 받게 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적발
하고 처벌하기 위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발족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앞에서 언급한 위조 상품을 단속함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을 획득
한 정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전문조직으로 정의된다. 범람하는 국내외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재산상
의 손해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위조 상품단속에 대한 필요성에 맞추어 기능
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오늘날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후진국형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 상거래질서 교란, 산업 발전 저해 및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 위조상품 범죄를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표법 전문수사기관의 부재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일반수사기관은 위조상품보다 강력범죄 수사에 주력하고 있고, 위조
상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부인하
기 어렵다. 이처럼 위조상품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내에 특별사법경찰을
16)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강현호 사무관, 특허청 홈페이지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동영상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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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공감‧지지가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18년 11월에
는 국회에서 특허청에 기존의 상표권 단속 권한(2010년)에 이어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수
사권 까지 부여하는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특사경 수도 기존에 32명
에서 향후 120여명 이상으로 증가할 법적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직체계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산하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림 3>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조사과(특별사법경찰)의 조직도

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특허청 홈페이지).

3)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현황
특허청은 본부(대전-총괄, 부경팀, 기획팀) 및 3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사무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은 서울, 대전, 부산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역사무소는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및 제주지역을 관할하고 부산지역사무소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을 관
할하고 있다(제7조). 이들 지역사무소의 업무는 관할 구역 내 자체 위조상품 단속계획의 수
립‧시행, 관할 구역 내 위조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기타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
여 특허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제8조).
<그림 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관리하는 산업재산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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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조사과장
<특별사법경찰>
총괄팀 (4명)

* 정원 30명/현원 32명

‧ ‧

제도 민원 서무 등

<조사관>

기획팀 (3명)
(관할)

전국

서울사무소 (8명)
(관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위치: 한국지식재산센터

출처:

부정경쟁행위 조사팀 (4명)
전국

<수사관>

대전사무소 (5명)

부산사무소 (5명)

대전, 충남·북
전남·북, 제주

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

*위치: 산업재산조사과

*위치: 부산지방우정청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관리하는 산업재산조사과 내부자료(2018).

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직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3개 지역사무소(서울, 대전, 부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검찰청(서울 중앙지검, 대
전지검, 부산지검)으로 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사건 지휘를 받고 있다.
특허청장(차관급) 산하에 1관 8국, 52과 15팀으로 전체인력은 약1,600여명이다. 그 중에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아래 산업재산조사과 소속으로 순수 특별사법경찰은 2018년 12월 현
재 약32명 정도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 특허청에는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1,457명 정도에 달한다.
특허청에 2010년 9월 8일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o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및 인력증원
- ’10.8.5 : 특허청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10.5.4)
- ’10.9.8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창설(산업재산보호팀 소속)
* 서울, 부산, 대전(본부) 3개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 2차례 직제증원을 통해 수사관 인력 증원 추진
- ’13.9.9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산업재산조사과로 독립(정원 : 26명)
* ’13년 수시직제시, 대구․광주사무소 신설 등을 위해 신규인력 31명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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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온라인 수사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만 인정
- ’17.2.28 : 인력 증원 2명(정원: 28명)
* ’16년 소요정원 요구시, ’17년 정원으로 10명을 요구하였으나 2명만 인정
* 정원 : (’10.9) 11명 → (’10.12) 16명 → (’11.8) 20명 → (’12.8) 22명 →
(’13.9) 26명 → (’17.2) 28명 → (’18.6) 32명으로 증원되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력은 2013년 총16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19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1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20명이 되었다. 2017년에는 정원으로 10명을 추가요청
하였으나 2명만 인정되어 2017년 2월 기준 22명 그리고 2018년에는 24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재산조사과 인력은 현원이 32명인데, 본부 4명, 특사경 수사관 24명(기획 등 6, 서울
8, 대전 5, 부산 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 조사관 4명(상품표지 혼동, 상품
형태 모방 등 2, 아이디어탈취 2)을 포함한 인원이다.
<표 5>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총인원(직급별)
구 분
4․5급
5급
6급 이하
계

2013년
1
2
13
16

2014년
1
2
16
19

2015년
1
2
17
20

(단위: 명, 연말 기준)

2017. 2
1
1
20
22

2018. 6
2
22
24

출처: 특허청,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내부자료(2016. 1) 및 2018년 내부자료 참조.

2018년 12월 현재 특허청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의 인력은 32명이다. 2019년에 특허, 디
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경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 3가지 추가 영역에 30명씩만 지명 받아도
총인원은 약13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규모라면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대전
소재 자체 교육원을 통해 특사경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즉 자체 역량이 충분하므로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 등 타기관에 가서 직무 교육을 받
지 않아도 될 만큼 역량이 확대되었다.
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법적 토대
1) 특별사법경찰의 발족
국회에서 특허청에 위조상품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010년 8월에 통과되고 그 다
음달인 9월 8일에 상표권 침해 단속, 즉 상표권법률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위임받아 이른바 상표특별사법경찰대가 전격 창설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특허청에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창설되어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해 오고 있다.
2)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사경 설치 관련 법률(안)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위반사범들을 단속 및 처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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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은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그 심각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적
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루이뷔통·프라다·롤렉스·구찌·샤넬 등 소위 명품 상표
를 도용해 제작한 위조 상품을 대규모로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
경찰(이하 특사경)에 붙잡혔다.
적발된 물량은 30여개 상표에 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 품목·3200억
원(정품시가 기준) 상당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31일 특사경에 따르면 국내 공급총책 A씨(45) 등 20여 명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1
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씨를 중심으로 관리책과 판매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중국산 위조 상품 15만여 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해 왔다.
조사결과 일당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
을 배송했고 위조 상품을 공급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의
경로로 해당 물품을 유통시켰다. 개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해 온 위조 상품 규모(금액기준)는

사경 창설 이래 최대 규모 로

2010년 9월 특

기록된다. 특사경이 단속한 위조 상품 규모면에서 직전 최

대 물량은 시가 65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사경은 지난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을 단속,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2만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와 관리책 B씨, 판매책 C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도·소매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재는 도·소매업자를 상대로 위조 상품 판매매장과 보관창고 등이 더 있는 지를 추
궁,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불법거래가 성행
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 대규모·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위조 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2016년)

위의 신문기사 내용처럼 특허청 상표법 특별사법경찰은 2016년 1월 3,200여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17)
<그림 5> 위조 상품 유통사범 일당의 검거 흐름도
출처: 특허청 제공(2018).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특허청이 담당해오던 상표권 위반 단속, 즉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만으로는 이 분야
의 범법행위들을 단속하는데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
로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
17) 아시아경제 신문, 특허청 특사경, 루이뷔통·프라다 '짝퉁' 유통 일당 검거, 정일웅 기자,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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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허청에 추가로 (가칭)특허, 디자인, 영업비밀보호법률을 부여하여 강력히 단속하게 하
자는 대안이 2018년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다.
마침내 2018년 2월 홍의락 의원 등에 의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
사경)에게 디자인권 침해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다음장에서 자세히 소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2016년 박완주 의원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자동폐기되었으며
2018년 홍의원에 의해 다시 제364회 국회정기회(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말에 전격 통과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특사경이 디자인침해는 단속권한이 없
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홍익표, 이개
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 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디자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출 10조원이 넘는 유통 대기업이 영세디자이너
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해 이를 한국에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의원에 의해 이슈로 등장했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이랜드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이를 시인하고 피해를 본 영세 디자이너들에게 합의를 통한 배상을 마쳤다.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해 사내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되고,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했으며,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속칭 ‘명품’이라는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 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디자인권은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며 “근본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도 위조 상품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abc iptv 천안방송 센터) 특허청 특사경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 확대된다|작성자 abc
방송/ 라이프타임즈 신문, 박완주 "특허청 특사경 디자인권 단속 확대, 2015. 12. 2일자 참
조(http:/blog.naver.com/PostView.nh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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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박완주의원을 중심으로 한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하지만 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다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정성호·변재일·남인순·
진선미·윤호중·김병관·문희상·신창현·민홍철 의원(10인) 등에 의해 2018년 2월 20일 발의되
어 2018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12월 까지 통과되면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
다. 본 법안명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디자인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 부여>로서 홍의
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0호)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의락 의원은 기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수행 중인 상표권 단속에 그치지 않고 추가
로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도 추가로 부여하
는 이른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여 2018년 12월 말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본 개정안을 제
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홍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8)
-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었다.
-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ㆍ유
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그러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제5조제38호).
-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침해, 영업비밀 사용ㆍ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 다만,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
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
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특허법」상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ㆍ전용실
시권 침해행위 및 상품형태 모방행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
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권ㆍ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
밀 취득ㆍ사용ㆍ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신설) 이라고 밝히
고 있다.19)
18)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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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ㆍ디자인 등 침해범죄 사법경찰권 부여
홍의락 의원 발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특허법」 제225조제1항20)),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자목21)),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22)) 및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디자
인보호법」23))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특허청24)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신
설).
(2) 일반사법경찰과 사법경찰 관련 구분
19)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20)

「특허법」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 모양ㆍ 색채ㆍ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
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 대여 또는 이를 위
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
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
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
을 알면서 취득ㆍ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
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
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3)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4)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기관임. 특허청에
는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 정
원은 총 1,457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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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체계에서 사법경찰은 검찰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
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25)
○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ㆍ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
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
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서, 1956년 이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26)
(3) 특허청 상표권 이외의 추가 권한 부여 및 확대 취지
홍의락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특허청 공무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상표권 관련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에 더하여,27)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 침해행위 등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6> 특허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에 관한 현행ㆍ개정안 비교

25)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26) 최근에는 2018.1.18. 이 법 개정으로 ① 검역공무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관에거 검역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②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하여, ③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용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④ 국토교통부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⑤ 부동산 조사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에게 공인중계사법, 주택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특별사법경찰이 확대되었
다.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
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
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
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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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범죄
유사 성명ㆍ상호 등 사용 부정경쟁행위

현행

근거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

「상표법」
죄
상품형태 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범죄
법률」 제2조제1호자목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
「특허법」
개정 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안
죄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범죄

한편 현행 특허청에 부여된 상표권 관련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2
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을 형사입건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등을 압수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본부 이외 서울ㆍ대전ㆍ부산 3개 지역 사무소에서 총 24명의 특별사
법경찰이 운영되고 있다.28)
<표 7> 상표권 관련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적
구 분
형사입건
(명)
압수물품
(점)

’11

’12

’13

’14

’15

’16

’17

’18.8

139

302

376

430

378

351

362

197

28,589

1,114,19

131,599 822,370

2

1,197,662 584,094 691,630 382,557

정품가액

85.5
246.7
567.2
880.8
976.5
744.9
416.5
272.1
(억원)
자료 : 특허청 내부자료;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의 자료.

<그림 6>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
본청: 산업재산조사과장
본부

서울사무소
(관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관할검찰청) 서울중앙지검

:

기획수사 등

대전사무소

부산사무소

대전, 충남·북, 전남·북,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대전지검)

(부산지검)

28)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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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의락 의원은 개정 발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예상 효과
홍의락 의원은 개정 발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특
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 및 상표권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다음의 3가지 주장을 내놓았다.29)
첫째, 수사의 효율성ㆍ전문성 측면
① 특허권 침해행위,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경우, 그 위법
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 등록된 특허발명과 침해발명의 유사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특허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며, ② 영업비밀의 취득ㆍ
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의 경우, 범죄구성의 핵심적 요소인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
어 비공지성30), 비밀관리성,31) 경제적 유용성32)의 3가지 요건이 고려되는데, 비공지성(非公
知性)에서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기술과 유출된 기술의 유사여부 등 대한
검토에 특허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해당 범죄들은 무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침해대상 기술을 특정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적ㆍ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33)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 공무원34)이 수사초기부터 참여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기술을 특정하여 증거수집 범위 확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가 가능해지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수사효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다.35)
둘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성과 측면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실적의 증가 추세(2011년 139명 입
건 → 2017년 362명)를 보이고 있고, 약 8년간의 수사경험을 축적하는 등 특별사법경찰 조
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 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

29)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30)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그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함.
31)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
밀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필요함.
32) 당해 정보가 보유자의 생산,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33)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침해의 경우 4가지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함. ① 침해대
상물이 특허권 보호의 범위에 속할 것, ② 실시행위가 위법할 것, ③ 실시자에게 책임능력이 있
을 것, ④ 고의조각 사유가 없을 것이 그 4가지 요건임. 이 중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② 실시행위가 위법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라는 설명임.
영업비밀의 경우에도 3가지 인정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중 비공지성(영업
비밀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특허와 매우 유사하고,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기

술과 유출된 기술의 유사대비 등 범죄구성에 핵심적 요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됨.
34) 특허청은 심사관 1,003명, 심판관 95명, 박사 481명, 기술사 28명을 보유하고 있어 심층적 기술

검토가 가능하고, 영업비밀 요건인 비공지성과 디자인권의 유효 여부 확인에 심사경험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35)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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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법경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수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36)
셋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측면
홍의원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및 디자인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37)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은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
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38) 일선 현장의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5) 개정안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본질적인 한계 측면
홍의원은 한계 측면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① 특별사법경찰의 확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수사정보 보고39) 등에 따른 검찰권의 비대화를 야기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40) ②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ㆍ민간인 등이 인신구금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므로 강제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
권 침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41)
(6)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홍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법무부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는바, 기술 전문성과 현장 접근성 및 정보수집 능력이 있
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해당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속
한 단속 및 적발이 가능하고, 구조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하여 기존 수사기관과의 협
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ㆍ디자인ㆍ영업비밀 등 기술 및 디자인 침해에 관한 자체 판단이 가능한 유일한 행정
기관으로, 특허청 공무원의 심사ㆍ심판업무 경험 등을 활용하여 심층적 기술 검토, 영업비
밀의 구성요건인 비공지성 및 디자인 유사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
명으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해석이다.42)

36)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37) -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 : (’15년) 13.7억원

→

(’16년) 18.9억원 (중기청)

- 기술유출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 : (’06)237건

→

(’15)467건(대검찰청)

38) - 소송 시 중소기업 애로사항 :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51.9%, ‘15년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 기술유출 발생 후 미조치 사유 : ’유출 입증 어려워‘(77.8%, ’16년 기술보호 실태조사)
39)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절 수사사무보고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부여된 직무
범위 안에서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범죄를 발견한 때,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범죄의 경우에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등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40)

김택수,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연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9., p.92.

41)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42)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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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의견
홍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침해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요구되는
특허청 공무원의 전문성, 현행법상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제의 한계로서 검찰권의 비대화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
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제6조에서 수사관할에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43)

<표 8>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생 략).

법경찰관리) (생 략).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

제6조에서 수사관할

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영업비

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

에 상품형태 모방 등

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

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

범죄가 포함되어 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

는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

부정경쟁행위를 단속

공무원

하는 공무원이 누락

제5조에서는

되어 있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생 략).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

35의2. (개정안과 같음)

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225조제1항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
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
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43) 본 내용은 홍의원이 제시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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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홍의락 의원의 개정법률안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현재 수행중인 상표권한 이외에 추가로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경 권한 부여가 왜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다.
특허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표권 관련 특사경 운영은 바로 특허청장이 추천한 후 관
할 사무소의 지역에 따라서 지명을 받는다. 즉 서울 특허청 특사경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장으로부터 그리고 대전 근무 특허청 특사경의 경우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시 추가로 2018년 11월 정기국회
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가칭)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
경 인력이 확대 운영될 예정에 있다. 특허청이 위 개정법률을 추가로 부여받게 되었기 때
문에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상표권 특사경 관련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추후 필요한 만큼의 특사경 인력도 대폭적으로 추가 지명될 예정에 있다.

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예산4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특별사법경찰)의 운영예산은 2013년의 경우
23억 1,700만원, 2014년 19억 4,200만원 그리고 2015년에는 21억 4,200만원, 2016년 19
억 9,000만원, 2017년 23억 9,700만원, 2018년 21억 8,5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되었다. 온·
오프라인 단속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분야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부문이 차지했다.
<표 9>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표권 특사경 운영

2016
579

2017
886

2018
585

ㆍ일반수용비
ㆍ임차료
ㆍ차량선박비
ㆍ여비 등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합 계

130
232
37
180
103
1,308
1,990

128
232
37
189
103
1,408
2,397

116
232
37
190
103
1,497
2,185

출처: 특허청,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내부자료(2018. 8).

44) * 일반수용비 : 압수물 운반·폐기,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발간, 수사 관련자료 자문 등 지역사무소 운
영과 관련 지출되는 일반적 비용
* 임차료 : 지역사무소 사무실(서울/부산), 부산사무소 직원 숙소, 단속차량(8대) 등에 대한 임차비용
* 차량선박비 및 여비 : 단속차량 운영비용(주유비 등) 및 출장 여비(숙박비 등)
*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 (재)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단속지원 위탁사업으로 운영
- 온라인 단속지원업무 : 온라인 오픈마켓 및 개인 쇼핑몰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게
시물 삭제, 쇼핑몰 접속차단/폐쇄 등 판매중지 조치
- 오프라인 단속지원업무 : 지역내 소규모 위조상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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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적발실적 분석과 적발사례
1) 적발실적 분석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5조제38호 및 제6조제35호에 의거,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지휘
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해당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처벌(송치 결과)에 대한 통
계자료는 법원(검찰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특허청의 상표법 단속과 관련한 대표
적인 사건은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형사입건의 경우는 2013년 376명, 2014년 430명, 2015년
에 378명, 2016년 351명, 2017년 362명, 2018년 6월 까지 152명에 달했다. 압수물품의
경우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 상표법 위반사범 단속건수

(단위 : 명, 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6

형사입건(명)

139

302

376

430

378

351

362

152

압수물품(점)

28,589

131,599

822,370

584,094

691,630

231,572

정품가액(억원)

85.5

246.7

567.2

744.9

416.5

262.9

1,114,192 1,197,662

880.8

976.5

출처: 특허청,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내부자료(2018. 6).
2) 적발사례
한국에서 짝퉁특구로 알려진 곳은 동대문, 이태원, 부산국제시장 등인데, 이곳에서 위조
상품 상습 판매에 대해 기획 수사와 정부 합동 단속을 펼치면서 2014년 6월까지 총 위조
상품 188만점과 1천여명이 넘는 위조상품 사범을 형사입건하는 단속실적을 보여준다. 특허
청 산업재산조사과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 상품의 시장규모는 약6,504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국내 위조상품의

시장규모는 약142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1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

다.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은 속칭 짝퉁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만큼 위조
상품 시장 차원에서 세계 10위의 불명예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45)
더욱이 오늘날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위조판매경
로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대되는 등 판매수법 면에서 급속하게 지능화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법질서를 차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소
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특허 특별사법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이러한 지능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온
라인 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 시스템인 I-POMS를 운영하면서 해당 위조상품 인터넷 싸이
트를 적발해 판매중지와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다.
45)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ultimedia(검색일: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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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장면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검색일: 2015. 12. 03).
6.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1)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의 목적
특허청(소관: 산업재산조사과)은
개정

2017. 6. 22

2014년 7월 3일

집무규정을 제정(특허청훈령 제776호/

특허청훈령 제878호)하였는데, 그 목적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6)」에 의하여「상표법」중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
해에 관한 범죄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 제2조 제1호 가목47)
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단속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상표

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
찰관리 집무규정은 9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상표권 집무규정에다가 추가로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영역의
집무규정도 추가로 마련되었다.
2) 특허청의 수사매뉴얼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인 산업재산조사과는 수사매뉴얼을 마련해 2014년 12월 발행하였
다. 제1장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권한, 수사총론을, 제2장은 수사의 개시, 제3장은 임의수

46)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
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
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
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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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4장은 강제수사(I)-대인적 강제처분, 제5장 강제수사(II)-대물적 강제처분, 제6장 사
건의 송치로 구성되어 있다.
3) 직무범위와 책임
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다른 용어로 상표권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48)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② 상표권 경찰이 범죄조사
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49)」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그리고 ③ 상표
권 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등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상표권 경찰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정보의 조사 목적 외에는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 정보제공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
공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
특허청의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상표권 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제14조)고 규정하
고 있고, 동시에 그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상표권 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
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
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리 집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부처와 17개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다수가 특별사법경찰제를 시
행하고 있는데,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특별사법경찰 관련 각 기관들이 고작 연간 1~2주 정
도 직무교육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직무교육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
다.
한편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은 특별사법경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이버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나라 모든 특사경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프
로그램도 47가지로 다양하며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표 11>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이 제공하는 사이버 직무교육 프로그램
48)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49) 법무부령(법무부 형사기획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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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11차시
12차시
13차시
14차시
15차시
16차시
17차시
18차시
19차시
20차시
21차시
22차시
23차시
24차시
25차시
26차시
27차시
28차시
29차시
30차시
31차시
32차시
33차시
34차시
35차시
36차시
37차시
38차시
39차시
40차시
41차시
42차시
43차시
44차시
45차시
46차시
47차시

커리제목
특사경제도 개관 및 수사체계 -1차시
특사경제도 개관 및 수사체계 -2차시
특사경의 현재와 미래 -1차시
형사총론개관 -1차시
형사총론개관 -2차시
형사총론개관 -3차시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1차시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2차시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3차시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4차시
인지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1차시
인지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2차시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방안 -1차시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방안 -2차시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1차시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2차시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3차시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4차시
과학수사장비 이론 및 활용기법 -1차시
과학수사장비 이론 및 활용기법 -2차시
과학수사장비 이론 및 활용기법 -3차시
과학수사장비 이론 및 활용기법 -4차시
과학수사장비 이론 및 활용기법 -5차시
과학수사장비 이론 및 활용기법 -6차시
수사기록편철 및 수사보고서 작성방법 -1차시
수사기록편철 및 수사보고서 작성방법 -2차시
참고인 조사방법
피의자 신문방법 -1차시
피의자 신문방법 -2차시
피의자 신문방법 -3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1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2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3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4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5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6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7차시
의견서 작성방법 -8차시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1차시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2차시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3차시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4차시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5차시
통계원표 작성방법 -1차시
통계원표 작성방법 -2차시
조사자 법정증언기법 -1차시
조사자 법정증언기법 -2차시

출처: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온라인 제공센터(2018. 11).
용인 소재 법무연수원에서는 오프라인 직무교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5일간

가능하

다.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강좌도 비교적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어 특사경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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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사지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의 도표는 2018년 12월 현재 특허청의 상표특사경이 참여하고 있는 직무교육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상표권 특사경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있을뿐 아니라 직접
실무경험을 익히기 위해 대전·부산지검 수사실무에도 참여하고 나아가서 포렌식 사용자 교육에
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전문 특사경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특허청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의 직무교육 참여 현황
직무관련 교육
법무연수원

2016
인원
참여시간
(명)
(시간)

2017
인원
참여시간
(명)
(시간)

2018
인원
참여시간
(명)
(시간)

5

350

9

560

5

175

-

-

2

94

-

-

7

79

-

-

16

64

포렌식 사용자 교육

2

36

8

256

7

72

합계

14

465

19

910

28

311

수사실무과정
법무연수원 온라인
수사실무과정
대전·부산지검
수사실무

출처: 특허청 내부자료(2018. 11).

5) 특허청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위한 초임자 및 경력자별 교육프로그램(안)
(1) 초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안)
특허청은 2010년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시행해 왔다. 특허청 직원 중 특별
사법경찰로 지명받은 초임자의 경우, 용인 소재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직무교육에 원하는 특사경 누구든지 참여해 왔다. 물론 본 직무교육과정은 강제로 모
든 특별사법경찰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완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모든 특별사법
경찰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누구에게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공고에
따라 참가자가 자율에 의해 스스로 신청하여 선발되고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
다. 일각에서는 강제로 특별사법경찰은 누구나 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제도이다.50)
① 특허청 부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0) 신현기,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1
호(2013 봄),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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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주무기관인 대검찰청 형사2과 산하 특별사법경찰팀은 법무부 법
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시
설의 부족으로 인해 2013년도의 경우 1회당 교육생 54명 이내만 수용하는데 그쳤으며,
2018년 10월 과정 경우는 반대로 지원자의 부족으로 인해 고작 24명 정도로 운영되기도
했다.51)
2010년부터 특허청은 상표권 특사경만 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
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경법도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청은 현재 상표권 특사경 32명 정도와 추가 3개 영역에서 30여명의 특사경이 중
장기적으로 추가 지명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각각 30명씩 4개 영역에 120-130명 가량의 특
사경 인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직무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존
의 법무연수원에서 기초직무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이 외에 특허청
국제지식산업연수원에서 심화과정을 개설해 자체적으로 특사경 관련 지식을 확대해 주는
직무교육 방안이 있다.
<표 13> 특허청 국제지식산업연수원 특사경 초임자 교육프로그램(안) 기초과정

교양
기초실무
수사실무
행정기타

교과목과 시간
검찰청의 이해(1), 분임토의(1), 직렬별 수사사례 발표 및 토의(2), 예체능의 날(4),
체포․호신술(2)
형법총론 개관(4), 형사소송절차의 이해(4), 특사경제도 개관 및 기본적 수사체계(2),
영상조사기법(1)
피의자 신문방법(4), 영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연습(4), 조사자 법정증언기법(2), 참고인
조사방법(3),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방안(3), 현장수사와 적법절차(3),
수사지휘건의 및 수사보고요령(2), 신문시작 및 전개(3), 신문과 마무리(2), 의견서
작성방법 및 연습(5), 모의기록 자성 및 연습(7), 직렬별 수사사례 분임토의 및 발표(3),
특사경 수사실무(2)

총시간
10

등록 및 입교신고(1), 자기소개(1), 책임교수와의 대화(1), 설문조사 및 수료(1)
총 26과목

4
70

11
43

그러나 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론교육 위주의 강의에 치우친
나머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실습위주의 재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을 제작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타 교육기관들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산하 특별사법경찰들이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강의를 통해

51) 2009년 3월 법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교육센터를 설치한 것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상의 큰 발
전이었다.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의 진행은 총괄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형사2과가 전국 각 기관의 특별사법
경찰기관에 공문을 보내 모집한 후 교육장소인 법무연수원 교수진(전임교수 3명 및 외부강사진)에게 인계한
다. 2012년의 경우 2주일 기초과정을 14회 개설하여 610명, 1주일 심화과정에 6회를 개설하여 259명이 교
육훈련을 받았는데 이는 총869명에 달했다. 법무연수원은 2010년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보
수교육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출장교육 9회를 실시해 총600여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2012
년 수사실무과정의 기초과정은 2주일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26과목에 70시간이었다. 이에 반해
심화과정은 1주간으로 고작 5일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15과목에 35시간을 제공해 준바 있다(신현기, 특별사
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1호(2013 봄),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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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수사실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표 14>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별사법경찰을 위한 사이버교육(안)

과목
형법총론개관 등
특허의 일반이론 및 특허위반 사례
특허권 관련 수사실무
상표권 관련 수사실무
디자인 관련 수사실무
영업비밀 관련 수사실무

차수(시간)
47
2
2
2
2
2

구분
기본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인원(명)
자율조정
“
“
“
“
“

향후 특허청이 3개 영역의 수사권한 확대로 인해 추가 특사경이 각각 30여명씩 지명되어
120-130여명으로 확대된다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규모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
련을 실수 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획역량이 갖추어질 것이므로 충분한 전문강사 인력풀을 마
련해 독자적으로 2주일 간의 보수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청은 산하 연수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만 잘 이루어진다면 자체 교육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경력자 특사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안)
2019년부터 운영될 특허청의 상표권 특사경 이외에 추가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
경 중 경력자 특사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교육을 개발하여 수사실무지식을 고도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제공해 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특허
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별사법경찰 심화과정에서는 1주일 동안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과정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경력자 특사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15>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별사법경찰 심화교육과정 1주

교과목과 시간
교양
예체능행사(4)
기초실무
특사경제도 개관(1), 형법총론 개관(2)
피의자 신문방법(2), 현장수사와 적법절차(2), 효율적인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방안(3),
참고인조사방법․영장신청서 등 작성방법(3), 수사지휘건의(1), 의견서 작성방법 및
수사실무
연습(5), 모의기록 작성 및 연습(7), 상표권 실무(3), 특허실무(3), 디자인 실무(3),
영업비밀 실무(3) 등 사례발표

총시간
4
3

행정기타

4
46 시간

등록 및 입교신고(1), 자기소개(1), 책임교수와의 대화(1), 설문조사 및 수료신고(1)
총 18과목

(3) 사이버강의를 통한 특허청 소속 특사경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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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허청의 상표권,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경은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공하는
특사경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특허 관련 수사지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을 병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교육을 위한 교수진 확보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승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검찰
청별로 매년 1회 이상 관할 특사경들을 위해 지역별 자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형

식에 그친다는 비판은 상존하지만 1회씩은 이론교육 위주로 지역별 검사장과 해당 특사경
운영기관 간에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사경 운영기관 중 농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연수원 수산인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사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문체관부 저작권보호과 및 서울시 특
사단 등에서는 법무부 법무연수원의 직무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진
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52)
특허청 특사경의 경우 대전 유성구 소재 자체 특허청 국제지식연수원에서 1-2명의 전임교
수 및 검사, 특사경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해 자체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고 본다.
6)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기술사건에 특화된 특수수사기법 운용 현황 및 운영방식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범
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은 신고자의 주소ㆍ거소를 관할하는 사무
소 또는 사건을 접수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경찰은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할 내에서 해당 관할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제18조). 그
리고 사건처리 기한도 중요한데 상표권 경찰은 고소나 고발에 의해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
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 또는 고발
이외의 사유로 내사 또는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최초 착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해주어
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제21조).
한편 전장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수사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기술 관련
특허 사건은 적발이나 인지가 매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한다. 가장 흔한 것은 지식산업기술
이 유출되어 피해를 본 사람이 주로 신고, 고소, 고발을 통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사법경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하고 적발하는 확률은 겨우 20% 정도에 그치고 대부
분 80% 이상은 고소와 고발에 의해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반사법경찰은 산업기술 유출사건 등을 수사한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전을 펼친다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이 제대로 신속
하게 수사해 주고 처벌해 줄 것이라는 신고 파트너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같은 지식산업
기술유출을 단속하는 국가정보원, 특허청이 있으나 반사법경찰에 가장 많이 신고를 해온다

52) 신현기,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1호(2013 봄),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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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가 본인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를 인식한 것이며 그 결론에 따라 일반사법경찰을 찾아 신고한다는 것이다. 일반
사법경찰의 경우 특수수사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방식에 적극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에 착안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가칭 지식재산권보호경찰)도 특허 관련 사건이 발
생하면 이를 수사한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지식산업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나오면 신속하게 특허청 특사경에게 피
해자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에 따르면 된다. 왜냐하면 특허 관련 사건이 발
생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가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또한 누가 본인의 침해문제
를 가장 성실하고 가장 빨리 형사처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한 후 신고 기관을 결정하여 실
행에 옮길 것이기 때문이다. 인지가 사실상 쉽지만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많은 신고를 받
는 방법에 의존하는 수사기법에 의존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피해자로부터
특허청 특사경에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도록 대대적으로 사건 후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로 대단한 수사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수사기법은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하고 침해 정도를 수사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처
벌수위를 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것이다.
7) 특허 등 특사경과 타 특사경ㆍ일반행정경찰 수사의 차이점
(1) 특허 등 특사경의 수사
특허청의 경우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수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해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특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팀을 운영하기도 녹록치 않으며 지능영역이라
인지 및 적발도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보다 많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많은 신고를 해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수사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타 특사경의 수사 사례
2018년 현재 20,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타 특별사법들도 부여된 법률위반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여전히 인지수사는 20% 정도이고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고소나 고발
해 오는 경우가 80%에 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별한 수사기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해결 후 대대적으로 언론에 부각시켜 국민에게 알리고 추후 사건의 발생시 바로 신고
받아 수사에 들어가고 관련법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수사대상
이란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53)
(3) 일반행정경찰의 수사

53) 신현기,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1
호(2013 봄),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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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 수사대의 경우도 특별한 수사기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80% 이상을 고소와 고발을 받아 수사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해 검
찰에 송치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행정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소속의 특사경은 해당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넘기
거나 특사경들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물론 고소 고발에도
많은 의존도를 보여준다. 국가기관의 경우 외무부, 통일부, 교육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에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이에 맞추어 해당 특사경은 각각 전문수사관제를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역시 17개 광역시도에서도 2008-2013년 사이에 대부분 특별사법경찰단이나 과
를 창설하여 전문수사관제를 운영 중이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에서 특사경
지명자들이 위반자를 적발하면 대부분 서울시 행정국 산하 특별사법경찰단(단장 3급) 수사
1과와 2과에 이관하고 전문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한 후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마무리 후 검찰에 송치한다.54)
8) 특허청 특사경의 인력구성안 및 직무편성에 대한 제안
(1) 특허청 특사경의 인력구성안
특허청은 2018년 현재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32명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
는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특사경도 추가로 지명될 예정인데, 현재 상표권 특사경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30여명씩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4개 영역에 각각 30명
씩 상정해 볼 때

122여명이 적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특허 분야에서도 무한경쟁 시

대에 돌입할 것이며 산업기술이 유출될 경우 상상 이상의 구부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인력
을 증원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하므로 특허청의 특사경 인력증원은 필연적이다.
특허청에 인력이 증원된다면 현재의 책임자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6> 특허청의 예상되는 특사경 지명 인력 수
특사경 종류

예상되는 특사경 지명 인원

상표법

32명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30명
30명

비고
2018년
현재 32명

30명

관한 법률

총122명

다른 한편에서는 바람직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의 도입 방안에서 특사경의 인력 구성안
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54) 신현기,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1
호(2013 봄),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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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 규모의 수사 및 단속체제(기본안)
특허청에 향후 구축될 특별사법경찰조직(가칭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의 경우는 그
중요성과 조직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구성되어 있는 범
죄대응과 규모를 넘어서는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관련 범죄 분야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갖추어진 수사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
다.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 본부조직은 수사지원과, 수사과, 분석과, 현장단속과, 국제
협력과 등 5개과로 구성한다. 전국 4개지역에 수사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독자적인 단
속 및 수사와 중앙의 집중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의 본부는 단장을 중심으로 위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5개
부서(수사지원과, 수사과, 분석과, 현장단속과, 국제협력과)로 구분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불법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분야의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과와 현장단
속과 수사과의 활동을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수사지원과 및 수사활동의 분석업무를 담
당하는 분석과 그리고 국제수사와 공조수사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9>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 본부의 사무분장 및 소요인력(안)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

수사지원과

수사과
(과장 1/팀원
31)

서무
* 서무(비용)관리
* 수사업무지원

사건관리
*
*
*
*

법률지원
사건송치 관리
사건접수 관리
범죄통계 관리

수사1팀(11)
* 첩보수집
* 현장수사

수사2팀(10)
* 첩보수집
* 현장수사

분석과

현장단속과

국제협력과

(과장 1/ 팀원 29)

(과장 1/팀원 38)

(과장 1/팀원 20)

디지털증거분석팀(9)

단속1팀(14)

국제협력팀(10)

* 디지털증거수집
* 증거보전 및 분석
* 증거자료 현출

* 현장감시
* 현장단속
* 수사팀과 합동단
속

통신자료분석팀(10)
* 네크워크/모바일
자료분석 및 추적
* 통신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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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2팀(14)
* 현장감시
* 현장단속
* 수사팀과 합동단
속

* 국제공조수사
* 인터폴 협력
* 해외 파견

공조수사팀(10)
* 경찰공조 수사
* 유관기관 협력

교육훈련
* 교육지원
* 교육훈련

수사3팀(10)
* 첩보수집
* 현장수사

회계자료분석팀(10)

단속3팀(10)

* 계좌추적 및 회계분
석
* 범죄 은닉금 몰수

* 현장감시
* 현장단속
* 수사팀과 합동단
속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의 핵심부서라고 볼 수 있는 수사과의 경우는 범죄의 첩보수집
과 현장수사를 담당하는 동시에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관리와 사건송치업무 까지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단속과는 현장감시, 현장단속, 그리고 수사팀과 함께 합동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사지원과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을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 지
원하는 행정업무를 단당하게 된다. 특히 수사지원과는 일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업무를 담
당할 뿐 아니라 사건의 송치기록, 사건접수, 범죄통계관리 등등의 사건관리를 수행하게 된
다.55)
동시에 사건관리팀은 사건 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법률적 검토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법률지원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업무영역이 된다. 물론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
들을 위한 수사의 질을 향상 시키고 최근의 수사동향 및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담당해 줄 부서도 있어야 한다. 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오프라
인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좋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는 자체적으로 교육원을 설치하고 그 속에서 일정 영역을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을 위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전문화를 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과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원 확인, 증거수집과 제출 그리고 불법으로 인해 요
구되는 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분석과가 담당하게 될 분석업무는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증거를 수집하여 디지털증거분석, 증거의 보전과 분석, 재판에 대비한 증거자
료의 현출 따위를 맡게 된다.
둘째, 통신자료 분석업무이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파악하
는 과정이다. 이는 대표적인 수사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데 그 이
유는 네트워크와 모바일 자료 등을 모두 분석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연계정보는 물론 위
치정보 모두를 수사팀에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의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회계자료의 분석업무가 필요하다. 불법범죄에 활용된 계좌들을 추적하고 불법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계
자료 분석을 하여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해야만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에 사용
된 불법자금 등을 몰수하기 위해 회계자료 분석업무 등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넷째, 국제협력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협력과에서는 다음의 주요내용을 담당한
다. 즉 국가경찰 또는 타 지식재산권보호경찰기관과 관련 공조수사업무를 담당해 주게 된
다. 좋은 예는 인터폴과의 밀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해외에 있는 특허 관련 범
죄 서버 및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2019년 도입하게 될 특허청 지식재산권보
55)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연구, 연구보
고서, 2015, p.131 참조.

- 49 -

호경찰의 인력은 122명 정도로 상정해 본다. 2019년 특허청에 도입 시행될 지식재산권보호
경찰제의 경우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일부 모집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 수사
인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수사관 모집 활용 사
례처럼 국가경찰의 수사과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구축한 베테랑 수사관들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 조직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동안 풍부한 조사경험을 지닌 인력이 풍부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외부에서 특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과장, 수사팀장, 디
지털증거분석, 통신자료분석, 회계자료분석업무 등을 진두지휘 할 분석과장 등도 내부인력
이 부족할 경우 국가경찰 중 수사경력이 많은 총경이나 경정급 중에서 경력자를 일시적으
로 파견이나 혹은 채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지방검찰청에서 부
장검사급이나 차장검사급을 자문검사로 파견 지원받아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될 수 있다.
수사지원과는 수사업무가 순수 행정지원 업무이므로 수사관이 필요없고 내부 행정직원이
담당하면 된다. 따라서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사경 직원은 필요없다. 내부행정 직원 중
과장 1명 및 팀원들은 특허청 지식재산과에서 결정하면 된다.
수사과는 수사관 출신의 총경급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채용하는 경우는 과장급으로 임명하
고 3개의 수사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각각 수사 1팀에 1명의 팀장과 팀원 11명, 수사2팀에
10명, 수사팀에 10명으로 구성하면 총32명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분석과는 과장 1명, 디지털증거분석담당 9명, 통신자료분석담당 10명, 회계자료분석담당
10명 등 총3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단속과는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총경급 혹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직원들이 담당한다. 과
장 1명과 단속1팀에 14명, 단속2팀에 14명, 단속3팀에 10명 등 총39명이 근무가 필요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과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간의 특허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명의
과장과 국제협력팀에 20명, 공조수사팀을 총10명 등 총21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2)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편성
특허청의 특사경은 각각 4개 영역별로 직무를 편성해야 한다.
9)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협조방식
(1) 대검찰청 형사2과 특별사법경찰팀의 인력부족문제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운영팀 운영규정 제2조를 보면 특사경 운영팀은 고검 검사급 검사
1명, 사무관 1명, 일반직 2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한다.56) 이 인원으로는 나날이 중요시되

56)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운영팀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대검훈령 제143호(2009. 11.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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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을 케어해 주고 동시에 활성화시키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검 형사2과의 특별사법경찰팀으로 관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특사경의 지명인원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사법경찰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협의를 법
무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인력수가 2018년에 20,000여명이 넘어갈 예정인데 이를 총괄지휘하
는 대검 형사2과의 관리인력이 미비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며 증원하여 특허청 특사경과도
소통이 원할한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과도 현재의 1회성 교육에 그치
지 말고 책임자들을 정규적으로 관할 검사들과 대화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만나도록
하고 수사협조 관련 접촉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기관들
도 검찰청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서 상호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대검찰청과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 간의 교육 관련 공감대 활성화 문제
대검찰청과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들은 2007년 8월부터 특별사법경찰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검부서장과 지방검찰청 및 특별사법경찰운영기관의 부서장이 연1회의 합동회의(매년 3월
초)를 개최하고 있다. 본 회의를 전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양자간의 공감대 기
회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특히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도움이 될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을 지
속적으로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10)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 추진
전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근 다자인에 관한 침해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른바 위조상품
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015년 11월 말
발의되었다. 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되
고,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
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특히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재 친고죄에서
침해당한 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처벌범위를 넓혔으며,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당시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속칭 '명품'이라는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본 디자인권은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며 "근본
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상품도 위조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57)
상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날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은 더디기만
하여 결국에는 2018년 가을 정기국회 때나 최종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57)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디자인보호법 특사경법 개정안을 2015. 11. 30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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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1)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과 인력
저작권침해사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이를 단속하기 위해 2008년 9월 14일 체신
부에 저작권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해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체신부 소속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담당 특별
사법경찰관(리) 인력 32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
관에 소속되어 있는 저작권보호과로 전격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9
년 3월 당시에는 기존 32명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인력이 33명 그리고 지원인력이 8
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총41명에 달했다.58)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
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0여명이나 감소하여 31명 정도만을 유지하고 있다.59)
저작권보호과에서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들은 세종정부청사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본부를 두고 산하에 세종사무소, 저작권보호센터,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에서 불법
저작권 침해자들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은 아직까지 전
문수사관제를 갖추지 못하고 하나의 과체제로 저작권침해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특
히 인력의 경우도 총정원이 2013년 35명에서 2014년 32명으로 감소하더니 2015년
에는 30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모두가 과장 4급에서 7급 까지 지명되어 있
다. 특별사법경찰리는 한명도 없으며 전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저작권보호과의 2017년 29명이었고 2018년에는 30명의 특사경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법상 특사경의 최종 책임자는 4급까지로 정해져 있는 관계로 저작
권보호과에도 4급이 총책임자이다. 그리고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
서 5-7급 까지의 세부인력 사항은 생략한다.
<표 1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총인원(직급별 자료)
직렬구
분
저작권
보호과

연도
2013
2014
2015
2017
2018

총정원
35
32
30
29
30

4급이상
1
1
1
1
1

특별사법경찰 현황
직급
5급
6급
7급
5
21
8
5
19
7
6
19
4
-

8급
-

9급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정보공개청구자료(2016. 1) 및 저작권보호과 총괄책임
자와 나눈 인터뷰 자료(2018. 11).

58) 정병하·임정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p. 41.
59)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mainOrga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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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예산은 8억 4,100만원에 달했다. 예
산의 경우는 특별사법경찰의 인원이 35명에서 매년 약간씩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보호과는 2018년에 30명의 특사경
인력을 유지하면서 총예산은 7억 4000여만원 정도다. 2016-2017년 예산자료는 미
입수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18>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예산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8

(단위: 백만원)

예산액
841
841
841
740

기타

7억 4천만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정보공개청구자료(2016. 1). 2018년 예산은 전화인터
뷰를 통해 자료를 구했으나 2016-2017년 예산은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함.

3)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주요업무
이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6조 제23호」에 법적근거를 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의 따른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60)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들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① 저작
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 단속에 관한 사항, ③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④ 불법 복제물(불
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⑤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⑥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을 포함)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
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⑧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⑨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1) 등이다.

4)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 참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이 각종 직무교육에 참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60)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파주: 법문사, 2017), p.212.
6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mainOrga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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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주로 법무연수원의 특별사법경찰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센터의 동
영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보호과 특사경들은 2018년에도 특사경 인력을 이전
처럼 용인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개설해 주는 특사경 직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임
지명 특사경들은 대부분 이곳에 가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사경은 대부분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공해 주는 사이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특사경을
총괄관리하는 대검찰청 형사 2과에서 우리나라 모든 특사경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2가지 방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교육이다. 참고로
법무부 소속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특사경들은 오프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충북 진
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는 특사경들이 오직 온라인 직무교육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9>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의 직무교육 참여 현황
경기용인
연도

2013
2014
2015
2018

합계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충북진천
참여 시간수

법무연수원

참여

사이버교육 참여자

시간수

교육참여자 수
수
8
8
287 시간
14
4
174 시간
10명
470시간
10
5
280 시간
5명
235시간
2018년 직무교육 참여자들도 이전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실정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행정정보공개청구자료(2016. 1). 2016-2017년 자료는
구할 수 없었고 다만 전화인터뷰를 통해 2018년 특사경 직무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2015년
경우와 비슷하다는 답변만 받았음.

5) 저작권보호 관련 실제 적발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설치 이후 많은 단속 관련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주
었다. 이 중에서 몇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웹하드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단속 부문
이는 2012년 11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453명과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주 적발하여 처벌한 사례이다.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과 합동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수사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6개 웹

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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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번 수사는 과거와는 달리 ‘헤비업로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저작물을 불법

으로 게시(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된 162,550명의 불법저작물 게시 형태를 집중 분석하여
이중에서 상습·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81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헤

비업로더(heavy uploade r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

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

□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5,522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이들이

게시하여 유통한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3천1백20만 건에 이르는데,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대
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1건당 평균 금액은 영화 1,050원, TV방송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게임 35,000원, 기

타 동영상 콘텐츠 500원 적용

※

영화 10,648천 건, TV방송 5,252천 건, 애니메이션 6,176천 건, 게임 958천 건, 기타

동영상 8,209천 건

□문

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

하여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
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 밖의 불법 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 메일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도할 계획
이다.

출처: 201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 보도자료.

(2)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저작권보호센터62)와 합동으
로 2016년 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8,315점(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불법 복제 캐릭터 대규모 유통업자를 적
발한 사례인데,63) 이러한 불법복제로 인해 원래 소프트웨어 저작자와 회사는 이러한 저작
권 침해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깨지게 되므
로,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불법복제물들이 범람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막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62) (사단법인)저작권보호센터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저작권보
호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http://www.cleancopyright.or.kr/introduce/greeting.php).
6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발표(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

- 55 -

문체부의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은 향후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들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
을 세우고 있다. 또한 대학가의 불법 서적복제행위도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중요한 단속대
상이 된다.
<그림 9>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의 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발표자료(2016. 2).
(3) 해외불법 사이트 단속 부문
2018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합동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이들 3대 기관은 공동으로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와 토렌트 사이트를 폐
쇄했다. 이들 3대기관은 합동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5-7월 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결과를 얻었다.64)
-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및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 진행
- 12개 사이트 폐쇄 및 운영 중단 성과
-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적발
- 아직 운영 중인 침해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사이버 안정)이 계속
수사
한편 이에 대한 단속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정부기관이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 차단한 결과 이용자 급갑감 했
음. 그러나 대체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
- 단속 중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남
- 대체 사이트에 강력 대처 차원에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과 경찰
청 등 합동 단속 진행
-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채증인력과 보강 및 수시심의확대
에 합의
- 2019년 초 접속차단방식의 개선 및 2018년 국회 법사위에서 게류중인 <저작권법> 개정
6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cstkorea&logNo(검색일: 2018. 10. 5).

- 56 -

안이 통과되면 지속되는 대체 사이트의 생성 주기를 막고 신속차단이 가능한 단속효과가
기대됨.
이상에서 본 사례를 볼 때 저작권 관련 범죄는 범법자들의 수익확보를 위한 유혹에서 쉽
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 대책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동시에 관련법을
더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의 범죄 입건 수치와 적발건수 등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과거 3년간 적발한 행정범의 총건수는
2013년 1,192명이었고 다음해인 2014년에는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총
2,136명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무려 944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2015년의 경우는
다시 과반수로 줄어들어 1,093명을 보여주었다.65) 참고로 최신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2013-2015년 까지의 자료만을 참고하였다.
<표 20> 저작권보호과의 적발건수와 처리실적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적발 건수
1,192명
2,136명
1,093명

송치 실적
1,192명
2,136명
1,093명

기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정보공개청구자료(2016. 1).

8. 특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특별사법경찰
○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규정(가칭)’ 및 ‘특허청 기술탈취 수사운
영메뉴얼(가칭)’을 위한 관련법, 관련 매뉴얼, 관련 정부정책, 관련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1) 특허제도의 시장실패와 개선방향
특허제도는 ‘시장실패’로 인해서 생겨난 제도이다.66) 새로운 기술인 무형의 지식은 쉽게
일어나는 도용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는 투자와 노력 의지의 상실, 즉 시장실패
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신기술에 일정기간 독점 권리
부여하는 특허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한국은 국제적인 수준의 특허제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실패 문제는 여
전하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 전략의 큰 걸림돌이다.
기술수요자인 대기업도 독점권을 가지므로, 기술개발자인 중소기업의 독점권은 유명무실한
6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는 행정정보공개 답변에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입건 건수와 동일하며, 수사
관련 상세내용은 수사 자료로서 공개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66) 박성준. 2018.06.07. 특허제도의 시장실패와 개선방안.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소속. 제8회 국제지식재
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강연 내용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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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 상태를 일소하여, 기술개발자인 중소기업의 독
점적 지위를 반드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대-중소기업 수직계열화된 불완전 경쟁시장(공정위)

*출처: 박성준(2018: 2p)

중소기업은 소위 ‘지식재산 문맹’에 의한 불완전 정보시장 속에서 인력, 자금, 정보 등의
대응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분쟁대응 지원강
화, 둘째, 인프라 구축지원, 셋째, 교육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그림 11> 중소기업 ‘지식재산 문맹’에 의한 불완전 정보시장(특허청, 중기부)

*출처: 박성준(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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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히 특허시장의 ‘규모의 경제’로 기술탈취에 취약한 구조이다. 규모의 경제라
함은 특허제도(등록비, 관리비, 국가별 비용발생)에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
라는 특허 기대이익(높은 무효율, 낮은 손해배상액, 작은 시장)이 낮아서 특허에 투자하지
않게 되고, 이에 기술탈취에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과 비용 및 효
과적인 구제수단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2> 기술탈취에 취약한 구조(특허청)

*출처: 박성준(2018: 4p)

이에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 기능의 확대와, 형태모방, 아이디어, 영업비밀에 대한 직권조
사·시정권고의 강화안을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림 13> 특허청의 직권조사와 시정권고 강화(안)

*출처: 박성준(2018: p.8).

2) 특허청이 다루는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침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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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이다. 이 중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재산권보호에 대
한 지원 기능을 맡고 있다.
<표 21>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 현황
한국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

한국지식재산

구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연구원

보호원

전략원

유형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설립
근거

발명진흥법
제52조

민법 제32조

발명진흥법 제51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주요

특허 이전·사업화,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지식

국내외 지식

특허 관점의

기능

지식재산
인력양성

선행기술조사

재산권 정책연구

재산권 보호 지원

R&D전략 수립
지원

임원(명)

13(상임 2, 비상임
11)

15(상임 5, 비상임
10)

10(상임 1, 비상임
9)

10(상임 1, 비상임
9)

14(상임 1, 비상임
13)

118
· 경영기획처
- 기관운영, 홍보,
지역지식재산
진흥 등
· 사업지원본부
특허기술거래,
IP금융 지원, IP
교육 등

662
· 정보진흥본부
- 기관운영, 특허
정보 보급·확산
등
· 특허넷사업단
- 특허넷사업 총
괄, KIPRIS 시스
템 운영 등
[부설기관]
· 특허정보진흥센
터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 분류
등

65
· 연구본부
- 국내외 지식재산
권 동향 조사,
연구 인프라 구
축
· 행정실

60
· 사업기획실
- 기관운영, 분쟁동
향 조사, 위조상
품 단속
· 분쟁대응실
- 국제 지재권 분
쟁컨설팅 및 예
방등
·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87
· 기획본부
- 기관운영, 신사업
기획·발굴
· 사업본부
중소기업
IP-R&D 전략 수
립 지원
· 기반본부
- 정부 R&D 특허
전략 지원 및 확
산

78,644

88,097

7,012

17,974

63,212

정원(명)

부서별
주요
기능

'16 예산
(백만원)

*출처: 특허청(2016: p.23).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수출중단, 소송비용 부담
은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고, 해외로부터의 위조상품의 유입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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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국‧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피침해 신고‧상담 현황 (단위: 건)

*출처: 특허청(2016: p.4).67)

<그림 17>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출처: 특허청(2016: p.4).

<그림 18>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

*출처: 특허청(2016: p.4).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
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한 상태이다(특허청, 2016:15p)68).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 증가(억원): (’12) 15.7 → (’13) 17.0 → (’14) 24.9
상표권 특사경 위조상품 형사 입건(건): (’12) 302 → (’13) 376 → (’14) 430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
IP-DESK에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신고·상담 건수(건): (’12) 138 → (’13) 337 → (’14)
297

67) 특허청, 2016.06.24. 업무현황. 제343회 국회(임시회)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68) 특허청. 2016.06.24. 업무현황. 제343회 국회(임시회)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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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소기업 공존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제도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4위이지만, 지식재산(IP) 보호 문화수준은 낮다(손승우, 201869)). 즉,
GDP 대비 R&D 투자(약69조원, GDP 비중4.24%) 세계2위(’16년)이다.
기술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래문화이다. 이에 비해 EU와 미국은 영속적인 파트너 관계 형
성과 NDA 체결이 정착되어 있다.
중소기술탈취 근절대책(‘18.02.21.)으로 현재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TF」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술보호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표 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구분
신설안

내용
법률 제15580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신설)

법률

법률 제15580호

날짜

2018.04.17.

§

제2조 제1호 ( 중략 )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내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70)(검색일자: 2018.08.16.).
§

4) 중소기업 피해사례
가) 인텔이 100억 낸 국내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 내려는 ‘꼼수’ 사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
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 쪽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
술을 쓰고 있다(한겨레. 2018.05.23.71)).

69) 손승우. 2018.06.07. 대중소기업 공존을 위한 산업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강연.
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90&viewCls=lsRvsDocInfoR#0000
71) 한겨레. 2018.05.23.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검색일자:
2018.08.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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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인텔이 100억 낸 국내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 내려 ‘꼼수’

*출처: 한겨레. 2018.05.23.72)

나) 기술 탈취한 대기업 돈·로비 공세…피해기업 승소는 ‘별따기’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벌여 2012년 1심 재판에서 이겼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칩 최종 공정에 쓰이는 ‘패
키징 장비’를 한미 쪽에서 납품받다가, 갑자기 거래를 끊고 자회사인 세크론을 통해 납품받
았다. 법원은 세크론이 한미반도체의 기술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삼성
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세크론에 보내, 같은 장비를 만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크
론은 또 다른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 2012년 10월 합병됐다. 해당 사건은 한미반도체
가 항소심까지 승소했으나, 지난해 8월 한미반도체가 소를 취하해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2005년엔 삼성전기가 중소기업 슈버가 개발한 휴대전화 특허기술을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
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슈버는 1999년 오토폴더 기술 개발에 성공해 2001년부터 삼성전자
에 납품했으나, 2001년 말 삼성전자가 거래를 끊고 공급선을 같은 계열인 삼성전기로 바꿨
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기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슈버는 삼성전자의 거래중단 조
처 이후 극심한 경영난과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도가 났다(한겨레,
2018.05.23.73)).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상당한 노력’의 영업비밀 유지를 인정한 <카>목 적용 판례

72) 한겨레. 2018.05.23.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검색일자:
2018.08.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
73) 한겨레. 2018.05.23. 기술 탈취한 대기업 돈·로비 공세…피해기업 승소는 ‘별따기’ (검색일자: 2018.08.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5795.html#csidxce6effeaefa8f03b6ee77f5e4a8
9b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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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
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CCTV 뉴스, 2017.02.02.74)).
2013년 S 단팥빵을 개업한 민씨는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
하면서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이후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
기를 끌었다.
그러나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
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면서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
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라) 애매한 저작권 악용 표절 난무 사례
최근 게임계에 때 아닌 표절 바람이 불고 있다. 아이디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법
적인 견해 탓에 소송 단계에서 무위에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베끼기 논란은 연일 발생하고
있다(한국일보, 2015.05.1775)).
중국의 게임 개발업체 리리스게임즈는 '히어로스 차지'의 제작사인 유쿨이 자사의 '도탑전
기'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리스게임
즈는 유쿨이 도탑전기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히어로스 차지' 게임 구동 시 자사의
카피라이트 팝업이 그대로 등장한다고 밝혔다. 두 게임은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모바일 게
임으로 캐릭터부터 게임방식까지 유사해 '쌍둥이 게임'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의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도 리리스게임즈가 '자사의 세계관 및 캐
릭터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만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블리자드 측은
'도탑전기'의 캐릭터 '어둠순찰자' 등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실바나스'를 표절한 것이
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의 사진은 위부터 리리스게임즈의 '도탑전기', 유쿨
의 '히어로스 차지' 게임 구동화면이다.

74) CCTV 뉴스. 2018.02.0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판례…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
과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관건 (검색일자: 2018.08.16.)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29.
75) 한국일보. 2015.05.17. 같은 게임 아니야?…애매한 저작권 악용 표절 난무.
http://www.hankookilbo.com/v/c6a01432c8138d46ba39957a8250e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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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같은 게임처럼 보이는 두 게임

*출처: 한국일보. 2015.05.17.76)

마) 네이버의 갑질, 모비아트 "기획서와 APK파일까지 모두 넘겼다"
지난 2013년 5월 <쉐이크팝콘>을 일본에 서비스하길 원한 모비아트는 라인주식회사의 글
로벌게임팀에 <쉐이크팝콘>의 기획서와 플레이영상, APK파일 등을 전달했다. 이후 일본 단
말기에서는 APK파일(게임 실행파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새로운
빌드까지 만들어서 다시 전달했다(ThisisGame. 2015.04.23.)77).
<그림 16> 같은 게임처럼 보이는 두 게임

*출처: ThisisGame. 2015.04.23.

수 차례 메일이 오간 후, 라인주식회사에서는 <포코팡>과 콘셉트가 비슷하고, 라인은 단순
76) 한국일보. 2015.05.17. 같은 게임 아니야?…애매한 저작권 악용 표절 난무.
http://www.hankookilbo.com/v/c6a01432c8138d46ba39957a8250e027.
77) ThisisGame. 2015.04.23. "기획서도 믿고 줬는데..." 일본 인기게임 디즈니 츠무츠무, 아이디어 도용의혹:
모비아트, 디즈니 츠무츠무가 쉐이크팝콘의 아이디어 도용했다 주장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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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널링 게임이 아닌 퍼블리싱 게임을 찾고 있다는 이유로 <쉐이크팝콘>의 서비스를 거
절한다. 이때가 6월 중순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2014년 1월, 라인주식회사에서는 자이로센서 기능을 탑
재한 <디즈니 츠무츠무>를 출시한다. 개발사는 라인주식회사와 함께 NHN재팬에서 분사한
플레이아트다.
2014년 4월 이 사실을 안 모비아트는 글로벌 로펌 변호사들과 상담을 거쳐 같은 해 7월
라인주식회사와 플레이아트에 게임의 유사성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라인주식회사
는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게임인 만큼 문제가 없고, 플레이아트는 게임의 유사성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다.
현재 모비아트에서는 라인주식회사와 플레이아트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모비아트 관
계자는 "일본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데다가, 게임에서 표절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바) KT, 벤처기업에 ‘특허 갑질’ 논란 ‘TV쏙’ 서비스 사건
KT는 지난 5월 올레tv에서 하이퍼 가상현실(VR) 기술과 어린이 콘텐츠를 결합한 ‘TV쏙’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드림투스튜디오 측은 KT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뉴스. 2017.08.03.)78)
TV쏙 서비스 출시는 황창규 KT 회장이 선정한 5대 플랫폼 집중육성 전략 일환 중 하나
다. ‘TV쏙’은 어린이가 IPTV와 스마트폰을 매개로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쌍방향 놀이학습
서비스로, TV 속 인기 캐릭터와 함께 율동을 하는 등 미취학 아동의 신체 및 감성 발달을
위한 서비스다.
드림투스튜디오는 해당 특허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수차례 접촉했고, KT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IPTV 증강현실 플랫폼 구현 기술제안서’를 보내 두 차례
만나 논의했다. 드림투스튜디오 측은 KT와 사업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IPTV에서 영상을
편리하게 합성·출력하기 위해 셋톱박스에 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KT는 막대한 비
용 등을 이유로 드림투스튜디오 측 제안을 거절, 이후 논의가 보류됐다.
드림투스튜디오가 KT에 보낸 제안서에 따르면, 셋톱박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
식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는 ‘TV쏙’ 서비스와 다를 뿐, 예시 문장과 콘텐츠 구성은
‘TV쏙’ 서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78) 공공뉴스. 2017.08.03. [이민경의 재계ON] KT, 벤처기업에 ‘특허 갑질’ 논란‘TV쏙’ 서비스 특허 침해 의혹
주장..KT “자체 특허 받은 다른 기술”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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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 민원
§



§

성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세한 컨텐츠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지난해 5월 KT가 저의 사업기획
과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TV쏙'이라는 플랫폼 컨텐츠를 출시하였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와 뉴스를 통하여 저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되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중기부 등에도 문의드렸으나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직권조
사가 가능하다 합니다.

*출처: 손승우(2018: p.1779))

사)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 사건
○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80)

【판시사항】
○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甲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乙이 丙 회사에 전직하여 甲의 영업비밀을 丙 회
사 직원들에게 누설하여 丙 회사가 甲의 영업비밀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
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
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
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
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
○ 甲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乙이 丙 회사로 전직하여 甲의 영업비밀[이하 ‘모
인(冒認)대상발명’이라 한다]을 丙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丙 회사가 甲의 모인대상
발명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
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
이가 없고, 丙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
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丙 회사
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
79) 손승우. 2018.06.07. 대중소기업 공존을 위한 산업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향.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강연.
80)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9%ED%9B%8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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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아) 3D 스캐너 영업비밀 유출 사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6. 8. 11., 선고, 2013고단7560, 판결]

【범죄사실】
○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함)는 3차원 광학 스캐너 생산 분야 1위 업체로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이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전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2 회사로 전직하여 공소외 1 회사
에서 무단 반출한 3차원 광학스캐너에 필요한 스캐너 제어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공소외 2 회사를 통해 위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 회사로부
터 생산자금을 받아 공소외 1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의 제조기술을 복제하여 만든 3D
스캐너를 위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 회사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8.말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를 복제한 3차
원 광학 스캐너의 제작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주력상품에 대한 소스코드를 개발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기화로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전체를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사용할 의사로 피
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경쟁업체에서 동종제품을 개
발하는 데에 이용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침해한 영업
비밀은 피해자 회사의 주력상품 개발 및 생산에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투입
하여 개발하고 개선하면서 축적해 온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퇴사 후 경쟁업체
에서 단기간 내에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 동종제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 개발한 제품이 갖는 개선된 성능이나 시장경쟁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하게 이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수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투
입하여 위와 같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관련 시장에서 주
요기업으로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받기도 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조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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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자) 르 슈크레 인형 짝퉁 사건
어린 자녀를 둔 주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토끼인형 캐릭터‘le sucre’(르 슈
크레)의 짝퉁제품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
았다(영남일보, 2015.07.11.)81).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0일 중국에서 르 슈크레 캐릭터의 짝퉁 제품 36
억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
을 선고받은 류모(43)·변모씨(33)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
했다.
이들 3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변론권 보장차원에서 그동안 불구속상태로 재판
을 받았고 이날 모두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르 슈크레 캐릭터제품이 응용미술창작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은 중국에서
진품과 식별이 불가할 정도의 짝퉁 제품을 들여와 수요자들이 실제 르 슈크레로 알고 매입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역업자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중국에서 제조된 ‘르
슈크레’의 짝퉁 8만3천여개(정가 36억원 상당)를 2억6천여만원에 수입해 국내 판매업자인
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르 슈크레’ 캐릭터는 2004년 일본의 유한회사인 오리지널 플랜트가 개발해 저작권을 보
유하고 있다. 이 캐릭터 인형은 2006년부터 국내에 수입, 판매돼 자녀를 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완구제품뿐 아니라 주방 등 생활용품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르 슈크레’ 국내 상품권자는 “진품과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짝퉁제품
때문에 최소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
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토끼캐릭터 인형 ‘르슈크레’의 정품(왼쪽)과 짝퉁제품. 색상 및 재질상 차이는 있지
만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81) 영남일보. 2015.07.11. 진품 뺨치는 ‘짝퉁 슈크레’ 유통업자 법정구속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50711.010060729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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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르슈크레 인형 정품(왼쪽)과 짝퉁제품

*출처: 영남일보. 2015.07.11.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구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노816, 판결]

【범죄사실】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제1의 다.항의 “상표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한 ’le sucr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끼 형태 문양의“를 ”상표등록
(별지 1과 같은 상표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별지 2의“로,
범죄사실란 제2의 다.항, 제3의 다.항의 각 “상표등록한 ’le sucr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한 토끼 형태 문양의“를 각 ”상표등록(별지 1과 같은 상표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별지 2의“로 각 변경하고, 범죄사실란 제2의 가.항 5행 ’10회에
걸쳐‘ 및 제2의 나.항 9행 ’10회에 걸쳐‘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이 사건 토끼 인형과 동일·유사한 토끼 인형이 8만여 개에 이르
고, 그 시가가 36억 원(정품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들의 위법행
위로 인하여 그 권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
은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는 2000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3은 2008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후에도 이 사건 토끼인형과 유사한 토끼인형을
판매한 점, 피고인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결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소외 7의 처인 공소외 8이 또다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결 청구
를 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2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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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차) 전기이중층 커패시터(EDLC) 유출 사건82)
부정경쟁방지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
1298,2009고합32(병합), 판결].
○ 영업비밀(비공지성 및 독립된 경제적 가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EDLC 기
술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였고, 이후 제품 개발·양산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현재
국내 EDLC 제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EDLC 관련 기술 등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공소
외 1 주식회사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과제사업의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출
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1, 2를 포함한 모든 신입사원들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 및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퇴직시 기업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받았으며, ‘기술자산 및 비밀보증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EDLC 관련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1은 상당한 기간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서 EDLC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서 EDLC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경쟁업체 설립 및 정보
취득 사실 등을 숨긴 채, 이 사건 정보들을 직접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피고인 2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만일 피고인 1, 2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이,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부품 등을 기초로 정형화된 평가방식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제품
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공정 역시 공개되어 있어 많은 업체들이 이를 생산하
고 있는 수준에 머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도 없는 정보라면, 피고인 1이 공소
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숨기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들을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영업비밀 유지 및 관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
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비밀 유지·관리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

82) 부정경쟁방지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
령)·업무상 횡령·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1298,2009고합3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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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밀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
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
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점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전산시스템의 적
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회사의 성장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
다.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0.경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
여 왔다(2008고합1298 증거기록 참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출입카드와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직원 이외의 외부인들의 출입
을 통제하였고, 회사 곳곳에 보안에 관한 홍보물, 출입금지 및 사진촬영금지 표시등을 부착
해 놓았다.
또한 회사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고, 2008. 1.경부터 컴퓨터 접속 및 자료 유출 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이프피씨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등
피고인 1은 퇴사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무관한
개인사업을 위하여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설립 당시 공
소외 3 주식회사의 지분 2.86%를 보유한 주주였다.
○ 주문
피고인 1, 4, 6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
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카) 한전·행안부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특허청, 부경법 위반 조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중소기업의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
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특허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조사에 들어간 KT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특허청은 양측의 답변서를 수령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
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프라임경제, 2018.08.14.).83)
부경법은 대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정안은 약자기업에 무게 추를 더해 균형을 맞
춰간다는 게 주 골자다.
한전과 행안부는 모바일결제업체 B사의 '지로 결제 청구서 서비스'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83) 프라임경제. 2018.08.14. [단독] 한전·행안부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특허청, 부경법 위반 조사: 벤처기업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특허기술 무단 사용, 사실관계 확인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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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08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관련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 특허는 스
마트폰을 이용해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스캔, 고객번호 정보를 조회하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B사는 2013년 한전에 이 특허기술을 들고 가 협업을 제안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수년 뒤 자신들의 특허인 양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선보였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자리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
에게 "지방세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에 벤처기업이 행안부에 제안한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
다"며 "특허 침해로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타) LG 유플러스와 중소기업 서오텔레콤 특허분쟁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
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저널,
2018.08.10.).84)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하고 2003년 등록을 마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다. ‘폴더
폰’이 상용화되던 시절, 위급 상황 시 휴대전화 옆면에 설치한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등록한
연락처로 긴급문자가 발송되는 기술이다.
김 대표는 LG가 이 기술을 탈취해 2004년 출시한 ‘알라딘폰’에 담았다고 주장한다.
“2001년 특허 출원하니까 LG 쪽에서 기술 설명을 듣고 싶다고 방문 요청을 했다. 변리사
와 함께 사업계획서와 특허자료 등을 들고 두 차례 방문했다. 그 후 1년간 연락이 없던 어
느 날, 우리 기술이 담긴 알라딘폰 광고를 보게 됐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이 가장 강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은 기술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
는 통신 채널의 개수다. 김 대표는 “LG는 문자신호와 음성신호를 별개의 채널을 통해 전송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채널로 두 신호 모두 전송하는 우리(서오텔레콤) 기술과 확연히 다르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G가 한 개의 채널로도 가능한 일을 굳이 2개의 채널을 만들
어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LG가 주장하는 기술은 국제표준규약에도 위배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오랜 분쟁 중인 해당 기술(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2000년 겪은 한 사건의 영향이 크다. “2000년 14살 여중생이던 조카가 집단 성폭
행을 당한 후 불에 태워져 숨지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그 고통으로 아이 엄마인 처제도
이내 목숨을 끊었다. 비극이었다. 그 후 이러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겨 개발을
시작했다.” 그는 아픈 경험으로 만들어낸 이 기술을 지켜내는 게 비극을 겪은 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84) 시사저널. 2018.08.10.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 文정부 1호 민원, LG유플러스·서오텔레
콤의 기나긴 특허 분쟁;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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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6700건이 넘는 서명이
모였다. 매주 국회를 찾아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때때로 지식재산권 분쟁
등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하기도 한다. 오랜 설득의 과정은 많은 이들의 관
심과 공감을 끌었다. 그는 “지난주(7월 마지막 주)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을 만났다. 내 얘
기를 듣고는 이건 꼭 알려야겠다 싶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
다. 그 후 홍 장관 측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직접 갖다 줬다.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9. 우리나라 경찰의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 사례
1)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 유출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의 피해가 막대하다. 대검철
청 2013년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건수는 1999년 39건에서
2012년 448건으로 10여년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 특허청 보고에 따르면,
제품이나 설비의 설계도 유출 시 평균 피해액은 13.2억 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하여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거나 입증할 경우에도 손해배
상액이 적어서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
은 이유로서 유출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
료 제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손해전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에 최근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에서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을 도모하고 있다.
2) 산업기술유출 수사관련 경찰청 활동
경찰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유출될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기술유출사범을 검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거도 중요한 실천과제로
삼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을 보유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기술유출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2017년의 경우 총11회의 지역
산업보안협의회를 중기부,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학과 교수 등과 진행한바 있다. 또한
경찰은 기업 대상으로 산업보안교육과 보안진단을 246회에 걸쳐 실시하고 산업기술 보호인
식 제고와 보안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검거는 2012년 이후 꾸준히 100여건 내외를 보여준
다. 2017년의 경우는 140건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 무려 91%(12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출사건이 9%(13건)였다. 우
리나라 산업기술 유출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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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성과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검거건
824
40
84
140
수(건)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2018, p.362.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97

111

98

114

140

경찰청은 특히 2017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외사과 산하에 모두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설치하였다. 2017년의 경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경찰의 주요검거 사례는 인천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여주었다.
<표 26>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주요 검거 사례
지방경찰청

일시

인천지방경찰청

2017.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7. 4

내용
납품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현금자동화기기 모
터 제작기술을 유출, 동일제품을 제작한 피의자 6명 검거
산업기술로 지정된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유출하여 미국계 법인에 매각한 피의
자 5명 검거
피해기업의 신형보조낙하산 제작기술을 말레이시아로 유

서울지방경찰청

2017. 5

출한 후, 사전에 설립해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제작한

피의자 2명 검거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2018, p.362.

경찰은 2016년 6월부터 기존에 경찰서에서 접수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들을 한 단계 전문
화를 위해 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수사하기로 하고 피해자조사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전문적으로 수사하여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85)

3) 산업기술 해외유출사건의 검거 사례(경기남부지방경찰청)
⓵ 사건개요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8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제
조 부품 설비도면 등을 빼돌려 일본계 법인 乙社에서 동종 제품을 만든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일본계 법인 乙社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 송
치했다. 특히 이 일본계 법인 乙社는 2016년 6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5년간 자치단
체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해회사(甲)는 2013년 1월에 7년간 80억 원을

85)

경찰청, 『경찰백서』, 2018,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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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피해회사 前 협력업체 설계팀장 A씨(46세)는 피해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 설
계도면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乙社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갔다. 乙社에서 피해회사와 동
일 설비를 제작하는데 있어 A씨가 빼돌린 피해회사의 설비 설계도면 만으로 제품 양산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회사의 설비 운영전문가 B를 추천해 2015년 12월에 함께
이직했다. 이직한 乙社에서도 피해회사와 동일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를 설계하면
서 유출한 피해회사 도면을 사용했다. A씨는 연봉의 41%(4,600만원 ⇒ 6,500만원)를 인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회사 前 생산담당 팀원 B씨(37세)는 피해회사의 실리콘 카바
이드 링 개발 자료를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하여 乙社로 이
직, 乙社에서는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유출한 개발자료를 사용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생산했다. B씨는 연봉의 38%(4,000만원 ⇒ 5,500만원)를 인상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乙社는 2016년 6월 국내에 피해회사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방자치
단체 두 곳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⓶ 사건의 수사인지 방법
이 사건은 2016년 11월 피해회사에 접수된 “乙社에서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 향후 특허청에도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특사경이 운영될 경우 특별사법경찰
조직에 정보입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정보입수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은 유출될 경우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는 만큼 신속한 사전 예방과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성을 다투는 수사업무영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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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 범죄수사대의 수사 노하우 사례
산업기술 범죄수사대의 경우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수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는 첩보를 통한 방법이 20%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피해자
로부터 경찰이 직접 신고를 받아서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수사 노하우는 특별하지 않다. 다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산업기
술 범죄수사대는 평상시에 많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산업기술 범죄를 수사한 후 이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식을 통해 산업기술 침해 피해자들은 결국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
장 잘 알려지고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경찰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찰수사
대가 스스로 많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이나 검찰도 산업기술 침해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유독 경
찰에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토대에 기초한다. 별도로 경찰이 산업
기술 범죄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노하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다. 단순 수사기법 관련 영업비밀은 없다. 결국에는 초창기에 수사를 잘 해주고 언론 플레
이를 하면 다음 피해자들이 너도 나도 경찰수사대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 특
별사법경찰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이상으로 좋은 특허침해 수사정보는
없다고 본다.
부언하면 산업기술 침해 수사에서 수사정보입수를 위한 기법으로 특별히 이것이다라는 노
하우는 없으며 다만 선배수사관들로부터 도제방식에 따라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특
별한 수사기법이 있다기보다는 종합적인 기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정리해
보면 산업기술수사대는 많은 홍보를 하면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본 사건을 잘 해결해서 처
벌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종합적인 요소와 그 요소들이 합해져 사건이 해결
되는 종합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수사방식을 향후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잘 응용한다면 특사경의 수
사력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이밖에 포렌식 기법, 거짓말 탐지기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 및 수단들을 적극 도입 및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⓷ 피해액
실리콘 카바이드 링(Silicon Carbide Ring)은 반도체 웨이퍼를 절삭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으로 피해회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에 탄소를 더하여 수명과 성능을 약 2∼3배 향상시킨 것
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이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500억 원 정도로
피해회사는 80%를 점유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한민국 기술대상’ 행사에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장을 수여 받았다. 피해회사는 향후 기술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연구
개발비 등 연간 3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86)

86) http://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90(검색일: 2019.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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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이 사업기술유출 사건의 적용법조
본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첫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동법 제19조이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및 법인 처벌 양벌규
정에 해당한다. 둘째,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으로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에 해당한다.
<그림 18> 압수물건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Silicon Carbide Ring)

출처: 경기 2TV뉴스, 2018. 2. 1;http://www.ggetv.co.kr/news/(2018. 8.30 검색).
⑤ 본 사례의 시사점
경찰청(외사국)이 2017년 4월 1일 ∼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기전자 ‧ 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 밝혔다.
위 기간 동안 경찰청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
해사건87)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교육 ‧ 보안점검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 ‧ 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88)
를 차지하므로 직무발명 보상 확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 ‧ 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4) 서울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검거 사례와 수사 기법
(1) 서울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검거 사례 내용
87) 피해기업 규모 : 중소기업 피해사건 93.3%(84건), 대기업 피해사건 6.7%(6건).
88) 유출자 신분 : 내부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91%(82건) 경쟁업체 등 외부 자에 의한 기술유출 9%(8건). 유
출 동기 : 이직 및 창업 목적 68%(61건), 단순 금전이득 목적 29%(26건), 인사 등 처우불만에 의한 유출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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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지식재산권 수사 관련 노하우를 참고하기 위해 연구하고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2008년부터 전문수사관제와 더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로는 선두로 상표권 특사경을 운영해 온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노하우는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충무로와 명동 등지에서 짝퉁 애견의류 제조·판매한 10명 형사입
건 사건의 적발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0명이 7만점
에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한 후 9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사건이다. 서울시 특사경이 적발하
고 구속한 사건이다. 서울시 상표권 특사경의 경우도 특별한 수사 노하우를 별도로 지니고
개발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 특사경 역시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 수사도 펼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흔한 방법은 아니다. 즉 서울시
특사경의 관련자와 인터뷰를 나눈 결과 대부분의 경우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그 피
해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동안 서울시 특사경이 적발한 언론보도 내용을 직접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짝퉁 애견의류 제조·판매망 수사” 언론보도사항 보고
<'14. 8. 11. 민생사법경찰과>
’14. 8. 8. 석간 보도자료 “서울시, 짝퉁 애견의류 제조·판매한 10명 형사입건”에 대한
보도내용을 요약 보고 드림.
※ 10명(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 7만여 점, 9억원 상당

TV 방송

- 7개 매체 9회

연번

날짜

시간

1

8. 8.

12:00

2

8. 8.

19:10

3

8. 8.

17:10

4

8. 8.

20:20

5

8. 8.

06:00

6

8. 8.

20:20

7

8. 8.

20:30

8

8. 8.

22:00

9

8. 8.

20:00

신

문

방송사

KBS1
KBS1
MBC
MBC
YTN
MBN
뉴스Y
TV조선
OBS

보도제목

‘가짜 고가 상표’ 애견 의류 판매 적발 (1′3
0″)
가짜 유명 상표 애견 의류 적발 (1′35″)
애견 의류도 명품 짝퉁 (1′13″)
애견 옷까지 짝퉁 기승 (1′43″)
유명상표 도용해 개 전용 옷 팔다 적발 (26″)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애견 옷 (1′23″)
짝퉁 버버리·샤넬 애견의류 판매업자들 적발 (2
7″)
짝퉁 애견 옷 수억 어치 팔아 (1′14″)
애견 옷까지 명품 로고 부착 (1′43″)

-8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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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날짜

1

8. 8.

2

8. 8.

3

8. 8.

4

8. 8.

5

8. 9.

6

8. 9.

7

8. 9.

8

8. 9.

보도매체

문화일보
내일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보도제목

犬公의류도 브랜드시대
샤넬·버버리 애견의류 ‘짝퉁주의보’
강아지 옷까지 ‘명품 짝퉁’
우리 강아지 샤넬·루이뷔통옷이 ‘짝퉁’이라
고?
강아지 옷도 짝퉁 샤넬·바바리
강아지 옷 만들지도 않는데…짝퉁 명품 판
업자들
애견 의류도 ‘짝퉁’ 범람
애견의류에 짝퉁 유명브랜드 붙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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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011면
005면
015면
020면
A13면
009면
008면
010면

(2) 서울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기법
서울시 상표권 특사경의 경우 특별한 수사 노하우는 없다고 한다. 특히 피해자의 직접적
인 신고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현장 수사에 돌입하고 현장에서 위반자를 체포하고 심한 경우 구속수사
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들은 사건을 적발하고 역시 언론에 대대적
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수사 노하우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지식산업기술유출 수사대 경우처럼 비슷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의 경우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사 정보를 다루는 정보팀을 운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 및 처벌한
후 서울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피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신고
하도록 하는 수사 기법이 성공하고 있다. 물론 팀별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법을 활
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것도 일정 한계는 존
재한다.
(3) 특허청 수사대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위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기법이나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상표수사팀의 경우 분석
결과 아주 특별하게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건을 적발한 후 언론 홍보 작전
을 펼치고 있다. 서울 특사경 역시 수사 후 언론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고 본 또다
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해 준다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서
울시가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즉시 잘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쌓이게 된 것이다. 동시에 피
해자는 이미 수사하고 처벌한 후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된 해당 수사기관을 상당히 신
뢰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신속하게 자기의 피해사실도 수사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81 -

제3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 및 침해행위 운영현황 분석

해외 국가별(영국, 독일, 프랑스) 특허법 조문과 조문별 관련 판례,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
로 작성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특허법)
-조문 비교표의 번역문은 영국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PatG)의 최신법령 작
성(2016년 기준)을 참고하였고, 기타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다.
○ 영업비밀의 중요성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도 논의되어 기술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
치를 요구하였고, 그결과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39조에서 미공개 정보보
호(protection undisclosed information) 조항이 규정되었다.
<표 27> 각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처벌규정
구분

법률명
경제스파이법

개요
§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의 벌금, 조직이
해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1,000만 달러의 벌금.

§

EAR의 규제대상기술 등을 미구국적 보유자로부터 외국국적 보유자에게 개시한 경우, 외
국국적 보유 자의 모국에 수출한 것으로 의제(Deemed Export), 민사벌(50만 달러 이하
의 제재금) 과 형사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미국내에서 행하여진 발명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
지 아니한 것 중에 USPTO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출원을 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을
무시하고 외국 출원을 한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의 벌금

§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외국무역관리령에서 규제되는 기술 및 기술지원(구두, 전화, 전자적 형태를 포함)을 허가
를 받지 아니 하고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유로 이하의 벌금.

§

일본에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개시한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있음).

§

비거주자에 대하여 규제대상기술을 경제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병과 있음), 3년 이내의 화물수출·기술제
공의 금지(행정제재).

§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이득액의 2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병과 있음).

§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3
배 이하의 벌금. 그러나 전략물질에 관한 무형물질(기술도) 이에 포함되는 지는 불분명.

EAR(수출관리규칙)
미국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일

대외무역관리법
부정경쟁방지법

일
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한

대외무역법

국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국가안전보장 등에 의한 판단,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통제, 산업기술 유출자의 처벌

*출처: 구태언(2015)89)

89) 구태언. 2015.10.27. 산업기술 보호제도를 위한 법률적 준비사항과 해외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구태언 테
크앤로대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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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조직 개요
-중앙부처: 중소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집행기관: 지식재산청(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 executive agency)
<그림 19> 영국 지식재산청 조직도

○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담당업무: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2014년 6월 1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권의 인식 제고 및 영국 경제의 성
장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 계획 2014-2017(Corporate plan 2014-2017)」을 발표
-조직(2016년 통계 기준): 심의관 특허 314명, 의장 및 상표 분야 95명 /심판관 21명, 사
무직원 681명, 기타 상표 및 의장에 관한 직원 173명
-최신 특허법 시행(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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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 오프컴(Ofcom)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은 영국의 방송, 통신 및 우편 산업 부문을 대
상으로 하는 정부승인 규제 및 경쟁관리위원회다. 오프컴(Ofcom)은 2002년 커뮤니케이션
청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오프컴은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 및 우편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경쟁을
진흥하고 유해하고 위협적인 내용들로부터 공중을 보호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시민들의 이해
를 대변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오프컴의 주요 관할 영역으로는 면허 부여, 조사, 규약과
정책, 불만, 경쟁, 그리고 무선 주파수의 오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있다.
오프컴은 방송 기준 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독립 텔레비전 위원
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통신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ftel), 라디오 위원회(Radio Authority), 라디오통신국(Radiocommunications Agency)
등 서로 다른 규제 기구들의 책임이었던 의무들을 공식적으로 승계했다.
<표 28> 영국의 2010년 디지털 경제법(저작권법)
구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최초의무에
관한
규칙의
동의

경과보고서

내용
제124C조 최초 의무에 관한 규칙의 동의
(1) 제124A조 및 제124B조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최초 의무”이다.
(2) OFCOM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명령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명령에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a) 규칙이 최초 의무를 정할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b) 그 목적을 위해 규칙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3) 이 조에 따라 규칙에 포함되고 승인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의 규정을 포함한다.
(a) 저작권 침해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또는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을 충족시키는 조건을 명시한 규
정
(b) 저작권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a)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또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4) (3)항(a)호에 언급된 규정은 특히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
면 권리 또는 의무가 저작권자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다.
(a) 저작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공자에게 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보고의 수, 그리고 (b) 제공자가 부담하는
회의 비용에 대한 분담금의 선지급
(5) (3)항(a)호에 언급된 규정은 또한 특히 다음을 규정한다.
(a)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저작권 침해 보고의 수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권리 및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그리고
(b) 그 기준에 도달하면, 권리 또는 의무가 기준에 도달한 날자 또는 그 이후의 시간부터 효력을 가지고 적용
된다는 규정
(6) OFCOM은 이 조에 따른 규칙이 제124E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7) 둘 이상의 승인된 규칙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수 없다.
(8) OFCOM은 승인된 규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9) OFCOM은 명령으로 어느 때든지 (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다음을 할 수 있다.
(a) 승인된 규칙에 대하여 이루어진 개정의 승인, 또는
(b) 승인된 규칙에 대한 승인의 철회 이는 명령에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규칙이 제124E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10) 규칙 또는 승인된 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위해서는 장관(Secretary of State)의 동의가 필요하다.
(11) 이 조에 따라 OFCOM이 정한 규칙 또는 개정을 승인하는 명령은 규칙 또는 개정을 정하여야 한다.
(12) 제403조는 이 조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OFCOM의 권한에 적용한다.
(13) 이 조에 따라 OFCOM이 내린 명령을 포함하는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은 양원(either House of
Parliament)의 결의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제124F조 경과 보고서
(1) OFCOM은 장관을 위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의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아래의 보고서를 준
비하여야 한다.
(2) OFCOM은 다음 기간 동안 전체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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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넷
접속
제한에
관한 의무:
평가 및
준비

인터넷
접속
제한에
관한 의무

내용
(a) 최초 의무 규칙이 시행된 첫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 그리고
(b) 각 이어지는 12개월의 기간
(3) OFCOM은 다음 기간 동안 중간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a) 최초 의무 규칙이 시행된 첫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그리고
(b) 제2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 각 이어지는 3개월의 기간, 다만, 제4항에 따른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장관은 제3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에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5) 이 조에 따른 전체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가입자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에 사용하는 현재의 수준에 대한 평가
(b) 가입자가 저작물에의 합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취한 단계에 대한 설명
(c)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공중의 구성원에게 입장을 알리고 변경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d) (b)호 및 (c)호에서 언급한 단계의 범위에 대한 평가
(e)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한 범위에 대한 평가
(f) 통지의 대상이 된 가입자에 대하여 그 통지가 법적 절차로 이어진 범위에 대한 평가
(g) 그와 같은 법적 절차가 상당한 수의 통지의 대상이 된 가입자에 대하여 제기된 범위에 대한 평가
(h) 그 밖의 장관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OFCOM에게 지시한 사항
(6) 이 조에 따른 중간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5)항(a)호, (e)호 및 (f)호에 언급된 평가, 그리고
(b) 그 밖의 장관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OFCOM에게 지시한 사항
(7) OFCOM은 이 조에 따라 준비된 보고서를 준비된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실행가능한 한 빠르게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OFCOM은 이 조에 따른 모든 전체 보고서를 (a) 장관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실행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b) 보고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9) OFCOM은 (8)항에 따라 발행하는 때에 2000년 Freedom of Information Act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공
개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24G조 인터넷 접속 제한에 관한 의무: 평가 및 준비
(1) 장관은 OFCOM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a) 하나 이상의 기술적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b) 의무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조치의 수행,
(c) 평가 또는 수행에 대한 보고서의 장관에의 제공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기술적 의무”는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그 서비스에의 관련 가입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3) “기술적 조치”는 다음의 조치이다.
(a) 가입자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도 또는 그 밖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b) 가입자가 특정 자료에 대한 접속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하는 것,
(c) 가입자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 또는
(d) 가입자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 밖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
(4)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의 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서비스의 제공자 및 하나 이상의 저작권자와 관련하여 제
124B조 (3)항의 의미에서 관련 가입자인 경우 “관련”된 것으로 본다.
(5) (1)항에 따라 장관이 OFCOM에게 수행하거나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평가 및 단계는 특히 다음을 포함
한다.
(a) 저작권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가입자 또는 그 밖의 자의 자문
(b) 특정한 형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적 조치가 가질 수 있는 효용에 대한 평가
(c) 제안된 기술적 의무 규칙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저작권자는 OFCOM이 이 조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
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장관은 이 조에 따른 지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OFCOM은 이 조에 따른 모든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여야 한다.
(a) 장관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실행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b) 보고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9) OFCOM은 제8항에 따라 발행하는 때에 2000년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공개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24H조 인터넷 접속 제한에 관한 의무
(1)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명령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a) OFCOM이 하나 이상의 기술적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
한 경우, 그리고
(b) 그 평가, 제124F조에 따라 OFCOM에 의하여 준비된 보고서, 그리고 장관이 관련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어떤 명령도 최초 의무 규칙이 시행된 첫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조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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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문 및
의회의
심사

내용
(3) 이 조에 따른 명령은 기술적 조치가 효력을 갖는 날짜를 특정하거나 특정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4) 명령은 또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가입자에 대하여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기준
(b) 조치의 일부로써 수행하여야 할 수단 및 수행되어야 할 시기
(5) 어떤 명령도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이 조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
(a) 장관이 (6)항에서 (10)항까지를 이행한 경우, 그리고
(b) 명령의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각 의회의 결의로서 승인된 경우
(6) 장관이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로 제안한 경우, 장관은 의회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안을 설명하는 문서, 그리고
(b) 명령 초안의 형식으로 규정한 문서
(7) 문서가 (6)항에 따라 제출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 동안에(이하 “60일 기간”이라 한다) 장관은 제안(수정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은)에 효력을 부여하는 명령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8) 제안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명령 초안을 준비하는데 있어, 장관은 60일 기간 동안 명령
초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의견(representations), 그리고
(b) 명령 초안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지는 양 의회의 위원회의 권고
(9) 제안(수정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은)에 효력을 부여하는 명령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때에, 장관은 (6)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문서에 포함된 제안에 대해 이루어진 변경을 설명하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0) 60일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의회가 해체되었거나 정회되는데 소요된 시간, 또는 양 의회가 4일 이상 연
기된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8. 자문 및 의회의 심사(parliamentary scrutiny)
(1) 제17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은 다음의 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a) Court of Session의 Lord President 및 Nerthern Ireland의 Lord Chief Justice
(b) 장관이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자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c)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자
(2) (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이후에 장관이 제17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기를 제안하는 경우에, 장관은 의회
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안을 설명하고 규칙 초안의 형식에 맞추어 이를 정한 문서
(b) 장관이 제17조(3)항(a)호에서 (c)호까지에 나열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판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그
리고
(c) (1)항에 따른 자문 중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요약을 담은 문서
(3) (2)항에 따른 문서들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기간 동안(이하 “60일 기간”이라 한다), 장관은 (수정을 포함
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안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칙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안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규칙 초안을 준비함에 있어, 장관은 60일 기간 동안 규칙
초안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의견, 그리고
(b) 규칙 초안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지는 양 의회의 위원회의 권고(5) 제안(수정을 포함하거나 하지 않은)에
효력을 부여하는 규칙을 담은 행정 명령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장관은 (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
되는 문서에 포함된 제안에 대해 이루어진 변경을 설명하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 60일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의회가 해체되었거나 정회되는데 소요된 시간, 또는 양 의회가 4일 이상 연
기된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2016. 영국저작권법.

2)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및 예외

○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발견, 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2) 문학 작품, 연극 작품, 음악 작품이나 예술 작품 또는 기타 예술 창조
(3) 공개 또는 이용해서 불편 비도덕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를 초래하면 일반적으로 예상되
는 발명
(4) 동물 또는 식물 품종
(5) 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법칙
(6)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규칙
(7)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또는 틀
- 86 -

(8) 기술적 효과를 낳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9) 정보의 제공
(10) 자연의 법칙에 반하여 작용하는 장치(예 : 영구 기관)
(11)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12) 인체 또는 동물의 몸에 대한 진단 방법 또는 치료 방법. 단, 이 방법을 사용하는 물질
및 조성물의 경우는 특허가 가능하다(특허법 제1조 (2), (3) 제4A조)

2. 미국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조직 개요
-연방부처: 연방통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집행기관: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담당업무: 특허, 의장 특허, 상표, Trade Dress, 식물 특허
-조직(2017년 기준): 총인력 12,544명 / 심의관 9805명 (특허 8,549명, 의장 199명, 상표
652명) / 심판관 93명(Central Reexamination Unit), PTAB Judges 270명, TTAB
Judges 24명/ 사무직원 2,739명 (https://www.uspto.gov/)
<그림 20> 미국 특허상표청 조직도

http://www.uspto.gov/about/bios/uspto_org_chart.pdf
2)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법규
가) 저작권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사범을 규정하고 있는 경
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상표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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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규정하는

상표위조법

(Trademark Counterfeiting Act), 저작권 침해사범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RICO법(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일명 ‘공갈매
수와 부패조직에 관한 법’), 영업비밀법(Trade Secret Act), 연방장물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 우편과 전신 사기에 관한 법률(Mail and Wire Fraud Statutes) 등이 있
으며,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과 주가 별개로 존재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여 1995
년에 법무부 형사국(Criminal Division)내에 지식재산권 범죄를 담당하는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CIPS)를 설치하였
고, 그 후 CCIPS에서는 1997년 5월 지적재산권범죄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하
였다(백성근, 2006).

- 88 -

<표 29> 미국 저작권 법률 구성체계
구분
법령

법규

법안

§

미국저작권법 U.S. Copyright Law, 미합중국법전 제 17편

§
§
§
§

특허법, 미합중국법전 제35편
상표법
형법
관세법, 미합중국법전 제19편

§
§

통신법, 미합중국법전 제47편

규정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규정, 미연방규정집 제37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2010. 미국 저작권법

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법 체계와 산업보안 제도
(1) 영업비밀보호법 체계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은 1979년의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과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3차 Restatement를 통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민사적 규율). 형사법적으로는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부당취득행위를 연방형법 범법행위로 다루고 있다(특허청, 2015:
87-95p90)). 또한 RICO법(Federal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RICO)은 조직범죄와 관계되는 기업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운영되는 법이다.
(2)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 : Uniform Trade Secrets Act) --> <영업비밀법>
-입법배경
•1979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각 주의 판례법상 불균형 및 보호수준의 차이를 시정하기 위
해 제정
•현재 41개 주에서 동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비밀법을 채택하여 운영
•상기법을 채택하지 않은 주는 주법원의 판례법이나 주형법상 영업비밀 절도죄, 일반절도죄
등을 통해 영업비밀보호
-법적대응
•영업비밀 유출 피해 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채택하여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침해행위
는 손해배상의 2배까지 청구 가능
•단, 별도의 형사적 처벌조항은 없다.

90) 특허청. 2015.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87-9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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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통일영업비밀법(UTSA,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원문

번역

Section 5 Preservation of Secrecy. In an action under this Act,
a court shall preserve the scr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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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비밀의 유지) 이 법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합리적인 수
단으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합리적인
수단에는 증거개시절차와 관련하여 보호명령, 비공개 심리, 소
송기록의 밀봉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못
하도록 소송관계인에게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입법취지
산업스파이 행위를 연방차원의 형사범죄로 규정, 연방정부의 수사·정보기관이 해당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모든 침해행위자(비목적범)를 고소없이 형사처벌 가능(비친고죄)하며, 소송과 정상영업비밀
의 기밀성 유지를 위한 법원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호대상 및 요건
•영업비밀의 범위: 통상정책, 모든 형태의 재무·사업·과학·기술·공학 정보로서, 기업에게 경
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규정
•외국정부·기관 등과 연계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는 『산업스파이죄』로 가중 처벌.
•외국이 관여되지 않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절도죄』를 적용.
•2013.1 외국 연계 경제스파이범에 대한 벌금증액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스파이
법 개정안(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EEPE)이 만장일치로 상원통과
* 개인: 벌금 50만→ 500만불, 단체: 벌금1,000만불→ 1,000만불 또는 유출영업비밀가치의
3배
<표 31>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원문

번역

18 U.S.C. §1835
In any prosecution or other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the
court shall enter such orders and take such other action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all other
applicable laws.
An interlocutory appeal by the United States shall lie from a
decision or order of a district court authorizing or directing
the disclosure of any trade secret.

이 장( 제90장)에 따른 형사소추나 기타 절차에서, 법원은 영
업비밀의 비밀성을 지키기 위하여 연방형사소송규칙․연방민
사소송규칙 및 연방증거규칙과 기타 적용법률의 요건에 따
라 필요하고 적당한 명령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공개를 허락하거나 지시한 연방지방법원의 재판
이나 명령은 중간항고(interocutory appeals) 대상이 된다.

외국정부, 외국의 관련단체 또는 외국의 대리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법인의 경우에 는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은 목적 없이 주간의 통상 또는 외국무역에 관하여 영업비밀의 소유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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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혹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또는 그것을 알면서 이
루어진 경우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총 수익의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진다(법인의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 또는 총 수익의 2배 이하의 벌금).
본 범죄에 대한 기소 및 그 외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연방형사소송법, 연방증거법, 그 외
의 적용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
한 명령을 하거나 그 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기타 저작권 보호법91)
(가) RICO(Federal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RICO)법
RICO법은 원래 마피아(Mafia)와 같은 범죄 조직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었으나,
1996년 법개정을 통하여 RICO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불법적인 복사나 위조행위
를 포함시킴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 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갈행위(racketeering activity)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범행에 일정한 태양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기업이 주와 주 사이의 거래
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갈행위란 살인, 유괴, 도박, 방화, 강도, 뇌물수수, 외
설물거래, 우편사기, 전신사기 및, 불법복사, 위조 및 위조라벨의 거래 등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특히 범죄의 태양과 관련하여 공갈행위는 두 가지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전 공갈활동의 10년 이내에 발생할 것을 최소
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다만 최고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과
벌금, 그리고 범죄기업과 관계되는 자산의 몰수이다. 또한, 피해자는 본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액의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
상92)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RICO법상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항
(1) 영업비밀의 이용(제40조)
타인의 영업비밀의 이용에 대한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⑴ 행위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인 것을 알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정보를 제43조에서 규정
하는 준칙에 따라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⑵ 행위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사용 또는 개시하거나, 사용 또는 개시할 때
에, ① 행위자가 해당정보가 제1조에서 규정하는 준칙에 따라 타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② 행위자

91) 백성근. 2006.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백성근 연
수기관: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2005. 12.27.~2006.06.23.).
92) 관습법상,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소송에 승소한 자는 해당 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준칙에 근거하여 징벌
적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통일영업비밀법 제3조(b)항에서도 고의 및 악의적(willful and malicious)으로
부당이용한 경우에는 전보적 배상 및 원상회복적배상의 액의 2배를 넘지 않는 징벌적 배상의 부여를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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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정보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준칙에 따라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이
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③ 행위자가 해당정보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준칙
에 따라 부정한 수단에 의해 그것을 획득한 자 혹은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것이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준칙에 따라 타인에 대해서 비밀준수의무의 위반이 되는 자로부터, 또는
그 자를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 ④ 행위자
해당정보가 우연하게 혹은 실수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 수 있는
경우이다. 다만, 그 취득행위가 해당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비밀의무(제41조)
영업비밀의 개시를 받은 자는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준칙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당해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⑴ 당해 영업비밀의 개시 전에 비밀유지 명시의 약속을 한 때, ⑵ 양당사자의 관계 혹은
개시에 동반되는 다른 사실이 개시의 시점에 있어서 ① 개시를 받은 자가 당해개시가 비
밀리를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 수 있거나, ② 개시를 한 자가 개시를 받
는 자가 비밀유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추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이다.
(3) 종업자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위반(제42조)
고용자 또는 전 고용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혹
은 개시하는 종업원 또는 전 종업원은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준칙에 따라 영업비밀의 이
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4)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제43조)
제40조의 준칙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수단에는 절도, 사취, 무허가에 의한
통신도청, 비밀유지의무위반의 교사 또는 고의에 의한 비밀유지의 무위반에의 참가, 그
외의 수단으로 그 자체가 위법인 것 혹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위법인 것 등이 포함된다.
독자의 발견 및 공공연히 입수가 가능한 제품 및 정보의 해석은 부정한 취득수단에 해당
되지 않는다.
(나) 연방장물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
절취되었거나 사취 또는 횡령된 재산이 주 경계선을 넘어 이동되면 연방장물법에 위반되
고, 위 법에 의하면 5,000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상품, 기계, 증권 혹은 화폐가 절도,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한 것인 줄 알면서 주와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운송, 송신 또는
양도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방법원은 영
업비밀침해의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시킨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 후
경제스파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경제스파이법으로 규율되
게 되었다.
(다) 우편과 전신사기에 관한 법(Mail and Wire Fraud Statutes)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 우편이나 전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행위를 처벌하
는 규정으로 위 규정은 사기범행을 위한 속임수 등에 우편 또는 유선통신을 사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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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규정이라는 점 때문에 상업적 저작권 침해를 수
반하는 사기행위를 기소하는데 위 규정이 적용된 적이 있다.
(라)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Statute)
이 법률은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활동의
과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규제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제1030조 (a)(2),(3)에서는 승낙 없이 또는 승낙의 범위를 넘어서 컴퓨터
에 접속하거나 보호되고 있는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백성근, 2006)93)
미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는 미국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루과이 협상으로 개도국들을 끌어들이는 등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고, 둘째는 무역 상대국간의 통상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통
상압력 수단을 통해 무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한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 채택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이 1986년부
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고, 그 후 미국 등 선진
국들은 논의 끝에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채택된

협정이

이른바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이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 수단을 명기했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는 다
르며, 세계무역기구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
동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TRIPs 협정은 국제협상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취지로 국제협
상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여 이른바 최소보호수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나) 미국내 법을 통한 정책 추진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내 법을 가지고 있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실
태를 조사하고, 우선협상국을 지정하여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93) 백성근. 2006.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백성근 연
수기관: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2005. 12.27.~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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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상대상국의 시정노력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
역관행을 다루는 제재규정이며,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
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토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수출업체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제소에
따른 수입규제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다.
1930년도 관세법 제337조는 “불공정한 방법과 불공정한 수입행위”를 취하거나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미국시장으로의 반입배제, 불공정 행위의 중지
명령, 수입물품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세법 337조는 미국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미국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경쟁 활동이 있었는지를 판정하는데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법
률 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행위란 미국의 지적재산권(상표, 특허 등) 침해사실을 말
하는 것이다.
또 관세법 337조에 의하면 특히 단 한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규제가
가능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최종판결 이전에도 침해 혐의가 있는 수입상품에 대해
배제명령이 가능하다.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 불
공정 무역관행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다.
4) 영업비밀의 비밀성 유지에 관한 소송상 보호제도
통일비밀보호법은 제5조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의 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원은 합리
적인 수단으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인 수단이란 증거개시 절차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를 갖추고 있어서(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상 영업비밀
이 누출될 우려 역시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즉, 보호명
령제도, 비공개 심리제도, 소송기록의 밀봉 및 소송관계인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을 말한
다.
통일영업비밀법은 2013. 5. 기준 47개 주 및 D.C.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령에서 전
부 또는 부분 채택하였는데, 대부분 주에서 재판절차의 증거개시단계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5조의 일반규정에 부합하
는 입법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스파이법 제1835조도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의 비
밀성 유지를 위하여 연방형사소송규칙, 연방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필요하고 적당한 명령
이나 기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적인 보호명령제도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에서도 법원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2> 연방민사소송규정(FRCP,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 26
원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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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보호명령
(1) 일반: 소송당사자 혹은 증거개시 대상이 된 자는, 당해 사건
이 계류 중인 법원 혹은 그에 갈음하여 증인진술서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서면이 채록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당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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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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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s.
(2) Ordering Discovery. If a motion for a protective order is
wholly or partly denied, the court may, on just terms, order
that any party or person provide or permit discovery.
(3) Awarding Expenses. Rule 37(a)(5) applies to the award of
expenses.

의 개입 없이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신청자
가 선의로(in good faith) 다른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였거나
협의하고자 시도하였음에 관한, 인증서(certification)를 첨부하
여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 혹
은 그 이상을 포함하여, 위 당사자나 해당자를 방해하거나
당혹케 하거나 압박하거나 부당한 부담이나 비용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A) 공개(disclosure)나 증거개시의 금지,
(B) 당해 공개나 증거개시에 관하여 그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제한하는 조건들,
(C) 증거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과 다른 증거개시
방법의 설정,
(D) 특정 문제에 관한 질문의 금지 혹은 당해 공개나 증거개시
를 특정 문제에 국한하는 제한,
(E) 증거개시가 행해질 경우 참여가능한 자의 특정
(F) 증인진술서가 봉인될 것과 법원명령에 의해서만 개봉될 것
의 요구,
(G) 영업비밀 혹은 다른 비밀의 연구, 개발, 혹은 상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한 방법으로만 공개할 것의 요구,
(H) 법원이 지시할 때 개봉하기 위해, 양 당사자로 하여금 동시
에 특정 문서 혹은 정보를 봉합된 봉투에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
(2) 증거개시의 명령: 보호명령 신청의 전부 혹은 일부가 거절
되었을 경우 법원은 적당한 조건 하에 모든 당사자 혹은 해
당자에게 증거개시를 하거나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비용상환: 비용상환에는 본 규칙 37조(a)(5)를 적용한다.

보호명령제도(protective order)란 소송당사자 또는 증거개시 대상이 된 주체의 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 있을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증인진술서에 의
한 증거개시 때에는 해당 증인진술서가 작성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하여 위 소송
당사자나 주체를 방해하거나 당혹스럽게 하거나 또는 부당한 부담이나 비용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체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방민사절차규칙(FRCP) 26
(c)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비공개심리절차(In Camera)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
에게 자신의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경쟁사인 제3자에게
그 비밀을 전달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재판의 기초가 된 일정한 증거조사의 내용 등을 상
대방 당사자에게 비밀로 부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당사자의 심문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위 권리와의 균형 여부에 주의를 하여야 한
다.
5) 영업비밀보호 관련 형사상의 구제수단
가) 각 주의 형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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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의 판례법에 따라 형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과학기술비밀에 한정하는 주로
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가 있으며, 영업정보 등 비과학기술적인 정보까지 포함하는
주는 10개 주이다. 또한 보호되는 객체를 유체물로 한정하는 주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30
개 주이며, 무체의 영업비밀을 직접 보호하는 주는 20개 주이다.
나) 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권과(CCIPS)의 수사 및 기소 활동94)
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권과(The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는 미국 법무부 형사국 소속으로 범세계적 현상인 컴퓨터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항하
는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의 연방 차원에서의 전략을 수행하
는 책임을 지고 있다(이윤제, 2007).
CCIPS는 전자적 침입(electronic penetrations), 데이터 절도, 중요한 정보 시스템에 대
한 사이버공격(cyberattacks) 등 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정부 기관, 민간 단체, 학술 기관, 외국 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 수사,
기소한다. CCIPS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및 국제적인 법적, 기술
적 장치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CCIPS의 검사들은 정기적으로 복잡한 사건들을 수사하
고, 컴퓨터와 이동통신 기술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수사 및 법률상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공소유지활동을 하고, 다른 검사들의 공소유지활동을 지원하고,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법
집행기관의 인력을 교육하며, 입법 제안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컴퓨터 범죄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고 있다.
다) 연방 형사국 소속 검사들의 검찰권
연방의 검찰권(공소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는 법무부에 독점되어 있다. 이러
한 공소권은 전국의 94개 연방 검찰청과 수도인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구 본부에 있는 검사
들에 의해 행사된다.
수도에 있는 본부를 법무본부(Main Justice)라고도 하는데 CCIPS의 검사들은 법무본부에
있는 연방검사들로서 연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며 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권범죄 수사, 특
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할이 여러 주에 걸치거나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건인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CCIPS의 검사들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사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 법률이 검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증거 수집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CCIPS의 검사들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도록 지휘하고 있다.
기존의 형사범들은 물론 첨단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이 증거들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CCIPS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94) 이윤제, 미국 경제스파이법 연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법제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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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방 형사국 소속 검사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CCIPS는 소속 검사들에게 법적, 기술적 주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CIPS의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훈련 프로그램
과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훈련도 제공하고 있으며 CCIPS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
판 경험이 필요한 검사들은 연방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파견되어 소송실무를 익히기도 한다.
CCIPS는 소속 검사들은 물론 컴퓨터범죄와 지식재산권범죄를 수사하는 다른 기관의 검사
들과 수사관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CCIPS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국제회의를 통하여 공유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법집행기관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때로는 교육이나 관련 입법 지원
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 검사들을 파견하기도 한다.

3. 독일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조직 개요
-연방부처: 연방법무부 Federal Ministry of Justice
-연방집행기관: 독일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DPMA)
○ 독일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DPMA)
-담당업무: 특허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보호법
-조직(2017년 기준): 인력 총 2,627명 / 심의관 1,036명 (특허 924명, 실용신안 8명, 의장
14명, 상표 90명) / 사무직원 1,591명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체계
가) 특허권 보호
○ 특허법에서의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오픈마켓 관련 케이스)
독일의 특허법은 2015년이 최신 법이며, 「특허법」에서 특허권 직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지만 제9조가 배타권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동 규정은 오픈마
켓 운영자의 행위는 규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특허권 보호를 위한 실시행위 금지조치(특허법 제9조)
특허권자가 보호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다음 실시행위
를 금지한다.
첫 번째, 특허가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 제품을 생산·제공·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
로 특허 제품을 수입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두 번째, 특허가 방법인 경우에는 제3자가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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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조를 제공하는 행위;
세 번째, 특허가 방법인 경우에 해당 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받거나 해당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이다.95)
○ 특허권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특허법 제10조)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상표권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
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건을 통하여
그 요건이 간접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디자인권 보호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관련 법 체계
○ 산업보안 관련 법령 및 부정경쟁방지법
산업스파이 처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고,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
해 규율하고 있다.
•1909년 제정된 이래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처벌의 확대 및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4년에 7월 3일 신 부정경쟁방지법(Das neue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을 통해 전면개정되었고, 동법은 총 20개 조항 및 제3조 제3항의 부록
인 부정경쟁행위(unzulassige geschaftliche Handlungen)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일반규정(Allegmeine

Bestimmungen)

제1조

내지

제7조,

제2장

법적효과

(Rechtsfolgen) 제8조 내지 제11조, 제3장 소송절차규정(Verfahrensvorschriften) 제12조
내지 제15조, 제4장 형벌- 및 벌금 규정(Strafund Bussgeldvorschriften) 제16조 내지 제
20조로 구성된다. 특히 제3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4조 부정경쟁의 구체적 예, 제5
조 오인야기 광고행위, 제6조 비교광고, 제7조 미혹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
는 소위 영업비밀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2장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는 제거청구권, 부작위청구권(침해금지, 예방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익박탈청
구권(Gewinnabschopfungsanspruch)이 규정되어 있다.

95) 「Patentgesetz」§9(“Das Patent hat die Wirkung, dass allein der Patentinhaber befugt ist, die
patentierte Erfindung im Rahmen des geltenden Rechts zu benutzen. Jedem Dritten ist es
verboten, ohne seine Zustimmung. 1. ein Erzeugnis,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herzustellen, anzubieten, in Verkehr zu bringen oder zu gebrauchen oder zu den genannten
Zwecken entweder einzuführen oder zu besitzen; 2. ein Verfahren,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anzuwenden oder, wenn der Dritte weiß oder es auf Grund der Umstände offensichtlich ist,
daß die Anwendung des Verfahrens ohne Zustimmung des Patentinhabers verboten ist, zur
Anwendung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nzubieten; 3. das durch ein Verfahren,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unmittelbar hergestellte Erzeugnis anzubieten, in Verkehr zu
bringen oder zu gebrauchen oder zu den genannten Zwecken entweder einzuführen oder zu
besitzen.”). 참조: 김기영, “특허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일입법의 동향: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 2009, 1면(“지적재산권영역에서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지적재산권집행을 위한 지침이 독일
국내법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특허권자의 지위개선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
겼다.

- 98 -

○ 부정경쟁방지법(UWG: Gesetzgegenden unlauterenWettbewerb)의 특징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아,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유사하지만, 원칙적
으로 친고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소없이 기소가 가능
하다.
•미수범은 인정되지만 예비·음모로는 처벌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시 3년 이하징역 또는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외국으로 유출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3>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독일어 원문

번역

Kapitel 2: Rechtsfolgen§ 8 Beseitigung und Unterlassung
(1) Wer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kann aufBeseitigung und bei
Wiederholungsgefahr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genommenwerden. Der Anspruch auf Unterlassung besteht
bereits dann, wenn eine derartigeZuwiderhandlung gegen §
3 oder § 7 droht.
(2) Werden die Zuwiderhandlungen in einem Unternehmen
von einem Mitarbeiter oderBeauftragten begangen, so sind
der
Unterlassungsanspruch
und
der
Beseitigungsanspruchauch
gegen
den
Inhaber
des
Unternehmens begründet.
(3) Die Ansprüche aus Absatz 1 stehen zu:
1. jedem Mitbewerber;
2. rechtsfähigen Verbände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oder
selbständiger beruflicherInteressen, soweit ihnen eine
erhebliche Zahl von Unternehmern angehört, die Waren
oderDienstleistungen gleicher oder verwandter Art auf
demselben Markt vertreiben, soweit sieinsbesondere nach
ihrer personellen, sachlichen und finanziellen Ausstattung
imstande
sind,ihre
satzungsmäßigen
Aufgaben
der
Verfolgung
gewerblicher
oder
selbständiger
beruflicherInteressen tatsächlich wahrzunehmen und soweit
die Zuwiderhandlung die Interessen ihrerMitglieder berührt;
3. qualifizierten Einrichtungen, die nachweisen, dass sie in die
Liste qualifizierterEinrichtungen nach
§ 4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oder in dem Verzeichnis
der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ach
Artikel 4 der Richtlinie 98/27/EG des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Mai 1998 über
Unterlassungsklagen zumSchutz der Verbraucherinteressen
(ABl. EG Nr. L 166 S. 51) eingetragen sind;4. den Industrieund Handelskammern oder den Handwerkskammern.
(4) Die Geltendmachung der in Absatz 1 bezeichneten
Ansprüche ist unzulässig, wenn sie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samten Umstände missbräuchlich ist, insbesondere
wenn
sievorwiegend
dazu
dient,
gegen
den
Zuwiderhandelnden
einen
Anspruch
auf
Ersatz
vonAufwendungen oder Kosten der Rechtsverfolgung
entstehen zu lassen. In diesen Fällenkann der
Anspruchsgegner Ersatz der für seine Rechtsverteidigung

제8조(제거 및 금지청구권)
(1)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위법한 영업행위를 한 자는 제거
청구 및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
다. 금지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위협받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
다.
(2) 제3조 또는 제7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금지청구및 제거청구는 기업 소유주에
대하여도 청구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다음의 자(者)의 경우에 발생한다:
1. 모든 경쟁자;
2. 그 단체에 동일 시장에서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영업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거의 대다수가 속
하고, 단체가 특히 그의 인적, 물적, 자금 장비에 따라 영업
상또는 자영업상 이익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정관상 임무를
현실에서 행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그 단체의 제 구성원의
이익과 관계하는 한도에서 영업상 또는 자영업상 이익을 촉
진하는 것을 정관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있는 단체;
3. 금지소송법(UKlaG) 제4조에 의한 자격있는 조직 목록, 또는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금지소송에 관한 1998년 5월 19
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위원회
의목록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4.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
(4) 제1항에서의 청구권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즉 그 행사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남용될 수 있고, 특히
그 행사가 주로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필요경비
또는 비용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이다.
(5) 금지소송법 제13조가 준용된다. 금지소송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2문에 있어서 금지소송법 제1조 또는 제2조에 의
한 청구권을 대신하여 이 규정에 의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
다. 이외에는 금지소송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
지소송법 제4a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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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원문

번역

erforderlichenAufwendungen verlangen. Weiter gehende
Ersatzansprüche bleiben unberührt.
(5) § 13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in § 13 Absatz 1und 3 Satz 2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treten an die Stelle des
Anspruchs
gemäß
§1
oder
§
2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die Unterlassungsansprüche
nach
dieserVorschrift.
Im
Übrigen
findet
das
Unterlassungsklagengesetz keine Anwendung, es sei denn,es
liegt ein Fall des § 4a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vor.
§ 9 Schadensersatz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vornimmt, ist
den Mitbewerber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Gegen verantwortliche Personen von
periodischen
Druckschriften
kann
der
Anspruch
aufSchadensersatz
nur
bei
einer
vorsätzlichen
Zuwiderhandlung geltend gemacht werden.
§ 10 Gewinnabschöpfung
(1) Wer vorsätzlich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und hierdurch zu Lasten
einer Vielzahl von Abnehmern einen Gewinn erzielt, kann
vonden gemäß § 8 Absatz 3 Nummer 2 bis 4 zur
Geltendmachung eines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auf Herausgabe dieses Gewinns an denBundeshaushalt in
Anspruch genommen werden.
(2) Auf den Gewinn sind die Leistungen anzurechnen, die der
Schuldner auf Grund derZuwiderhandlung an Dritte oder an
den Staat
erbracht
hat.
Soweit
der
Schuldner
solcheLeistungen erst nach Erfüllung des Anspruchs nach
Absatz 1 erbracht hat, erstattet diezuständige Stelle des
Bundes dem Schuldner den abgeführten Gewinn in Höhe
dernachgewiesenen Zahlungen zurück.
(3) Beanspruchen mehrere Gläubiger den Gewinn, so gelten
die §§ 428 bis 430 des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
(4) Die Gläubiger haben der zuständigen Stelle des Bundes
über die Geltendmachung vonAnsprüchen nach Absatz 1
Auskunft zu erteilen. Sie können von der zuständigen Stelle
desBundes Erstattung der für die Geltendmachung des
Anspruchs erforderlichenAufwendungen verlangen, soweit sie
vom Schuldner keinen Ausgleich erlangen können.Der
Erstattungsanspruch ist auf die Höhe des an den
Bundeshaushalt abgeführten Gewinnsbeschränkt.
(5) Zuständige Stelle im Sinn der Absätze 2 und 4 ist das
Bundesamt für Justiz.
§ 11 Verjährung
(1) Die Ansprüche aus den §§ 8, 9 und 12 Absatz 1 Satz 2
verjähren in sechs Monaten.
(2) Die Verjährungsfrist beginnt, wenn1. der Anspruch
entstanden ist und2. der Gläubiger von den den Anspruch
begründenden Umständen und der Person desSchuldners
Kenntnis erlangt oder ohne grobe Fahrlässigkeit erlangen
müsste.
(3) Schadensersatzansprüche verjähren ohne Rücksicht auf die
Kenntnis oder grobfahrlässige Unkenntnis in zehn Jahren
von ihrer Entstehung, spätestens in 30 Jahren vonder den
Schaden auslösenden Handlung an.(4) Andere Ansprüche
verjähren ohne Rücksicht auf die Kenntnis oder grob
fahrlässigeUnkenntnis in drei Jahren von der Entstehung an.

제9조(손해배상)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영업행위를
행한 자는 경쟁자에 대하여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정기간행물의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단지 고의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청구될 수 있
다.
제10조(이익박탈청구권)
(1) 고의로 제3조 또는 제7조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하고, 이에
의해 다수의 구입자의 부담으로 이익을 획득한 자는 제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그 이익을 국고에 반환을 청구 받
을 수 있다.
(2)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행하여 제3자 또는 국가에 이행한 급
부는 상술한 이익에 산입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와 같은
급부를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 후에 이행한 경우에 한
하여 연방관할기관(Stelle)은 지불받은 이익을 증명된 액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복수의 채권자에 의해 이익이 청구가 청구된 경우에 민법
제428조 내지 제43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채권자는 연방관할기관에 제1항에 의한 청구권 행사에 관하
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보상을 얻
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그 청구권 행사
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환청구권은 국고에 납부된 이익액을한도로 한다.
(5) 제2항 및 제4항에 있어서 관할기관은 연방사법관청이다.

제11조 (소멸시효)
(1)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제1항 2문의 청구권은 이하 시점
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2)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하의 경우에 개시된다:
1. 청구권이 발생한 때;
2. 채권자가 청구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고 이를 채무자
에게 통지하거나 중과실 없이 인식해야 한 경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의 인식 또는 중과실의 여
부를 묻지 않고 청구권 발생시점부터 10년이며, 손해를 발생
시킨 행위부터 최대 30년이다.
(4) 다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의 인식 또는 중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발생 시점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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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도96)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1909년에 영업비
밀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97) 1932년에 개정이 되면서 민법과 함께 영업비밀(geschaft- und
betriebsgeheimnis)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규정들은 누설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98). 시대가 변하면서 영업의 비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이
에 따라 더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이 필요
하게 되었고 1986년도에 한차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컴퓨터범죄, 경제범죄가
추가되었다. 간간이 작은 개정은 계속되었으나 2004년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다시 시작되었
다. 가격할인법(Rabattgesetz)과 경품령(Zugabeverordnung)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유럽위원회에서 독일 부정경쟁법제의 자유화 요청이 계속되면서 현대
화 작업은 불가피한 실정이 된 것이다. 2004년에 신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개정되기도 하였
다. 최근 개정은 2010년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작은 체계와 자구 혹은 숫자적 개정이므로
큰 틀은 2004년을 최종개정으로 보면 될 것이다.
가) 영업비밀보호의 의미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련하는 사
실로 명백히 공지되지 않고 한정된 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비밀로써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영업상에 관계하는 정보(예를 들어 고객정보,
업자데이터, 계산서류, 계약서류 등)와 기업비밀(betriebsgeheimnis)인 기술적 영역에 관계
하는 정보(예를 들어 설계계획, 제조방법 등)로 기술에 관한 사실 및 영업거래·경제에 관한
사실

모두

포함된다.

즉,

영업비밀이란

⑴

사업(기업체)관련성(Beziehungzum

Geschaeftsbetrieb),99) ⑵ 비공지성(Fehlende Offenkundigkeit),100) ⑶ 비밀유지의 의사
(Geheimhaltungswille),101) ⑷ 비밀유지에 대한 이익(Geheim altungsinteresse)102) 등의
4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며, 통설도 이와 같은 견해이다.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는 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약관계 종
96) 박상열(2011),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2011. 9).
97) 독일에서는 1909년에 소비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이 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18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었다, 제정에 이어서 “원
형무단사용죄”가추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조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누설행
위만을 처벌하도록 하였고, 제3자나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탐지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였다.
98) Krekeler/Werner, Unternehmer und Strafrecht, Rn.423.
99) 이 요건은 영업비밀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100) 영업의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비밀유지를 담당하는 담당자 외의 제
3자도 이 범위에 속한다.
101)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영업비밀의 소유자가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02) 영업비밀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에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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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에 종업원이 고용되고 있던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 누설 또는 이용금지의무의 유
효성은 각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다.103)
나) 영업비밀의 누설104)
기업의 종업자로서 고용관계에 따라 개시된 또는 알게 된 영업비밀을 고용관계의 존속 중
에 권한 없이105) 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당해 기업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개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106)
또한 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
술적 수단의 이용 등에107) 의해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입수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입수한
영업비밀을 권한 없이 사용 또는 타인에게 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다(제17조 제2항).108)
한편, 이러한 행위를 ⑴ 업으로써 하는 경우, ⑵ 개시의 경우에는 그 비밀이 외국에서 이
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및 ⑶ 행위자가 부정이용을 직접 외국에서 하는 경우 등의
중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4항).

① 객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은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영업비밀)을 누군가에게 권한 없이 통지
하는 것, 즉 누설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자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비밀공정 기술을 함부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
라 처벌되지 않는다.
이점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형사처벌조항과 다른 점이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관계의 구성요건이 있는 동안에만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관계란 법률상
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상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
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관적 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표지는 통지가,

103)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및 연혁에 대해서는 박영규, “독일부정경쟁방지법UWG)상 일반조항의 의미
와 역할”, 지적재산권 연구논단(2009) 참조.
104) (사)한국지식재산권학회(2015), 형사처벌 실효성 제고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146~147
쪽.
105) ”권한없이”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에 대해서 직원이 부담하는 신뢰의무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누설이란 제3
자가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명시적으로 영업비밀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한상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 「형사정책」, 제2권 제2호
(2000), p.44.
106) 직역하면 “사업체의 피용자 근로자 또는 견습생으로서 고용관계에 기하여 위탁받거나 접근하게 된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고용관계의 계속 중에 권한 없이 경쟁의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
한다.”여기에서는 해석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범행주체 범행객체 범행태양이다.
107) 기술적수단의 이용과 비밀을 매체에 화체시킨 복제의 작성 또는 비밀이 화체된 매체의 취득행위 등이다.
108)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영업의 비밀을 취득한다고 함은 행위자가 영업비밀
에 대한 처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 102 -

- 경쟁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 자신이 이용하기 위한 것(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 손해를 끼칠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인 구성요건 표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는 다음과 같은 점
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근로관계의 성립
-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
- 정보는 근로관계 동안 취득되었고,
- 그리고 이 정보가 제3자에게 권한 없이 전달되었다는 점.
다) 모형 및 도면 등의 부정이용
업무상의 거래관계에서 개시된 견본 또는 기술상의 지도서, 특히, 도면, 원형,금형, 형지
또는 조리법 등을 경쟁의 목적 또는 자기이용을 위하여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
에게 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제18조).
4) 정보누설의 교사·방조 등
경쟁의 목적 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17조 또는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도록 타인을 설득하려고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제19조 제1항).
또한, 경쟁의 목적으로 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17조 또는 제18조에 규정
된 범죄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교사함에 있어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제
의한 자,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타인의 제의를 수락한 자 또는 타인과 공모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109)
라) 그 외의 규정
영업비밀의 누설 등은 형법상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제201조~제204조), 민법
(Buergerliches Gesetzbuch, BGB)의 제823조 제2항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110) 손해를 입은 기업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109) 여기에서는 경쟁의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17조나 제18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스스로 이행하거
나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3자에게 시도(versuch)하도록 하는 행위(제19조 제1항),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제의(erbieten)를 받아들이거나, 타인과 약속(verabreden)하는 행위(제19조
제2항)를 말한다. 개정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의 규정이 제19조로 변경되었으며, 그 일부 내용
에 있어서도 차별화되었다. “표시”하는 것은 해당범죄를 범할 의사 등이 있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요청한 제안 Angebot)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개정 작업에서는 문구의 수정만 있었고 2004년에는 판례를 법문화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0) 일반적으로는 비밀유지의무위반 또는 경업금지의무위반에 의해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산정하
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위약금 및 손해배상
액의 예정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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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의 개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비
밀은 저작권법(Gesetz ue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공업디자인
법(Gesetz ueber den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등에서도 영업비밀이 보호되
어야 할 저작물 또는 공업의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비밀은 보호된다. 이러한
저작권법, 공업적 의장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형사 모두 책임을 지게된다.
마) 가벌성 - 법적 효과
제17조 제5항에 따라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
한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미수
도 처벌된다. 제17조의 가벌적 행위에 함께 관여하였거나 또는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을 제
안한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제17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된다. 제17조 제4항에서
형법 제5조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5조 제7호의 문언에도 불구하
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를 통해 국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외국 기업도 보호된다.
이것은 내국인 동등대우원칙 및 독일 형법 제9조 제2항 2호에 따라 처리된다.
바) 시사점
앞서 살펴본 제17조, 제18조, 제20조 등의 범죄는 바로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 할 수 있으
나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소시효는 5년이며 영업의 비밀이 중대할 경우에는 심리의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하다. 비밀
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며 여기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구
제가 인정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4. 프랑스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조직 개요
-중앙부처: 산업우편통신부(Ministry of Industry, Post and Communications)
-집행기관: 국립지식재산권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으로
특허청이다.
○ 국립지식재산권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
-담당업무: 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안
-조직(2016년 기준): 총인력 764명/심의관 특허실용신안 86명, 의장 10명, 상표 80명
2018년 3월 8일 프랑스 지식재산청(INPI)은 유럽 특허청(EPO)이 동년 3월 7일에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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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례보고서’를 인용하여 프랑스가 2017년 EPO 특허 출원 건수에서 2위를 달성(유럽
국가들 중)하고 특히 운송(transport)과 의료(medical) 분야의 출원에서 선두 국가임을 발
표했다(IP NAVI, 2018)111).

<그림 22> 프랑스 국립지식재산권청 조직도

2)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보호
가) 특허 심사
프랑스의 특허 국내 출원은 “국립지식재산권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111)
IP
NAVI
해외지재권
법령
https://www.ip-navi.or.kr/lawbooks/lawbooks.navi?cn=FR&ipr=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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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랑스

지재권법.

industrielle, INPI으로 <특허청>, 이하 프랑스 지식재산권청이라 함)”이 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3가지 특허 보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 국가 특허 출원: INPI의 심사, 프랑스 국내에서만 유효한 특허
- 유럽 특허 출원: EPO의 심사, 모든 EPC 회원국내에서 유효한 특허
- PCT 특허 출원 후 EPO에 유럽 특허 출원
상기 절차들은 파리협약 하의 청구우선권 제도를 통해 한국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1) 특허 보완적 무심사주의: 실체적 심사에 대해서는 등록시 발명의 단일성과 신규성 심
사, 등록 이후 침해 소송시 무효 판단과 함께 진보성을 법원에서 판단한다.
(2) 상표 무심사주의 : 상대적 거절이유는 이의신청 시 프랑스 지식재산권청(INPI)에서 또는
침해 소송시 법원에서 판단한다.
(3) 디자인 무심사주의: 실체심사는 등록 후 무효 판단 시 법원에서 신규성 및 독창성에 대
하여 판단한다.
○ 특허 심사의 특징
프랑스 국내 출원의 특허 심사의 특징은, 권리 취득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하
고 침해 소송에 이르는 경우 무효판단과 함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독
자적인 심사 체계가 있다. 특히, 특허 소송이 연평균 약 350 건에 이르며, 소송 전에 강력
한 증거 보전 절차 (Seizure)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등 지식 재산의 보호에 관해서
도 활발한 국가이다.
나)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특허권 보호
프랑스의 특허법 규정은 지식재산권법의 법률부분(Partie léislative, legislative part)의
제II부

산업재산권(La

propriété

industrielle),

제VI권

발명의

기술적

지식의

보호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제1편 발명 특허
(Brevets d'invention)에 규정되어 있으며, L611-1부터 L623-35까지 규정되어 있다.
Act No. 92-597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1992년 7월 3일 시행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Intellectual Protection Code)을 근거로 하고 있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은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항소심에서의 대리인제도 등의 제도 변경을 반영한 2012년 5월 3일자
decree No. 2012-634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7월 8일자 decree
331-21에 의해 저작권 파트의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보조적인
처벌의 폐지를 위한 특정 규칙(R331-5)의 삭제를 반영한 개정법이 현행법이다.
이 법은 저작물, 디자인 모델, 특허발명, 기술 지식, 상표 및 서비스 마크 등 지식재산권
에 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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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디자인법 규정은 지식재산권법의 법률부분(Partie léislative)의 제II부산업재산권
(,La propriété industrielle) 제VII권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식별력이 있는 표지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제
1편 상표 및 서비스표(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에 규정되어
있으며, L711-1부터 L717-7까지 규정되어 있다.
최초의 프랑스 디자인법은 1909년에 제정되었으며 1992년 7월, 1994년 2월에 개정되었
다. 2001년 다시 개정된 법에서는 공업 디자인(“dessins industriels” - 2차원 디자인)과
공업 신안(“modèles industriels” - 3차원 디자인)을 구분하였다. 2001년 정부령 역시 프
랑스 지식재산권 법규에 따라 시행되었다.
2003년 4월 이래로 프랑스에서도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헤이그 협정). 디자
인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OHIM에 해야 하며 등록 즉시 EU 내 모든 국가 내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 위조 방지법
지난 10년간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4 지침(지식재산권 시
행 지침)의 시행이다. 2007년 10월 29일 제정된 이 프랑스 법률(“위조 방지 법”, 법률 n°
2007-1544)은 2004/48/EC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법 역시 프랑스 지적재
산권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침해 압류(saisie-contrefaçon)”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한 규정 개정
- 정보에 대한 권리 규정(제한된 문서 제출 의무)
- 손해 산정 규정 개정
이 규정들은 모든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 특허, SPC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디지털경제 신뢰법
2004년

제정된

디지털경제

신뢰법(“Loi

pour

la

Confiance

dans

l’Economie

Numérique”)은 주로 인터넷 상의 상거래, 디지털 통신상 비밀, 웹 컨텐츠 제공자의 책임
을 다루고 있다.
컨텐트 제공자의 책임은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 법 6조
는 “디지털 컨텐츠 편집자”와 “디지털 컨텐츠 호스트”를 구분하고 있다. 호스트는 “기술적
중개인” 역할만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 호스트의 전형적인 예로 유튜브를 들 수 있다.
▶ 예비적 금지명령
2007년 10월 29일 이후,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잠정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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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적 금지명령의 요청은 일방 또는 양자에 의해 가능하다.
일방 금지명령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예비적 금지명령은 양자 절차에 의
해 내려진다.
예비적 금지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공업 소유권의 유효성에 대한 중대한 하자나 침해가 없
었다는 중대한 의심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 법원은 소유권이나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할 수 없다.
▶ 정보권
법원은 침해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위 조
되었다고 의심되는 품목의 양과 획득 가격이 포함된다.
▶ 손해액 산정
2007년 법은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에 적용되는 독특한 손해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2가지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한다.
①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를 산정한다: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 손해액
· 권리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침해자가 얻은 불법 이득
② 또는 일괄(LUMP SUM)
5) 시사점
가) 침해 압류( Saisie-contrefaçon) 절차의 활용
“침해 압류(saisie-contrefaçon)”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가장 효율적인 권리 침해
증거 수집 수단이다. 침해 압류는 모든 지적재산권(상표 및 디자인 포함) 침해에 대한 증거
를 수집하는 수단이다. 이 절차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법정 조사
관으로 하여금 침해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법정 조사관은 특허 대리인, 관련 전문가, 집
행 기관(경찰)과 함께 침해 의심자의 모든 시설에 접근하여 침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판사의 명령은 집행 전에 침해 의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이 절차는 일방 절차이며 예
비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다. <삼성 vs 애플, High point vs. 프랑스 네트워크 사업자> 등
의 판례와 같이 이 절차의 청구인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동시 “압류(saisies)” 명령
이 내려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본사, R&D 센터, 공급업체, 매장에서 동시에
“압류”가 실시 될 수 있다.
○ 침해 압류절차의 장점
-침해 의심자의 내부에서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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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가용한 증거
•침해 의심자를 불시에 조사할 수 있음
-일방적 절차
•침해 의심자를 불시에 조사할 수 있음
-침해 의심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조사 가능
•침해 의심자의 햄심 시설들을 수색할 경우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 부담 발생
•증거 수집에 아무런 물리적인 제약이 없음
-수집된 증거는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청구인의 특허 대리인과 전문가의 “탐지”과정 입회
•전문성과 관련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춘 특허 대리인이 직접 관련 증거에 접근할 수 있음
-집행 기관(경찰)의 “탐지”과정 임회
•침해 의심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탐지 절차를 방해하기 어려움
•침해 의심자의 피고용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음
나) 파리 지방법원 (TGI de Paris)의 전문법원화를 통한 특허소송 전담법원 운영
2009년(법령 n° 2009-1205(10/09)) 법 개정을 통해 파리 지방법원이 모든 특허 관련 소
송(침해, 무효, 선언 판단, 직무발명, 특허 관련 계약 등)을 전담하는 1심 법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1일 모든 특허 문제를 다루는 전문 법원이 프랑스에도 설립되었다.
이에 2심 법원도 전문 법원화 되었다. 파리 고등 법원이 파리지방법원의 항소심 관할법원
이 되었기 때문이다(2009년 이전에는 제한된 숫자의 프랑스 1심 법원이 특허 문제 관할법
원이었고 그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고등법원에서 특허 관련 항소심을 관할했었다).
6)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발전 방향
○ 특허분야 : <통일특허법원> 및 <통일특허창설>
통일 특허 법원 및 통일 특허 시스템(현재 미시행)은 기업들에게 통일된 법적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특허는 EPO에서 부여하며
EU의 25개 회원국 모두에서 통일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시스템은 현행 유럽 특허와 병행하여 시행된다. 새로운 특허 시스템이 시행되면 “통일
특허법원”이라는 새로운 특허 관할 법원이 창설된다. 현재 이 새로운 법원에 대한 국제 협
약에 25개국이 서명을 마쳤다. 통일특허법원은 유럽특허(통일된 법적 효과 포함/미포함)와
보충적 보호 등록증(SPC)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특허 침해, 무효, 확인 소
송(비침해) 및 그에 관한 특허 경과조치 등을 관할한다.
프랑스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특허법원 협정을 2013년지 비준하였
다. 통일특허법원의 설립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특허 소송방식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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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조직 : 일본 특허청
-담당업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 제도)의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지적
창조의 성과를 보호
-조직: 총무부 심사업무부 특허심사4부(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부여, 산업재산권 시책의 기획
입안, 국제제도 조화과 개도국 협력, 산업재산권 제도 검토, 중소기업·대학 등 지원, 산업재
산권 정보 제공), 심판부 등에서 업무수행을 한다.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지적재산기본법’이다.

<표 34>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구분

목적

정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부한
문화의
창조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내용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일본 산업의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의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 및 그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을기축으
로 하는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기본이념 및 그 실
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항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등 및 사업자의 책무를 분명하게하
고, 아울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의 작성에 대하여 정함과 함께, 지적재산전략본부
를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 지적재산의 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을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지적재산」이란,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발견 또는 해명된 자연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상표,
상호 기타 사업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역무를 표시하는 것및 영업비밀 기타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육성자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의 지적재산에 관
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대학 등」이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학교교육법(1947년법률 제26호) 제1조에 규정하는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말한다. 제7조 제3항에서 같다], 대학공동이용기구[국립대학법인법(1940년 법률 제102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구를 말한다. 제7조 제3항에서 같다],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
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같다] 및 지방
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0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같다]으로서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 특수법인[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률에 의하여 특별설립행위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총무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1호) 제4조 제15
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같다]으로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부한 문화의 창조)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창조력이 풍부한 인재가 육성되고, 그 창조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기술혁신의 진전에도 대응한 지적재산의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가 도모되
고, 아울러 경제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하면서, 그 가치가 최대한으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하는 것에 의하여, 널리 국민이 지적재산의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함과
함께, 장래에 걸쳐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가 되어지는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부한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취지로서, 행하여야한다.
제4조(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용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창조성이 있는 연구 및 개발의 성과의 원활한기업화를 도
모하고, 지적재산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과경영의 혁신 및 창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 산업의 기술력의 강화 및 활력의 재생,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의 활성화와 취업 기회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내외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 일본 산업의 지
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취지로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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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발전
국가의
책무
지방공공단
체의 책무

대학 등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권리침해에
의 조치 등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2조에 규정하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 이념(이하「기본 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입각하
여,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7조(대학 등의 책무 등)
① 대학 등은 그 활동이 사회전체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인재의 육성
과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대학 등은 연구자 및 기술자의 직무 및 직장환경이 그 중요성에 어울리는 매력 있는 것이 되도록, 연구자
및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의 확보와 연구시설의 정비 및 충실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와 대
학공동이용기관과 관련된 것을 책정하고, 아울러 이를 실시함에 당하여는, 연구자의 자주성의 존중 기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와 대학공동이용기관에 있어서의 연구의 특성에 배려하여야한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일본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지적재산이 달성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본이념에 따라 활
력 있는 사업활동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사업기반의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자 혹은 다른 사
업자가 창조한 지적재산 또는 대학 등에서 창조된 지적재산의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함과 함께, 당해 사업자가
가지는 지적재산의 적절한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발명자 기타의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자의 직무가 그 중요성에 어울리는 매력 있는 것으로 되도록,
발명자 기타의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자의 적절한 처우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권리침해에의 조치 등)
① 국가는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업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기타 관계단체와의 긴밀한 제휴협력체제 아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범의 단속,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몰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는 일본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의 단체 또는 일본 국적을 가지는 자(「일본법인 등」이라
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가 가지는 지적재산이 외국에 있어서 적정하게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
국정부, 국제기관 및 관계단체와 상황에 따라 제휴를 도모하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조약에 정하는 권리의 적
확한 행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일본저작권법.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본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보호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
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형사벌 규정의 창설과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부정경
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형사벌 규정이 도입된 후 2005년에 그 처벌범위가 확대
되었고, 동시에 법인처벌(제22조),112) 퇴직자처벌(제21조 제1항 제6호), 국외범처벌(제21조
제4항·제5항)의113) 규정이 도입된 것외에, 법정형의 가중(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
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 등이 이루어졌
다. 또한, 2006년 개정에서는 법정형을 더욱 가중하여 개인의 범죄에 있어서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처벌에 있어서는 3억엔 이하의
112)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익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혹은 제7호 또는 제2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 3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에 대하여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13) 제21조 제4항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7호의 죄는 사기 등 행위 혹은 관리침해행위가 있었던 때
또는 보유자로부터 제시된 때에 일본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국 외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1조 제5항 제2항 제5호의 죄는 일본국외에서 동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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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종래까지의 영업비밀침해죄의 입건이 장해가 되었던“부정경쟁의 목적”
이라는 목적요건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영업비밀의 영득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신설하였
다.
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침해행태, 민사적 구제수
단 등 내용은 한국 법과 유사하다.
•일본은 첨단기술 유출의 심각성, 한국, 미국 등 외국의 영업비밀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
여 200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로 강화하였다.
•영업비밀침해죄 형벌수준 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국외
사용 및 공개행위처벌,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사용·공개행위 처벌, 법인도 처벌 가능토
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보안 관련 법령체계를 변화시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누설교사·방조자도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공무원의 외국공관원 접촉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시스템을 제도화하였다.
•경제산업성 등 부처·사안별로 “기술유출방지지침” 및 “지식재산취득관리지침” 등을 제정,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하였다. ‘특허＇의 경우 국가안보 관련 내용은 비
공개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형법(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재산죄 및 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죄는 친고
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발전
○ 영업비밀 보호의 형사적 범위114)
일본의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의 근간은 1974년에 일본법무성이 발표한 개정형법 초안
제318조(기업비밀누설죄)였다.115)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먼저, 본죄가“생산방법 그 외의 기술에 관한 비밀의 누설”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
업비밀의 보호로는 매우 협소하다는 비판이었다. 즉,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
만이 아니라 외부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탐지행위까지를 처벌하여야 하며, 또한 객체에 대해
서는 기술상의 비밀에 한하지 않고 영업상의 비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영업비밀
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비판이었다.
다음으로 본조가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자의 지위에 있던 자”, 다시 말해 퇴직자에게도

114) 박상열(2011),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2011. 9).
115) 개정형법초안 제318조(기업비밀의 누설).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기업의
생산방법 그 외의 기술에 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자가 그 기업의 생산방법 그 외의 기술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할 법률상
의 의무에 위반하여 이것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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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에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16) 그 외로 전쟁 전의 국가주의로 회기한다는 비판,
처벌범위의 확장 및 중벌화의 경향이 강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실현되지 못하
였다.
4)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다음 7유형이다. 주관
적 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과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의 존재 제
21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와 친고죄인 것은 모든 유형의 전제로 되어 있다(제21조 제3항).
가) 제1호: 외부로부터 침해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개시117)
본 호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 등 행
위(기망, 폭행, 협박), 관리침해행위(기록매체의 절취, 관리시설에의 침입, 부정 엑세스 그
외의 관리침해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개시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을 부정하
게 취득한 후에 사용·개시하는 행위로 가장 위법성이 높은 기본적인 범죄행위유형이다. 구
체적으로는 A가 B사의 사원X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또는 X를 기망하여 B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B사에 침입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밀자료를 절취하는 행위, 부정
엑세스에 의해 B사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훔쳐보거나 혹은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A가 사용·개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유형이
제1·2호로 규정된 것은 영업비밀의 절취하 는 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법익침해행위이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이익을 얻
을 목적을 말하며, 행위자 자신과 관계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 등을 묻지 않는다. 또한,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에는118) 재
116) 그 외로 노동자의 퇴직·전직의 자유를 속박하는 ‘비밀’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비판과 또한 당시 최
고조에 달하였던 공해문제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내부고발 및 위법행위에 관한 보도기관에 의한 취재활동
을 곤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17) 제2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는 이를
병과한다.
제1항 제1호.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사람을
기망,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또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
설에의 침입, 부정 엑세스행위(부정 엑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하는 부정 엑세스행위를
말한다. 그 외의 보유자의 관리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제2호.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개시한 자.
제22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
여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혹은 제7호 또는 제2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
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3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서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18) 한편, 사업자의 부정정보를 내부 고발하는 행위에서의 고발자의 정의감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부고발의 원인에는 다양한 근무환경 또는 인간관계 등에 따라 복합적인감정에 따라
내부고발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은
다르다고 할수 있다. 당해행위가 기업 또는 상사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따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부고발로
써 정당하다면“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수익
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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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의 손해만이 아니라 신용 그 외의 비재산적인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
가 발생하는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119)
나) 제3호: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영득·사용·개시120)
본 호는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보유
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계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영
득·사용·개시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본 호의 주체는 재직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퇴직자에 의한 사용·개시가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침해
방법을 3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즉, ① 영업비밀기록매체 등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
을 영득하는 것, ②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혹은 기록에 대해서 또는 영업비밀이 화
체된 물건에 대해서 그 복제를 작성하는 것, ③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을 삭제하지 않고, 또한 당해 기재 또는 기록을 삭제한 것과 같이 가장하
는 것 등이다.121)
개정 전의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전술의 개정의 ①과②의 2종류에 한정된 방법에 의해
취득된 영업비밀의 사용·개시를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의 제3호는
사용·개시의 전제행위로서의 영업비밀 영득행위 자체를 새로운 처벌행위 유형으로 하였다.
개정법률의 제3호는 소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영업비밀의 횡령 즉 수단적인 제한을
하여 정보횡령을 보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처벌근거는 ① 사용·개시는 기업 외
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처벌이 어려워
적”에서 말하는 손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에 의한 목적요건의 변경
에 따라 보도기관의 취재행위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119) 종래의 목적규정에서는 단순히“부정한 경쟁의 목적으로”로 되어 있어 자기를 포함한 특정한 경업자를 경
쟁상 우위에 점하게 할 목적으로 타자의 영업비밀을 침해자가 스스로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스스로를
경쟁상 우위에 있게 할 목적 및 특정의 사업자에게 개시하는 것에 의해 특정의 사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할
목적만이 아니라 특정의 경업자와 공모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특정의 경업자를 경쟁
상 우위에 할 목적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보도의 자유 및 내부고발의 자유와의 관계는 희박하게 되었으
나 영리목적으로 외국정부 등의 단체에게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위 및 특정의 경업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
을 동반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사이버 공간에 유출하는 행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및 부정한 손
해를 가할 목적에서의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6월 25일 상
장증권회사 사원에 의한 고객정보의 부정반출이 있어 일본경시청은 이사원을 체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사
원은 부정엑세스금지법 위반용의와 65엔 상당의 CD 1매의 재물의 절도용의로, 당시 일본에서는 정보절도
및 이익절도, 교부(처분)행위가 없는 사기는 불가벌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2009년의 개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경업자에게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위 및 단순히 영업비
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었
다.
120) 제21조 제1항 제3호.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서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
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계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다음에서 열거하는 방법으
로 그 영업비밀을 영득한 자. 1)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업비밀이 기재되어 또는 기록된 문서, 도화 또는 기
록매체를 말한다.)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횡령하는 것. 2)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혹은 기록
에 대해서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해서 그 복제를 작성하는 것. 3)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 삭제해야 할 것을 삭제하지 않고 또한 당해기록 또는 기록을 삭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 제
21조 제1항 제4호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계되는 임무에 위배하
여 전호에서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영득한 영업비밀을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계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 또는 개시한 자.
121) 이것은 영업비밀의 사용·개시에 이르지 않은 전단계의 부정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이 일반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취득수단에 기록매체의 취득 또는 기록매체내용의 복제작
성이라고 하는 한정이 가해진 것은 이러한 수단이 사용되면 영업비밀취득의 확실성이라는 점에서도 또한 취
득된 정보량의 면에서도 정형적으로 위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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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② 부정한 사용·개시의 전단계라고 하여
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정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벌에 의해 처벌할 위법성이 긍정된
다는 점에 있다. 또한, ③ 영업비밀의 불삭제·삭제의 가장이라는 수단을 새롭게 규정한 것
은 개시된 영업비밀이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피개시자에게 영업비밀의 기록삭제의무
를 과하여 비밀을 지킨다는 관리체제의 실태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즉, 삭제의무에 반하
여 자신의 수중에 영업비밀을 두는 행위에는 전술한 ①과②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 같은 정
도의 위법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제5호: 임원·종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사용·개시122)
본 호는 보유자로부터 비밀을 제시받은 임원 또는 종업자가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의무에
위배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개시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행위주체가 임원 또
는 종업자, 즉, 내부의 자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 및 거래처 등의 외부자는 제외되
고 있다. 이와 같이 행위주체를 내부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영업비밀유지의무”의 내
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관계에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전직의 자유에
의 배려로부터 퇴직자를 제외한 것이다.
라) 제6호: 재직 중의 신청·청탁을 요건으로 한 퇴직 후의 임원·종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사용·개시123)
본 호는 보유자로부터 비밀을 제시받은 임원·종업자가 그 재직 중에 당해 영업비밀을 관
리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퇴직 전에 제3자에게 스스로 그 개시를 신청 또는 청탁을 받아 퇴
직 후에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개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것은 제3호의 행위와 더불어
새롭게 퇴직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처벌하는 것이다.124)
마) 제7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시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개시125)
2003년에 형사벌 규정에 신설될 때에는 부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 개시되는 것에 의해
122) 제21조 제1항 제5호.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역원(이사, 대표, 집행역, 업무를 집행하는 사
원, 감사 혹은 감사역 또는 이러한 것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종업자로서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
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계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그 영업비밀
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한 자.
123) 제21조 제1항 제6호.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 또는 종업자였던 자로 부정의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재직 중에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계되는 임무
에 위배하여 그 영업비밀의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영업비밀의 사용 혹은 개시에 대해서 청탁을 받
아 그 영업비밀을 그 직을 사퇴한 후에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한 자.
124) 하지만 전·퇴직자가 기업내에서 엄중히 관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사기 등에 의한 부정취득 혹은 관리침
해 등에 의해 취득하여 그것을 반출하는 형태로 전·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당벌 성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전·퇴직자가 당해기업 내에서 경력을 쌓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 및 경험에 대해서까지도
그 전·퇴직 후의 사용·개시가 재직 중에 신청 및 청탁이 있다는 것만으로 배임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
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전·퇴직후의사용·개시를 사기 등의 부정취득 및 관리침해행
위 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점에서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위반의 문
제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125) 제21조 제1항 제7호.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 2호 또
는 전 3호의 죄에 해당하는 개시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한 자.

- 115 -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2차적 취득)와 2차적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을 사용·개시하는 행위
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 2차적 취득은 개시에 따른 정형적인 관여행위로 필요적 공범으
로서 불가벌이라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스스로 종업원을 매수하여
영업비밀을 개시하도록 하면 개시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브로커 등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종
업원을 매수하도록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브로커에 영업비밀을 개시하도록 하여 다시 브로
커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는 2차적 취득이 되어 그 가벌성에 문제가 발생하였
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처벌의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개시에 의
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것을 사용·개시하는 행위를 독립의 범죄유형으로 한 것이다.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태양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영업
비밀 보유자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태양을
제시하도록 영업비밀 보유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부정경쟁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
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
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때 상대방은 자기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명확히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제1항은 손해산정에 있어서 서류 제출
을 명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정
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시 제
재 또는 불이익 조항이 없어서 소송상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보완이 요구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규정이 없으며, 또한 일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와 같은 규정이 없다.
<표 3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
§

§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
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써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
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써 심문을 받는 경우에, 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에
의해 그 당사자 등이 공개법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그 영업비밀에 근거한
당사자의 사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명확한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
한 진술을 할 수 없고, 그 진술이 빠짐으로써 다른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야 하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유무에 대한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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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제시된 서면의 개시를 요
구할 수 없다.
법원은 전항 후단의 서면을 개시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그 서면을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때에는 공중을 퇴
정시키기 전에 그 사실을 이유와 함께 언도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심문이 종료한 때에는
다시 공중을 입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6. 유럽연합
1) EU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직
○ 유럽특허청(EPO) 및 EU 지침
새로운 특허 기구인 유럽특허청(EPO)이 설립되어 유럽의 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유럽특허청은 그 외에도 유럽 특허 이의신청 심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생명공학 발명 보호에 관한 지침 98/44/EC(프랑스, 2004년 시행)는 특허법 분야의 EU지
침 중 하나이다. 이 지침은 식물 특허, 인간 유전자를 포함한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에 관
한 EU 회원국들의 법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워싱턴 조약이라고도 하는 특허협력조약(PCT)이 1970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통일된 특허 원 절차에 대한 규정을 통해 회원국들 사이에 특허권
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특허협약(EPC)은 1973년 체결되어 1977년 발효되었으며 2000년 국
제회의에서 개정되었다.
2)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체계
○ 법적 근거
유럽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근거는 TRIPs 협정 제7절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undisclosed information)”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U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민사적 보호방법은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지식재산권
법 등 다양한 법률로 보호된다.
특히 제39조에 WTO 회원국의 비공개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비밀이 국제
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 유럽위원회 ‘영업비밀 지침’
유럽에서는 2013년 11월 유럽위원회가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 즉 “비공개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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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및 영업정보(영업비밀)의 불법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
회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소위 ‘영업비밀 지침’을 발
표하였다.
이 지침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제도의 도입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하게 되면 회원국은 2년 내에 자국법 정비를
통해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14년 5월 26일 유럽연합이사회에 의해 승인되
었다(COM(2013) 813 final, 2013/0402 (COD))
○ 영업비밀 유지 노력
영업비밀 지침은 제1조에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정보는 비밀유지
(confidential) 되어야 하고, 비밀 유지성으로 인해 상업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영업비밀
보유자가 이를 계속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제
시하고 있다.
영업비밀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는 영업비밀의 불법취득,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 영업비밀 침해시 금지명령
제11조에는 금지명령(Injunctions) 관련 규정이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사법부가 영업
비밀의 불법취득, 사용 또는 공개를 발견한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기관은 영업비밀 보유자
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 행위 금지하거나, 침해물품의 생
산, 사용, 판매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침해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침해물품에 관한 적절한 대책, 예를 들면 침해선언, 시장에서 침해물품 철회, 침해물
품 폐기, 영업비밀 관련 서류 폐기 등의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간접침해 조치
「유럽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제8조 제1항은 ‘정보권(right of information)’에 관하여 규정
한다. 즉 권리자의 적당하고 적절한 요청(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quest)에 따라
사법당국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
다.126) 제8조 제2항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 정보는 (a) 해당 제품의 생
126)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rticle 8(“Right of
information.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the context of proceedings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 response to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quest of the claiman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information on the origin and distribution networks of
the goods or services which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 provided by the infringer and/or
any other person who: (a) was found in possession of the infringing goods on a commercial scale; (b) was
found to be using the infringing services on a commercial scale; (c) was found to be providing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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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배포자, 제공자, 이전 소지자, 도매상인, 소매상인의 성명 및 주소 및 (b) 해당 제품
의 수량, 가격이 된다.127)

commercial scale services used in infringing activities or (d) was indicated by the person referred to in
point (a), (b) or (c) as being involved in the production, manufacture or distribution of the goods or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127)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as appropriate, comprise:
(a)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roducers,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other

previous holders of th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the intended wholesalers and retailers;
(b) information on the quantities produced, manufactured, delivered, received or ordered, as well as

the price obtained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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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외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기관 운영현황

1. 영국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1) 특별사법경찰 조직 체계
○ 영국 지식재산청(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조직 하에 ‘저작권․지식재산권 수사
국(Copyright & IP enforcement directorate)’
경찰 및 상품표준감시관(Trading Standards officers)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128) 지식
재산청은 직접적인 범죄수사권이 없다.
이에 지식재산권 정보기구(IPO Intelligence Hub)를 통해서 법적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으
며, 지방정부, 문화스포츠 부처, 검찰청, 보건복지부, 내무부 등은 이러한 법집행권도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행정기관, 경찰청 고위층(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도 이와 같은 법집행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상품표준감시관(Trading Standards officers)과 경찰이 주요 법집행관으로
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보고 및 수사기록 등 활동을 한다. 위조보고의 경우는 경찰 및
국가위조정보국(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과 연결된 시민의 위조행위 퇴치운
동(Action Fraud)을 통해서, 그리고 상품표준원은 시민신고(Citizens Advice) 활동과 연계
해서 조사 등이 실행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조상품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들
이 관여되는 법인데, 지식재산청이 전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 또한 영국
지식재산청은 매년 상품표준감시관의 수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
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302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였다.
지식재산청 산하에서 활동하고, 런던구경찰청(City of London Police)의 한 조직으로 활
동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수사국(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은 지
식재산권 범죄수사를 위해 2013년 런던구 내에 설치되었다. 또한 웨일즈의 뉴포트에 위치
한 본부는 지식재산권 정보본부(IPO Intelligence Hub)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식재산
청이 이 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129) 이 지식재산권 정보본부는 연구원, 정보직
원, 재무수사관, 분석가 등이 함께 일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전문참사관(specialist IP attachés)
128)
https://www.nationaltradingstandards.uk/contact/
(국가상품표준국
https://nationalcareers.service.gov.uk/job-profiles/trading-standards-officer

법집행

공무원);

129) 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7/18, 2018년.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p-crime-and-enforcement-for-businesses/ip-crime-and-enforcement-for-business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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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은 브라질, 동아시아, 중국, 인도 및 세계지식재산청에 대사관 직원으로서
지식재산권 전문참사관(specialist IP attachés)을 파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주요 침해
범죄를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들에 자국 대사관에 지식재산권 전문참사관들을 상주시켜 약
9800만 파운트 정도의 손실을 예방한 바 있다(2017년 조사결과).
○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기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기관은 경찰(예: City of London Police), 상품표준감시관
(Trading Standards Officers), 관세직원(Revenue and Customs Officers) 등이며, 이들
의 협력 하에 대략 50~90%의 대응이 이행되고, 지식재산권 정보국(IPO Intelligence
Hub), 관련 기업체, 국경경비대(Border Force) 등이 30~50%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다. 이
중에 지식재산권 기관들은 25% 이하 수준으로 사건을 적발하고 있다.130)
○ 왕립검찰청의 위조담당국(SFD)
왕립검찰청의 위조담당국(Crown Prosecution Service Specialist Fraud Division,
SFD)에서는 지식재산권 위법행위에 대하여 폭 넓은 수사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며, 유럽 검
찰청 네트워크(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ors Network, EIPPN)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경찰청,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국(PIPCU)’ 등과 지속적인 전
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민간부문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적발 협력기구
민간조사협회(Private Prosecutors’ Association, 2017년 설립)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
다.
지식재산권보호연맹(Alli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IP)은 1998년 설립되었으며 영
국을 기반으로 20여 개 사업협회와 범죄수사기구들 간 협력체널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
장서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보호그룹(Anti-Counterfeiting Group, ACG)은 비영리협회로 38년 전에 설
립되어 활동해 왔으며 170개 조직들로 구성되어 짝퉁 등에 초점을 두고 약 3,500여 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조품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만5천개의 짝퉁상품을 압수한 바 있다(UK Stats 2017).
2) 특별사법경찰의 위법행위 수사활동 현황
영국에서는 짝퉁의류와 담배가 지식재산권 특사경의 가장 중점수사 분야가 되고 있다. 화
장품, 주류 등도 빈번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2017년 가장 중점수사 분야로는 장
난감, 화장품, 메이크업 분야였다.
130) Trading Standards Successes: 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7/18,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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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Jasper 작전, 2017년 Big Ben 작전 등을 전개하였고, 3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범죄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69건의 체포, 8천 건의 인터넷 사이트 폐쇄, 3백만 파운드 이상
의 짝퉁상품 압수한 바 있다(IPO, IP Crime Report 2014/150). 가장 많은 범죄가 범해지
는 곳은 숍, SNS, 거주지역, 경매장 등이며 주로 조직범죄로 연결되어 있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995~2017년 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상황
을 수사한 건수의 발생 동향인 바, 특허와 디자인 등 침해행위와 비교해서 상표권법 침해
범죄가 상대적으로 쉽게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기 때문에 가파른 증가 현상
을 보여 왔다. 이에 따른 2017년 기준의 수사결과를 보면, 상표권법 침해범은 398명, 저작
권 디자인 및 특허법 침해사범은 47명 수준이었다.131)
<그림 24>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발생 현황(1995~2017)

2. 미국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1)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리더십과 관련기관
(1) 지식재산권 법집행조정관(IPLEC)
미국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소속집행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법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or, IPLEC)은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국’(Office of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에서 지식재산권 범죄행위 예방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2)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국’(IPEC) : 대통령 중심의 ‘지식재산권 전략그룹’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국’은 미국 전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백악
131) IP Crime and Enforcement Report 2017/18, 2018년,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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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식재산권 전략 그룹(White Hous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Group)을 조직하
였다.
참여기관으로는 국가경제이사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국가안보이사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과학기술정책처(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경제자문이사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EA), 부통령실(Office
of

the

Vice

President,

OVP),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등과 함께 관련 연방부처 및 다수의 집행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3) ‘지식재산권 전략그룹’의 참여기관
예를 들면, 위의 주요 핵심참모기관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및 정책 추진을 위
해 대표들을 파견함으로써 전략그룹에 참여하는 연방부처와 집행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재무부(Treasury),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농림부(Agriculture), 보건부(Health),
인력관리부(Human Services), 저작권보호청(U.S. Copyright Office) 등이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시행령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집행기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
원에서

인준을

받는

3명의

고위직으로서,

대통령

산하

지식재산권

법집행조정관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통상부 소속의 지식재산권 통상담당
차장 겸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총국장, 미국 무
역대표부(USTR)의

혁신관

겸

지식재산협상관(Chief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or) 등이 있다.
(4) 통상부장관과 특허상표청(USPTO)의 역할
통상부장관(Secretary of Commerce)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지휘
하면서 미국과 해외에 미국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함께 통상부
장관은, 위의 ‘전략그룹’ 이외에도 국제무역행정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미국

정보통신행정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산업안전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등으로부터
밀접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행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법집행기관
(1) 법무부 검찰청
○ 법무부와 연방검찰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저작권법 위반, 상표권 복제, 영업비밀 탈취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범죄처벌 활동을 주관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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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FBI), 전국 검찰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s)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는 물론, 법무부 내에서도 범죄국(Criminal Division) 소속의 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
권과(The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국가보안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소속의 대정보무역통제과(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

CES),

시민국(Civil

Division)

소속의

소비자보호과(Consumer

Protection

Branch) 등을 통해서 활발한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컴퓨터 해킹과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훈련된
270명의 연방검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2) 국무부
○ 국무부와 ‘지식재산권 법집행조정관(IPLEC) 간 법집행 협력체계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지식재산권 법집행조정관(IPLEC)‘과의 협력 하에 소속기관
인 국제마약법집행청(Bureau of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INL)
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외 미국 대사관에 법무부
소속 검찰관(DOJ attorneys)을 파견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및 위법행위도
조사하고 있다.
(3) 국토안보부
○ 국가지식재산권 범죄수사조정센터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가지식재산권 범죄수사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는 미국에서 보건의료, 국민안전, 부정경쟁 등을 해치는 위
조품,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범법행위를 수사하고,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특사경 및 검
사 등의 교육훈련과 함께 국내외 현장에서의 범법자 검거를 통한 법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들의 네트워크 집합체이다(위치: Arlington 시).

국가지식재산권 범죄수사조정센터(IPR Center) 관련 집행기관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the United
Administration’s
Commerce’s

States Postal Inspection
Office

of

International

Criminal
Trade

Service, the Food

Investigations,

Administration,

the
the

and

Drug

Department
Naval

of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the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the Defense
Logistics Agency’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s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ICE-HSI), 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the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s Office of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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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the Department of
State’s Office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the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s Major Procurement Fraud Unit, the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the U.S. Postal Servic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and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 국가지식재산권 범죄수사조정센터(IPR Center)의 활동132)
2017년 회계연도의 활동 현황에 따르면, 본 센터(IPR Center)는 약 400여 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14,000명 이상의 수사관을 훈련시켰다. 상업 및 산업분야에서의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인터넷, SNS 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예방 및
계몽활동 등을 이행하였다.
2016~2017년 간 법집행 활동 결과를 보면, 지식재산권 위반자 423명 검거, 전체 203건
이상의 수사 및 체포영장 발부, 376개의 위조 및 불법복제 조직을 해체시킨 바 있다(미국
법무부 활동보고서).
법무부는 또한 1,164개 기관으로부터 약 2,251명의 수사관들을 위한 97개 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고, 194개 기관에서 573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17번의 세미나 개최, 그리고
116개 기관에 대하여 31회 이상의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2017년 범죄수사조정센터(IPR Center)는 전체적으로 27,856건의 수사활동을 진행하였고,
FBI는 228건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를 진행하였는 바, 영업비밀이 79건, 저작권 위반
79건, 상표권 침해 64건 등이었다. 그리고 44건의 새로운 조사를 거쳐서 31건은 체포, 23
건은 기소 등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4) 연방 특허상표청(USPTO)
연방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은 2017년에도
글로벌 지식재산권 아카데미(Global IP Academy, GIPA)를 운영하면서 민간단체 및 중소
기업 등에 지식재사권 보호 프로그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고발 등의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왔다. 이중 24개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행된 바 있다.

3. 프랑스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1)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집행기관: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DGCCRF)
○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132)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or(IPLEC), 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 2018년 3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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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
경제산업디지털부(기획재정부) 산하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DGCCRF)은 집행기관이다.
이 조직은 소비자 보호 및 시장경제 보호정책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앞장서는
’경제산업디지털부‘의

본부

산하에

하나의

총국

조직으로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

‘(DGCCRF)에는 2017년 기준 3067명이 근무하고, 전국에는 관련 주무부처들과 연계된 96
개 도 행정국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5> 경제산업디지털부 산하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DGCCRF)의 조직도

2)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DGCCRF)의 집행업무를 지원하는 기관들
위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소비․위조예방․총국‘(DGCCRF) 산하에 중요 집행기관
들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관세국과 협력 활동을 하는 공동실험처(Service commun des laboratoires, SCL)
-전자상거래 감시센터(CSCE, Morlaix)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조사처(Service national des
enquêtes, SNE)
-’경쟁․소비․위조예방․연수원(École nation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CCRF, Montpellier, Montreuil)
- 파리, 리용, 몽펠리에) 컴퓨터센터(Service de l'informatique, SICCRF)
3) 중앙사법경찰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소속 지식재산권 보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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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133)
○ 산업위조범죄퇴치센터(Brigade Centrale pour la Répression des Contrefaçons
Industrielles et Artistiques, BCRCIA)
중앙위조화폐국(Office Central pour la Répression du Faux Monnayage) 소속 특별감
사국으로서 위치한 ‘산업위조범죄 퇴치센터’(BCRCIA)는 주요 임무로 인터폴과 함께 전국적
으로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조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중앙위조화폐국은 1929년 제네바 협약으로 창설되었으며, 프랑스의 국가군경찰과 국
가사법경찰 간 공조활동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위조범죄 퇴치센터’(BCRCIA)는
1996년 창설되었다. 프랑스 전국에 소재해 있는 각 지역사법경찰기구도 다른 범죄수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퇴치를 위한 지역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 광역사법경찰국(Directions Interrégionales de la Police Judiciaire, DIPJ)
- 지역사법경찰국(Directions Régionales de la Police Judiciaire, DRPJ)
- 지역사법경찰청(Services Régionaux de Police Judiciaire, SRPJ)
○

국가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소속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국가군경찰 역시 전국에 지역별 군경찰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수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행위를 퇴치하는데 국가경찰, 사법경찰 등과 공조활동을 하고 있다.

4) 관세국 소속 사법경찰(la police judiciaire conduites par l'administration des
douanes)
-관세사법경찰국(Service National de Douane Judiciaire, S.N.D.J)
국경 관세국 소속 사법경찰들은 우리나라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이 위조상품 및
상표권 도용 등 수사와 범죄적발 활동을 한다. 이러한 범법행위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
로서 형사벌 처벌 목적과 함께 관세법 위반행위로서 적발하고 있다.
<그림 26> 프랑스 관세사법경찰국 소재지

4. 세계기구 및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특별사법경찰 조직
2002년

WIPO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133)
https://www.police-nationale.interieur.gouv.fr/Organisation/Direction-Centrale-de-la-Police-Judici
aire/L-organisation-et-les-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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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ACE)가 설치되었으며 침해범죄 퇴치를 위하여 기술적 지원과 조정협력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경찰(Europol)이 주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과 유럽인터폴은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퇴치를 위해 2016년 ‘지식재산권 범죄퇴치 협력센터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면
서 이 분야의 침해사범 수사 및 체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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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특허청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

2014. 7. 3

특허청훈령 제776호

개정

2017. 6. 22

특허청훈령 제878호

개정

2019. 0. 00

특허청훈령 제000호

제1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총칙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특허법」제225조제1항),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 제2조 제1
호 자목,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디자인보호
법」), 「상표법」중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중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단속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라 한다)의 업무수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지식재산권보호경찰)라 함은 특허청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

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를 말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고, "특별사법경찰리"라 함은 특별사법경찰
관리 중 8급·9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2. "내사"라

함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으로 조사착수 이전에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3. "기획수사"라

함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가공 및 유통 사

범 및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대상자를 특정하여 집중 수사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라

4.

함은「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

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금융거래내역조사"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

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6. "지명수배"라

함은 미체포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

한다.
7. "지명통보"라

함은 미체포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요구

하는 것을 말한다.
8.

″고발의뢰〃라 함은 통고처분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을 고발 또는 송치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직무수행 기본
제1절 직무의 자세

제3조(직무범위와 책임)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
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범죄조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 집

무규칙」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등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되며, 당해 정보의 조사 목적 외에는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
정보제공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
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사의 회피)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
계로 인하여 그 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수사를 회피한다.
제5조(법령 적용원칙)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에
서 정하는 법령을 적용하고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
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다른 법령 등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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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명서 소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
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단속업무) ①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단속업무는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라 한다)에 단

속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보호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절 사무소 소재 및 직무운영

제8조(조직)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의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
위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산업재산조사과를
두고, 지역별로 산업재산조사과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무소의 설치 및 관할구역) 서울, 대전, 부산에 지역사무소를 두되 관할 구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지역사무소는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관할한다.

2.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및 제주지역을 관할한다.

3.

부산지역사무소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을 관할한다.

제10조(지역사무소의 업무) 지역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 내 자체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단속계획 수립·시

행
2.

관할 구역 내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관련 정보 수집 및 실

태 조사
3.

기타 상표권, 특허, 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단속 기본계획수립) ① 산업재산조
사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단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평가

2.

당해년도 위조상품,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 단속방향 및 추진계획

3.

기타 주요사항

제12조(체포장구의 사용 및 조사실 운영) ① 지역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보호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체포장구를 보유·사용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중 체포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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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지역사무소는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

을 설치·운영한다.
④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관련 법령 등을 구비한다.

제13조(직무교육) ①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
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
다.
②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에 대하

여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직무관리

제14조(지휘·감독) ①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의 지휘 하에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산업재산조사과장을 보좌하여 관할 지역에서 특허․디자인 및 영업

비밀 위반행위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철회)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조사과 소속 직원의 특별사법경
찰 지명 및 철회의 수요가 있을 경우 각 지역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지식재산
권보호경찰 신규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제16조(통계관리) 지역사무소장은 단속에 관한 통계를 월별·연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제17조(복무관리)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관리 관장사항의 일부를 지
역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부서와의 협력)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특허청의 위조상품, 특허․디자인․영
업비밀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제3장 직무수행 수사일반 수칙
제1절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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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내사의 원칙)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제20조(내사의 착수)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인터넷, 출판물, 익
명의 신고, 풍문 등이 있을 때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

신고·제보에 의하여 내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자·제보자와 피내사자·피의자의

관계, 신고·제보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내사를 할 경우에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소속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
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범죄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익명 또는 가설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
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내사사건의 기록) 제20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4호서
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내사의 종결 등)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범죄사건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한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진 때에는
소속 지역사무소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6호서식)를 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역사무소장은 산업재산조사과장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착수 전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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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여 산업재산조사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착수 후 즉시
보고한다.

제24조(내사사건의 인수· 인계)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
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
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
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

제2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은 신고자의 주
소·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사건을 접수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할 내에서 해당 관할내의 사건에 대하여

②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수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산업재산조사과장의 승

③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특허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수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

2.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

3.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현행범

④

관할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사무소장 간 협의로 관할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산조사과장이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거

소 확인 결과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재산조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해
당 지역사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사건의 이관)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인지한 범죄정보 및 수사사항이 제9조에 규
정한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무소로 이관할 때에
는 사건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사무소장에
게 신속히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서류 등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고소·고발 또는 신고접수된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

는 경우 이관시킨 지역사무소에서는 민원(사건)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처리결과란에 발
송일자·인수관서를 기입하고,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27조(고소· 고발 및 신고사건의 처리) 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는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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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고 관할 사무소에 이관한다.
②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거나,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고소·고발 및 신고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이외의 범죄유무 및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
의 유무 등에 대하여 유의한다.
④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

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 또는 수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사건처리 기한)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고소나 고발에 의해 범죄를 조사하는 때
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②

고소 또는 고발 이외의 사유로 내사 또는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최초 착수일로부터

3

월 이내에 완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

조사과장에게 보고한 후에 최초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산업재산조사과장의 승인 또
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29조(수사업무의 전산처리) ① 사건의 접수, 착수 및 종결 등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의 업무
는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이하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작업

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제30조(수사서류의 작성)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약어·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할 것

제31조(문자의 삽입· 삭제) ①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지식재산권보호경찰)
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
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 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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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2.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한다.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 자

삭제" 또는 "몇 자 추가"라고 기재한다.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 자 추가"라고 기재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②

"

몇 자 추가" 또는 "몇 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
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절 임의수사

제32조(수사의 착수)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사착수계획을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등록을 생략하고 범
죄인지보고를 할 수 있으며,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1.

수사 대상자 인적사항

2.

수사기간

3.

범죄혐의 내용

4.

수사방법 등

5.

기타 특기사항

제33조(출석요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
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한다.
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출석요구 등

②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원하지 않을 때

③

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석요구통지부 등에 기
록한다.
출석에 응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진술조서 별지 제13,

④

14

호서식)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4조(피의자 신문)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고, 신문 전에 피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

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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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을 조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별지 제16,

③

17호서식)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

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
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

④

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⑤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

1.

우에는 그 명칭·설립목적·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 및 입국목적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교육·경력·가족상황·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8.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9.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2.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3.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35조(참고인 조사· 진술) ①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
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 조사 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 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형사소송법」제317조의 규정을 준

수하며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

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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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호인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1인을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

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

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한다.

제37조(신뢰관계자 동석)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

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

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2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지식재산

권보호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별지 제11,

12호

서식)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조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 시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한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신문 방해, 조사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피의자의 신문에 동석하는 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석자가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
당하게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나 제5항의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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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경찰관은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⑦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당해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에 관

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심야조사 금지)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
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조사과장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제39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
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

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수사과정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등

을 기재하고, 만약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때에
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
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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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직무수행 세칙

제1장 체포· 구속
제41조(체포영장의 신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
당한 이유 없이「형사소송법」제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지식재산권보호경
찰)은 검사에게 신청(체포영장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
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

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긴급체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
하고 긴급체포원부(별지 제23호서식)에 긴급체포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
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

긴급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현행범 체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의 실행중인 자 또는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

2.

범칙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자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

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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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서식)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 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체포와 범죄사실 등 고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
사소송법」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를 체포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

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1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청(구속
영장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다.
③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30

호서식, 긴급체포피의자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터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포한 때로부

36시간

내에 조사기록 기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

의자별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사가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소속 지역사무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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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
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긴급체포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
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현행범인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및 현행범인인수서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영장의 집행)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
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

③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한다.

④

영장을 집행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48조(체포· 구속후 처리) ①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
사에게 보고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

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
게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별지 제38호서식)를 하고 체

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범죄조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전화 또는 모사전
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

사관,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

시 특허청장 및 검사에게 보고한다.
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

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
정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⑥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초일과 공휴일인 말일을 포함함)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

여 검사에게 인치한다.

제49조(피의자의 석방)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피의자 석방 건의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석방 보고서(별지 제42호서식) 또는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
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 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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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체포

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각각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⑥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하지 못하며, 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
시 체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50조(체포 및 구속영장신청부)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신청부(별지 제33
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별지 제34
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며, 발부 후의 처리 결과 등은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
36호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1조(체포와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자가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
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52조(영장의 반환) ① 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의자가 도주하여 집행하지 못하
였을 때에는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에 영장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반환하고, 반
환보고서 및 영장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형사소송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한다.

제53조(연행과 호송) ①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
증을 인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2장 압수·수색 등

제54조(압수· 수색 영장의 신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검사
에게 신청(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하여 검사의 청구로 미리 관할지방
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임의제출서; 별지 제49호서식)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
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

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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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제2항 또는「형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

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을 신청(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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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55조(영장의 집행)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 또는 신체검
사를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자에게 통

지한다. 단, 제2항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
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소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

며, 기타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 단,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
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

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 들
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⑦

수색을 함에 있어서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장소에서 퇴거

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색에 착수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6조(압수조서의 작성 및 교부)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
한 때에는 압수조서(별지 제50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51호서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
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목록을,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
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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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호서식)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금융거래내역 조사

제57조(금융거래내역 조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
에는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을 신청(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별지 제70호
서식)하여 검사의 청구로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
며, 압수영장 신청 시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별지 제71호서식)를 함께 제출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특정점포를 알 수 없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72호서식)가 첨부된 협조공문

을 각 금융기관 특정점포 또는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

구한다.
3.

조사대상자의 변동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제3항에 규정된

요구서를 송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④

상표권 경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

활용 결과를 기록·비치·관리한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

우
⑥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하는 때에는 통

보유예기간을

6월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유예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제5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유예사유를 기재한다.
제4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
제1절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 등

제58조(통신자료 제공요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의 제공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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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산업재산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
청(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별지 제73호서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가

입자와의 연관성 ,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서’라 한다)으로 검사에게 신청(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하
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별지 제76호서식)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별지 제75,77,79호서식)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한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절 영상녹화

제60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영상녹화의 범위)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
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
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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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

리과정을 영상녹화 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62조(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3.

조사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직책

4.

「형사소송법」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제63조(영상녹화시 참여자)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는 조사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4조(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CD,

DVD, USB

등 전자통신기기에 의한 기록물 포함)

2개를

제작하고 영상

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등의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상녹화물 등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

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 등을 사용

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
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상녹화물 등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별지

제88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5조(봉인 전 재생· 시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
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 등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명수배 및 송치
제1절 지명수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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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지명수배 대상)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
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고발 또
는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지명수배 대상

1.

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
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
부된 자
지명통보 대상

2.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

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
재가 불명인 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67조(지명수배·통보 절차)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
자 요구서(별지 제90,9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지명수배·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타 사무소의 지명수배·통보여

부를 확인하고 기 지명수배·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명수배·통보할 내용이 같거나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단독범이고, 경미한 경우에

는 별도 지명수배·통보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건을 기 지명수배·통보 사무소에 이송한다.
2.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다수인 관련 또는 중요한 사안(법정형이 중한 죄)으로 당해

사무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 체포시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명수배·통보자의 주소, 범죄사실 등이 변경된 경우 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한 관할경

찰서장에게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해 소재수사결과 지명수배·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지명수배·통보를 한 지역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
보를 받은 지역사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소재수사 및 조치) ① 지명수배·통보를 한 지역사무소장은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하여 필요시 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한다.
②

지명수배·통보를 한 지역사무소장은 지명수배·통보자의 연고지 관할 지역사무소장

에게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재수사를 의뢰받은 연고지 관할 지역사무소장은 소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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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 협조한다.

제69조(지명수배자 소재 발견시 조치)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제4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즉시 피의자 신병
을 지명수배 지역사무소에 인계한다.
②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피의자에게 긴

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며, 체포고지 및 신병처리 절차는 제1항
과 같다.
③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지명수배 지역사무소의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47조제1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포통지 등을 한다.
④

기소중지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검사에게 기소

중지자 소재발견보고(별지 제95호서식)를 하고 검사의 수사재기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70조(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 지역사무소 등을 고지하고 발
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명통보 지역사무소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별지 제96호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견

지역사무소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 지역사무소에 송부한다.
②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수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명통보 지역사무소의 수사관은 즉시 지명통

보자가 출석하기로 한 일자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④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
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
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제71조(지명수배 해제)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에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별
지 제92,

94호서식)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

어진 경우.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 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

공소시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명수배·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시효 완

성 확인을 받아 해제한다. 다만, 국외에 출국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정지 등
에 유의하여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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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통보 해제 대상자가 타 지역사무소에서 별도 지명수배·통보중인 때에는

③

당해 지역사무소의 지명수배·통보 해제사실을 지명수배·통보중인 타 지역사무소에 통보
한다.
제2절 사건의 송치

제72조(사건송치)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
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73조(송치서류 작성)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
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 중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
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별지 제100호서식)

2.

압수물 총목록(별지 제101호서식)

3.

기록목록(별지 제102호서식)

4.

의견서(별지 제103호서식)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⑥

1-1, 1-2, 1-3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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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5조(송치 및 의견서작성)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지역사무
소장인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무소장이 지식재산권보호
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담당 사건의 수사를 주관한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송치후 수사 등)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사건 송치 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
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

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전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

월일 , 피의자의 성명 ,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106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절 압수물의 관리

제77조(압수물 보관장소 및 관리) ① 각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품 보관창고(이하 "압수물창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지역사무소에서 이를 관리

하고 해당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압수물품관리담당자를 지정한
다.
③

검거한 사건을 다른 지역사무소에 이관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

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
거 지역사무소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사건인수 지역사무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77조(압수물의 전산관리)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압수물품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특사경업
무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개정·전산시스템 미비 기타 전산장애의 사유로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작업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제78조(압수물품의 보관) ① 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압수물품을 범죄사건별로 구분하여 보
관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에 "압수물품"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압수물품"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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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압수물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구획번호(압수창고 내부 공

간에 대해 구획을 지어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부여한 임의의 번호를 말
한다) 등을 이용하여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에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등록한다.

제79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①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위탁 보관할 수 있다.
1.

압수물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압수물품보관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에서 결정한
다. 이때 지역사무소장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압수물품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

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한
다.
④

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

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을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는 경우

2.

범죄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⑤

범죄사건을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는 경우 범죄사건을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장

은 압수물품 위탁보관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80조(압수물품의 일시 반출입) ① 압수물품을 감정, 법정제출, 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일
시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압수물품을 일시반출한 자는 일시반출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반납하여

야 한다.
③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압수물품에 대하여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시 반출하여

야 한다.
④

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일시 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할 때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1조(송치시 압수물품 처리) ① 지역사무소장은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경우
압수물품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담당검사가 수사목적상의 편의, 검찰자체

보관시설 부족, 인계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압수물품의 보관을 특허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관증(별지 제107호서식)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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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폐기처분)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압수물 폐기
처분 지휘건의서; 별지 제108호서식).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압수물을 폐기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압수물품 폐기 결과를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폐

기조서(별지 제109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환부)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압
수물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경우

2.

검사의 환부지휘가 있는 경우

3.

범칙조사 종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1항에 따라 환부할 경우에는 환부 받을 자가 환부물품을 수

령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 그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국고귀속시 검찰에 송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

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압수물환부, 가환부) 지휘건의서; 별지 제110호서식).

제84조(압수물품 관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압수물품관리 중 훼손, 망실 또는 횡령 등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산업재산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허청장에게 사고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출력하여 압수물품 관리상황을 확인한다.
1.

압수물품관리대장

2.

일시반출입대장

④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입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장

기 보관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촉진을 위하여 구체적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한
다.
⑤

지역사무소장은 반기별로 압수물품 재고현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

업재산조사과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보고 및 비치서류

제85조(보고 등) ①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산업재산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타 수사기관과 합동조사시 합동조사 내용 등

2.

소속직원이 타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 및

혐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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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관련사건
지역사무소장은 송치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②

경우에는 산업재산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못하였거나 위반법령 등을 다르게 기

1.

소한 사건
2.

법관이 무죄, 선고유예를 하였거나 위반법조를 다르게 판결한 사건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제2항 각호의 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③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각 지역사무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한다.
1.

민원(사건) 관리대장(총괄)

2.

내사사건부

3.

범죄사건부

4.

압수부

5.

구속영장신청부

6.

체포영장신청부

7.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8.

긴급체포원부

9.

현행범인체포원부

10.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1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2.

출석요구통지부

13.

체포·구속인명부

14.

체포·구속인 접견부

15.

체포·구속인 교통부

16.

체포·구속인 수진부

17.

물품차입부

18.

수사관계예규철

19.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20.

내사종결사건철

21.

수사미제사건기록철

22.

통계철

23.

처분결과통지서철

24.

잡서류철

2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2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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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제1항제3호의 범죄사건부와 동항제11호의 체포·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

②

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18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

③

령 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제19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

④

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제20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

⑤

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제21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

⑥

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제22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⑦

한다.
⑧

제1항제23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

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
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24호의 잡서류철에는 동조동항제1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철에 편철되지 아

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⑩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하며,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

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
다.

제87조(임의장부 등)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86조제1항 각 호
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88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갱신하여야 한
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89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범죄사건부, 압수부,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체포·구속인명부,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

:

영구

철, 내사종결사건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25년

3.

통계철

: 5년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5.

: 3년

구속영장신청부, 체포영장신청부,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긴급체포원부, 현행범인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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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출석요구통지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 체포·구속인 교통
부, 체포·구속인 수진부 , 물품차입부 , 처분결과통지서철, 잡서류철

: 2년

제90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91조(문서의 서식)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사건)관리대장(총괄)

별지 제1호서식

2.

사건인계서

3.

내사착수보고서

4.

내사사건부

5.

내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범죄인지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7.

범죄사건부

8.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8호서식

9.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10.

출석요구통지부

11.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진술조서(갑)

:

별지 제13호서식

14.

진술조서(을)

:

별지 제14호서식

15.

간이진술서

별지 제15호서식

16.

신문조서(갑)

:

별지 제16호서식

17.

신문조서(을)

:

별지 제17호서식

18.

진술자확인란(갑)

19.

외국인 진술자확인란(을)

20.

수사과정 확인서

21.

체포영장신청서

22.

긴급체포서

23.

긴급체포원부

2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25.

현행범인체포서

26.

체포·구속이유 고지확인서

27.

현행범인인수서

28.

현행범인체포원부

29.

사전구속영장신청서

30.

구속영장신청서

31.

긴급체포피의자 구속영장신청서

: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

:

:

: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

:

: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

별지 제28호서식
: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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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범인 구속영장신청서

33.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3호서식

34.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34호서식

35.

체포·구속인명부

36.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37.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38.

체포·구속(구속전 심문신청 등) 통지서

39.

영장반환보고서

40.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41.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41호서식

42.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42호서식

43.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44.

체포·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4호서식

45.

체포·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5호서식

46.

체포·구속인 수진부

:

별지 제46호서식

47.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48.

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49.

임의제출서

50.

압수조서

:

별지 제50호서식

51.

압수목록

:

별지 제51호서식

52.

수색조서

:

별지 제52호서식

53.

검증조서

:

별지 제53호서식

54.

물건제출요청서

55.

물품차입부

:

별지 제55호서식

56.

압수증명서

:

별지 제56호서식

57.

수색결과증명서

58.

압수물건 보관서

59.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60.

압수부

61.

실황조사서

62.

촉탁서

:

별지 제62호서식

63.

회답서

:

별지 제63호서식

64.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64호서식

65.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65호서식

66.

감정유치장 신청서

67.

감청처분허가장 신청서

68.

감정위촉서(갑)

:

별지 제68호서식

69.

감정위촉서(을)

:

별지 제69호서식

70.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 별지 제70호서식

7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

별지 제32호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

별지 제37호서식

:

: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

별지 제40호서식

:

별지 제43호서식

:

:

별지 제47호서식
: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

별지 제57호서식

:

별지 제58호서식

:

: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

별지 제61호서식

:

별지 제66호서식
:

별지 제67호서식

: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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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7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7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

7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7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7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78호서식

7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79호서식

8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8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8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8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84호서식

8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85호서식

8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86호서식

8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88.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89.

외국인 체포(구속) 통보

90.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91.

지명수배(통보) 해제원부

92.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93.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94.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95.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96.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통보)서

97.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97호서식

98.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98호서식

99.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72호서식

:

별지 제73호서식

:

: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

별지 제80호서식

:

별지 제81호서식

:

별지 제82호서식

:

:

별지 제88호서식
:

: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

별지 제91호서식

:

:

별지 제92호서식

:

:

별지 제93호서식
: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100.

사건송치서

101.

압수물총목록

102.

기록목록

103.

의견서

:

별지 제103호서식

104.

공소장

:

별지 제104호서식

105.

인상서

:

별지 제105호서식

106.

추송서

:

별지 제106호서식

107.

보관증

:

별지 제107호서식

108.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109.

폐기조서

110.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111.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별지 제111호서식

:

:

: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

별지 제109호서식
:

별지 제1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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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159 -

제3편 "지식재산권보호 특별사법경찰(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및 상표권)“의
침해행위 피의자 수사 및 체포 세칙

제1장 특허․디자인․영업비밀․상표권 침해행위의 인지 및 수사착수
제93조(범죄인지 기준)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 (이하

”범죄“)

”특허․디자인

및 영업비밀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

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94조(범죄인지서)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6호

서식의 범죄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보고서에는 피의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
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5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범죄로 인해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전항
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제15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 및 수사기간) ① 고소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고소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산업재산조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97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
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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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고소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
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지
식재산권보호경찰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
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디자인․영업비밀․상표권 침해행위의 수사
제99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
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
식재산권보호경찰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
자메시지(SMS)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출석요구통지부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 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01조(범죄경력 조회 등)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자료를 포함한다), 여죄조회, 지명수
배, 통보 유무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피의자의 석방)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
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41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
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
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4조(수사의 공조)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 출석요구 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 수색 검증, 참고인의 출석 요구 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 등 이라 한다)에 대한 공조를 다른 지식재산권보호경찰에
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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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제17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

1.

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

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 사실의 개요, 처

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6.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유무 (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

7.

해 법원의 명칭)
8.

병역관계

9.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0.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1.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2.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제106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
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
어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7조(진술서 등 접수)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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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
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
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
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
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
료시각 등을 기재하고, 만약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도 준용한다.

제3장 특허․디자인․영업비밀․상표권 침해행위자의 체포․구속
제109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명수
배 전산망의 조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
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영장
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 집
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10조(긴급체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
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

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

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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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⑥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로부터 통지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1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

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
지 제27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

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
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

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2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
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식재산권보호경찰
관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2호 서식의 피의자석방보고를 작성하
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3조(체포· 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구
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
효기간 내일지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39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

다.

제114조(체포보고서)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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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

25, 28호

서식에 맞춰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구속영장 신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
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

②

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

③

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장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

④

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

⑤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구속영장신

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⑦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2항,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

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11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
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117조(체포·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받
은 후 그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 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
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8조(체포· 구속영장의 재신청)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구
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165 -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119조(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

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
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이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 또

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
다.
⑤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

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
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
로부터 별지 제35호 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

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체포· 구속시의 주의사항)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

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구속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
여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1조(연행과 호송)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
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피습·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피의자

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22조(체포· 구속의 통지 등)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변호
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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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음 각호의 자 중 피

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

2.

전항 각호의 자

3.

가족, 동거인, 고용주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라 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

시지(SMS)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
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3조(체포· 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
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
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
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4조(체포· 구속적부심사) ①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체포·구속 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
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까
지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
명서를 제출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125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지식

재산권보호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
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

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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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보칙

제1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특허청 예규 제59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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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민원(사건)관리대장 총괄
일 접 접
련 수 수
번 일 유
호 자 형

담
당

민
원
인

피민원인(피의자)
관련
사

수
사

성

건

성 연

관

명

번

명 령

호

범
죄
지

사건처리상황
범
죄

일

형

자

‧

비고

자체종결 송치 등

태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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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특 허 청
제

0000-00000

수 신

:

제 목

:

호

20

.

.

.

사건인계서
다음 사건을 인계합니다.

접 수 번 호
죄
피

사건번호

명
의

자

사 건 개 요

품
증

거

명

수

량

품

서 류 표 목

별지 기록목록과 같음

인 계 이 유

기타참고사항
발 생

검 거

피 의 자

범죄통계원표

특허청

○○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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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별지

제3호서식]

특 허 청
특별사법
경찰관

수 신

:

제 목

:

지역사무소장
내사착수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위반

피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착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내사자들의 인적사항
성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사업장 소재지

:

연

2.

명

락

처

:

죄 명
000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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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유무

4.

내사 착수 경위

5.

피내사사실

6.

적용법조

7.

증거관계

붙임

:
0000. 00. 00.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0

특별사법경찰관

0

지역사무소
0

0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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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내

연
번

보고

성

일시

명

(지

휘일
자)

사

내사사건부
대

상

자

착
수
일
내사할 사항

주

소

(지휘사항

주민
번호

포함)

담
당

자
비
시 처리결
처
과
고
지
리
휘
일
자
시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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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수 신

O

제 목

O

월

일

지 역 사 무 소 장

내사결과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내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
(

호

세)

직 업
주 거

(

통

반)

등록기준지
내

사

결

산업재산조사과

과

지역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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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소장

특 허 청
수신

:

ㅇㅇ사무소장

제목

:

범죄인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상표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합니다.
관리번호

20

성명
1.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 사실

3.

인지 경위

4.

범칙 일시

5.

적용 법조

6.

범죄 인지자

7.

범죄 경력

호,

(20

성별

:

범칙 물품

9.

지시 사항

.

:

.

접수)

:
(만

○○세

)

:

예) 상표법 제93조

품명 및 수량
8.

.

직업

:

주민등록번호
주거

2.

-

시 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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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범 죄 사 건 부
(앞

사 건 번 호

년 범죄 제

수 리

.

.

호

.

년 범죄 제

:

.

.

면)

호
.

:

고소 ․ 고발 ․ 자수 ․ 신고 ․ 현행 고소 ․ 고발 ․ 자수․ 신고 ․현
범 기타
행범 기타

구 분
수 사 담 당 자

(남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직 업
주 거

피
의
자

․

‧ ‧ ‧ ‧

컴퓨터 지문 사진 수법 지명
타

조 회

여

(남

)

․

여

)

‧ ‧ ‧ ‧

기 컴퓨터 지문 사진 수법 지명 기
타

수 리

죄 명

송 치
일 시

범 죄

.

.

.

:

.

.

.

:

장 소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체포영장
체포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구속

구속영장
인치구금

석방일시 및 사유
연 월 일
송 치

.

번 호

.

.

제

.

호

.

.

제

호

의 견
압 수 번 호

압제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검 사 처
분
판 결

연

월

호

압제

호

호

제

호

일

.

.

.

.

.

.

일

.

.

.

.

.

.

요 지
연

월
요 지

비 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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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 귀하
귀하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오전(후)

시에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소로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
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
와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소 전화
(

-

)에

연락하여 출

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
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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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 귀하
○○○에 대한 ○○법위반

피의(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

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 사무소

전화 (

-

)로

연락하여 출석일

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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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출석요구
일시

출석요구

출석자
사건번호
구분 성명

담당자 확인
통지
결과
통지
(서명 또는 날인)
방법
일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구분란 : “피의자”
-방법란 : “우편”
-결과란 :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 179 -

[별지

제11호서식]

동 석 신 청 서

수 신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

귀 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조사중인 피의자

○○○를 을
(

)

신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아

신뢰관계자

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 화 번 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

.

신청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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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동 석 신 청 서

○○○
귀 청에서 조사중인 피의자 ○○○에 대한 ○○법위반 사건에 관
하여 피해자 ○○○를 을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
수 신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

)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아

피

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해 자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 (사무소 )
전 화 번 호
피해자와의 관계

신뢰관계자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

.

.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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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진 술 조 서 (피해신고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장

:

연

락

주소
처

:

(자택

전화)

(직장

전화)

위의 사람은 피의자

(휴대

(전자우편)

○○○에 대한

술인(피해신고자)은

.

.

.

전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

사무소에 임의 출석하여 다 음 과 같 이 진 술 하 다 .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

1.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 을
(

)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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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진 술 조 서 (제
성명

회)

:

주민등록
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

하여
.

.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소에 임의 출석하였

는바,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피해신고자)

를(을) 상대로 다

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답
문
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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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간이-공통)

진 술 서
성 명
연 령

(

피 해 신 고 서
) 이명

(

세

(

.

)

.

. 생)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
지
주 거
(

직 업
위의 사람은

통

반)

자택번호

직장번
호

직 장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

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함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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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갑)서식]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특별사법

.

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문
답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
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
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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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을)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
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
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
하다.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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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

법경찰리

.

.

는(은) 특별사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

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
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
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
하다.
210㎜×297㎜[일반용지 75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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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열람하게 하였던 바
위의 조서를 진술인
에게
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진 술 자

년

월

일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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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통역인을 통하여 본

열람하게 하였던 바

인에게
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
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날인 하게 하다.

통역인
진술자

년

월

일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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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1.

2.

3.

4.

내 용

조사 장소 도착 시각

□ 시작시각
□ 종료시각
□ 시작시각
□ 종료시각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조서 열람 시작 및 종료 시각

:
:

:
: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특별사법경찰관
사항에 대해

는(은)

.

.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인)

:

특별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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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호

○○지방검찰청

년 월 일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체포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
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
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
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
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제
수신
제목

○○
지방법원
체포영장청구
호

○○지방검찰청

년

월

일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
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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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긴 급 체 포 서
피
의
자

성
명
주민 등록번 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

)

(

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
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일

시

분

일

시

분

별지와 같음

년

월

일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년

월

○○경찰서 유치장

○○사무소

석 방 사 항
석방한 일시
석방한 장소
석방 사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년

월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필요
□ 기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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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앞

면)

집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성 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

.

.

.

시

분

.

.

.

시

분

분

.

.

.

시

분

.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긴
급
체
포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검사

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지휘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석방
구속영
장
신청

일 시
사 유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93 -

(뒷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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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검사지휘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긴급체포승인건의

년 월

일

○○

가

부

일
비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
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주민등록번
호

성명
주거

(

통 반) 직업

본적

긴급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범죄 사실
소명 자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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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
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자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

조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6 -

[별지

제26호서식]

확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거

인

서
(

:

)

세)

(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자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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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현 행 범 인 인 수 서
피
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자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성명
체포 주민등록번
자

호
주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인수한 일시
인수한 장소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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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원 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성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작성일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체포한 장소
성명

체포

주민등록번호
현 자
행
주거 또는 관직
범
인수한 일시
인
인수한 장소
체
포
관직
인수
및 자
성명
인
인치한 일시
수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석
방
구속영
장
신청

일시
사유
신청부 번호
발부연월일

.

.

.

.

.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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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년 제

.
.

호

.
.

.
.

.

.
.

.
.

시 분

시 분

.

제

.
.

.
.

.

년

호

.
.

.
.

.

.
.

.
.

년 제

시

.

분

.

.
.

.

시

.

분

호

.
.

.
.

.
.

.
.

.

면)

.
.

.

시 분

시 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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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구속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
피 주민등록번호
(
세)
의
직업
자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별지와 같음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기타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사유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수 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
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기각취지 및
이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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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특 허 청
제
수 신

호
○○
지방검찰청

년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월

일



제 목 구속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
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 명
(
)
피
주민등록번호
(
세)
의
직 업
자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 ·장소
인치한
일시 ·장소
구금한
일시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별지와 같음
하는 사유
필 요 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
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

○○

기각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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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호

년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지방검찰청

월

일


제목 구속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
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피
주민등록번호
의
직 업
자
주 거
변호인

(

)

(

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와 같음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
수신
제목

○○지방법원
호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년

월

일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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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호

년
월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지방검찰청

일


제목 구속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
범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피
주민등록번호
(
세)
의
직 업
자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와 같음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
호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

별지와 같음

○○지방검찰청

년

월

일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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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신청일자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시

.

.

시

발부연월일

.

.

.

.

.

.

연월일

.

.

.

.

.

.

.

.

.

.

.

.

신청자관직 및 성명
성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재
신
청

유효기간
일시
집
행

.

분

.

분

장소
처리결과

구속
영장
신청
석방

신청부번호

사유
반환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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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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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주임검사
신청관서(과)
성명
피
주민등록번호
의
직업
자
주거
죄명
체포일시 및 유형

영
장
신
청
및
발
부

석
방

검사기각
판사기각
발 부
신 청
재
검사기각
신
판사기각
청
발 부
신청인
일련번호
피
의 검사 또는
자
판사명
접수일시
심
문 접수자관직성명
구인일시
유효기간
연월일
사유
반환
비고

시
분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긴급체포․현행
인체포(진행번호
)
범인체포(진행번호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7 -

(뒷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면)

호

시
분
시
분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현행
범인체포(진행번호
)
체포(진행번호
)
범인체포(진행번호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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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체 포․ 구 속 인 명 부
제

호
취급자

계장

체
포
구
속

연 월 일

인
상

유 형

취급자

석
방
죄 명

및

과장
년

월

일: 체포영장

년

월

일: 긴급체포

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계장

연 월 일 시

구청장

년

월

일: 구속영장
과장
구청장
일

시

분

사 유
및

형 명 ․ 형 기
머리

키

몸집

수 염

이마

귀

눈

입

이

코

용모

얼 굴

얼굴색

털

눈썹

기 타 특 징
착 의
주민등록번

성 명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호

주 거
등록기준
지

전과, 죄명, 범수
공범관계자성명
가 족 관 계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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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체포․ 구속영장집행원부
집행지휘
집

처 리

또는 촉탁

행

영장 구 피의

번

번호 분 자

죄명

호

※ 구분란에는

.

집행

기간

서

.

집
행 반환
불 일자
능

유효

관

연 월 일

.

영장

.
.

.

.

.

.

시

분

.

비고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 210 -

특정하여 기재함

[별지

제37호서식]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대장
(앞 면)
집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성 명
청

주민등록번호

구
인

주 거
피의자와의관계
피 의 자
죄명

체 포․ 구 속 일 자

.

.

.

.

.

.

접수연월일

.

.

.

.

.

.

교부허가

.

.

.

.

.

.

교부불허가

.

.

.

.

.

.

수령연월일

.

.

.

.

.

.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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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특 허 청
(전화번호)

제

호

수신
제목

체포· 구속 통지 등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하여
에
인치구금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
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2 -

[별지

제39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수신

년

월

일

○○지방검찰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장종별
영장발부일
신청자
피의자
죄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부: 영장

통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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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검사지휘
년 월
일

특 허 청
제

호

수신
제목

년 월 일

가

부

비고

○○지방검찰청

대표변호인 지정 등 건의

다음과 같이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지정의 변경)을 건의
합니다.
피의자
죄 명

변호인

지정(지정의
철회,
지정의 변경)건의
사유
비 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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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검사지휘

특 허 청
제

호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피의자 석방 건의

.

.
.

.

가

.

부

.

비고

다음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피의자
죄명
체포․구속

체포․긴급체포․구속

유형
체포․구속
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방사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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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특 허 청
제

0000-00000

수 신

:

제 목

:

호

◯◯지방검찰청 검사장

.
(

검사

:

◯◯◯

.

.

)

피의자 석방 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 보고합니다.

구

분

영장발부 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
( 인 수)

서 작성 연 월일
체포ㆍ구속영장 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
(인 수 )

서 작성 번호

피체포ㆍ구속자

죄

명

석

방

일

시

석

방

사

유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지역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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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특 허 청
20

○○지방검찰청

수 신
제 목

.

.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첨부

①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②

긴급체포 피긴급체포
연월일
자

③

죄

④

명

석방지휘검사

⑤

⑥

석 방
연월일

석 방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검 찰 청
○○○ ○○○
(

-

긴급체포서
사본 참조

)

제 호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

.

.

.

상기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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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체 포․ 구 속 인 접 견 부
(앞

면)

월

일

유 치 인 번 호
성 명

접견신청서

주 거

유치인과의 관계
접 견 일 시

담 화 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요 지

비 고
입 회 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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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체포․ 구속인교통부
(앞

면)

월

일

유 치 인 번 호
접견신청자

성 명
주 거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 통 일 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서신내용의 요지

비 고
취 급 자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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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 220 -

일

년

월

일

년

(뒷

면)

월

일

[별지

제46호서식]

체포․ 구속인수진부
(앞

면)

월

일

유 치 인 성 명
진단의사의 성명
수 진 의

원 인

수 진 일 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진단의 결과

비 고
입 회 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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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 222 -

일

년

월

일

년

(뒷

면)

월

일

[별지

제47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호

년 월 일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지방검찰청



제목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

)

(

세)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목 압수· 수색· 검증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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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호

○○지방검찰청

년 월 일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
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피
의
자

(

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직·성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급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압수· 수색· 검증영장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 224 -

임 의 제 출 서
순위

품

명

수량 순위

품

명

수량

위의 물품을 상표법위반 피의사건의 증거물로 임의제출 하겠습니다.
년
성

명

주

소

일
직 업

:

주민등록번호

월

성 별

:

:

:

전화번호

:

:

특허청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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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압
에 대한

수

조

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년

월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일
와(과)

아래 사람 (들 )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년

월

일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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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압 수 목 록
피압수자주거․성명
번호 품종 수량

1

2

3

소유자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의견

비고

주거․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7 -

[별지

제52호서식]

수
에 대한

색

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과)

조

년 월 일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색장소

수색한 신체 개소, 물건

수색결과

수색시간
성명

착수

년

월

일

종료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년

월

일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8 -

[별지

제53호서식]

(1쪽)

검 증 조 서
에 대한
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는 특별사법경찰리

월

일

에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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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쪽)

이 검증은
년

월

년

월

일

:

년

일

에 시작하여

에 끝나다.
월

(기

:

관 명

일
)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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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제목

물건제출요청
아래 물건은

필요가 있으니

번호

년

품종

에 대한
월

에 관하여 압수할

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

비고

특 허 청
특

별

사

법

경

찰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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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물 품 차 입 부
유 치 인 성 명
주 거
차 입 자
성 명
유치인과의 관계
구 별
연 월 일
물 품

및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비 고

취 급 자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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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서식]
(기

제

관 명

)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기

특

비 고

관 명
별

)

사

법

경

찰

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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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서식]

수색결과증명서

제

호

년

월

일

수신

에 대한
에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

니다.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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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년

제58호서식]

(1쪽)

호(압수번호)

년

수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압수물건보관
다음 물건은

죄명

월 일

담당자인

피의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건으로 보관 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번호

(

품종

수량

보관장소

통

반)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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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번호

품종

수량

보관장소

이하)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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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서식]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앞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관직 및 성명
성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집
행

검사기각

.

.

.

.

.

.

판사기각

.

.

.

.

.

.

발부

.

.

.

.

.

.

유효기간

.

.

.

.

.

.

일시

.

.

.

.

.

.

장소
처리결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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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면)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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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서식]

압 수 부
번호
압 압
수 수
부 물

범죄
사건
부
번호

압수

압수물건 소유자 피압수

연월

품

수

일

종

량

의

자의

주거

주거

성명

성명

처분

보관

취급

자

자

연월

요

확인

확인

일

지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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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1쪽)

실 황 조 사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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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쪽)

이 실황조사는
년

년
월

월

일

일

:

에 끝나다.

:

년

월

(기

에 시작하여

관 명

일

)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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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서식]

촉 탁 서
(기

제

관 명

)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촉 탁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피 의 자
죄 명

촉 탁 사 항

비 고
(기

관 명

)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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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회 답 서
(기

제

관 명

)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회 답
제

호(

년

월

일)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회답합니다.

(기

관 명

)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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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수신
제목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증거보전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
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죄명
성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주거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증거보전청구
위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
정되므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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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증인신문신청
피의자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 사실
증명할 사실
신문사항

증거 신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호인

○○지방검찰청
제
호
수신
지방법원
제목 증인신문청구

년

○○

월 일

위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거신문을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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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장신청
피의자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유

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피
주 민 등 록 번 호
의
직 업
자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 정 인

성명
직업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제목

지방법원
감정유치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유치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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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감정처분허가장신청
피의자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유

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감
정

주 민 등 록 번 호

인

직 업

감 정 위 촉 연 월 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범 죄 의
7일을

사 실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 호 인
비 고
제

○○지방검찰청

호

년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감정처분허가장청구

월

일

위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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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서식]

특 허 청
년
수 신

월

일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제 목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

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감 정 대 상
(종

류․ 품 명

)

위 촉 사 항

비 고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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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9호서식]

특 허 청
년
수 신

월

일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제 목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

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
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감 정 대 상
(종

류․ 품 명

)

위 촉 사 항

비 고
첨 부

:

감정처분허가장1통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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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서식]
(

제

기관명)

호

수 신
제 목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발 신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특별사법경찰관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
증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청
: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피 주민등록번호
의
업
자 직
주
거
변

호
인
대 계 좌 명 의 인
상 개설은행ㆍ계좌번호
계 거 래 기 간
좌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색ㆍ검증할 장소,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ㆍ수색ㆍ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이상의영장을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
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세)

(

□ 피의자 본인 □ 제 자 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3

(

)

별지와 같음

○○ 지방검찰청
제

호

수 신

:

제 목

:

년

월

일

지방법원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기각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 250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수신처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

2)

:

문서번호※
요

구

요 구 자

요구일자
기

관

명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책 임 자
명의인의
인적사항1)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내용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통보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사항※

특 허 청 장

(인)

주 1) 명 의 인 의 인 적 사 항 은 금 융 실 명 거 래 및 비 밀 보 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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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서식]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이 귀 은행에 개설 거래한 바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1.

정보제공 받을 자

2.

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

특허청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한
국산업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각 본점과
그 지점 및 그 예금계좌의 거래기간중 입․출금된 자금원의 출처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 직전․직후와 연결된 점포
3.

제공할 정보등의 범위
본인이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과 그 자금원 확인에 필

요한 정보와 자료일체

4.

－

예

금

주

:

－

주민등록번호

:

동의서 유효기간

:

동의서 작성인
－

주 소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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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3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전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임: 허가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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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4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제

주소/

전화/

호

수신자

전송/
.

○○지방검찰청

.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

(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
성명
인적
호
사항
주거
직업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수신
제목

○○지방법원 지원

○○지방검찰청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인)

○○

기각 취지 및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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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5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종류
죄명
대상 및 범위
긴급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일시
신
청

구분

발부

발

기각

부

재신청

시
수

허가

허가

신청

및

일

허가

발부
기각
수령연월일

령 수령자의 관직
및 성명․날인
반
환

검찰반환연월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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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6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주소/

수신자

전화/

전송/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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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서식]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
집행 사건
번호 번호

공요청

성명
대상

종류

사후청구
집행일시 또는 통보서

범위

발송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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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

:

별첨

.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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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9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 허가서
번호

번호

집행일

요청집행

성명
대상

종류

범위

시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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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0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수신자

주소/

전화/

○○지방검찰청

전송/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내사) 사실요지

:

별지와 같음

처리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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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주소

수신자

/전화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전송

(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인적사항

주민등록번

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법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연월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번호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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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2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요청일
자

요청자 대상자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신일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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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3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제

주소

/전화

/전송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우리 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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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통신사실확
인
자료제공요
연
청
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사
허가 통지 집행자의
건
서
대상 관직·성
번
번 호 자
명
호

처리일자

처리결과를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일자

통지
일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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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5호서식]

검사장 승인

특 허 청

.

.

가

우편번호/
제

주소

수신자

부

/전화

호

/전송

.

○○지방검찰청

.

.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사건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별지와 같음
하는 사유
.

검사의견

.

.

○○지방검찰청

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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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6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 신청 신청자의

통신사실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자료제공요청

요청집행사건

번 일자 관직․성명 허가서
번호

통지

사건

승인

처리일자 및 통보받은 일자

대상자 번호

처리결과

일자

유예사유
해소후
통지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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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7호서식]

특 허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지방검찰청

수신자

/전송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인적사항

사건번호
통지유예 승인일자
통지일자
붙임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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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8호서식]

영상녹화물관리대장
순 접수
번 일자

사건
번호

영상녹화대상자
죄명

피의자 참고인

인수자 인계자

송치
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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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9호서식]

특 허 청
수 신
제 목

: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인 체포(구속) 통보

○○대사관 영사관
(

)

200 .

.

.

○○○
｣

아래와 같이 외국인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b항에 따라 통보합니

｢

였기
다.

국

적

:

주

소

:
1.

성

인 적 사 항

명

:

생년월일
.

:

.

.생(만

세)

여권번호
:
2.

체포일시․장

소

20

.

.

. 00:00,

3.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4.

조치내용

체포, 구속

○○○사무실

외국인 체포(구속) 통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지역사무소 전화
(

000-000-0000)에

연락하여 궁금

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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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0호서식]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성

주민등록

명

번

호

-

성

별

년

즉

심

수배관서
수배번호
죄

년
호

사건번호

호

(기호)

명

수배일자

범죄일자

공소시효
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
장
발부일자

영
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본
시

적
도

지문분류번호
시․군․
구

읍․면․동

동․리

아파트

구

주
시

소
도

작성책임자

번지․호수

시․군․
구

읍․면․동

동․리

아파트

구
범행장소

분

분

번지․호수

피해
자

피해정도
전산입력자

(인)

- 270 -

남 자

여 자

1

2

[별지

제91호서식]

지명수배(통보) 해제원부
수배

수배

수배자

사건

일자

번호

성명

번호

요구서
작성
책임자

- 271 -

공소
시효

해제

해제

만료

일자

사유

일자

비고

[별지

제92호서식]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수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관 서 명

수 배 번 호

성

배
년

호

사
항

사
번

건
호

일

자

년

년

호

월

일

해
제
사

죄

일

관서명

코

드

거

관서
명

사

검거자
계

월

일

급

검거자
성 명

작성책임자

유예

년

항
사
유134)

134) 1.

자

검

항

[별지

명

( 인)

전산입력자

(인)

제93호서식]
검거
9.

2. 자수
구약식

공소시효 만료
4. 오류입력
5. 죄가 안됨
6. 공소권무
구공판 11. 수배종별변경 12. 기타 등으로 입력

3.
10.

- 272 -

7.

혐의무

8.

기소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
성

First

명

생년월일

성

별

Middle

Last

영문

영문

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
장

체

여권번호

영문

남 자

여 자

1

2

연
신체특징
격

활 동 지

언 어

부배관서명

수배번호

죄

국
년

적

호 사건번호

명

수배일자

범죄일자

공소시효
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
장
발부일자

영
장
유효일자

영장번호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주
시

소
도

즉

심

(기호)

시․군․
구

읍․면․동

동․리

아파트

구

분

번지․호수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작성책임자

(인)

전산입력자

- 273 -

년

호

[별지

제94호서식]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

성

명

생년월일

수
First영문

배
사

Middle

Last

영문

영문

관 서 명

수 배 번 호

년

호

항

해

건
호

일

자

년

년

호

월

사

일

코

해

사

드

검거
유예
9. 구약식

자수

10.

일

자

제

관서명

사

검거자

항

유135)

2.

명

년

월

일

계 급

작 성 책 임 자

135) 1.

죄

관 서 명

제

항

사
번

(인)

3.

구공판

공소시효 만료
11.

4.

수배종별변경

전 산 입 력 자

오류입력
12.

검거자
성 명

5.

죄가 안됨

기타 등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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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공소권무

7.

혐의무

8.

기소

[별지

제95호서식]

특허청

검사지휘

제
수신

호

년 월

제목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

○○지방검찰청

일

년
구속

월 일
불구속
비고

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
므로 보고합니다.
성명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세)

(

직업
주거

통

(

반)

죄명
송치연월
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제

호

발견경위

비고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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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6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수 신

: oo

제 목

:

월

일

경찰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서)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

므로 보고(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

거

죄

주민등록번
호
전

명

수

배

번

자택
직장

화

:
:

사건번호

호

수배일자

수배관서

발견일시․장소․경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지역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본인은

20

.

.

.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oo

지역사무소에

서 지명통보자로 발견되어 지명통보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
고

20

.

.

.까지 oo경찰서로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위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

.

확인자

- 276 -

.

.



[별지

제97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제목

호

년

월

일

○○지방검찰청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

귀청
형제
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에대한 사건관련 참고인 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
합니다.
성명
참고인 주민등록번호

세)

(

직업

(고소인,

고발인)

주거
전화

(
(자택)

통

반)

(직장)

피의자

죄명

송치연월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제

호

발견경위
비고
첨부

1.

소재수사보고서

부

2.

진술조서

부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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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8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사건번호

조사담당

송치일자

자
주민등록번

성 명

과장

호

피 의 자
죄 명

주민등록번

성명

참고인
(고소인,

호

성별 및

남․

연령

여

세

직 업

호

주임검사

계장

주 거

고발인)
등록기준지
기타참고사항
형 제 번 호

형제

결 정 일 자

공소시효
소 재 수 사 지 휘

지 휘 일 자

지 휘 관 서

보 고 일 자

보 고 내 용

확 인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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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9호서식]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순번

1

2

3

피의자
소재발견일자

소재발견사유
(검거,

재기신청)

소재발견보고일
죄명
수배해제일자
재기전사건번호

송치일
(송치의견)

담당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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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0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년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사건송치

월

일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지문원지작성번호

구속영장청구번호

죄명
발각원인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접수

.

.

.

구속

.

.

.

석방

.

.

.

수리전산입력

의견
증거품
비고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소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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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1호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번호

품종

수량

기록정수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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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서식]

기 록 목 록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정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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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3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의견서

검사

.

.

발신
특별사법경찰관

(인)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 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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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4호서식]

○○지방검찰청
형제

호

.

수신

○○지방법원

발신

제목

공소장

검사

.

.

지방검찰청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피고인

성명

기타
인적사항

이면 의견서 기재와 같음

죄명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음(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적용법조

의견

벌금

원

과료

원

몰수

원

추징금

원

변호인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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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5호서식]

인 상 서
제

호

(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

통

반)

등록기준지
신 장

얼 굴

머리모양

머 리 색

눈 썹

귀

눈

입

이

음 성

수 염

몸 집

특 징
도주당시의 옷
휴 대 품
배회 또는 잠복할만한
장소
비 고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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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6호서식]

특 허 청
제

호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추 송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의자
죄명
송치연월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추송서류 및 증거품

비 고
·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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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7호서식]

보
일련
번호

품

명

수 량

관
일련

비 고

번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위와 같이

○ ○ ○에 대한 사건 사건번호
(

증
품

명

비

수 량

)의

:

고

압수물품을

정히 보관함.
20

.

.

.

보관책임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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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8호서식]

특 허 청
제
수신
제목

호

○○지방검찰청

년

월

검사지휘
일

년
가

월
부

일
비고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폐기처분코
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품종

수량

비고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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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9호서식]

폐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기

조

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는 특별사법경찰리

년 월 일

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호

품종

수량

년

월

이유

비고

일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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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0호서식]

검사지휘

특 허 청
제

호

년

월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일

.

가

에 대한

.

부

.

비고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다음과 같이 환부(가환부)하고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품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받을 사람

비고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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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1호서식]

검사지휘

특 허 청
제

호

년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압수물대가보관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월

일

.

가

에 대한

.

부

.

비고

피의사건의 증거품으

로 압수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 보관의 필요가 있
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품종

수량

비고

특 허 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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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특허청
제

호

20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 292 -

구분

결 재

일시

.

.

〔별지 제33호 서식〕

진
성

술

조

서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 :

)

주

거 :

(전화 :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일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특허청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
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 293 -

〔별지 제33호의2 서식〕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 락 처

술

조

:
:
:

(전화 :

)

:

(전화 :

)

:
: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일

서

경찰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00법 제00조의 규정에 따라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
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
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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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진
성

술

조

서 (제○회)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특허청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295 -

년

월

일

를(을) 상

〔별지 제35호 서식〕

진 술 조 서 (간이교통)
성

명

연

령

(
세(

)
.

.

이명

성 별
주민등록번
호

.생)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직

업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
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

와 같이 진술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가해차량

(소유자)

(차량번호)

피 의 자
피해경위

- 296 -

(차종)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피의자의 과실에
대 한
의 견
진술인의과실
사 고
후
피의자의 조치
피의자와 합의 여부
( 교 섭 상 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 297 -

〔별지 제36호 서식〕

진 술 조 서 (간이폭력)
성

명

연

령

(
세(

)
.

.

이명

성 별
주민등록번
호

.생)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직

업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
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

와 같이 진술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 의 자
피해경위

- 298 -

피해내용 및 정도
피해후의조치
제 출 할 증 거
압수증거물확인
피의자와의관계
합의여부 또는
교 섭
상 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299 -

〔별지 제37호 서식〕

진 술 조 서 (간이절도)
성

명

연

령

(
세(

이명

)
.

.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생)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직

업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
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

와 같이 진술함.

도난일시
도난장소
피 의 자
도난품의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량, 시가
도난경위

- 300 -

도난후의 조치
제 출 할 증 거
압 수 증 거 물
확
인
도난품의 회수,
가격변상 여부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301 -

〔별지 제38호 서식〕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
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

.

(인)

.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 302 -

◯◯
◯◯

◯◯◯ (인)
◯◯◯ (인)

〔별지 제39호 서식〕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
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통역인

(인)

진술자

.

(인)

.

.

특별사법경찰관

◯◯

◯◯◯ (인)

특별사법경찰리

◯◯

◯◯◯ (인)

- 303 -

〔별지 제20호 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연번

통지일

통지방법 출석요구일 대상자

- 304 -

성 명

결 과

〔별지 제74호 서식〕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 검사 : ◯◯◯ )
제 목 : 피의자 석방 건의
다음 피의자를 석방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죄

의

자
명

체포ㆍ구속유형
체포ㆍ구속일시

석 방 사 유

○○○○특허청
사법경찰관

- 305 -

◯◯

(인)

〔별지 제44호 서식〕

구

수사 과정 확인서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은

월

일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

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지식재산권보호경찰관 :



- 306 -

〔별지 제47호 서식〕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체포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피
의
자

-

(

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7일을넘는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
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수사중인다른범죄사
실
에
관하여발부된유효한체포
영
장
존재시그취지및범죄사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 307 -

◯◯

(인)

〔별지 제48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진
행
사
건
신
청
신청자 관직
피
의
자
죄
검
판
발
재
신
청
유
집
행
구
속
영
장
신
청
석
방
반
비

번
호
번
호
일
시
및 성명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직
업
주
거
명
사
기
각
사
기
각
부
신
청
검 사 기 각
판 사 기 각
발
부
효
기
간
일
시
장
소
처 리 결
과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연

일
사
유

월

환
고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시
시
시

분
분
분

.
.
.

.
.
.

.
.
.

시
시
시

분
분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시
시

분
분

.
.

.
.

.
.

시
시

분
분

.

.

.

시

분

.

.

.

시

분

시

분

.
.

.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308 -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309 -

시

분

〔별지 제50호 서식〕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0 호

성
명
피 주민등록번
의 호
업
자 직
주
거
변 호 인

(
-

)
(

세)

위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
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
의 관직 및 성명

- 310 -

(인)

〔별지 제51호 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진
사

호
호
성
명
피 주민등록번호
의
업
자 직
주
거
죄
명
긴급체포서 작성
년
월
일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긴 체포자의 관직
및
성 명
급 인치한 일시
체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포 구금한 장소
검 사 승 인
지 휘 불승인
시
석 일
방 사
유
구속
영장
신청
비

행
건

번
번

년

제

호

.

.

.

.

. 시

분

.

.

. 시

.

.

.
.

년

.

제

호

.

.

.

.

.

. 시

분

분

.

.

. 시

분

. 시

분

.

.

. 시

분

.

. 시

분

.

.

. 시

분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고

- 311 -

년

제

호

.

.

.

.

. 시

분

.

.

. 시

.

.

.
.

년

.

제

호

.

.

.

.

. 시

분

분

.

.

. 시

. 시

분

.

.

.

. 시

분

.

.

. 시

분

.

.

.

.

.

년

호

.

.

.

.

. 시

분

분

.

.

. 시

분

. 시

분

.

.

. 시

분

.

. 시

분

.

.

. 시

분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312 -

.

제

.

〔별지 제52호 서식〕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 검사 : ◯◯◯ )
제 목 : 긴급체포 승인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
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성
명
적 직
업
사
거
항 주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자의관직 및
성
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주민등록번호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
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 313 -

◯◯

(인)

〔별지 제54호 서식〕

현행범인체포서
성
피
의
자
변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주

거
호

)
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라 동인을 아래

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20

.

.

.

○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죄사실및체포의
사
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
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 314 -



〔별지 제55호 서식〕

현행범인인수서
피
의
자
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주

거
호

)
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20

.

.

.

○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성
명
체
포 주민등록번호
자
주
거
범죄사실및체포의
사
유
인수한 일시
인수한 장소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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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 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진
사

행
건

번
번

호
호
성
명
피 주 민 등 록 번 호
의
업
자 직
주
거
죄
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 수 서 작 성 일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성
명
현 체
주민등록번호
행 포
자
범
주거 또는 관직
인
인 수 한 일 시
체
인 수 한 장 소
포
직
수 관
및 인
한 자 성
명
인
인 치 한 일 시
수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시
석 일
방 사
유
구속영장 신 청 부 번 호
신 청 발부연월일
비
고

년 제

.

.

호

년 제

.

.

호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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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 제

.

.

호

년 제

.

.

.

호

년 제

.

.

호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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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 검사 : ◯◯◯ )
제 목 : 피의자 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 보고합니다.

구

분

영장발부 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 작성 연월일
체포, 구속영장 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 작성 번호
피체포ㆍ 구속자
또 는 현 행범 인
죄

명

석 방 일 시

석 방 사 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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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별지 제63호 서식〕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 검사 : ◯◯◯ )
제 목 : 영장반환 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대
상
자

장

번

성

호
명

주민등록번호
주

죄

거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영장

통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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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별지 제64호 서식〕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
1.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

거 :

2. 위 사람을

.

.

. 00:00 ◯◯◯◯◯◯◯◯◯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

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으
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
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
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지원)
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담당자

소속및연락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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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별지 제65호 서식〕

확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인

서

)

( 세)

거 :
본인은 20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

.

.

○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321 -



〔별지 제201호 서식〕

제

○○○○특허청

호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2. 피의자 인적사항
이 름 : (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 : ( 세 )

3. 범죄사실
4. 체포경위

5. 증거자료의 유무
6. 조

치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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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 재

일시

○○○○특허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보고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경 로

래 -

수사지휘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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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 재

일시

제4장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제1절 특허권 관련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Ⅰ.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1. 개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로부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성립요건으로서 ① 특허권136) 또
는 전용실시권이 존재할 것(시간적으로 권리의 존속기간 내의 침해일 것, 지역적으로 국
내 권리의 침해행위 일 것), ② 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실시일 것, ③ ‘업(業)’으로서
실시일 것, ④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을 요한다.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성립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특허법 제128조 제1항).
형사상 침해범죄(특허법 제225조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민사상 침해금지청구권의 발
생요건과 동일하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침해자에게 고의(故意)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존재할 것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
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특허권자가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
잡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137)138), 존속기간 중 이루어진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
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만 미치며 파리조약 제4조의2
역시 “동맹국의 국민이 각 동맹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타국에서 취득한 특허로부터 독립한다.”고 규정하여 특허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가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에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139)
136)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
하면 유효하며,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
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13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138)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
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
허권 침해금지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
45814 판결).
13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
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
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특허권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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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실시일 것
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효력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특허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그 설정행
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특허권자는 그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가 제한된다.140)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제3
자의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와 같은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수단을 취
할 수 있다.141)
이와 달리 통상실시권은 채권적인 성질이 있을 뿐이어서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배타적
효력은 없으나, 특허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
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여기에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란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 범위’를 말한다.142)
나.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특허권 소진(First Sale Doctrine)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
가 특허권이 구현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에는 더 이상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특
허제품의 사용, 양도 등에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제품에 관해서 특허권을 행
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다만,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구입한 사람이라도
특허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시장에서 새로 구입한 제3자에 의해 제조된 부품 등을 이
용하여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당해 특허제품이
아니어서 그 제품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143)
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특허법은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81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
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를 두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소송의 피고는 그 실시태양이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침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된다.
4. 업(業)으로서 실시일 것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업으로
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가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
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
면 …….”).
14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1056-1057면.
141) 박희섭·김원오, 특허법원론(제4판), 세창출판사, 2009, 520면.
142) 임석재·한규현, 특허법, 박영사, 2017, 405면.
143)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 2017, 789면;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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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가령 개인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자전거를 여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배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이에 해당한다.144) 따라서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가정적 범위의 실
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5.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의 실시일 것
가. 보호범위의 판단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보호범위 판단방법으로 청구범위 기재방식 또는 국가별 법제에 따라 중심한정주의와 주
변한정주의로 나눌 수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Claiming)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발명의 추상적 사상이므로 해
석을 통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기술사상을 같이하는 범위에까지 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고 한다.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Claiming)에서는 청구범위는 발명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의 외연을 설정한 것으로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기재하여야 하고(All
Elements Rule),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호범위에서 배제된다고 한다.145)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은 과거 중심한정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나146) 구 특허법(1981. 9. 1.
법률 제3325호)은 다항제를 도입하여 복수개의 청구항 기재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1980
년대 이후부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으로 돌아선 후 지금은 모든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147) 한편,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에 있으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들은 중심한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48)
주변한정주의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즉, 그 문언이 의미하는 내용에 따라
보호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
경우 문언침해에 해당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양
구성요소가 등가관계(equivalent)에 있다면 균등침해로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다.149)
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1) 청구범위 기준 및 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
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
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14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1056면.
145)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293-294면.
146)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후4 판결 등.
147) 박희섭·김원오, 특허법원론(제4판), 세창출판사, 2009, 449면.
148) 나종갑,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 기원 및 발전과 시사점”, 산업재산권(Vol.- No.49, 한
국지식재산학회, 2016, 67~77쪽
149)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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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150)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주류적 판례의 태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로 정하
여지나,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
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보충하여 보호범위를 확정하되, 그로 인해 확장 또는 제
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특허권 보호범위 확정에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이 참작
될 수 있는 허용범위 및 한계를 밝히고 있다.151)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의 청구범위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라고 전제한 후, “특허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152)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를 침해단계에서 권리범위 속
하는지 여부 판단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나,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
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53)
이상과 같이 판례는 특허침해 단계에서 권리범위 판단 시에 제반 사정에 의해 청구범위
에 기재된 발명을 제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으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거나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범위를 발명의 설명에 의해 제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54)
2)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특허발명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반영하고, 명세서 역시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
하여 작성되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위해서도 출원 시의 기술수준이 참작되어야 한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어떤 용어의 의미가 문언 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지기술이 존재하고 그 기술이 통상의 기술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라면 일단 그 용어를 공지기술에서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155)
판례 역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경우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고 그 작
용, 효과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
다.156)
15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151) 박태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법원도서관, 2014, 266-267면.
15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15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15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등.
155)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10-311면.
15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85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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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경과 금반언
출원경과 금반언은 미국 판례법에 의한 법리로, 모순되는 주장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금
반언(estoppel)이 특허법에 적용되어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취득과정에서 특허청에 대해
취한 행동(보정이나 의견진술 등)에 반하는 주장을 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하는 것이
다.157) 이는 균등론을 적용함에 있어 다소 부당한 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균
등론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158)
대법원은 최초로 출원경과 금반언을 적용한 판시159) 이후 출원인의 보정, 정정, 의견서
만을 제출한 경우 등 출원과정에서의 다양한 금반언의 유형을 인정해 오고 있다.160)
실무상 문제되는 금반언의 적용범위(Scope of the Estoppel)에 대하여 엄격한 금반언
(complete bar)은 감축된 구성에 관하여 어떠한 균등의 여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고, 유연한 금반언(flexible bar)161)은 감축 보정된 구성요건에 관하여도 균등론 적용의 여
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162)
우리 대법원 판결의 경우 종래 금반언의 적용범위에 대해 ① 어떤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임이 분명한 사례, ② 보정을 통해 감축된 구성요소에 대해서
는 항상 금반언을 적용하는 엄격한 금반언 접근법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③ 보정
을 통해 감축된 구성요소이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반언의 적용을 부정하여 유연
한 금반언 접근법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
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
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
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
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
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63)164)고 판시하여 엄격한 금반
157) Robert A. Mathews, 2 Annotated Patent Digest(August 2016 Update), §14:1 A definition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158)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법문사, 2012, 407면.
15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712 판결.
160) 보정에 관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이 있고, 정정에 관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후2105 판결이 있으며, 분할출원에 관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
다35308 판결이 있다.
161) 보정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대(大)에서 소(小) 또는 0까지에 걸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효과만을 가지
며 보정이 금반언의 법리 적용 자체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62) 구민승,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사법 41호, 사법발전재단, 2017년 가을호, 207면.
16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164) 미국의 Fest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일단 청구범위 감축이 있으면 의식적 배제로 추정하고 이에 대
해서 특허권자의 입증에 의해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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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접근법이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6.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
가. 고의 또는 과실의 의의
특허침해는 일종의 불법행위로서 그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하므로 침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
다. 한편,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칙을 이루고 있는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임과 동시에 손해액 산정
의 특칙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165)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
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이다. 그러므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손해발생을 의욕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하며,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다.166) 한편,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일
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를 인식하지 못하
고 그러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나,167)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고의와 과
실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168)
나. 과실의 추정과 복멸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한다(특허법 제130조). 이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
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
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169)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규정의 복멸을 위해서 대법원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
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
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170)라고 판시하여 요건을 설시하였으며, 침해품이라고 지
목된 제품이 별도의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추정이 복멸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다.171)

판시하지 않았다(구민승,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사법 41호, 사법발전재단, 2017년 가
을호, 254면).
16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Ⅱ, 박영사, 2010, 301면.
166)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604면.
167) 오지용, 불법행위의 법리, 진원사, 2010, 30면.
168) 지원림, 민법강의(제7판), 홍문사, 2009, 1587면.
16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등.
17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17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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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소송에서의 침해범죄 구성요건
가. 특허권 등의 침해죄의 개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특허법 제225조). 본 죄는 상표권 침해죄와 달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특허제도 그 자체는 산업정책적인 공익성이 강한 것이지만, 특허권 등
의 침해는 사익에 관한 것으로 보고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다.172)
공소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하여
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
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
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173)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침해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故意)
형법 제8조에 따라 특허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형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
상 과실범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된다(형법 제13조). 따라서 특허법 제130조
의 과실의 추정 규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형법상 ‘고의’의 본질에 대하여 권리침해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174), 판례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
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
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
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175)고 판시하여 인
식(지적 요소) 이외에 의욕(의지적 요소)이라는 주관적 태도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입
장에 서있다.176)
또한 판례는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도 “상품에 관한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의범인 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 침해죄로 처벌하
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
위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177)고 판시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 및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필
172) 임석재·한규현, 특허법, 박영사, 2017, 657면.
17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174)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1, 353면; 김기태, 한국저작권법 개설, 이채, 2005, 252면.
17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176) 김성돈, 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201-202면.
17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乙 명의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공기정화장치인 삼림욕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진과 함께 각 부의 명칭 및 기
능,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삼림욕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광고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丙에게 위탁 관리하던 중 乙 등으로부터 삼림욕기의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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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고의의 조각
법률의 착오178)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대법원 판례는 범
의를 조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9) 특허권 침해죄에 있어서 침해의 대상이 추상적인 권
리로서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에서도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판단을
신뢰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판단이 법원에 의한 종국적인 판단의 결론과 다르더라도 행
위자에게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180)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판례들을 살펴본다.
①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646 판결
양말 등을 제조 판매하던 피고인이 디자인권(사건 당시에는‘의장권’이라 불리었다)을
침해하였다는 경고를 받고 변리사에게 문의하였고, 변리사는 피고인의 양말에 관한 디자
인은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감정결과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기도 하였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
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여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계속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다(대법원 77후9 판결). 이러한 정황 하에서 대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고인 자신이 제조하는 양말이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어서 양말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
다고 하였다.
②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
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
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
받는 등 이를 이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丙에게 홈페이지에서 삼림욕기를 삭제하
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丙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乙의 등록상표를 삼림욕기와 관련하여 광고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
긍한 사례).
178)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179) 대법원 1974. 11. 22. 선고 74도2676 판결 등.
180) 곽민섭,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실무와 최근의 판례동향”, 특허심판원, 2009년 5월,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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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
이 아님이 명백하고,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
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
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④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법률의 착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유의해
야할 민사판결을 소개하자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
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
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
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
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
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
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사판결이 있다.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1. 특허침해의 유형
특허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구분되고 직접침해는 다시 문언침해(동일침해)와 균
등침해로 구분된다.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는 특허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로서 대부분의 침
해가 여기에 속한다. 이용침해는 기본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가지면서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특허성을 취득한 경우인데,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침해의 성립요건 및 판단방법에 있어서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와 별다른 차이
가 없다. 이외에 독립된 침해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우회침해, 생략침
해, 불완전이용침해, 선택침해 등이 있다.181)

유형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판례 태도

문언침해

A+B+C

A+B+C

침해로 인정

균등침해

A+B+C

A+B+C’

침해로 인정

이용침해

A+B+C

A+B+C+D

침해로 인정

생략침해

A+B+C

A+B

침해 부정

18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3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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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용침해

A+B+C

A+B+D

침해 부정

선택침해

A+B+C

a+B+C

침해 부정

우회침해

A+B+C

A+ⓑ+B+C

침해로 인정

2. 문언침해(동일침해)
문언침해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에 의하여 특정된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
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에 대
하여는 그 구성요소 전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야 문언침해에 해당하고, 그 중 하나라
도 결여하고 있는 실시형태는 적어도 문언침해는 구성하지 않는다.182)
판례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
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
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특허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
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183)고 판시하고 있다.
3. 균등침해
가.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의 개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만을 관철하게 되면, 침해자는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가
운데 기술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소한 구성을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침해책임을 우회할 수 있어 특허권이 형해화할 수 있다.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선례가
없는 개척발명일수록 그 발명을 특허청구할에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자연히 청구범위의 문언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서 균등론이 등장하게 되었다.184)
대법원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
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④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
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185)라고 하여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을 판시
182)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22면.
183)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등.
184)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22-323면.
18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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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위 판시사항 중 ①, ②, ③은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
여야 하고, ④는 소극적 요건186)으로서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을 의
미하며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1) 판단방법
대법원 2007후3806 판결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
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
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과제해결원리 동일성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방법을 구체화
하였다.187) 그 후 대법원 2013다14361 판결 등에서 위 대법원 2007후3806 판결을 인용하
면서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본질적 부분’ 또는 ‘특징적 구
성’이라는 개념으로 환원함이 없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
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제해결원리는 우선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문제점, 과제해
결수단, 발명의 목적·효과의 기재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출원경과나 다른
공지의 증거 등 외적 증거에 대한 추가심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추출한다.188) 구체적으
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함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과제
와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 여부가 문제된 구성이 기능하는 원리를 파악하되,
그 구성이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인대상발명189)의 대응구성까지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개념화가 가능한지 검토한다.190)
2) 구성요소별 균등 판단
특허권 침해판단에 있어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은 확립된 법리로
문언침해 판단 뿐 아니라 균등침해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91) 이처럼 침해 판단
186)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
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
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187) 김동준,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한국특허법학회, 특허판례연구(제3판), 박영
사, 2017, 414면.
188) 한동수, “균등침해의 요건 중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 것’의 의미와 판단방법”, 대법원판
례해설(제80호), 법원도서관, 2009, 647-649면.
189)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으로, 침해사건에서는 ‘피고실시
제품 등’, ‘침해대상제품 등’으로 부르는데 위 본문에서는 편의상 ‘확인대상발명’으로 지칭했다.
190) 김동준,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한국지식재산학회,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문사, 2016, 219면.
19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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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또는 균등한 형태로 구비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균등판단의 대상은 특허발명의 특정한 구성요소와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구성이며, 다수의 대법원 판결192)에서도 균등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93)
미국194), 유럽특허조약195)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구성요소의 구분196)
균등침해여부의 판단을 위해 특허발명의 구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침해소송 피고의 실시제품과 대비할 특허발명의 구성을 작게 나눌
수록 구성요소 결여로 판단되기 쉽고, 크게 나눌수록 균등관계가 인정되기 쉽기 때문이
다. 구성요소의 구분은 문장기호(‘,’ 또는 ‘;’)나 수식관계 등을 이용하여 나뉘어진
하나의 문구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나, 기술내용에 따라서
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이란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구성요소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구성요소가 이루는 발명의 구조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구성단위가 되는 구성요소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197)
다. 치환가능성
균등침해의 두 번째 요건으로서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환가
능성의 판단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198) 대법
원은 치환된 구성요소를 포함한 대상물건 등의 전체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을
대비하여 치환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199)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
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고 판시하고 있다. 확인대상발명이 개량 등으로 별개의 작용효과
19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등.
193) 김동준,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한국특허법학회, 특허판례연구(제3판), 박영
사, 2017, 415면.
194) 미국 연방대법원의 Warner-Jenkinson 판결에서 균등론은 발명 전체(invention as a whole)가 아닌 청
구범위의 개별 구성요소(individual elements of the claim)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Warner-Jenkinson Co., Inc.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29-30 (1997)).
195)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의정서도 균등론은 구성요소별로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 Article 2 Equivalents).
196) 강경태, “균등침해판단에서 구성의 구분과 과제의 해결원리”, LAW & TECHNOLOGY(제9권 제1호, 통권
제4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118-119면.
197) 이회기, “고안의 필수구성요소에 관하여”,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09, 281면 이하.
198) 정택수,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과 이용침해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2015, 347면.
199)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429면.
20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또한 토션스
프링의 복원력으로 고정볼트를 가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
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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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가함으로써 침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균등론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 외에 별도의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작용
효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201)
라. 치환자명성
균등침해의 세 번째 요건으로서 그와 같은 구성의 변환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본 치환자명성(the known interchangeability to the persons
responsibly skilled in the art)’과 대응된다.202)
치환자명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시점이다. 그와 관련해서 출
원시설과 침해시설이 있는바, 치환자명성 여부를 침해가 이루어질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
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 실제 그
기술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때까지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이나 노하우가 출원당시
보다 향상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출원시설에 의할 때보다 통상의 기술자의 치
환자명성이 인정되기 쉽다.203) 따라서 이는 균등침해의 성립가능성을 한층 높여 특허권자
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해석론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태도를 밝히
고 있지 않은데 학설은 침해시설이 유력하며204), 일본205)과 미국206)의 판례 역시 침해시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균등침해에서의 치환자명성과 진보성 판단에서의 발명의 용이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양자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07)
도 있고, 치환자명성이 용이성보다 기술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208)도
있으며, 양자는 그 출발과 목적이 다른 것으로서 별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절차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굳이 그 관계를 동일하다거나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일률적으
로 정할 필요 없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209)도 있다. 이에 관
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으나, 법원의 실무는 대체로 그 관계를 일률적으로 동일
하다거나 또는 다르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환자명성과 용이성을 해당
국면에서 별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0)
볼 수 없다.”).
201) 정택수,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과 이용침해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2015, 348면.
202) 유영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균등론의 체계적인 발전방향”,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299면.
203)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29면.
204)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430면; 윤선희, 특허법(제3판), 법문사, 2007, 778-779면.
205) 일본 최고재판소 1998. 2. 24. 선고 平6オ1038 판결.
206) American Hosp. Supply Corp. v. Travenol Labs., Inc., 745 F.2d 1, 9, 223 USPQ 577, 583(Fed.
Cir. 1984).
207) 윤선희, 특허법(제3판), 법문사, 2007, 777면.
208)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548면.
209) 박성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39집, 법원도서관, 2004, 641면.
210)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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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극적 요건
균등침해가 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211)는 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②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①요건은 특허
권의 독점배타적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자유기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함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으로 Ⅳ.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②요건은 출원경
과 금반언 원칙으로서 전술하였다.
4. 이용침해
가. 의의와 종류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자가 선출원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받은 경우에는 선출원
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하여 이용발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용침해는 어느 발명이 이용대상이 되는 특허
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후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그 후 발명은 이용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창작
되고 그 후 발명(dependant invention)의 실시는 그 이용대상이 되는 특허발명(principal
invention)의 실시를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212)
이용침해의 종류로는 예컨대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C라는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A+B+C라는 형태의 발명을 완성·실시하는 것(구성요소 부가형), ‘물건 A’와 ‘물건A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제조방법 A’와 ‘방법 A를 실시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처럼, 발
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자체를 그대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그 발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행 특허발명의 실시가 수반되는 것(실시 불가피형) 등이 거론된다.213)
나. 이용관계214) 성립요건
1) 이용관계의 의미에 관한 학설215)
구성요소 부가형과 관련하여 ① 주요부설은 선행 특허발명의 주요부를 이용하면 이용관
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② 그대로설은 선행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
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 이용관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시 불가피형에서도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는데 ① 침해불가피설은 후 발명의 실시
에 의하여 선행 발명을 ‘불가피적으로 침해’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② 실시불가피설은 후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선행 발명을 ‘불가피적으로 실시’하
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
21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212)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 2017, 605면.
213)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40면.
214) 이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후 발명의 실시자가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등 이용침해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용침해에 해당하는 이용관계’이므로 이를 전제하여
‘이용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215) 안원모, “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 1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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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선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216)고 하여 그
대로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7) 구체적으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
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
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
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18)라고 판시하여, 이용관계의 성립요건으
로서 ① 후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일 것, ②
후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일 것, ③ 후
발명 내에 선행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3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219)
이용침해의 성립요건으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 유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후 발명과 선행
발명 간에 발명의 중복관계가 인정되어야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220) 따라서 부가된 구성요소에 의하여 선행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작용효과가 상
실되고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기적 일체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용관계가 부정된다.221)
5.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가. 의의
생략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불
완전이용발명은 이러한 생략발명에 일정한 구성요소를 부가한 경우로서 생략발명이나 불
완전이용발명이 특허침해를 구성하는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222)
문언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시형태가 등록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므로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를 결여한 생략침해나 불완전이용침해가 문언침해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생략된 요소의 기능, 방식 및 효과를 다른 구성요소를 통하
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균등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나 일부 구성요소가 아예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그에 상응하는
21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2후166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화학반응에서 촉매라
함은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영향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
학적 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를 부가함에 의하
여 그 제조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일체성, 즉 출발물질에 반응물질을 가하여 특정한 목적물질을 생성하
는 일련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일체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
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
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
217)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Ⅰ, 박영사, 2010, 1218면.
21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219) 안원모, “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 13면.
220) 권택수, “특허발명의 이용·저촉관계”, 신특허법론, 법영사, 2005, 595면.
22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403면.
222)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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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 변경된 구성요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균등침해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223) 특
허발명의 모방을 시도하는 자는 구성요소의 일부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특허침해를 회피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략침해나 불완전이용침해가 자주 논의된다.
나. 학설224)
1) 긍정설
발명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만 생략한 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
상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의 보호가 유명무실
해지므로 침해를 긍정해야한다는 견해로서, 일본에서의 통설이다.
2) 부정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 구성
요소를 다시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나누어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특
허청구범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맞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
로 특허침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다. 판례225)
생략발명 및 불완전이용발명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렵다. 다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구성요소를 생
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략에도 불구하고 작용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
로, 양 발명을 동일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아 특허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226)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
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
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아니하고,227)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
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실용신안법 제9조 제
4항 제3호, 제42조, 특허법 제 97조),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
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
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28)
위와 같은 최근의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는 필수적인 것이
며, 따라서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판례에 따르면 생략발명
223)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55면.
224)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55-356면.
225)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408면.
22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2330 판결 등.
227)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등.
22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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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은 특허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실무상 운영방향229)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은 구성요소가 생략된 경우에 대한 것이고, 균등침해는 구
성요소가 치환 내지 변경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일응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에는
구성요소의 생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구성요소의 ‘치
환’이냐 ‘생략’이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구성요소를 어느 정도
단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치환’으로 볼 수도 있고 ‘생략’으
로 볼 수도 있게 된다.
발명의 구성요소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기준으로 하되, 각 구성
요소의 단위는 최소한 발명 전체의 작용효과에 직접 기여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
고 있는 어떤 기능 또는 작용을 보유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발명의 설명의
참작, 공지기술의 참작, 출원경과 등의 참작)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6. 선택침해
가. 선택발명의 의의230)
선택발명은 화학분야에서 선행발명을 상위개념으로 할 때 하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선
행발명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아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선
행발명이 지적한 효과에 비하여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을 말한다. 예컨대 선
행발명 A의 명세서 본문에는 a1, a2에 대하여만 개시되어 있었는데, 후에 A의 개념에 포
함되는 a3를 선택하여 a1이나 a2에 비하여 뛰어난 작용효과를 달성하였을 때 a3의 발명
을 선택발명이라고 한다.231)
일반적으로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대한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포함한 특허의 성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나. 학설232)
1) 침해 긍정설
선택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언침해를 구성하는 동시
에 요소를 한정하여 선택함으로써 특허성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이용침해에 해당
하고, 다만 기본발명과는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거나 전혀 이질
229)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411-412면.
230)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412면.
231) 협의의 선택발명 이외에, 개념상 상위개념인 선행발명의 범주에 속하나 선행발명과는 이질적이거나 양적
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점에 특징이 인정되어 별도의 발명으로 성립하는 후원발명 일반을 ‘광의의 선택
발명’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수치한정발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협의의 선택발명과 수치
한정발명을 아울러 선택발명(Selection Invention)이라고 부른다(Richard Hacon 외, Concise European
Paten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p. 43).
232)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51-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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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기본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특허침해를 부정할 수 있다거나,233) 상위개념 발명이 예기치 못했던 현저한
효과라는 것 자체가 상위개념의 종전 발명에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부가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일종의 이용발명과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 속한다.
2) 침해 부정설
특허발명과 그 선택발연은 개념상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고, 선택발명이 성립한 부분은
특허발명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선원발명자가 출원 당시에 인식하지 못
했던 구성요소의 선택과 그에 의하여 선원발명이 예측하지 못하던 새로운 또는 놀랄 만
한 작용효과를 발휘하는 기술사상에 대해서까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확장될 수 없음
은 명백하므로 양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이용침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34)
3) 개별판단설
① 화학분야에서 선택발명을 통해 완전히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물질이 생성된다면
이는 이용관계가 아니지만, “동질의 효과+이질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동질의
효과+동질의 현저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라는 견해, ② 선택발
명의 선행발명에 대한 침해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침해사건에서 선택
발명의 실시형태가 선원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견해
가 여기에 속한다.
다. 판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은, “확인대상발명
에서 위 출발물질에 작용하는 1-하이드록시 벤조트리아졸을 갖는 1-[α-syn-메톡시이미
노-α-(2-아미노-티아졸-4-일)-아세틸]-벤조트아졸-3 옥사이드의 DMF용매화합물[위 확인
대상발명 아실화제]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2-(2-아미노(또는 보호된 아미노)티아졸-4-일)-2-syn-메톡시이미노초산의 반응성유도체의 하나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
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는 위 확인대상발명의 아실화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그 명세서에 위 확인대상발명의 아실화제
를 특정하여 이를 제조 사용함으로서 이 사건 특허에서 예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위 원심인정과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확인
대상발명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에 비하여 위 원심인정과 같이 제조공정, 반응온도, 아실
화수율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에 존재하지 않는 현저히
향상된 작용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화학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해
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33) 이수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2001), 174면.
234)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제1집, 특허법원(1999),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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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논의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선택발명이 기본특허발명의 침해로 된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235)
선택발명이 기본발명에 대하여 특허침해가 되느냐 여부의 문제는 기본발명의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선택발명이 기본발명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침해대상인 확인대
상발명이 선행발명에 대한 관계에서 특허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선택발명이 기본발명에 대하여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침
해가 된다면 그 요건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의 판결이 축적되고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236)
7. 간접침해
가. 간접침해의 의의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는 ①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간접침해
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구성요소만을 제조, 판매
하는 것은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나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려는 취
지이며 실무상 이를 간접침해라고 한다.237)
나. 간접침해의 유형238)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주로 침해품이 부품이고 특허발명품이 이를
포함하는 완성품인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예를 들면, 특허발명이 만년필인 경우, 그 만
년필의 생산에만 필요한 펜촉을 생산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펜
촉이 특허발명의 만년필의 생산에만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DDT를 사용하여 살충하는 방법
에 대한 특허발명이 존재할 경우, DDT가 살충방법에만 사용될 때에는 이를 업으로서 생
235) 신·주해 특허법(상권), 청립서원, 2011, 1198-1200면.
236)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414면.
237)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 2017, 622-623면.
238) 박희섭·김원오, 특허법원론(제4판), 세창출판사, 2009, 438-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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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판매하는 행위는 간접침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DDT가 살충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
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산 및 판매하여도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방법에만 사용되는 생산장치를 업
으로서 생산, 판매하는 행위도 간접침해로 인정된다.
다.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1) 물건을 ‘생산’하는 데만 사용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보통은 물건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의 기계장치 등을 떠올리기 쉬우나 특허법상 간접침해의 구성요건인 ‘생산’은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오히려 특정한 부품(물건)이 결합됨으로써 특허물품이 전체로서 ‘완
성’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239) 판례240)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
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
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
위도 포함된다고 한다.
생산의 개념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것이 단순한 수리와의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다. 특허발명 물건이 양도된 경우 이에 의하여 특허권은 목적이 달성되어 소진(消盡,
exhaustion)되므로 그 이후의 특허발명 물건의 양도나 사용은 더 이상 특허권 침해가 되
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바(권리의 소진이론), 특허발명 물건을 단순히 수리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허권이 소진된 특허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침
해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수리를 넘어 새로운 생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특허권
침해로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수리를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계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241)
판례242)는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
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
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
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리사이클링 제품인 특허발명 물건에 관한 소모품을 교체한 경
우의 사례에서 이를 생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간접침해를 인정한 것들이 있다.
한편, 판례243)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
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
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239)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63면.
2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241)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Ⅱ, 박영사, 2010, 97면.
242)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등.
2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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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특허물건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에만’의 의미244)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물은 특허발명에 관계된 물건의 생산 또는 방법의 실시
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의 용도를 갖는 것이어서는 안 된
다.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특허발명의 본질적 또는
신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공지의 구성요소만으로 된 경우에
는 다용도품으로서 전용(專用)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건이란 본시 사회통념에 따른 일반적 용도도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의사나
객관적 상황에 따라 무한한 용도를 갖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물의 용도를 폭
넓게 인정하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의 용도를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
때에는 간접침해에 포섭되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게 되어 특허권자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
하게 되므로 입법의 목적을 거둘 수 없게 된다. 한편, 부품의 용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
하게 되면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되어 거래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침해대상물의 용도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245)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
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은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발생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위 규정
의 적용을 구하는 특허권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따라서 전용성의 입증책임도 원칙
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있다.246) 그러나 다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반면, 다른 용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
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고, 더욱이 침해피의자가 그 물건의 용도를 보다 용
이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한, 특허발
명인 물건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명된 상태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침해피의자가
특허발명인 물건의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를 가진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
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피의자가 주장하는 용도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
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47)
라. 직접침해의 성립 요부
1) 학설
244)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418-419면.
24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246)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247)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7305 판결; 최정열,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입증
책임”, 정보법 판례백선, 2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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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와 직접침해의 관계에 대하여 ① 독립설은 직접침해의 유무를 묻지 않고 특허
법 제1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으면 간접침해가 성립한다고 하나, ② 종속설은
직접침해의 존재가 간접침해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특허법 제1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간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2) 판례
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생산이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1996. 11.
27. 선고 96마365 결정(토너 카트리지 사건)과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감
광드럼 카트리지 사건)이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에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것이
특허발명 제품의 재생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개인적·가정적 생산에 해당하여
특허권에 대한 직접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에서 위 판례는 독립설을 전
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반제품의 수출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사건)은 반제품의 수출행위가 간접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직접침해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종속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통상실시권자에게 공급한 행위가 간접침해가
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1455 판결(상고중, 대법
원 2017다290095)(마찰교반용접기 사건)은 특허권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48)
3) 검토의견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설이 통설이나,249) 특허권의 간접침해 성립에 직접침해 성립이 전제
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독립설과 종속설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
결방안을 도출해주지는 못한다고 보이며,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
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괴리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인다.250) 즉, 독립설은 간접침
해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장점이 있고, 종속설은 특허권의 부당한 확장 내지 남
용을 전제하는 장점이 있는바 어느 설을 취하더라도 불합리한 축면이 있고, 독립설을 따
르더라도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자가 가정 내 사용자인지, 시험 연구를 위한 실시인
지, 실시권자가 실시하는지, 외국에서 실시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정이 요청
248) 방법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이 있는 자가 스스로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하 전용품(專用品)
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간접침해로 인정하게 되면, 통상실시권에 부당한 제
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통상적으로 특허권자는 실시료 액수를 적절히 설정하거나 전용품 생산자
를 상대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하고 있거나 회
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실시권자가 스스로 전용품을 제작하여 방법을 실시하는 행위
를 간접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통상실시권자가 제3자를 통하여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전용품을 생산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와 달리 제3자의 제작·
납품행위가 곧바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통상적으로 특허권자는 이미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납품받아 특허를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
를 보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제3자의 제작·납품행위까지 간접침해로 보게 되면 특허권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6나1455 판결).
249) 송영식, 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제8판, 육법사, 2003, 630면.
250) 박태일,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
법원도서관, 2016, 521-5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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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규정의 취지를 해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로 보
인다.251)
마. 간접침해자의 책임252)
특허법 제127조에 정한 간접침해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특허법상 침해로 간주
되므로 특허권자 등은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
법 제741조), 신용회복청구권(특허법 제131조)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특허법 제128조 제1항)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
접침해자의 과실은 추정된다(특허법 제130조). 그러나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규정은
간접침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위 규정은 내용상 직접침해를 전제로 한 것
인데, 간접침해는 직접침해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제128조 제7항의 손해액 인정
에 관한 규정은 간접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 즉 특허법 제225조의 특허침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253)는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
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
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
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
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
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여 부정하는 입장이
다.
Ⅲ. 침해의 판단수단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와 성질254)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떠한 기술의 실시형태가 특허등록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말한다(특허법 제135조). 이는 단지 발명의 범위라고 하
는 사실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
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255) 특허청구범위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추상적 문언이
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발명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개
별 사안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시형태의 구성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와 같
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곧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이다. 이처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개
별 실시형태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제된 특허청구범위의 효력범위에 그러한
개별실시형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개별 실시행위가 궁극적으로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지까지 고려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판례256)는 피고가 실시
251) 한동수,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82호, 법원도서관, 2010, 660면.
252)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Ⅱ, 박영사, 2010, 119-122면.
25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254)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513-514면.
255)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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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A’가 A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A특허권은 이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권리소진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
대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2. 존재 의의 및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실무상으로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 과정에서 선결문제인 특허침해여부
를 먼저 확정받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57) 확정
된 권리범위확인심결이 있을 때 민·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심결의 결론이 사실상 존중되
어야 하지만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린다. 단순히 감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현재의 통설적 견해), 민·형사소송사건에서 하나의 참작사
유이지 법원을 구속할 힘은 없는 것으로 된다.258)
판례259)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
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
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
권) 침해소송의 민사본안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가 있는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
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이 전속적으로 맡고, 2
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게 되도록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및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32조를 개정하여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하였다.260)
Ⅳ.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 특허권 소진(消盡)의 항변
가. 개요
특허권의 소진이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
자 등)가 특허제품을 양도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특허제품의 사용, 양도 등에는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고 하는 법리를 말한다.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특허제품(물건)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효력 중 생산에 관하여는 애초부터
25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257)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514면.
258)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291면.
259)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260)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
초한 실시료지급 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 청구소송, 전용·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
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
고등법원 2016. 5. 24.자 2016나20164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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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의 문제가 아니며,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구입한 사람이라도 특허제품을 구성하는 부
품이나 시장에서 새로 구입한 제3자에 의해 제조된 부품 등을 이용하여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당해 특허제품이 아니어서 그 제품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261)
특허권 소진의 근거로서는 유통과정의 보호, 전득자의 보호라고 하는 적극적 이유와 특
허권자의 이중이득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적 이유가 일반적으로 거론된다.262)
주요 쟁점으로서 ① 동일한 제품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이 성립한 경우 그 중 1
개국에서 특허권자 등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 판매된 특허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입한 경
우 수입국의 특허권 침해인지 여부(소위 국제적 소진의 문제), ② 특허권자로부터 구입한
일회용카메라를 사용하고 나서 필름을 교체하고 촬영매수 표시장치를 조작하여 재사용하
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위 허용되는 수리냐 허용되지 않는 재생산이냐의 문제), ③
물건의 특허가 소진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특허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방법발
명의 경우에도 소진이 성립하는지, 만일 성립한다면 어떤 물건에 대해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소진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나. 국제 소진의 인정 여부
1) 병행수입의 개념 및 인정 여부263)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우리나라에 특허권이 있고, 같은 특허권자의 같은 특
허권이 외국에도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양수(讓受)하거나 또는 특
허권자 등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외국에서 적법한 유통과정에 있는 진정특
허품을 우리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특허권의 실시효력이 이미 소진된
그 외국의 진정특허품을 자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자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
는지 문제되며, 이는 바로 그 외국의 진정특허품을 자국 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소진
의 효과가 자국 내의 특허권에까지도 미치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외국의 특허권자와 우리 국내의 특허권자가 동일하고 특허권의 내용
인 발명도 동일한 경우에는 소진효과도 국내·외를 따질 필요없이 같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 ② 특허제도는 속지주의(屬地主義)에 입각한 특허독립의 원칙이 있는 이상(파리협정
제4조의2), 한 나라의 특허권의 소멸이 타국의 특허권의 소장(消長)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WTO/TRIPS협정 제6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에 관한 문제를 다
루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 국제소진의 인정 여
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자국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있어 통일되
지 않은 상태이다.264)
2) 실무 및 판례265)
261)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 2017, 789면.
262) 윤선희, “특허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7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136
면.
263) 임석재·한규현, 특허법, 박영사, 2017, 345-346면.
264) 박태일, “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2009, 36면.
265)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 2017, 8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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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무를 보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7. 30. 선고 81가합466 판결(항소취하,
확정)이 이른바 특허권의 국제 소진을 인정한 것이 있으나 오래 전에 선고된 것인데다가
그 외에는 선례가 없어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정확한 태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국제소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나 다
수의 견해는 저작권법 제20조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 내용을 들어 국
제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 상표법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진정상품의 병
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다.266)
다. 수리 내지 재생산의 경우 권리소진 여부
특허권자 등이 판매한 특허제품을 제3자가 입수한 후 그 부품을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허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특허
제품 가운데는 부품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줄 필요가 발생하는 제품이 상당하고, 특허권자
의 실제 수익도 완제품 판매보다는 부품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구입해 특허제품의 유지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구매자의
이해관계와 실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부품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특허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267)
특허의 국내소진의 이론적 근거로서 ① ‘생산 어프로치’는 특허제품을 시장에서 입수
한 자가 부품을 가공 내지 교환하는 행위가 특허제품의 생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침해 여부를 결정하며, ② ‘소진 어프로치’는 특허제품 구매자의 사용행위는
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이다.268)
우리나라 판례는 감광드럼 카트리지 사건269)에서 “감광드럼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의 본
질적 구성요소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도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입할 수
도 없는 물품일 뿐만 아니라 레이저 프린터 구입 시에 그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
권자가 그러한 감광드럼카트리지를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
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바, 이는 결국 특허물품의 핵심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는 특허물품 전체의 ‘생산’에
해당하여 권리소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고, 이를 통해 대법원이 특허물품 가운데
핵심적이거나 본질적인 부품을 가공 또는 교환하여 특허물품 전체의 사용수명을 연장하
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생산 어프로치’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270)
라. 방법발명과 권리소진271)
26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267) 설민수, “특허권 소진 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적용”, 사법논집 제55집, 법원도서관, 2012, 55
면.
268) 박태일, “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2009, 65면.
269)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270)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471-472면.
271)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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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특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권리소진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272) 가령 1회의 실시허
락 이후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는 보통 당사자 간 계약해석의 문
제로 귀착된다. 다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이 특허된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
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실시(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 방법으로 생산
된 물건이 일단 권리자에 의해 양도되었다면 물건 특허와 마찬가지로 권리소진을 인정해
야만 특허권자의 이중이익을 방지하고 유통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은 2008년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사건273)에서, 방법특허에 관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하지 아니한 CAFC 판결을 파기하면서 ‘특허된 방법의 핵심적인 특징이
물건에 구현된 바 있다면, 그 물건의 판매로 인하여 방법특허에 대한 권리소진이 일어난
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甲이 방법발명(예컨대 오수의 처리방법)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방
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예컨대 오수처리 장치)을 판매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
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
여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특허권 행사를 불허함이 상당하다.274)
2. 특허권 남용의 항변
가. 민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1) 권리남용의 의의
권리남용이란 권리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권리의 사회적·경제적 목적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일탈한 것일 때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275)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우선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가 권리자에 의하여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행사되어
야 한다.276) 나아가 권리가 행사된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에 관하여, 판례는 주관적 기준으로 가해의사·가해목적을 들고 있고, 객관적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복리, 공평의 이념, 사회의 윤리관념, 공서양속과 도의, 사회질서,
정의, 권리의식, 권리의 경제적·사회적 목적 등을 들고 있다.277)
2) 적용요건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일관된 모습
을 보이고 있지 못하며, 특히 지적재산권(상표권)에 기한 가처분 및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시를 하고 있다.278)
즉, 대법원은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에서 “……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
272) 中山信弘 著, 한일지재권연구회 역, 공업소유권(상) 특허법, 법문사, 2001, 362면.
273) 553 U.S. 617(2008)
274)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들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00. 5. 2. 선
고 99나59391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등).
275) 곽윤직, 민법주해(Ⅰ), 총칙(1), 박영사, 2000, 183면.
276) 허성욱,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법조 통권 591호, 법조협회, 2005, 219면.
277) 곽윤직, 민법주해(Ⅰ), 총칙(1), 박영사, 2000, 191-192면.
278)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Ⅱ, 박영사, 2010,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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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
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
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판시했지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마101 결정
에서는 “…… 위와 같은 의도로 채무자 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
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러한 상표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의 행사에 해
당하고, 채권자도 신청외 1의 위와 같은 부정한 의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
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
을 남용한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라고
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다만, 권리남용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원
칙인 점, 특허침해의 성립을 면하는 다양한 법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어 이에 더하여 권리남용의 항변까지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침해자의 이익에 기우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권리남용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79)
나. 특허에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의 권리남용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
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
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사안마다 제각각인 사실들을 법관이 신축적으로 평가한 뒤 권리자에게 통상
기대되었던 법적효과를 이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인 형평을 꾀하고
자 하는 민법상 권리남용 이론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서, 특허의
진보성 위반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획일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280)
다.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권리남용281)
특허권도 독점규제법 제59조282)를 매개로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부당한’
279) 조영선,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저스티스, 2013년 4월호, 160-161면.
280) 박준석,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한국지식재산학회,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법문사, 2016, 395면.
281)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487면.
282)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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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행사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된다는 의미에서 위법하다. 그러한 ‘위법한’ 권리
의 행사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을 근거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 상 부
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업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독점규제
법 제56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별개로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판
단할 수 있다.283) 이처럼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까지 법정되어 있는
마당이라면 사전에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최근 국내의 하급심 판결들 가운데도 이러한 법리를 수용한 것들이 등
장하고 있다.284)
3. 특허의 무효 항변
가.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없는 발명285)
1) 보호범위의 제한286)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이거나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제3자가 실시하는 태양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고 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이와 같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제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이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공지기술제외설, 무효항변설, 권리남용설 등의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특허발명이 공지기술 그 자체인 경우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하면 공지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 법원은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들 공지기
술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소송물인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의 존부, 행사의 가부를 당해 소송 당사자 간에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 특허무효
를 대세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2) 신규성 없는 공지기술인 경우
대법원은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특허침해의 성립 여부가 다
투어지고 있는 당해 발명에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은 당해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
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
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
일한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287)고 판시하
였다.

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283) 임영철, 공정거래법, 법문사, 2007, 503면 이하.
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등.
285) 선출원주의(특허법 제36조), 확대된 선출원주의(특허법 제29조 제3항) 위반 시에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판례이론은 신규성 위반 시와 같다.
286)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440-441면.
28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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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공지의 경우
대법원 판결288)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효
력이 미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필연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출원 당시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허발명의 전부가 공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공지된 경우, 예컨대 A+B+C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P가 상위개념의 발명이고 그 하위개념의 발명이 발명 P1(a1+B+C)과 P2(a2+B+C)
인데, P1이 공지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P2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특허권자는 공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89)
나.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없는 발명
1)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항변의 도입
대법원은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에서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
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
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
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법원이 특
허의 무효를 정면으로 판단하여 무효인 특허에 기한 권리행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같은 취지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부재를 이유로 한 무효항변의 가능 여부
침해소송에서의 무효항변과 관련하여, 사실상 침해소송과 유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도 진보성 부재를 이유로 한 침해자의 항변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
결290)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판결들을 폐기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
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
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
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
288) 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판결.
289) 특허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5, 442면.
290)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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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
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 이
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
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
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법원은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실시권을 부
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법리를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뿐이
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4. 자유기술의 항변
가. 의의
특허출원 당시 공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발명은 본래 누구라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이러한 근거
에서 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
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291)라고 항변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는바, 이러한 항변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라
고 한다.292) 자유기술의 항변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사건
과 형사사건에서도 허용되고 있다.293)
나. 인정범위
1) 실질적으로 신규성·진보성 부재 모두를 주장할 수 있음294)
침해자는 자신의 실시형태가 자유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은 물론, 자유기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유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다.295)
이 경우 침해법원이 자유기술 항변에 기초하여 대비 판단하는 것은 ‘실시형태 : 공지기
술’이지 ‘특허발명 : 공지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침해법원이 특허발명
의 유효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의 공지
기술과 동일하다거나 출원 전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자유기술 주장이 유효한
291)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292) 김태현, “공지기술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특허판례연구(제3판), 박영사, 2017, 368-369면.
29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등.
294)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406면.
29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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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수단으로 인정되는 한, 침해법원은 자유기술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신규
성·진보성 유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예컨대 甲의 특허 A에 대한 공지의 선행기술로 a, b가 있는 경우,
침해자 乙이 특허 A가 선행기술 a, b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다면 침해법원으로서는 위 등록무효심판의 확정을 기다려 그 결과를 전제로 침해
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침해자 乙이 자신의 실시형태는 ‘자유기술인 a
와 b를 단순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유기술 항변을 한다면 부득이 스스
로 a, b로부터 乙의 실시형태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진보성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수가 있다.
2)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자유기술의 항변 허용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기술의 항변을 허용한
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형식을 빌어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되어 앞서 검토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
합의체 판결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296)은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
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
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
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
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 태양과 관계없이 자유기술의 항변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다. 판단방법
자유기술 해당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례297)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
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허권자가 특정
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특허발명이 A+B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은 A+B+C로
특정되어 있는데 출원 전 공지기술로는 A+B의 구성만이 있고 구성요소 C는 공지된 바
없다고 가정한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인 A+B
로만 파악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게 되고, 확인대상발명 전체로 파
악하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결론이 달라지며,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
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이용관계
29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29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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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298)

29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 2017, 661-6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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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Ⅰ.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개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와 동일하다. 디자인권 등 침해죄는 형법 제8조가 정한 ‘타
법령에 정한 죄’에 해당하므로, 제228조의 몰수규정 등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형법
총칙이 그대로 위 침해죄에 관하여 적용된다.299)
따라서 형법상의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
위가 있어야 하고 침해 결과의 발생을 요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영업비밀 침
해죄 등과는 달리 친고죄이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300)
Ⅱ.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구성요건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는 ① 침해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② 침해자의 디자인의 실시가 권리침해의 태양에 해당될 것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유사 범위)에 속하고, ‘업(業)’으로서 실시하고 있을 것, 위법성조
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 ③ ‘고의(故意)’가 있을 것301) 등을 요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인
식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다만 이러한 디자인권의
타인성이나 침해의 의미 등에 대한 침해자의 인식은 정확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외한에 의하여 판단된 법적, 사회적 의미 내용, 즉,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가
치평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302)
고의의 조각(阻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침해의 경고를 받았으므로 변리사의 전문적
인 의견을 구하였는데,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이것에 따라
제작판매를 계속한 경우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03)
디자인권실시권자의 승낙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침해의 범죄의사가 있었던 것인
지 여부에 관해서는, 형법 제16조304)가 디자인권 침해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해당 규
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
299)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1260면(정택수 집필 부분).
300)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301) 디자인보호법상 ‘고의’는 추정되지 않고, ‘과실’만 추정됨(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참조).
302)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앞의 책, 1262면(정택수 집필 부분).
303) 満田重昭‧松尾和子, 注解 意匠法, 靑林書院, 2010, 721-722면;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646 판결.
304)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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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
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여305) 이러한 법률의 착오로 말미암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결한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한다.306)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자
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자가 디
자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셈임에도 불구하고, 디자
인권의 주장을 하지 않고 담합금을 수령하여 수주에서 손을 뗀 사정하에서는 등록디자인
에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표하는 자로부터 묵시의 승낙을
얻은 것이라고 보아도 상당한 것이므로, 디자인권 침해의 범죄의사(고의)는 없었던 것이
라고 인정한 일본의 판례가 있다.307)
한편으로 디자인권 침해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아 등록디자인이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판매하는 낚시찌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
허심판원의 심결 내용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낚시찌를 계속 판매하
였다면, 피고인이 위 경고장을 받은 후 변리사로부터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제3자가 피고인에게 낚시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일
시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그 제3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낚시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등록디자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의 태도이다.308) 즉,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태도와 전문가의 전문 분야 및 전문 정도,
회신내용 등에 따라서는 비록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09)
디자인보호법 제94조310)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이거나 동법 제100조311)
의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등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처럼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될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데, 이것은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된다.312)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로 단속 및 조사 시에 이러한 점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디자인의 유사 판단이 침해범죄의 객관적인 판단요건으로서 디자인권 침해 판
30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469 판결 등 참조.
306)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앞의 책, 1262면(정택수 집필 부분).
307) 満田重昭‧松尾和子, 앞의 책, 722면.
30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8804 판결.
309)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앞의 책, 1263면(정택수 집필 부분).
310)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
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
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311)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12) 강동세,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세창출판사, 2003, 29-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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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특사경에서의 침해범죄 판단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이
된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유사한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추
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주관적인 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디자인의 유사 개념과 법
률 판단으로서의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것이 특사경에서의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범죄의 수사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침해죄 판단 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1.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와 침해죄 적용과의 관계
가. 공지된 부분의 권리범위 부정 고려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와 침해죄의 적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
면, 일단 등록디자인이 그 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등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무효
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313) 이와 관련하여 등록디자인이 기
존의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면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등
록디자인의 권리를 부정하여 해당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 판매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도 존재한다.314)
즉,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침해죄의 판단 시에 디자인권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
그런데 소송절차내에서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고적으로 디
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판례상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로서 권리남용의
항변의 근거가 될 정도)라도 그 무효사유가 신규성이든지 창작용이성이든지 구별하지 않
고 심결 또는 판결절차에서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디자인권은 유효하므로 형사소송절차
에서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이 일본에서의 기존의 통설
적인 견해이기도 하다.315)
이와 같은 견해는 피고인이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확신할 때(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디자인등
록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되고, 이것을 받은 때에 확정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
구하는 것으로 되거나, 법원에서 무효심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형사소송절차를 중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바,316) 이러한 일본에서의 통설적인 견해는 우리나라
313)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앞의 책, 1265면(정택수 집필 부분).
31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315) 満田重昭‧松尾和子, 앞의 책, 7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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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침해 여
부는 기술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디자인권 침해에 관해서도 디자인의 심
미감 등의 유사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함), 형사재판에서의 심리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무
효로 된 때에 재심사유로만 삼는 점에서(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317)), 특허침해죄의 심
리에서 선결문제인 특허무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에 대한 특허청의 무
효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318)
즉, 죄형법정주의라는 문제에 근거하여 침해 여부에 대하여 특정되고 명확하게 되어 있
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디자인권침해죄에서는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 여부에 대한 최
종적인 확정을 토대로 해서 침해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319) 그런데 이와 같이 특허권을 비롯한 디자인권의 무효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확정
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
기도 하다.320)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특
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
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
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후,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
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
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다.321)
이상과 같은 판단법리는 디자인권 침해금지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되어“등록디자
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
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라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근에 판시하고 있다.322)
316)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도 디자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까지 이와 같이 무효사유가 명백한 등록디
자인의 무효주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満田重昭‧松尾和
子, 앞의 책, 721면).
317)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또는 상
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
정된 때.
318) 강동세,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세창출판사, 2003, 20-21면.
319)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특허권침해죄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침해사실이 확정된 뒤에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318면).
320) 이상경, 앞의 책, 320면.
321) 대법원 2012.1.19.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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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
에서만 권리남용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권을 비롯한 디자인권 등의 신규
성이나 진보성 등에 근거한 무효 여부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권리
남용의 주장 및 적용 여지가 없는 침해죄 등에 관한 형사소송에서는 디자인권의 무효 주
장을 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가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디자인권침해죄와 관련된 일본에서의 통설적인 견해와 함께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와 같은 디자인권 무효에 대한
주장과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은 민사사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디자인권침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 심리 및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디자인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침해죄에 관한 형사분쟁에서는 침해자가 무효를 주
장하거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사경에서
의 침해죄에 관한 단속 및 조사 시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
을 것이고,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간접침해와 침해죄 적용과의 관계
디자인보호법 제114조323)의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상으로는 민사책임뿐
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즉,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간접침해행위도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민사책
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부
정설의 입장에서는 간접침해규정은 민사책임을 논함에 있어 침해의 전단계에 있는 행위
를 침해로 의제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이므로 형사책임에까지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므로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는 것을 주장한다.324)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권침해죄 사안에서 간접침해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
건으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시하면서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권침
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데,325) 이와 같은 판례의 해석은 디자인권침해죄에도 간접침해
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의장권침해죄가 간접침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뉘고 있었고, 간접침해에도 의장권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하였는데,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강하고, 본
32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323)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24)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726면.
32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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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기수처벌에 비해 경감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예비적 또는 방조적 행위를 본래의 침해
인 직접침해와 동일한 벌칙으로 함께 두는 것에 대한 합리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점
을 고려하여, 의장권침해죄에 관한 규정이 2006년 개정 의장법으로 권리보호의 강화 및
모방품 대책의 강화의 관점에서 직접침해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과 아울러(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장법 제69조의2를 신설하여 간접침해
의 형사적인 처벌을 명문화하는 한편, 그 법정형을 직접침해에 관한 의장권침해죄의 법
정형보다 경감하였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326)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로서는 간접침해도 디자인권침해죄의 적용에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바,327)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살리면서 이후의 학설상의 논란들
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일본에서의 입법론을 참조해서 직접침해와 구별되는 침해죄의
별도 신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유실시디자인의 문제
대법원에서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침해자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공지
된 디자인에 해당되거나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328)
따라서 특사경에서 침해 혐의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존에 공지되어 있는
디자인이나 그러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유실시디자인의 해당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용이창작성 여부)는 특사경의 구성원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유
실시디자인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Ⅳ. 디자인권 침해에서의 유사 판단방법 및 요령
1.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의의 및 개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란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양 디자인 간에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사 판단은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
단 시에 고려되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 시와 이용‧저촉 관계 여부 판단 시에 적용
된다. 디자인 사이의 물품의 동일‧유사성이 디자인 형태의 유사 판단의 전제가 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
326) 満田重昭‧松尾和子, 앞의 책, 724면.
327)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앞의 책, 1265-1267면(정택수 집필 부분)의 논의 참조.
328)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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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
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이것은 전체관찰과 요부관찰로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
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다(기능적 형태도 중요도가 낮게 평가
됨). 유사 여부 판단에서의 색채, 재질의 역할도 고려될 수 있고, 참신한 디자인이 유사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유사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다.
2. 구체적인 유사판단 방법의 검토
가. 유사 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판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문
제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디자인 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대
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디자인의 침해판단기준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한
국, 중국, 일본, EU 및 미국에서 대체로 유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329)
1) 관련 학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학설은 논자(論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
나, 대표적으로 창작내용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창작동일설(창작
설),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다른 물품과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디자인으
로 보는 물품혼동설(혼동설), ③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
의환기설(미감설)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330)
가) 창작동일설(창작설)
디자인보호법을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으로 보는 창작설에 따른 견해로
서, 디자인의 유사란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가 공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 물품혼동설(혼동설)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물품의 식별기능을 통한 부정경쟁의 방지로 보는 경업설에 따른
329) 특허청,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2013. 12, 278면.
330)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7, 362-365면.

- 363 -

견해로서, 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물품이 다른 물품과 혼동을 야기하게 되면 유
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 주의환기설(미감설)
2개의 디자인을 상호비교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 또는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적
인상이 동일 내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라) 정리
창작동일설과 주의환기설은 판단의 객관성이 결여되며, 물품혼동설의 경우 디자인의 창
작적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심사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판
단을 위해 물품혼동설을, 침해 판단과 관련된 등록 후에는 거래사회 실제 혼동에 이르기
까지 각 학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특허청 심사실무(디자인심사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
다. 기본적으로는 물품혼동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창작동일설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또는 물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본다고 하여 유사의 폭에 관하여는
창작동일설의 입장을, 또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비중을 둔다고 하여 요부 판단에 있어
서는 주의환기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기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
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331)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전체관찰’과

‘요부(要部)관찰’이라 한다.332)

33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후101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
고 95후 113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332) 일본의 실무 또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test)을 강조한다.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Fed.
Cir.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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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여 유사 판단을 한 사
례333) (비유사)
사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사시도

확인대상디자인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명칭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 “

상디자인 “

,

,

,

,

”과 확인대

”의 캡 부분은 젓가락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요부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캡 부분의 형상이
위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콩나물 머리모양의 캡이 대칭을 이루고

33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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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원형의 연결부재가 설치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과 같이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의 얼굴과 그 아래에 손으로 젓가락 몸체를 감
아쥔 형상인 점에서 현저한 차이 등이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
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위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
지 아니하여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인 유사 여부 판단방법
1) 전체관찰 · 요부관찰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
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
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334)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도출해 내고 이들을 대비하는 작업은 유사 여부 판단에서 매
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
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
며,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335)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비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중요한 점이 공통되
면, 양자는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개연성이 높다.336)
* 판례 - 전체대비관찰과 디자인의 공지부분에 대한 해석337)
: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
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
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
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

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
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
33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후13 판결.
33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336) 김병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제45호), (사)한국지식재산학회(2014. 12.),
216～217면.
33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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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사례] 유사한 부분이 공지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의류 디자인 유사 판단 사례338)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정면도

배면도

가슴
중앙부
확대도

① 앞뒤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검은 색, 몸체하부는 회색으로
한 점
② 지퍼의 좌우 양편에 넓고 긴 회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유사점
댄 점
③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검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점
가슴가
로덮개
상세도
팔목폭
조절부

허리폭
조절부

33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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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가슴부의

가로

덮개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일측이 목 아래 지퍼쪽으로 하향하면서 가로
지퍼와의 폭이 넓게 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점
ⓑ 팔목과 옆구리 폭 조절부의 형상이 위와 같이 약간 차이가 있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
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
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
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대상디자인 “

,

,

”과 확인

”은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짙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

,

등)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

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부위의 절개선
과 가로 덮개 앞부분의 단추 및 단추가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퍼에 의하
여 생기는 형상과 모양’, 즉 “

”(이하, ‘가슴부위 절개

선 등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다)은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 “본 물품은 도면대용 정면도
및 참고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깨 및 가슴부위에 절개로 모양을 나타내었으
며, 지퍼를 사용하여 중요한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
데,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
확인대상디자인은
- 368 -

“

”와 같은 형상이어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에서 현저한 차

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
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
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특허청 심사실무(디자인심사기준)에서의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양 디자인을 대비 관찰하여 판단하되,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확대경,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여서는 아니된다.339)
｢전체적으로 판단한다｣함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340)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
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면 비유사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한다.
즉,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
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341)
3) 물품적 본질 대비 판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
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
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유사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된 디자인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342) 심사실무도 물품적 본질이 동일하면서 형태적 본질이
유사하거나 물품적 본질이 유사하면서 형태적 본질이 동일･유사한 경우라면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한다.343)
339) 시간･장소 달리하여 비교 관찰하는 이격관찰, 두 물품을 직접 대비하는 직접대비관찰을 절충하여 두 개
디자인을 벽에 걸어놓고 뒤로 물러서서 비교하여 보고 잠시 쉬었다가 양 디자인의 위치를 바꿔놓는 경우 혼
동을 일으키는가 여부 등에 의해 간접대비관찰에 의한다.
340) 엄밀하게는 요부 판단이 전체 판단에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분리 판단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고 본다.
34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등 다수.
342) Ÿ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출원디자인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디자인이 표현된 ‘접시’
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
라고 볼 수 없다.
Ÿ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대법원ﾠ2006. 7. 28.ﾠ선고ﾠ2003후1956ﾠ판결 등 참고. 일부 판
결에서 ‘물품의 동일·유사성’을 ‘물품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로 읽힌다(98후492 판결 참
조).
343) 물품적 본질과 형태적 본질이 모두 동일하다면 양 디자인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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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품
동일형태
유사형태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동일한 디자인
유사한 디자인

비유사형태

비유사한 디자인

물품의 동일·유사성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용
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
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청의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
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
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344)
[사례] ‘거품 넘침 방지구’과 ‘순환통’이 문제된 사례34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
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위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
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
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단면도가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
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
이므로, 양 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심사기준은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예 : 태엽식, 자동식, 전자
식 손목시계)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예 : 볼펜과 만년
필, 탁상시계와 손목시계). 원래 비유사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
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예 : 수저통과 연필통)고 규정하고 있다.346)
344) Ÿ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인용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접착제 용기’라고 인정되므로 원
심이 이를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장용 용기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인용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도 액체
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마요네즈 용기’
와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Ÿ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 쓰레기통도 음식 찌꺼기를 담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고, ‘음식 찌꺼기 발효통’도 경우에 따
라 일반쓰레기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 물품은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어, 결국 양 디자인의
물품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345) 대법원ﾠ2004. 6. 10.ﾠ선고ﾠ2002후2570ﾠ판결.ﾠ
346) 그러나 용도와 기능을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다용도, 다기능화에 의해 이와
같은 기준으로 물품의 동일·유사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370 -

4) 형태적 본질 대비 판단
형태의 유사판단에 관한 심사실무는 아래와 같다.
[디자인심사기준]

Ÿ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
체로서 판단한다.
Ÿ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
를 하여야 한다.
Ÿ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모양을 이루
는 경우 명도를 중심으로 한 톤의 차이에 의해 판단한다.

색채는 그 자체로서 신규성·창작성이 없으므로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의 형상이 결정되면, 색채는 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듯이, 디자인에 있어서 창작의 노력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형상
이고 색채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현실은 색체 없는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보통은 색채
가 없거나, 창작내용의 요점에 색채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색채는 오히
려 권리의 내용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법원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사건에서 인용디자인은 색채가 아닌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와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디자인은 색채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47)
다만, 실무는 광투과율 100%인 투명도 색채로 보나, 이하와 같은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은 투명·불투명은 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례] 디자인의 투명과 불투명을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것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
347)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9허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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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정
한 간격이 없이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듯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
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 …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348)
다. 유사판단 시 고려할 주요 사항
1) 유사 여부 판단의 비중(요부판단)에서의 고려 사항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예 : TV정면).349) 물품 중 당연히 있
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예 : 수저의 경
우 손잡이 부분의 형태에 비중을 두고 판단).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뿐
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350)
한편으로 대법원은 디자인 중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하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 등록디자인이 공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디
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
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
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351)
그 다음으로 둘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
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
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352) 위 설시
를 반대해석하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348)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천장에 매다는 등’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범종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흰색 실로 휘감아 형성된 줄무의 모양
이 있는 점, ③ 범종 형상의 상단부에는 꼭지가 달린 둥그런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에서 유사하나, 두 디자인 사이에 위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구의
장법시행규칙 별표 2의4호 등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49) 다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창작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유사판단 비중을
둔다(예 : 운동화의 밑바닥).
350)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35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외 다수 참조.
35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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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 형태가 변화하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353) (유사)
이 사건 디자인1

이 사건 디자인2

실시디자인

등록디자인1 및 등록디자인2와 실시 디자인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등록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들과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

[사례]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취급354)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
은 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의장의 출원 전에 이미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
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이들 부분에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
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등록의장은 그 용기뚜껑 윗면의 형상과 모양

에서 인용의장과 달라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그 전체에서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
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사례] 동일한 기능의 대체형상이 존재하는 ‘오일쿨러용 케이스’ 사건355) (유사)
이 사건 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35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35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35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록번호 제296675호 관련 사건.

- 373 -

양 디자인은 몸체부의 전체 외곽 형상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각형이고, 송풍 팬의 장착
부분이 원형의 홀로 형성되어 있는 점, 몸체부의 상판(덮개부분)이 직사각형의 수평 판으로
되어있고, 중앙의 직하부에 수평의 받침대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양측 세
로판은 상판 및 수평의 받침대와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수평의 받침대가 결합된 부분이
상판과 결합된 부분보다 폭이 넓은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 중 사각 형태의 몸체부 외곽 형상이나 원형의 홀
등은 오일쿨러용 케이스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받침대가 양측 세로판 사이에 결합된 형상의 경우 송풍 모터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오일쿨러용 케이스가 반드시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받침대와 양쪽 세로판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사례] 디자인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과 유사판단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2) 유사의 폭에 관한 고려 사항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
게 본다. 따라서 새로운 물품이나 특이한 형상, 모양은 유사 폭이 넓다. 유사의 폭이 비
교적 좁은 것으로는 ①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고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
던 것(직물, 칼, 식기 등),356) ②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젓가락,
편지지 등), ③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자전거, 쌍안경, 운동화 등),

④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것(신사복, 한복 등) 등이 있다.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으로는 ① 새로운 물품, ② 동종류의 물품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 ③ 특이한 형상에 첨가되는 모양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병 등의 용기 뚜껑에 관한 디자인과 같이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많이 고안되어 있으며, 구
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것,357) 창문틀에 관한 디자인과 같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것,358) 손목시계에 관
356) 병 등의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은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의장이 많
이 고안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
35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
35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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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인과 같이 출현된 지가 오래되어 다양한 종류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와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것,359) 물품의 형태가 단순한 것360) 등을 각각 대비되는 두 디자인간의 유사의 폭을 좁게
보는 사정으로 고려해 오고 있다.
[사례] 유사의 폭과 거래시의 외관의 고려
창문틀에 대한 디자인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
고 95후750 판결).
[사례] 구조적으로 디자인의 변화가 어려워 유사의 폭을 좁게 본 사례

36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피고인 실시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평면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
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
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
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
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
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볼트 머리부
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
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
3) 재질,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35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873 판결.
36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후2610 판결.
36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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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
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
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4)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적디자인362)
가)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 간의 유사 여부 판단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
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
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나) 동적디자인 상호 간의 유사 여부 판단
동적디자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사례] 회동개폐판이 달린 문짝판의 유사판단363) (비유사)
먼저 기본디자인은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에서의 문짝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 고안의 요지로 되어 있고,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인, 세로로 2개의

선이 그어져 3등분된 형상과 모양은 인용디자인들(특히 갑 제7호증의 인용디자인 3)
과 극히 유사하여 기본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회동개폐
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형태가 공지되거
나 창작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심의 판단과 같이 기본디자인의 문짝판이 평소의 사용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은 회동개폐판의 존재에 고
안의 핵심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종래의 물품과 명백하게 차이를 느끼게 하는 구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본디자인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
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
인 문짝판은 씽크대, 가구, 현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상 정면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면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 부분에 비중을 두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유사하고,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상이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디자인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
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인 이상, 결국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
362)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
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36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구법하에서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유사판단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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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36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은 모두 씽크대, 가구, 현관 등의 문짝판
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물품을 그 대상물품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짝판은 그 용
도상 평소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정면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므로 그 정면의 형상
및 모양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것인데, 양 디
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인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세부적인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의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5) 직물디자인의 유사판단
[사례] ‘직물지’의 이면도 고려한 유사판단365) (비유사)
이 사건 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표면

이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
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표면의 모양에 있어서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를 상하좌우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표면과 거의
동일한 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벽지 등과는 달리 표면 외에 이면의 모양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며, 더욱이
직물지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수요자는 표면 외에 이면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
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

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이면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64) 특허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허3838 판결.
36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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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고려할 사항
가)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비유사 물품으로 본다. 단, 부품
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예 :
안경과 안경테).

나)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 디자인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비유사물품인 바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예 : 빵틀과 빵).
다) 합성물 디자인
합성물이란 수개의 구성물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물이 개성을 상실한 것으로 구성각편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유사판단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립완구와 같이
구성각편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성물과 그 구성각편의 유
사여부판단은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
라)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등록출원된 부분디자인은 출원시 이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
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다. 부분디자인
간의 유사여부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②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i) 기능･용도, ii) 형태, iii) 차
지하는 위치･크기･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마) 글자체디자인
시행규칙 별표4의 N1류 글자체의 물품의 구분 중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등 상호
간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글자체디자인이 i)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ii)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iii) 기존 글자체
의 자족(패밀리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한
다. 심사관은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디자인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사례]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판단 사례366) (유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36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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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
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
조 제1호의2 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
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
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갑의 디자인 “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

”,

”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지배적
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갑의 디자인은 ‘

’, 비교대상디자

인은 ‘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갑의 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
현된 차이는 있으나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라. 정리
이상과 같이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해석론과 판단법리를 비롯하여 유사판단 시에 고려해
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 보았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민사사건과 차이가 없
이 유사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해죄의 적용과 관련된 유사판단 시에도 등록디자인
과 침해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의하여 유사성과 침해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실제적인 침해품의 조사 시에는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
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유사판단을 하고, 기타 공지부분이라든가 자유실시디자인 등에 대
한 판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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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태모방행위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관련된 고려사항
1. 해당 규정의 의의
“형태모방”이란, 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제
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으로서 대표적인 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있다. 그리고 형사벌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해당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2가지를 언
급하고 있는데,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
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
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소위 상품형태의 모방, 즉, 데드카피(dead copy)’를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
어진 규정인데, 여기서 상품형태의 ‘데드카피(dead copy)’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상품의 형태란 물건의 외관의 형태로서 그 형
상, 모양(도화), 색채(색상, 명도, 채도 등), 질량감, 광택감 또는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결
합한 것을 말한다.367) 따라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는 물건자체의 디자인이나 외관에 대하
여 상품의 형태로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해당 규정은 상품개발자가 자금·노력을 투하하여 상품화한 개발성과인 상품형태를 후
발개발자가 모방하여 무상으로 편승하려는 행위를 금지하여 상품개발자의 선행 투자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368) 해당 규정의 신설로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의 형태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
다.369)
즉,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으
367) 배상철, “미등록의장의 모방(dead copy)방지제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제14호),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159면.
368) 구회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의 의
미”, 법조(제56권 제3호), 법조협회, 2007. 3, 123-124면; 안원모, “상품형태의 보호-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제19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6. 4, 301면.
369) 박성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산업재산권(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8,
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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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뒤에서 다룰 ‘상품주체 혼동행위’임)인데, 이 규정은 상품
형태가 출처표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370)’을 획득하여야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상품형태가 발표된 직후에 곧바로 이를 모방하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으
므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데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뒤에서 다루겠지만 상당 기간의 판매, 광고 등에 의해 상품형태가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도 보호가 가능한 것임은 당연하다.371)
따라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있어서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하여 복제판매
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
는 제도가 요구되었고, 2004. 7. 21.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상품형태
의 모방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자목으로 부정경쟁행위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입법 당시부터 최근까지 계속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17. 7. 18. 시행 개
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형사벌의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형사사건에서 자목의 적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상품형태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주지성을 획득하기 전단계나 등록을 마치기 전단계의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
모방상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해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372) ② 보호기
간이 짧다는 점373) ③ 소송에서 원고(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무거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건상의 용어개념이 추상적이어서(예를 들어 보호기간에
있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앞으로 많은 관련
연구와 판례의 집적이 요구될 것이다. 이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본 규정의 적용요건
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장에서도
상품형태의 모방행위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형태별로 모방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립하여야 특사경의 구성원들의 일관
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상표나 디자인의 유사판단과는 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상표나 디자인 심사에만 익숙한 특허청 직원들도 해당 규정의 적용
에 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속
및 조사요령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2. 해당 규정의 적용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
370) 주지상표라 함은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식별력을 전제로 해서 이러
한 식별력이 소비자 및 거래자, 경쟁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객관적인 거래의 표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2005, 10-11면].
37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7839 판결, 대법원 2002.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참조.
372) 일본의 경우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수한 사람(그 양수시에 그 상품이 타인의 상품이 형
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모르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이 그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를 가
하지 않고 있다(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5호).
373) 보호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주지성의 요건을 갖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호 가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보호에 있어 흠결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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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해당 규정에서도 형사벌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형태모방자에게 요구되
는데,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에서 형태 모방을 요구하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을 만족
하면 자동적으로 ‘고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해당 규정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그 적용 시의 판단방법에 대한 검토
해당 규정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적용하기 위
한 요건은 ① 타인의 상품형태를 ② 모방한 상품을 ③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이다. 다만 ④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이나(보호기간) ⑤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
방한 상품은 제외된다.374)
그런데 여기서 ‘타인’은 상품의 형태를 창작한 자가 아니라 상품을 개발·상품화하는
데에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자를 말한다.375) 따라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생
산·판매하는 자는 자신이 상품화한 상품을 모방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권
자로서의 고소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76)
가. ‘상품의 형태’의 관한 판단방법
1) 상품의 형태의 의의
일반적으로 상품이란 일반시장에서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되는
유체물을 말한다. 이러한 상품의 의의에 대해 일본에서는 유체물일 필요 없이 무체물이
어도 그것이 관리 가능한 것으로서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고
하는 견해, 그것 자체가 상품으로서 식별가능한 거래가치가 있고 교환가치가 있는 한 유
체물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하지만 모두 아이디어 자체, 서비스 자체를 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
니다.377)
상품의 형태란 앞서 밝혔듯이 물건의 외관의 형태로서 그 형상, 모양(도화), 색채(색상,
명도, 채도 등), 질량감, 광택감 또는 이것들이 포괄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한편으로 상품의 형태에는 상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상품의 포장도 포함된다는 것을 판
례는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374)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상품(최초에 판매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것을 제외한다)의 형태[당해 타인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타인의 상품과
그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진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
나 대여하고,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하의 적용요건에 대한 설명은 일본에서 논의된 내용을 위주로 하고자 한다.
375) 박성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산업재산권(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8,
582면.
376) 정봉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산업재산권(제3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4, 55
면.
377) 배상철, 앞의 논문, 159면 참조; 일본의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平成9 ․ 6 ․ 27 東京地裁 平成8년(ワ)第
1064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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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품의 포장도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나 모방할 정도의 동일성이 부정된 사
례378)

포장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물이 실제로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포장은 마가렛
트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포장을 모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마가렛
트 상품자체를 모방하는 것과 동일시되므로, 이 사건 포장은 자목에서 정하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되고,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타원
형의 존재 및 그 위치, 제품사진의 배치와 구성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배경 그림의 소재와 모양 등 그 차이점 또한 적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
의 위 각 포장에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정도, 변경의 착상의 난이도, 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위 각 포장은 그 변경에 따른
형태상의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장과 피신청인의 포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자목에서는 형태가 입체적인 것만이 아닌 평면적인 것도 포함되고(벽지, 직물지 등), 형
태의 일관된 정형성 존재 여부의 판단이 형태모방행위 판단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도
한다(벌집아이스크림 사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특히 형태의
일관된 정형성의 존재 여부는 식품의 형태 모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
로, 식품 자체의 형태모방행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특히 주의깊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벌집채굴이 올려진 소프트아이스크림의 형태가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고 판단
한 사례379)

378)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37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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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제품 사진

원고 제품 사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
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
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

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말한다)을 올린 모습을 한 원고 제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판매

방식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 및 소프
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고 제품은 벌집채꿀이 원고 주장처럼 2㎝×3㎝×2㎝
크기의 직육면체라고 보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형태의 입체형상인데다 벌집채꿀이 소프
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도 다양하여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
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가) 상품의 포장상자 또는 상품설명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판례가 축적된 것이 없어서 일본의 판례를 살펴보면, 일본 판
례는 “상품의 형태는 통상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의미하고 당해 상품의 용
기, 포장이나 상품에 첨부된 상품설명서 종류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
지만 상품의 용기, 포장, 상품설명서 종류도 상품자체와 일체가 되고 있어 상품자체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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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80)
여기서 상품자체와 일체가 되고 있어 상품자체와 용이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는 상품을 담고 있는 용기․포장이 다른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대체성이 존재한
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기․포장이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381)
나) 세트상품
일본 판례에서는 타올과 봉제인형 등의 개개상품을 조합한 한 벌(세트)에 대해서 보호를
인정한 것으로 BEAR’S CLUB 수건세트 사건이 있다.382) 개개의 상품을 조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묶고 이를 유통시장에 거래한다면 이는 하나로 조합되어 묶은 상태의 상품이므로
그 조합된 상품형태를 ‘상품의 형태’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383)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 부품
상품의 부품이 상품의 형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 판례는 당해 부품이 독립
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의 형태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384) 따라서 독립적
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품의 형태로 보호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디자인
보호법상 부품의 물품성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다.
라) 상품의 내부구조와 내부형태
상품의 내부구조와 내부형태가 상품의 형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일본 판례는 “상품
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는 그것이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한 상품의 형태
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열 드레인호스의 외피부분에 내장된 신축이 자유자재인 팻트상
태의 통과 플라스틱제의 심과 같은 내부구조는 그것을 외관상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상
품의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385) 이에 의하면 외부에서의 인식가능성 여부에 따
라서 보호대상이 결정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380) 平成8 ․ 3 ․ 9 大阪地裁 平成7년(モ)第51550号.
381) 松村信夫, 不正競爭訴訟の法理と實務(第3版), 實務法律學全集9, 民事法硏究會, 2001, 250면; 배상철, 앞
의 논문, 160면에서 재인용.
382) 平成10 ․ 9 ․ 10 大阪地裁 平成7년(ワ)第10247号.
383) 大阪地方辯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編, 不正競爭防止法における商品形態の模倣, 別冊NBL no.68, 商
事法務硏究會, 2002, 52면; 배상철, 앞의 논문, 161면에서 재인용.
384) 平成10․11․26 大阪地裁 平成8년(ワ)第8750号; 平成11 ․ 12 ․ 27 大阪高裁 平成11년(ネ)第45号, 第1525
号.
385) 平成8․11․28 大阪地裁 平成6년(ワ)第121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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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와 다
목의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
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
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에서의 실내장식 등의 외관의 형태에 관한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다.
나. ‘모방’에 대한 판단방법
1) 모방의 의의
모방이라 함은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흉내내어 그것과 동일 또는 실질적
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타인이 만들어 낸 상품 자체에 표
현된 창작적 성과를 응용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해당 규정에서의 모방이 아
니다.
그런데 자목에서의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
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86)
다른 상품의 형태모방행위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방이 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측면에서 타인의 상품형태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유사할 필요가 있고, ② 주관적 측면에서 타인의 상품형태와 극히 유사한 상품형태를 만
들어 내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387) 따라서 모방과 노력․비용과의 관계
에 있어서 선행자는 자기가 자금이나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선행자의 상품과 모방자의 상품이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모방의 객관적 요건의 판단
가)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객관적 측면에서 모방은 상품의 실질적 동일성을 요구한다. 실질적 동일성이란 치수가
약간 짧다든지 세부가 약간 다르든지 색조가 근소하게 다르다고 하는 다소의 차이가 있
어도 전체를 관찰하여 그 양자의 특징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말한다.388)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면 예컨대 원형과 치수도 다르지 않고 색조 등도
38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387) 平成9․3․7 東京地裁 平成6년(ワ)第22885号; 松村信夫, 前揭書. 252면; 배상철, 앞의 논문, 164면에서 재인
용.
388) 山本庸幸, 要設新不正競爭防止法(第2版), 發明協會, 2000, 127면; 배상철, 앞의 논문, 16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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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동일한 것에 한정하면, 극히 적은 수정만이 추가되어도 본 규정이 미치지 않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탈법이 가능하다. 한편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면 후발
자가 비용,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독자의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 경우까지도 규제될 가
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둘러싸고 위와
같이 상반된 2개의 요청이 충돌하는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 중에서 그 상품을 특징짓
는 가장 독자적인 형태부분이 흡사하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389)
나) ‘수정’에 대한 판단
본 규정의 모방을 교묘히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잃지 않는
정도의 근소한 수정이 가해진 것도 모방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
정이 있으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본 판례는 이
에 대해 “당해 수정이 착상의 어려움이나, 수정의 내용․정도, 수정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수정에 의해 상응하는 형태상의 특징이 초래되어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390)
예를 들면 다소의 수정이 있더라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경우, 소재를 변경하여도 비
용과 노력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상품의 주변에 쓸데없는 장식만을 추가한 경
우에는 실질적 동일성이 여전히 인정될 것이다.
3) 모방의 주관적 요건의 판단
가) 모방의도
모방의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모방자가 결정한 상품의 형태가 선행자가 이미 만든
상품의 형태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인용하면 충분
하고 적극적인 의욕까지는 필요없다. 따라서 모방의도의 본질은 선행자의 노력․비용의 결
과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선행자의 성과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
자의 성과에 접할 기회가 많고, 객관적인 면에서 상품이 비슷하다고 해도 모방의도가 있
다고 할 수 없다.391) 이것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선행 저작물을 알고 모
방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의거성’에 관한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92)
나) 모방의도의 입증

389) 川瀨幹夫, 不正競爭防止法2條1項3号 他人の商品形態の模倣について, 知財管理 48券12号, 知的財産協會,
1988, 1944면; 배상철, 앞의 논문, 168면에서 재인용.
390) 東京高裁 平成8년(ネ)第6162号.
391) 小野昌延 編著, 新注解不正競爭防止法, 靑林書院, 2000, 323~324면; 배상철, 앞의 논문, 170면에서 재인
용.
39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
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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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의도는 행위자의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곤란
하다. 그래서 모방의도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각종 간접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즉, 어떠
한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모방의도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모방의도가 존재하
지 않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어떠한 간접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1)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선행상품과 후행상품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 또는 흡사한 경우, 선행상품의 형태와 유사
한 상품형태가 개발되지 않는 등의 객관적 상황은 모방의도를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일본 판례도 선행상품과 후행상품 사이에 객관적 동일성이 진정되는 것을 모방자
의 모방의도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들고 있다.393)
또한 일부 학설은 선행상품과 후행상품의 객관적 동일성의 존재는 그대로 모방의 객관
적 요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 모방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면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는 강한 사실상의 추정이 되어, 모방자의 독립개발의 항변이 중요하지 않는 한 모방의
주관적 요건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394)
이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의거성의 판단에 있어서 후행저작물이 선행저작물과 현저
한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의거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저작권법상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95)
(2) 선행상품에 접할 기회가 있는 경우
모방자가 선행자의 상품에 용이하게 접근해서 그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모방자의 모방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선
행상품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모방의 주관적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
시킨 것이다.396) 일본 판례에서 선행상품이 후행상품보다 먼저 판매되거나, 선행상품이
소위 히트상품인 경우에 선행상품에 접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97)
(3) 독립개발의 항변
위의 (1) 및 (2)에서 언급한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모방자의 모방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방자는 모방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는 선행상품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독립개발의 항변이라고 불리고 있다. 소송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요증사실에 대하여 일응
393) 平成14 ․ 11 ․ 27 東京地裁 平成13년(ワ)第27144号.
394) 大阪地方辯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編, 앞의 책, 120項; 배상철, 앞의 논문, 171~172면에서 재인용.
395)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396) 배상철, 앞의 논문, 172면.
397) 東京地裁 平成9년(ワ)第84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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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그 추정의 전제되는 간접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
명하여 일응의 추정을 방해하는 간접반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반증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상품의 개발과정, 제조과정 등을 기록하여 후행상품의 개
발자가 선행상품과 관련없이 비용․노력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하였다는 것을
상세하게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후행자가 선행상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독립개발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성과물을 인식하는 경우
에 모방의도가 없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입
증이 있어야 한다.398)
4) 모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의 관계
모방의 객관적 요건인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과 주관적 요건인 모방의도는 각각 독
립적․병렬적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사안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않으면 모방의도에 대한 판단없이 청구가 기각되어 버린다. 그런데 실질적 동일성을
긍정하면서 모방의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는 일본
판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399) 여기에서 실질적 동일성과 모방의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문
제된다. 학설상으로는 상관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다.
비록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이 본래적으로는 행위태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모
방자의 행위태양, 즉, 상품형태의 수정의 용이성․내용․전체 형태에 주는 효과 등을 고려하
여 볼 때 모방자의 행위태양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양자를 서
로 보완하는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모방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면 주
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강한 사실상의 추정이 되어, 모방자의 독립개발의 항변이 중요하
지 않는 한 모방의 주관적 요건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
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라는 저작권법상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의 관
계도 이상과 같은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있어서 모방의도와 실질적 동일성의 관계에 관
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00)
다. 3년이라는 보호기간에 대한 판단
1) 보호기간의 취지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품이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선행자의 성과를 후행자가 모방함으
로써 발생하는 경업상의 불공정을 방지하고 선행자의 거래상의 이익을 확보함에 있다면,
398) 小野昌延 編著, 앞의 책, 324면; 배상철, 앞의 논문, 174면에서 재인용.
399) 大阪地方辯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編, 앞의 책, 77면, 111면 ; 배상철, 앞의 논문, 165면에서 재인
용.
40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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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자가 그 상품의 개발 등에 대하여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그 노력에 부합하는 이익
을 얻은 후에는 이미 본 규정에 의한 보호를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되어 공공재산으로서
이를 공중의 이익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2) 보호기간의 기산일
일본의 경우에는 ‘최초에 판매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이것이 보호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기산일인지 아니면 보호개시 시기(始期)를 함께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401)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호개시 시기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일반
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은 상품이 최초 판매된 날보다 앞서므로 그만큼 보호
개시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상품에 대해서는 보
다 효과적인 보호가 될 것이다.
다만, 본 규정의 취지가 선행자의 투자비용회수에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투자회수활동이 외견상 명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다. 적어도 투자회수활동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출하, 상품의 형태를 인
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위한 광고 및 영업활동의 개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선행자를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인 해석론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
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까지 보호하게 된
다면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동종의 상품이 갖는 통상의 형태는 개발에
있어 별다른 노력을 투하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에서 제한을 가한
것이다.402)‘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란 동종의 상품에서 흔한 형태 또는 동종
의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해석된
다.
일본 판례는 이와 같은 형태를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 취지에 대해 “동종의 상
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
로 가지는 흔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한 자에게 독점시켜서는 안되고, 동종의 상품이 통상
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그 상품으로서의 기능 및 효용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품의 형태인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형태를 특정
401) 일본의 학설은 이에 대해 보호기간의 종기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을 뿐 보호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사법판단
에 맡기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배상철, 앞의 논문, 182면 참조).
402) 황보영,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 소담 김명신 선생 화갑기념논문
집, 법문사, 2004, 349면; 윤선희·김지영, 부정경쟁방지법, 법문사, 2012, 193면.

- 390 -

한 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상품의 형태가 아니라 동일 기능 및 효용을 발휘하는 그러한
종류의 상품 그 자체의 독점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복수의 상품이 시장에서 경합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그 경쟁의 방법을 제어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그 자체에 반하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403)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
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
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
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
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04)
2) 동종의 상품
가) 의의
‘동종의 상품’이란 모방한 대상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으로서 그 상품과 외관이 대
체로 동일하고 그 외의 기능 및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405) 동종 상품의 범위는 일정한 단일요소로서
그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상대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데, 당해 상품의 용도 및 기능, 제조 및 유통과정, 수요자층의 동일 여부, 상품의 이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406)
나)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신규한 상품의 경우)
한편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동종의 상품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종의 상품이 아닌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이 통상
적으로 갖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를 채용한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형태를 당해
상품에 전용하였다는 창작성을 선행자의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그
모방의 금지를 인정할 만큼 현저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동
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 기능·효용이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도 보호의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407) 따라서 후행상품이 동종의 상품이 없는 신
규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 및 효용을 실현하기 위하
403) 東京地裁 平成6년(ワ)第22885号.
40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405) 山本庸幸, 앞의 책, 123면; 배상철, 앞의 논문, 175면에서 재인용.
406) 김창권,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공2017상, 464)”,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2017년상), 법원도서관, 9-10면.
407) 김창권, 앞의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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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되지 않는 것이다.
3)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가) 의의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본의 학설은 몰개성적 형태와 불가피적 형태를 들고 있는데, 이를 ‘개성이 없는 형태
(몰개성적 형태, 흔한 형태)’와 ‘기능적 형태(불가피적 형태)’로 언급하기도 한다.408)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즉, ① 상품의 기능 및 효
용을 가져오기 위하여 채용되는 형태, 즉 그 상품으로서의 기능 및 효능을 이루기 위하
여 불가피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품형태, ② 당해 상품 또는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
인 형태로서 개성이 전혀 없는 상품형태 또는 당해 상품의 형태가 그 기능 및 효용을 내
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채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형태, ③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 ④ 상품의 기능상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상품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형태, ⑤ 동종의 상품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본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
한 불가결한 형상, ⑥ 동종의 상품분야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당해 상품의 형
태가 어떠한 특징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즉 당해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확보하기 위
하여 불가결한 기술적인 형태 및 경쟁상 불가피한 형태, ⑦ 상품형태가 이미 수요자 사
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⑧ 원고 상품의 형태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
우, ⑨ 원고 상품의 형태가 종전부터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통상적 형태에 관하여는 위
와 같은 다양한 설명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성이 없는 형태(몰개성적 형태, 흔한 형태)
와 기능적 형태(불가피적 형태)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
다.409)
나) 개성이 없는 형태(몰개성적 형태, 흔한 형태)
개성이 없는 형태란 모방의 대상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 분야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 그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분야)에서 공통하는
일반적인 형태(통상적으로 갖는 진부한 상품형태)이거나 동종의 상품과 비교하여 그 특정
한 상품에 어떤 개성도 특징도 가지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개성이 없는 형태’란 단
순히 동종의 선행 상품 중에 유사한 형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종의 상
품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410)
이러한 개성이 없는 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한 종류가 된 근거는 특단의 노
력이나 시간․비용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이
408) 김창권, 앞의 논문, 11면.
409) 김창권, 앞의 논문, 11-12면.
410) 김창권, 앞의 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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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411)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통상적으로 가
지는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몰개성적 형태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행상
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형태의 상품이 넓게 유통되는 것이 필요하
다.412)
다) 기능적 형태(불가피적 형태)
기능적 형태라 함은 동종의 상품에 공통하여 그 특유한 기능 및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카메라의 경우 그 외견상 일정한 본체, 렌
즈, 셔터, 스트로브 발광부 등을 들 수 있다. 기능적 형태란 상품의 형태와 기능이 일체
불가분이 되어 있어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용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기술적 형태인데(예를 들어 ‘공의 구형’이나 ‘자동차 바퀴의 원형’과 같
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 형태를 말함), 경
쟁상 불가피한 형태(다른 형태를 채택하는 경우 개발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이
유로 동종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413)
기능적 형태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판례는 “기능
및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까지도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은 기능과 효용 자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되어, 오히려 동종의 상품
사이의 발전적인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14)
기능적 형태는 상품의 형태와 그 기능이 불가분적으로 일체가 되고 있는 경우에 ① 호
환성 유지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나 ② 특정한 상품의 형태가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일본 판례는 순정부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순정부품
은 특정한 제품만을 본체로서 사용한다는 성질상 본체의 접합부위와 결합하는 다른 부품
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형상이 일의적으로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체에 당초부터
결합되어 있던 부품과 호환한다는 목적에서 그 형상은 그 부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
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독립한 상품으로서의 순정부품 그 자체는 그 형태에 대하여
창의적 연구가 이루어질 여지가 적음을 이유로 순정부품의 형태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
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415)
상품이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만 구성되었다면 비록 기존에 이와 동
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통상적 형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상품형태 보호규정은 디자인과는 달리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
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이를 섣불리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라고 단
411) 小泉直樹, 改正不正競爭防止法の商品形態模倣規制,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年報(第18号), 有斐閣, 1994,
37면.
412) 배상철, 앞의 논문, 178면.
413) 안원모, 앞의 논문, 325면; 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193면.
414) 大阪地裁 平成8年(ワ)第8750号.
415) 東京地裁 平成8年(ワ)第1944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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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각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
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는 통상적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16)
즉,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형태의 전체를 관찰해야
한다(전체적 관찰론). 일본 판례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보면 “어느 상품의 형태가 모두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은 드물고 통상은 그와 같은 형태
를 기초로 하여 독자의 부가적 내지는 부수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전체의 형태가 구성되
고 있는 것인바, 본호는 전체로서의 상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상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적 내지는
부수적 요소를 가미한 전체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417)
4) 주장·증명책임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피고(피고인)가 주장·증명
해야 할 항변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즉, 피고(피고인)는 피고(피고인)의 상품형태
가 원고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는 점, 또는 원고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상품형태가 원고의 상품과 그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418)
5)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 검토
동종의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판단한 국내의 유일한 대법원 판결인 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에어졸 소화기 제품 사건 - 이하, “대상판결”
이라 함)을 분석해 보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금지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법리적으로 판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 방법을 보여준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419) 대상판결의 내용은 이하와 같
다.
[사례] 소화기의 형태모방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로 인
정한 사례420)
원고 제품(사진 왼쪽)

피고 제품(사진 오른쪽)

416) 김창권, 앞의 논문, 13-14면.
417) 大阪高裁 平成11年(ネ)第45号, 第1525号.
418) 김창권, 앞의 논문, 14면.
419) 김창권, 앞의 논문, 24면.
42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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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품 전면

원고 제품 후면

선행제품 1 선행제품 2

선행제품 3

선행제품 4와 원고의 제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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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품 분출구 및
분사구

선행제품 4

선행제품 3의 도면 확대

원고 제품의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1984. 1.경 ‘소
형 소화기의 케이스’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공보의 도면에 도
시된 제품, X 주식회사가 2007. 11.경부터 판매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 및 주식회사
Y가 2009. 7.경부터 판매한 동종 제품(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행제품들’이라고 한
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한편 원고 제품이 선행제품들과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일부 선행제품들과 원고 제품의 분사방식의 차이를 들어 그 선행제품들은
원고 제품과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로 판단한 것임).
대상 판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
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해설하고 있다.421)
가) 시중에서 흔히 유통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그 구성 중 일부분이 다른 제품에 있
어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당 부분은 기존의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변화가 있는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방에 의하여 경쟁상의 불공정이 생긴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업가치를 구비한 상품형태일 것을 요함”,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와의
차이는 창작성으로 인한 차이가 아니라 다른 동종의 상품과 ‘경쟁에 있어서 의미있는
형태’ 또는 ‘경쟁상의 특이성’ 정도의 차이로 족한 것임”, “상품형태가 독창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판단은 선행자의 노력·자금을 투하한 성과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근소한 변경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선행제품과 비교한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소가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등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제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원고 제품은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선행제품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
지만, 이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는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
421) 김창권, 앞의 논문, 17-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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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위 선행제품들이 동종의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
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법원 판례해설에서는 해설하고 있다.
4. 정리
자목은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은 3년이라는 기간 제한 등에 따라 신
제품의 모방품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구체
적인 적용요건에서 상품의 형태의 정형성이라든가 동종의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되어 그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통한 단속 및 조사시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모방형태일 경
우 일단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놓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을 모방자
에게 부담하여 신속히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관련된 고려사항
1. 해당 규정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동법 동조 동호의 자목 외에 특정한 요건하에서 동법 동조 동호 가목
의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
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22).
따라서 형태모방행위(자목)에서의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등에도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면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하여 형태모방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제품이 아닌
구제품으로서 상당한 신용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죄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2. 해당 규정의 기본적인 적용 요건
가. 일반론

422)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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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서의“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상품표지(상품표지성 및 표지의 주지성)와, ②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표지의 유사성), ③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성)을 요한다. 해당 규
정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유지하는데 목
적이 있다.423)
여기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
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424)
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
1) 상품표지성의 판단
해당 규정에서의 ‘상품표지’란 특정의 상품을 표창하기 위해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정상품을 개별화하고 다른 동종의 상품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구별력
또는 식별력을 갖는 것을 말하며,425) 그 예로는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
이 있으며, 성명이나 상호는 반드시 등기나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상품의 용기·포장은 원칙적으로는 상품 자체의 식별표지라고 볼 수 없으나 상품
의 용기·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또는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의 용기·포장이나 형
태와 달라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
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
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품표지로서 기능하게 된다.426)
2) 표지의 주지성 판단
가)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 판단
해당 규정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
어 있지 않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
므로 인식되어 있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23) 특허청, 부정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업무해설서, 2008, 31면.
42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3011 판결.
425) 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2012, 89면.
426) 김동규,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 여부 및 지역적 주지표
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제92호), 법원도서관, 2012,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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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
지되어 있을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며,427) 기본적으로 상품 주체의 영업
자와 그 상대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이라면 주지의 지역적 범위는 한
지방으로도 충분하고, 양 당사자의 영업활동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이라면 전국적 범위에
서 주지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428)
그리고 여기서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
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일반수요자 계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429) 한편, 해당 표지가 특정 지역에서 주지된 상품표지라는 것
에 대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자에게 있다.
나) 주지성의 판단주체에 대한 판단
한편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주지성의 판단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
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상품과 관련된 자가
주지의 주체가 되며, 주지성의 인식 주체는 일반적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간에 알려
져 있으면 족할 뿐 거래자와 수요자 쌍방이 모두 알고 있을 필요 없으며, 일반 공중에게
도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상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품표지를 인식하는 주
체는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430) 예컨대 관련
상품이 특정 업종에서만 필요한 기계류일 때에는 그것을 거래하는 사업자와 특정 업종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여성용 의류인 경우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31)
하지만 상품이 일반소매점에서도 취급되는 대중적인 상품인 때에는 일반대중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해당 상품의 주된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용 기저귀나 낚시줄 등의 상품의 경우에는 주지성의 판단주체를 ‘아이
를 가진 여성’이나 ‘낚시애호가’와 같이 주된 수요자층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지, 또
는 일반대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불명확할 수 있는데, 일반소매점에서도 취급
되는 대중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구입·소비하는 층이 일반대중들에게 비
교적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는 정도라면 그 해당상품의 구입·소비하는 층에 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주체의 범위를 일반대
중으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432)

427)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등
428) 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72면.
429) 정태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비교법적 고찰
-”, 산업재산권(제2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8, 176면.
430)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2008, 16면.
431) 사법연수원, 앞의 책, 17면.
432) 한편으로 일반소매점에서도 취급되는 대중상품인 때에는 일반대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76면; 사법연수원, 앞의 책,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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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지성에 관한 판단 자료
주지성 인정의 자료는 상품의 종류, 성질, 영업 내지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의 사정
에 따라 다르고, 상표 등 표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수와 그 분포지역, 상품
의 판매수량과 판매상, 선전 광고의 종류, 방법, 빈도 및 비용, 상품표시나 상품 내지 영
업에 관한 제3자의 평가 등이 효과적인 자료이다.43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널
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434)
3) 표지의 유사성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나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 및 영업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435)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표법상의 유사 개념이 상표의 권리범위에 관한 기술적 기준으로
서 경험칙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데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지의 유사 여
부의 판단은 표지 그 자체의 형식적인 대비가 1차적으로 중요하나 그 이외에 구체적인
출처 혼동의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탄력적이라 하겠
다.436)
그런데 최근의 상표법상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유사 여부 판단과
같은 구체적 타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므로,437) 현재 양 자의
구분은 실제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438)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구성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되도록 고안된 것이므
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느껴지는 일반 수요자의
심리를 기준으로 하는 전체관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상표 구성요소 중 일부를 추출하
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439)
433) 김동규, 앞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 여부 및 지역적 주
지표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78면.
434)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7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435) 하광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의 용기·포장·기타 상품의
형태 등 상품의 표지에 관하여”, 사법논집(제31집), 법원도서관, 2000, 929면.
436) 하광룡, 앞의 논문, 930면.
437) 특허법원 지적재산 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3판), 박영사, 2014, 620면 참조.
438) 다만, 상표법상 유사 판단은 아직까지는 협의의 혼동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특허법원 지적재산
소송실무연구회, 위의 책, 620면),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유사 판단은 ‘후원관계의 혼동’이라고 하는
‘광의의 혼동’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39) 박영규,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구성 부분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11후3698 전
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제9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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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상표의 구성 중 일정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
의를 끌기 쉬우며, 그러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 즉 인상
적인 부분(요부)를 중점적으로 추출·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를 이른바 요부관찰이라고 한다.440) 그러나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을 보완하는 수단이므로
상표의 구성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441)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유사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도 “상표의 유사 여
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
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
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
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
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442)
한편 상품표지의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혼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사성의 요건과 혼
동가능성의 요건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지성과 혼
동가능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은 혼동초래행위를 금지시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지
성과 혼동가능성의 요건을 독립된 별개의 요건으로 보되, 유사성의 판단은 혼동의 위험
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443)
4) 혼동성 판단
혼동이란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의 혼동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동이 일어날 객관적인 가능성만 있으
면 되기 때문에, 모방자에게 부정경쟁의 의사나 거래상 실제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 관한 인식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444) 따라서 이러한 해석 때문에 ‘혼동성’을 ‘혼
학회, 2014. 6, 147면.
440)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313면 참조.
44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442)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443) 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107-109면 참조; 윤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 (나)목에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공2009상, 734)”, 대법원판례해설(제80호), 법원도서관, 2009, 403-405면 참조.
444) 황보영,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소담 김명신선생 화갑기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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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능성’이라고 흔히 칭한다.
판례도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고 오
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
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
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판시한 바 있다.445)
원칙적으로 혼동성(혼동가능성)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자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부정경쟁의 목적이나 의사, 현재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의 존부, 상품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의 정도와 그 표지의 사용방법과 태양, 상품의 종류와 그 근사성, 표지가 주지된 정
도 및 식별력의 유무 등 상품표지와 관련하여 관련 거래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
이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446) 따라서 혼동성의 판단에 있어서 상품표지의 주지성
과 식별력의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상품의 형태모방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가. 일반론
이러한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표지로서의 상품형태
가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해야 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혼동’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상품의 형태모방행위와 관련해서는 특히 상
품의 형태 등이 상품표지로서의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가 실
무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즉, 상품의 형태모방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적용 판례
를 보면, “상품의 형태나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
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형태모방행위에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적
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대법원 1996. 11. 27. 자 96마
365 결정).
그런데 해당 가목은 상품 등의 형태모방행위와 관련된 기존의 형사사건에서 다수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적용이 부정되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을 매
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바, 형태모방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가목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에 따른 법원에서의 엄격한 판단법리를 특사경의 구성원들이 숙
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집), 법문사, 2004, 342면.
44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446) 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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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하에서는 상품의 형태모방과 관련된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유형들 중 형사사건
에서 자주 발생하는 몇가지 유형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에 관한 판결의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유형별 판단방법
1) 상품 자체의 형태에 관한 판단방법 검토
가) 스칸디아 토미시리즈 가구 사건의 개요447)
(1) 사실관계
피고인이 독자적인 이름을 내걸고 상품을 제작, 판매함에 있어서, “스칸디아”라는 브
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토미(Tommi)” 시리즈로 판매되고 있던 가구 세트(침대, 장
롱, 서랍장 등)와 그 전체 구조, 원목 재질, 단추모양 손잡이 등의 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스칸디아”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형태를 가진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2. 9.경부터 2004. 12.경까지 “스칸디아448)”에서 생산부(재단부) 기능공으
로 나무 재단, 목공 조립 등의 일을 하였고, 2004.12.14.경 OOO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한 후 2005.2. 22.경부터 2007.11.5.경까지 스칸디아로부터 주문된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07.11.6.경 스칸디아로부터 주문된 가구를 제작, 납품하는 것만으로는 공장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독자적으로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2007.11.6.경 스칸디아에 납품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달 14.경 기존에 사용하던
도면 및 제품 등을 반납한 후 공장장 OOO 등과 함께 가구 제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07.12.경 ‘OOO가구’라는 이름을 내걸고 상품을 제작, 판매함에 있어서,
2006.8.경부터 스칸디아에서 “토미(Tommi)” 시리즈로 판매되고 있던 가구 세트(침대, 장
롱, 서랍장 등)와 그 전체 구조 및 원목 재질, 단추모양 손잡이 등의 면에서 일반 소비자가

스칸디아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형태를 가진 “아가페” 시리즈 상
품을 출시하여 2008.1.경까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스칸디아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스칸디아의 토미 시
447) 대법원 2012.2.9.선고 2010도8383 판결. 대상판결은 해당 피고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 위반을, 이 주제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디자
인권 침해로 인한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다룰 주제는 ‘상품 자체의 형태와 상품주체
혼동행위’이므로, 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에 관한 사실관계,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448) “스칸디아”는 이 사건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가구 브랜드(과거에는 브랜드이자 이 사건 고소
인이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의 상호였음)이고, 원목 가구 브랜드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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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와 유사한 형태의 가구 상품(아가페 시리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서 1심449)은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무죄로 판단하였고,450) 검사가 이에 대
해 항소를 하였으나, 원심451)에서도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며,452) 검사가 이
에 대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바로 대상판결이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453)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
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
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
449) 인천지방법원 2010.1.26.선고 2008고단6146 판결.
450) 1심과 원심 판결 내용 무죄로 일치함(판결 내용도 대동소이함).
451) 인천지방법원 2010.6.10.선고 2010노456 판결.
452)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
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
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① 검사가 스칸디아의
토미 시리즈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전면 모서리의 곡선 제작, 잡기 편한 크고 둥근 형태
의 목재 손잡이 부분, 장롱이나 침대의 알판의 형태, 각 부분 치수에 따른 비례, 조립방식은 다른 가구 업체
들도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흔한 방식이거나 안전성 내지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 아동용 가구의 속성 내지 기능에서 유래하는 통상적인 형태로 보이는데,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스칸디아’라는 상호가 기재되거나 부착됨이 없이 단순히 위 토미 시리즈 가구의 전체적인 구조 및 원목 재
질, 단추모양 손잡이, 색상 등의 형태만으로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
고 있다거나 일반 소비자가 일견하여 스칸디아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스칸디아의 방송, 영화 협찬자료, 상패사진, 신문기사 사진, 매출내역, 기타 광고자
료 등에 관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스칸디아’ 상호가 없는 토미 시리즈의 상품 형태 그 자체가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이른바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
며, ④ 반면에 피고인이 OOO 시리즈를 판매함에 있어서 가구에 피해자의 ‘스칸디아’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OOO’라는 상호를 찍어서 판매한 점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항소기각)(여기서 다룰 주제는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상품 자체의 형태와 상품주체 혼동행위’이므로, 원심
판결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453) 여기서 다룰 주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상품 자체의 형태와 상품주
체 혼동행위’이므로, 나머지 판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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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
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
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
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1157 판결 참조).
원심은,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케이의 ‘스칸디아’ 제품 중 토미 시리
즈 제품의 형태가 다른 가구 제품에 비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
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반 소비자가 일견하여 ‘스칸디아’의 제품이라는 것
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미 시리즈 가구 제품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스칸디아’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
한 위법이 없다(상고기각).
다)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한 판단방법 정리
(1) 상품의 형태 자체와 상품표지 해당성의 문제
대상판결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스칸디아 토미시리즈 가구의 제품 형태 자체에 상품표지
해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어떤 대상이 상품표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특정 상품을 개별화하여 동종의 다른 상품으로부터
구별시키는 힘(식별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즉, 여기서 상품표지는 그 표지를 갖춘 상품
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출처)를 알려 주어 출처가 다른 상품을 구별시켜 주는 수단이
고, 특정 출처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출처의 구체적 명칭을 상
기시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454)
상품표지로서 ‘상품의 형태’는 원래 출처의 식별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455) 특히 상
품의 형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456) 상품의 형태는 본래 상품의 실질적 기능의 발휘, 미관
이나 생산효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457)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상품의 기능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이 갖는 형태와 달라 상품에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며,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를 통하여 마치
상표처럼 상품을 개별화하는 작용을 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2차적으로 상품 출처를 표
454) 이회기,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주지상품표
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제73호), 법원도서관, 2008, 767면.
455)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27면.
456) 송영식 외 6인, 앞의 지적소유권법(하)(2013), 400면.
457)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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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기능, 즉 ‘secondary meaning(2차적인 의미
당)’을 취득하게

― 즉,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해

된다.458)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형태는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 상품
표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품표지 해당성은 주지성의 인정과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본다.459)
대상판결에서 관련 법리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7.1.13.선고 2006도1157 판결 또한
위와 같은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하여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
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
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
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
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상품의 형태
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
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
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
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
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판단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의 2006도1157 판결에서는 ‘종이리필형 방향
제’는 그 형태상의 특징이 보통의 종이방향제와 다른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그 형태만을 보고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이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의 기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품의 형태 자체에 대한 상품표지성을
부정하고 있다.460) 해당 판결은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
성 및 주지성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461)

458) 이회기, 앞의 논문, 767-768면.
459)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27면.
46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는 직사각형 형상의 종이봉투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국내외에 제조·판매되는 종이리필 방향제의 기본적인 형태와 동일하고, 비록 겉봉투 속에 향액
을 입힌 가루모양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부직포재질의 속봉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
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가 다른 보통의 종이봉투형 방향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형
태상의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수요자들이 센트클럽의 이 사건 종이리필 방향제를 선택한
이유도 그 제품의 디자인보다는 품질의 우수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 제품
표면(겉봉투)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SCENT CLUB’이란 표지가 별도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어 일반수요
자나 거래자들은 대체로 ‘SCENT CLUB’이란 문자 부분에 의해 출처를 인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위에서 본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
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SCENT CLUB’이란 상품표지나 ‘센트클럽’이란 업체명(상호)의 주지성을 인정할 근
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 자체가 상품출처표시성 및 주지성을 획득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
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품의 형태와 결합되어 있던 문자 부분만의 상품표지성
을 인정하고 있을 뿐, 상품 형태 자체에 대한 상품표지성은 부정하고 있다.
461) 이회기, 앞의 논문, 7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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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형태의 상품표지성을 판단한 관련 사례462)
(가) 상품표지성을 인정한 사례
① 대법원 2003.11.27.선고 2001다83890 판결
거북이 완구의 형태는 다른 완구들의 형태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며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가 거북이 완구를 제조·판매할 무렵에 이미 국내
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
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 2002.10.25.선고 2001다59965 판결
‘공기분사기’(공기를 분사하여 청소를 하는 기구로, 자동차정비소, 골프장, 공장 등에서 널리 사
용)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라고 보아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

조·판매하는 행위가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463)
③ 대법원 2002.2 8.선고 2000다67839 판결
“포트메리온” 도자기 그릇 세트에 새겨진 과일문양은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고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도자기 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도자
기 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가 상품주체 혼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상품표지성을 부정한 사례
① 대법원 2002.6.14.선고 2002다11410 판결
원고들의 ‘야채절단기’가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 다른 야채절단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야채절단기의 형태가 갖는 특징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 2001.10.12.선고 2001다44925 판결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
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
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
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62) 이회기, 앞의 논문, 769-771면에서의 인용된 판례들을 참조함.
463) 상품의 구성 중 변형 가능성이 큰 부분이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년 동안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이 국내에 계속적으로 수입된 사실을 주된 근거로 함.

- 407 -

③ 대법원 1996.11.26.선고 96도2295 판결
인쇄회로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 삽입기’와 ‘삽입 순서 제어기’의
형태가 국내에서 5, 6년에 걸쳐 100대 가량 판매된 사실만을 가지고는 국내 수요자들에
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도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대상판결에서 스칸디아의 가구 제품 형태464) 자체에 상품표지 해당성 및 주지성이 인정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대법원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형태가 출처
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
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일반 수요자가 일견(一見)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
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
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
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가구 제품이 통상적으로 접하는 침대, 책상, 장롱
의 형태와 차별화되는, 즉,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령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지성 입증을 위하여 스칸디아에서 TV 드라마
등에 스칸디아 제품을 협찬한 자료, 스칸디아 제품의 매출액, 광고비 등의 증거를 제출하
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들에 근거하여 ‘스칸디아’라는 문자 부분의 상품표지의 주
지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품 자체에 독특한 디자인적 특성이나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는 해당 제품의 형태 자체에 대하여 출처표시로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는 어
렵다고 대상판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대상판결에서는 스칸디아의 가구 제품 형태에 상품표지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토미 시리즈 가구 제품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
자에게 ‘스칸디아’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1심 및 원심 판결을 정
당하다고 본 것이다.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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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존의 상품의 형태에 관한 상품표지성 및 주지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
례의 태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리가
현재 상품의 형태에 대한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판단에 관하여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상품의 형태에 관한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판단을 할 때에는 이상과 같은 대상
판결의 판단 법리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상품표지성 및 주지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상품의 포장, 용기 및 도안에 관한 판단방법 검토
가) 로베르타 사건의 개요465)
(1) 사실관계
피고인 김OO은 1997.11.25.경부터 ‘국제종합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신발, 방향제 등의
수입,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O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처음에는
이탈리아로부터 “

” 상표가 부착된 여성의류, 핸드백, 넥타이, 스카프 등을

수입, 판매하다가 1996년 1월경 이탈리아의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꼬엔으로부터
“

” 상표와 “

” 도형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취득한 뒤 이를 다시 각

상품별로 나누어 국내 업체들에게 서브라이선스를 주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김OO은 피해자 회사와 1999.6.14. 계약품목을 방향제, 계약의 유효기간을
2004.8.31.까지로 하는 “

”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

” 상표 및 “

” 도형과 적색, 청색, 남색 등

을 사용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제조 판매하였으며, 또한, 2000.4.29. 계약품목을 발매트, 담
요(110㎝×150㎝ 이상), 계약의 유효기간을 2005.6. 30.까지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서브라
이선스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김OO은 “

” 상표를 부착한 방향제 제품을 생산, 판매하던 중, 상

표사용권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와 위 서브라
이선스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2001.5.25.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남OO 명의로 상
호를 ‘B무역’(2001.12.20. ‘국제무역상사’로 상호가 변경됨)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8.31. 피고인 남OO을 시켜 “AMBASSADOR ROBERTA” 및 R자형 도안(

)의

상표권자인 J의 수임자인 K와 계약품목을 자동차용 내장품목, 액세서리류(방향제, 시트커
버, 방석, 쿠션, 매트 등)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4.12.31.까지로 하여 위 상표들에 대한 상표

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과

R자형

도안(

)을

사용하여

“Ambassador Roberta” 상표를 부착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자동
차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사실관계에서 나타나 있는 이 사건 포장 디자인의 형태를 예로 들면, 여기서 피해자 회
465) 대법원 2006.4.13.선고 2003도7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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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쿠션 제품은 <그림 1>466)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생산한 쿠션 제품
은 <그림 2>467)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방석 제품은 <그림 3>468)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의 방석 제품은 <그림 4>469)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
다(예로 든 해당 쿠션 제품과 방석 제품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가 아닌 상품 자체의 도안 내지 디자인
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품 자체가 아닌 방향제 등의 상품의 포장 및 용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도안 내
지 디자인이 사용됨).

한편 “

” 상표와 “

”도형은 이탈리아의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꼬

엔에 의해 1998.7.31. ‘향수, 향유’ 등에 관하여, 1998.8.17. ‘융단, 모포, 침대보’ 등에
관하여, 2002.5.3. ‘방향제’에 관하여, 2002.7.23. ‘쿠션, 방석’에 관하여 각각 국내에
서 상표등록되었다. 그리고 “AMBASSADOR ROBERTA” 상표는 J에 의하여 1989.12.23.
‘핸드백, 지갑, 오페라백, 랍도셀, 트렁크, 배낭 외 3개 품목 등’에 관하여, 1992.7.13.
‘향수, 아이섀도, 마스카라, 입술연지, 매니큐어 등’에 관하여, 1992.7.13. ‘방향제’에

466)

(해당 쿠션 제품의 색채는 맨위에 남색, 중단에 빨간색, 그 바로 아래에 가느다란
<그림 1>

선으로 초록색, 그리고 다시 맨 하단에 남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션 제품의 중간 부분에 문자상표의 위
로 “R”도형이 위치하고 있다.)

467)
<그림 2>

468)

(해당 방석 제품의 색채는 맨위에 빨간색, 중단에 남색, 그 바로 아래에 초록색, 그
<그림 3>

리고 다시 맨 하단에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석 제품의 중간 부분에 문자상표의 위로 “R”도형이 위
치하고 있다.)

469)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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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각각 상표등록되었다. 또한 피고인 김OO은 2002.10.14. 소외 G가 1999.6.23. 적색,
청색, 녹색 등 색채의 결합과 빗살무늬 모양을 도안의 요지로 하는 직물지에 대하여 등
록하여 둔 의장(디자인)을 양도받아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두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김OO과 피고인 남OO은 피고인 김OO이 1999.6.14.경 방향제 등에 대하여 이탈리
아 공화국 기울리아나 까메리노 네에꼬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998.7.31. 그 지정상품
을 향수 등으로 하여 등록한 “

(‘

’의 실사용 표장)” 상표의 국

내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OO(피해자 회사)와 위 상표에 대한 서브라이선스계약을 체결
한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01년 10월경 부산에 있는 국제무역상사에서
의 상품포장 및 도안을 이용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 상품의 용기, 포장 등
과 유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방향제 3,000세트 5,700만원 상
당, 카 매트 2,000세트 1억 6,000만원 상당, 담요 600장 1천 380만원 상당, 쿠션 및 방석
5,000개 5,000만원 상당 등 합계 380,800,000원 상당의 제품에 “Ambassador Roberta”라
는 상표를 부착하고, ‘ITALY’라고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각각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즉, 해당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적색, 청색, 남색의
3색과 “R도형(‘

’을 말함)”을 기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 및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인들의 제품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품의 도안 등과 같은 디자인이 상품표지로서 작용하여 부정경쟁방
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서 1심470)은 피고인들의 유죄로 판단하였고,471)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472)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며,473) 검사가 이에 대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바로 대상판결이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
4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1.9.선고 2002고단1478 판결.
471) 피고인 김OO은 징역 10월, 피고인 남OO은 벌금 700만원.
472) 부산지방법원 2003.11.19. 선고 2003노209 판결.
473) 피고인들이 부착한 “Ambassador Roberta” 상표와 피해회사의 “
” 상표는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각자 특정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각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비록 일부 “Roberta”로 같
은 부분이 있으나, 위 두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가 각 로베르타로 약칭되지 않는 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을 사용한 그 바탕 색상, 도안 등 전체 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 주지성
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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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다만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
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색상, 도안 등이 갖는 차
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
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10.선고 98도2250 판결, 2006.1.26.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규정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상품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
다(대법원 2003.6.13.선고 2001다52995 판결, 2003.9.26.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을 사용한 그 바탕 색상, 도
안 등 전체 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
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 주지성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용기, 포장 등과 유사한 제
품을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
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용기, 포장이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상표와 피고인
들이 사용한 상표가 유사하여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피고인들이 저명한 피해자 회사의 상표(기록상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
료도 없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부정

경쟁방지법(2001.2.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474) 위반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상
고기각).

다)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한 판단방법 정리
(1) 상품의 포장 등과 상품표지의 해당성의 문제

474) 여기서 다목은 2001.2.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으로서 “商品이나 그 廣告에 의하여 또는
公衆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書類 또는 通信에 허위의 原産地의 標識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標識
를 한 商品을 販賣·頒布 또는 輸入·輸出하여 原産地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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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 상품의 포장, 용기 및 도안과 유
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후술하는 이 사건의 다른 쟁점인 주지성에 앞서 포장, 용
기 및 도안의 상품표지성이 우선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의 표지라는 것은
특정의 상품을 표창하기 위해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특정의 상품을 개
별화하고 동종의 다른 상품이나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구별력 내지 식별
력(소위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75) 그런데 상품표지로서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들고 있는 것 중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는 원래 출처표시로서
의 식별력이 강한 것들이지만, 상품의 용기, 포장(이하, 상품의 용기, 포장을 통틀어 “상품의 포
장 등”이라 함),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의 대표적
인 예로 들어지는 것이 상품의 형태임)는 원래는 출처표시로서의 식별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식별력을 가지게 되어 상품표지
가 될 수 있다.476)
용기나 포장477) 및 도안(디자인)은 상표와는 달리 본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것도 아
니고, 성명이나 상호처럼 특정한 기업 주체의 명칭도 아니므로, 본래의 기능을 넘어 상품
의 식별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서 상품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478) 즉,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 상품을 개성화, 개별화하기 위
하여 다른 상품의 용기, 포장과 구별되는(극단적으로 특수하거나 기발하거나 의외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 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

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구별력을 인식시키고, 그 용기, 포장이
특정한 품질을 가진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켜 용기, 포장 자체의 형상과 모양
또는 색채가 상품의 개별화 작용, 즉,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 있어야
한다.47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품의 포장용기나 물건 등에 표시된 문양·색상·도
안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된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색상
,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
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
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480)
475)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23면.
476) 송영식 외 6인, 앞의 지적소유권법(하)(2013), 400면.
477) 용기는 상품을 담는 병, 상자 등을 말하고, 포장은 상품을 싸서 꾸리는 포장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자가 포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용기 자체가 포장을 겸하기도 하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이 없다.
478)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561-562면.
479)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26면.
480) 대법원 2001.2.23.선고 98다63674 판결, 대법원 2001.4.10.선고 98도2250 판결, 대법원 2001.9.14.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1.26.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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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
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
이 원칙이며, 완구와 같이 각종 색상이 사용되는 상품에 관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
의 출처를 그 포장용기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한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
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여 그러
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경
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481)
따라서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 바탕색상, 도안 등 전체가 특정 회사 등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 비로소 이러한 상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이 전체
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482)
이와 관련하여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및 용기의 도안(디자인) 등에 대한 상품(영업)표지
성 및 주지성을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1997.4.24.자 96마675 결정(낫소 축구공 사건)
주식회사 낫소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도안은 주식회사 낫소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
또는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대법원 2001.2.23.선고 98다63674 판결(레고 완구 사건)
‘LEGO’ 완구에 관한 신청인의 각 포장용기는 직육면체 상자 모양이고, 전면 뚜껑은
책표지처럼 열리게 되어 있어 이를 열면 투명한 창문 형태의 셀로판지를 통하여 내용물
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안의 내용물 중 일반 블록은 비닐봉지에, 특수한 형태의 블록은
그 특수 형태에 맞도록 요철이 형성된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점, 각 포장용기에 그려진 그
림의 소재가 원심 판시 ‘성시리즈’ 상품은 중세의 성, 원심 판시 ‘경찰시리즈’ 상품
은 경찰과 각 관련된 구성부품을 조립하였을 경우의 모습이며, 각 구성부품의 형태 및
색깔, 그림의 배경색조 등에 있어서 각 시리즈 상품별로 어느 정도 공통되는 점이 있으
나, 조립식 블록 완구의 포장용기에 있어서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 및 구조를 취하는 것
이나, 그 포장용기 표면에 구성 부품인 블록을 조립하였을 경우의 모습을 배경과 함께
그리는 것은 조립완구제품의 포장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신청인이 독점배타적
으로 사용해 온 특징적인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청인의 각 포장용기에 나타난 그림을 살펴보아도 같은 시리즈 내의 상품들끼리도 모델
마다 각 포장용기에 그려진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 조립완성물의 형태와 모양, 소재로 된
블록들의 구성과 구체적인 형상 및 색상, 그리고 배경그림의 구체적인 형상과 색상이 다
르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위 각 포장용기의 형태나 구조 및 크기, 또는 포장용기에
그려진 그림의 소재와 형상 및 색상, 배경의 모양과 색상 등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481) 대법원 2001.2.23.선고 98다63674 판결.
482) 대법원 2001.9.14.선고 99도6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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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들이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것이라
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대법원 2001.4.10. 선고 98도2250 판결(크린랩 사건)
피해자는 식품포장용 랩(WRAP)을 좌우가 긴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여 왔는데,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고 또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위 포장용기에 표기된 ‘크린랩’ 또는 ‘CLEAN WRAP’의 문자부분은 물
론 도형, 색상, 기타 외관에 나타난 차별적 특징이, 피고인이 그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식
품포장용 랩을 제조·판매할 당시인 1994년 1월경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자타상품
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포장용기의 문자, 도형 등의 구성
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다.
④ 대법원 2001.9.14.선고 99도691 판결(보디가드 & 제임스딘 사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보디가드’(그 영문약자인 ‘BG’)나 ‘제임스딘’이 내의제품
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나아가 이들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상품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 바탕색상, 모델 사진, 도안 등
전체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들에 의해서는 단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
표인 ‘보디가드’나 ‘제임스딘’ 등으로 알려진 피해자 회사의 제품 전체에 대한 판매
량, 텔레비전, 신문잡지 등의 광고기간 및 광고량, 전국의 점포수, 그리고 위 등록상표들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인지도 등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의 일부를
포장하는 위 상품포장용기에 대하여 그 사용기간이나 방법, 사용량, 매상액, 선전광고의
실태, 영업의 규모 기타 거래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상품포장
용기가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
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
으므로, 등록상표인 ‘보디가드’나 ‘제임스딘’이 아닌, 이들 상표가 표시된 상품포장
용기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
⑤ 대법원 2006.1.26.선고 2004도651 판결(마정천도장의사 사건483))
이 사건 디자인은 ‘마정천도장의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장의버스 외부에 표시된 장
483) ,

<피해자의 장의버스>

<피고인의 장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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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그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한 색채나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다가 그 장의버스의 앞뒷면 및 좌우 측면에는 피해자의 영업의 출
처를 표시하는 ‘마정천도’라는 표지가 별도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들은 대체로 ‘마정천도’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단지·광고물 또는 신문기사는 이 사건 디자인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주로 ‘마정천도장의사’를 선전·광고하는 내용이거나 ‘마정천도
장의사’의 친절경영 등에 관한 기사이고, 위 ‘마정천도장의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에는 차량이 깨끗한 신형이고 서비스가 좋다는 사정이 주로 고려된 점 등과 이 사건
디자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 영업범위, 영업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디자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출처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피해자의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
르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2) 주지성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보호되는 상품표지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
음을 요하는데,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
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
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는 것은 상품 자체의 형태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다.484) 그리고 주지성 판단에
있어서, 거래자와 수요자 쌍방에 주지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학설로는
거래자 및 수요자 쌍방에 인식될 필요는 없고,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있
어서는 일반 수요자를 중심으로 주지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는 그 거래자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며,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선택에 전문적인 요소가 있고 소매점의 조언, 장려가 소비
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지성을 거래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485)
주지성 인정의 자료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의 사정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주지성을 인정하는 자료도 특별하게 한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표 등 표
지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 점포의 종류와 수, 그 분포지역, 상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상,
선전광고의 종류, 방법, 빈도 및 비용, 상품표지, 상품, 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 평가
등의 정보가 효과적인 자료라고 할 것이다.486) 그러나 반드시 그중 어떠한 자료만에 의하
여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는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
484) 대법원 1997.4.24.선고 96마675 판결, 대법원 1996.5.13.자 96마217 결정, 대법원 2001.4.10.선고 2000
다4487 판결, 대법원 2003.9.26.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485) 윤병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방법,”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재판자료(57집), 법원행정처,
1992, 561-562면 참조.
486) 윤병각, 앞의 논문, 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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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
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87)
그런데 주지성의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새
로이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 등의 경우에는 상품
의 표지성과 주지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취
득이 상표 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488)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의 경우, 그 형상과 모양 및 색채 등이 특정의 출처를 표
시하는 표지로서 개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독점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되어 그 용기나
포장을 보면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하게 될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품표지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용기나 포장의 상품표지의 해당성에 대한 판단은 주지성의 인정에 대
한 판단과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489)
(3) 혼동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상품주체 혼동행위에서 말하는 혼동은 상품출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혼동(협의의 혼동
)뿐만 아니라, 주지표지 보유자와 동일·유사한 표지 사용자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

상 또는 계약상 관계 등과 같은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수요자나 거래자를
오신시키는 혼동(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혼동은
반드시 현실의 혼동을 초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혼동의 위험이 객관적
으로 존재하면 족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상품 자체의 형태와 관련된 해석과 동일하
다.490)
혼동의 우려에 대한 인정은, 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
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현실적인 혼동의
발생 유무, 모방자의 악의 유무(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91)
(4) 결론
대상판결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적색, 청색, 남색의 기본 3색과
“R도형(‘

’을 말함)”을 기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인들의 제품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도안 등과 같

은 디자인이 상품표지로서 작용하여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용기나,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을 사용한 그 바탕 색상, 도안 등 전체 디자인(이하,
487) 대법원 1997.2.5.자 96마364 결정, 대법원 2001.9.14.선고 99도691 판결 등 참조.
488)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17면.
489)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27면.
490) 송영식 외 6인, 앞의 지적소유권법(하)(2013), 401-402면; 대법원 2001.4. 10.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491) 대법원 2001.4.10.선고 98도2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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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포장’이라 함)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

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 주지
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제외한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에 대해서는 상품표지성까지도 주지성의 판단과 함께 판단하고 있음(상품표지성을 부정
함)]고 판단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주지성 판단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포장과 같이 용기
나 포장에 상표를 포함하여 그 밖의 도형, 문자, 색채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
체가 일체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포장에서 출처표시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

’와 ‘

’부분, 그리고 적색, 청색, 남색의 3가지 색상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단 상품의 형태나 용기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태로 식별
력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방향제 등 자동차용 제품에 사용된 적색, 청
색, 남색 등의 삼색은 그 두드러진 시각적 효과로 인해 일상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관
찰되는 평범한 색채의 조합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식별
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상표인 ‘

’를 제외한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은 본래적인(본질적인) 상품표지가 아니므로 그것이 2차적인 의미
(secondary meaning)에서의 상품표지성을 취득하려면 그만큼 독점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

고 광고되어 위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만을 보고서도 그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가 될 경우에야 비로소 상표를 포함한 상품의 포
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 자체가 상품표지성과 아울러 주지성까지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에서는 달리 위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
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수 없다고 보
고, 이 사건에서 ‘

’ 상표를 포함한 도안 내지 디자인으로 구성된 상품

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위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에 대한 상품표지성 내지
주지성을 부정한 것은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도안 등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방향제 등의
상품에 대해서 일반 수요자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임을 인식하게 하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상품의 포장용기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문자상표만의 혼동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부착한 ‘Am- bassador
‘

Roberta’ 상표와 피해회사의

’ 상표의 유사 여부에 앞서 대상판결에서 이미 문자상표를 포함한 이

사건 포장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설령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지성이라는 요건의 불비 때문에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굳이 문자상표만의 혼동가능성의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판결의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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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상품의 포장, 용기 등의 도안(디자인)도 역시 앞서 살펴본 뮤지컬 등의 제호,
상품의 형태, 연예인의 성명이나 외양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표지로서의 개별화되
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지성까
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을 대상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492)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상품의 포장, 용기 및 특히 색채의 조합과 관련된 도안(디자인)
과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관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품의 포장, 용기 및 도안(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상품
표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때에는 상품표지성과 더 나아가 주지성까지도 그 주지도에 의
해 모두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준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
다.
3) 캐릭터의 상품화에 관한 판단방법 검토
가) 마시마로 사건의 개요493)
(1) 사실관계
피고인 송OO은 인천 소재 W 봉제인형 제조공장의 운영자로서 중국 청도성 소재 D 및
Y라는 상호의 봉제인형공장에서 봉제인형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 권OO
은 서울에서 인형봉제품의 가공 및 제조 판매업체인 B의 경영자이며, 이OO는 대전에서
완구제조·판매업체인 J유통의 경영자인데, 모두 국내에서 인기있는 캐릭터인 ‘마시마
로’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봉제인형을 판매하고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송OO은 2001.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중국 청도성 소재 D 및 Y라는 상
호의 봉제인형공장에서, 피해자가 창작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와 상품화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토대로 생산,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마시마로’ 봉제인형을 무단복제 및 수입하여 피고인 권OO에게 13만 여개를 판매함으
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권OO은 2001.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인형봉제품의 가공 및 제조 판매업
체인 B에서, 송OO으로부터 무단복제한 ‘마시마로’ 봉제인형 13만여개를 공급받아, 이
를 피고인 이OO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
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이OO는 2001.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13.경까지 J유통에서, 피고인 권OO으로부
492)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상품표지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다음으로 주지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안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상품표지성의 판단 법리를 주지성
의 판단에 함께 적용해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493) 대법원 2005.2.18.선고 2004도3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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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무단복제한 ‘마시마로’ 봉제인형 91,664개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이OO가 창
작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YJ가 이OO와 상품화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토대로 생산,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우비소년’ 봉제인형을 무단복제한 판매업
체인 S상사 등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YJ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서 1심494)은 피고인들의 유죄로 판단하였고,495)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496)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며,497) 검사가 이에 대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바로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이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 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

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
494) 대전지방법원 2002.2.1.선고 2001고단4582 판결.
495) 부정경쟁행위 부분 유죄 인정(피고인 송OO 및 이OO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권OO은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이유 공소기각(1심 공판 중 피해자의 고소 취소).
496) 대전지방법원 2004.6.3.선고 2002노368 판결.
497)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
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
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
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
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
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
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 있어, 마시마로 및 우비소년 캐릭터가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YJ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
리 인식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마시마로 캐릭터를 창작
한 후 2000.8.10. 이래 7회에 걸쳐 이를 인터넷에 연재하다가 2001.2.3. 위 캐릭터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하
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와 위 캐릭터 모양의 봉제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캐릭터 상품화사업을 시작한 사
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및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영상의 내
용을 종합하더라도, 2000.8.10. 이래 인터넷상으로 마시마로 캐릭터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마시마로 캐릭
터 자체의 인기에 편승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캐릭터의 모양을 본뜬 인형이 인기를 끈 사실만 인정될 뿐,
그것이 피해자 회사의 마시마로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
밖에 피해자 회사가 봉제인형 제조·판매업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와 선전 및 품질관리를 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시마로 캐릭터가 위 회사의 봉제인형사업에 속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품 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우비소년 캐릭터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캐릭터가 주식회사 YJ의
봉제인형사업을 나타내는 상품 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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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
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
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
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
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9.6.선고 96도139 판결 등 참
조).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시마로 캐릭터를 창작한 후 2000.8. 10. 이래 7회에 걸쳐 이
를 인터넷에 연재하다가 2001.2.3. 위 캐릭터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
자 회사와 위 캐릭터 모양의 봉제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캐릭터 상품화사업을 시작한 사
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00.8. 10. 이래 인터넷상으로
마시마로 캐릭터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마시마로 캐릭터 자체의 인기에 편승하여 젊
은이들 사이에서 그 모양을 본뜬 인형이 인기를 끈 사실만 인정될 뿐, 그것이 피해자 회
사의 마시마로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 밖에 피해자 회사가 위 봉제인형 제조·판매업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와 선전 및 품질
관리를 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시마로 캐릭터가 위 회사의 봉제인형사업에 속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우비소년 캐릭터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캐릭터가 주식회사 YJ의 봉제인형사업을 나
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
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기각).
다)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한 판단방법 정리
(1) 캐릭터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표지의 관계
(가) 캐릭터 및 상품화의 의미와 법적인 의의
캐릭터(character)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특징, 특성, 성격, 인격, 소설이나 극중의 인
물, 배역”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외국에서 발전되어 온 상품화될 수
있는 캐릭터의 개념인 바, 이에 관하여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넓
게는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
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상품
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good will)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만화, 영화, 소설
등에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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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도 있다.498)
상품화(Merchandising)란 캐릭터를 문구류, 의류, 신발, 우산, 장식품 등의 모양이나 도안
으로 사용하거나, 과자, 식품 그 밖에 포장용품의 모양이나 도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
고, 이렇게 캐릭터의 고객흡인력이나, 광고적 가치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것
으로서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이용되는 캐릭터를 소유하는 권리 내지는 그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
(商品化權, merchandising right)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품화권은 실정법에 존재하지 아니한 개념으로서 예컨대 만화캐릭터를 보면 상
품화권이라는 이름을 창설한 것은 만화캐릭터의 창작자이고, 이 권리를 받아들인 것은
캐릭터를 자사의 상품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제조자이며,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계약(상
품화 계약)인데, 이러한 업계의 질서가 반드시 현행 실정법의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확

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게 유지되어도 제3자에 의하여 모방 내지
도용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질서가 어디까지 유효한지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499) 따라서
상품화권은 상품화권법이 별도로 없는 이상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
지법, 민법 등 도형이나 캐릭터, 기호 등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통하여 보호되게 된다.
(나) 캐릭터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➀ 학설의 해석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상품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가 원래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
니나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의 선전광고력과 고객흡인력을 강화하고
있어 그 법적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데, 상품화 사업에서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해당 캐릭터가 주지성을 갖고 상품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500)
➁ 판례의 해석
대법원 판례에서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
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
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01) 따라서 통설적인 견해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498) 임한흠, “캐릭터의 사용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혼동행위,” 대법원판례해설(제27호), 법원도서관,
1997, 659면.
499) 송영식 외 6인, 앞의 지적소유권법(하)(2013), 609면.
500) 윤선희·김지영, 앞의 책, 106면; 이상경, 앞의 책, 567면; 송영식 외 6인, 앞의 지적소유권법(하)(2013),
399면; 황의창·황광연, 앞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2009), 42-43면 참조.
501) 해당 판단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대법원 1996.9.6.선고 96도139 판결은 피고인이 제작, 판매하는 의류
에 미키마우스 도형을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으로서 미키마우스 캐릭터 자체의 상품화가 상품의 표지로서 주
지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본래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품의 표지로서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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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들
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톰앤제리 사건)
해당 판결에서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
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
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
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
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
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
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6.9.6.선고, 96도139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심슨상
표나 톰앤제리 캐릭터가 심슨상표의 권리자인 미국 투엔티스 센츄리 혹크스 필름 코오포
레이션사나 톰앤제리 캐릭터의 권리자인 미국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위 각 회사
로부터 또는 위 상표 또는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표
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관
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판결은 ‘톰앤제리’ 캐릭터가 그 권리자
인 미국의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그로부터 그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
람이 제조·판매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②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헬로키티 사건)
해당 판결은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
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
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
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
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
킬 수가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5 .12.
아니라 의장적(디자인적)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사용으로 상표권자인 월트디
즈니사의 상품과 곧바로 혼동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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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8다49142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과 같은 이 사건 캐릭터의 개발과정과 국내에서의
사용기간, 그 상품표지가 부착된 상품의 종류와 판매실적 및 국내 취급점 현황, 이 사건
캐릭터의 국내 이용계약자들의 상품 광고의 정도 및 이 사건 캐릭터의 국제적인 지명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소외 이만형의 상표가 출원될 당시 이미 이 사건 캐릭터는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주지의 상품표지가 되었으며, 적어도 원심 변론종결시에는 국내
외적으로 저명한 상품표지가 되었다고 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와 유사
한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기재 도안을 부착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
로 하여금 피고 또는 피고의 상품이 이 사건 캐릭터의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일정한 영업상의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
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상품표지의 주지성, 상품 주체의 오인·혼동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판결에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헬로키티
(HELLO KITTY)라는 고양이 그림 캐릭터의 개발과정과 국내에서의 사용기간, 그 상품표

지가 부착된 상품의 종류와 판매실적 및 국내 취급점 현황, 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계약
자들의 상품 광고의 정도 및 이 캐릭터의 국제적인 지명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캐릭
터는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주지의 상품표지가 되었으며(영업표지성도 인정하고 있음), 적
어도 원심 변론종결시에는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상품표지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
긍하고 있다.
③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624 판결(피카츄 사건)
해당 판결은 일본 캐릭터인 ‘피카츄’ 머리 모양과 유사한 방망이 인형을 제조·판매
한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헬로키티
사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죄로 인정된 것을 그대로 수긍하여 상고
기각하였다.
④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탑 블레이드 사건)
해당 판결은 앞선 톰앤제리 사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단 법리(대법원 96도139 판결의 법
리)를 설시한 후, “이 사건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통

하여 이 사건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위 회사의 상품표지이거나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
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캐릭터가 주식회사 손오공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502)을 파기하였
502) 원심(부산지방법원 2004.12.22.선고 2004노1963 판결)은 “피고인이 2002.12.30.경 주식회사 손오공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
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회사의 위 캐릭터가 부착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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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결론
대상판결의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는 대상은 ‘마시마로 캐릭터’ 자
체가 아니라 ‘마시마로 인형’이라는 상품이고, 마시마로 인형을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봉제인형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이
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마시마로 인형의 판매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마시마로를 주인공으로 한 플래시 애니메
이션을 인터넷에 연재하여 인기를 얻자 마시마로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저작권
등록을 한 후 피해자 회사를 통해 상품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품화 사업
에 따른 마시마로 인형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공
소사실에서 나타난 행위들을 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쟁점이 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①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②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
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
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
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진 직후 캐릭터의 인기에
편승한 인형이 다수 팔린 점만 인정되고, 캐릭터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인 봉제인
형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원심 및 대
상판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마시마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어 이에 따른 인형판매가 많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더라도 마시마로 캐릭터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
식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상의 판단 법리를 충실
히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마시마로 캐릭터가 ‘상품표지’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가정하
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것은 캐릭터를 상품화한 인형이라는 상품 자체로
서, 해당 캐릭터를 상품출처표시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실제로 마시마로에 관한 그 제품이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측면에서의 보호 내지 디자인권적인 보호의 필요
성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은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측
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의 ‘탑 블레이드’ 만화영화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 및 지속적인 선전, 광고, 품질관리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 사건 팽이에 대하여는 동물형상 캐릭
터가 상품의 주요 부분인 팽이의 중앙부분에 인쇄되어 부착됨으로써 상품의 인식표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여지므로, ‘탑 블레이드’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이 사건 팽이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고, 상품화 사업을 영
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주지성도 충분히 획득되었다고 보여지는 캐릭터와 똑같은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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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봉제인형의 제조·판매업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와 선전 및 품질 관
리를 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시마로 캐릭터가 피해자 회사의 봉제인형사업에 속하
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피고인들도 해당 캐릭터를 상품표지가 아닌 순전히 상품의 디자인으로
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에, 대상판결은 타당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대상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우비소
년’ 캐릭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상판결을 통해 캐릭터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상품화 사업을 하는 자의 ‘상품
표지’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도
역시 해당 캐릭터를 단순하게 상품의 디자인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표지로
서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화된 캐릭터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서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 96도139 판결의 판단 법리를 주로 인용하는 반면에,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긍정할 때에는 역시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 98
다49142 판결의 판단 법리를 인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판단 법리 중 위 대법원 96도139 판결
에서의 판단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마시마로 캐릭터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대상판결은 이른바 캐
릭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 상품화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
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기존의 판단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판매 후 혼동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검토
가) 비비안 웨스트 우드 사건의 개요503)
(1) 사실관계504)
피해자는 그가 생산·판매하는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그림 1>505)과 같은 표장을 사용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림 2>506)와 같이 그가 판매한 가방에 피해자의 등록상표들507)
의 구성 중 상단의 “

”도형 부분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상품표지는 피

해자의 사용표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503) 대법원 2012.12.13.선고 2011도6797 판결.
504) 김동규,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의 혼동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
례해설(제94호), 법원도서관, 2013.6, 382-383면 참조.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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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10.경부터 별도의 상호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은 ‘공소외 1’이 디자인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
West Wood)’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10.경부터 2010.4.28.

경까지 서울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위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가방(모조품 가방임)을 직
접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즉,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국내 주지표지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모조품 가
방을 판매하였음).

(3)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서 1심508)은 피고인의 무죄로 판단하였고,509)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
데, 원심510)에서는 항소기각(피고인의 무죄)으로 판단하였으며(1심과 원심의 결론이 무죄로 일
치511)),512) 검사가 이에 대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바로 대상판결이다.

<그림 1>

506)

<그림 2>

507) 피해자의 등록상표들의 표장은 “

”와 같은데, 해당 등록상표들은 안경, 가죽지갑, 가죽가

방, 보석액세서리,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508) 인천지방법원 2010.12.14.선고 2010고정4466 판결.
509)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
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510) 인천지방법원 2011.5.19.선고 2010노3885 판결.
511) 결론은 동일하나, 1심은 피해자 상품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피해
자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 판매실정에 비추어 구매자에게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12)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
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이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와 비슷하
거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그 상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가 그 상품이 상품 표지에 대한 권리자나 그와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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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1) 판매 후 혼동에 관한 판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
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
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27.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
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서 판매 후 혼동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주지성(특정인
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상당한 범위 내의 당업자 및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 및 혼동성(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상태)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2) 먼저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바(대법원 2003.9.26.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2000. 10.경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을 수입하여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유명백화
점들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 ② 2000.1.31.경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들 중 안경 및 선글라스
등에 대해서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권 등록이 된 점, ③ 2010.8.5.경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가방에
대해서도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권 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과 혼동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10.경부터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인 OO OOO에 싼 가격의 여러 가지 패션가방들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포함된 점, ②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의 앞면에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표와 같은
상표가 디자인되어 있기는 하나, ‘비비안 웨스트 우드’ 브랜드명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가방 이미지의
상단에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 웨스트 우드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이 기재되
어 있어, 오히려 이를 본 소비자로 하여금 위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의 가격(19,000원)은, 당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
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실제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의 가격(위 모조품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
가격은 1,560,000원과 1,850,000원 상당이다)과는 그 차이가 상당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위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디자인을 모방한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하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비자로 하
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조품 가방을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품이라거나 ‘비비안 웨스트 우드’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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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
조품 가방에는 피해자 라티모 에스.에이.의 상품표지 “

”와 거의 동일한 표장

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품표지를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그의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 웨
스트 우드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
품 가방이 피해자 상품의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
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
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파기환
송).

다)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한 판단방법 정리513)
(1)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의 의의
여기서의 혼동은 상품주체 간의 혼동, 즉,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품 자체에 관한 혼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해석된다.51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
동행위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 실정
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
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515)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
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
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
513) 대상판결에서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지의 여부(혼동성)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514) 황의창·황광연, 앞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2009), 44면.
515) 대법원 2011.1.13.선고 2008도4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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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16)
(2) 판매 후 혼동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정리
판매 후 혼동(Post-Sale Confusion, Downstream Confusion)은 비록 유사상표가 부착된 상
품의 판매 당시에 구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매자
로부터 그 상품을 양도받은 제3자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유사상표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517)
이와 같은 판매 후 혼동 개념은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Mastercrafers Clock & Radio
Co. v. Vacheron & Constantin-Le Coultre Watches, Inc. 사건518)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이
후 대부분의 미국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며, 이와 같은 판매 후 혼동을 규제
하는 이론적 근거는 비록 판매 시 혼동이 없더라도 모조품은 일반 소비자나 진품 제조업
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519)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수요자’를 기준으로 혼동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에 비
추어 볼 때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의 여부”는 비록 특정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출처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상의 미국에서의 판매 후 혼동 개념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520)
한편 대상판결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대상판결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
면, 기존에 대법원이 ‘판매 후 혼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저명상표의 모조품 생산·판매를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으로 처벌하여 온 점에 비추어 실무상 판매 후 혼동의 개념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521)
516) 대법원 2007.4.27.선고 2006도8459 판결.
517) 김동규, 앞의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의 혼동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391
면.
518) Mastercrafers Clock & Radio Co. v. Vacheron & Constantin-Le Coultre Watches, Inc., 221
F.2d 464 (2nd Cir. 1955), cert denied, 350 U.S. 832 (1955).
519) 김동규, 앞의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의 혼동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391-392면.
520)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의 모조품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김동규, 앞의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의 혼동 개
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394-395면).
521) 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이와 관련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상의 주요 판단 법리는 이하의 내용과
같다(김동규, 앞의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의 혼동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395- 397면 참조). 우선 대법원 2003.6.12.선고 2003도3277 판결에서는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
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이 사건 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주거래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
게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거래
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법원 2012.1. 26.선고 2010다36124 판결에서는 침해 제품은 시장에
서 저가로 판매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 “
”가 부착된 J.ESTINA 제품은 백화점 등에서 고
가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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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대상판결의 쟁점은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혼동 개
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였는데, 국내외적으로 이상과 같은 ‘판매 후 혼동’의 개념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단 동향에 따를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모조품과 관련된 일반
소비자들의 혼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판단 법리로 인하여, 향후에는 특정 모조품의 판매업자로부
터 직접 그 모조품을 구매한 자는 그 모조품이 특정인의 상품의 모조품인 것을 알고 있
어 그 구매자가 특정인의 상품과 그 출처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조품을 보았거나 그 구매자로부터 그 모조품을 양도받은 제3자 등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의 출처를 특정인의 진품인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 모조품의 판매업자가 특정인의 주지된 사용표장과 거의 동일한 상품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그 모조품을 판매한 행위는 ‘판매 후 혼동’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확하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병행수입품 관련 판단방법 검토
가) 나이키 사건의 개요522)
(1) 사실관계
피고인 성OO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회사는 의류와 가방 등의 판매업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런데 피고인 성OO은 외국에서 병행수입한 나이키 의류 등을
피고인 강OO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강OO은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
의 전면에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성OO은 피고인 강OO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병행수입한 나이키 의류 등을 피고
인 강OO에게 공급하면서, 강OO에게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는 예외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록상 혼동의 우려가 없을 만큼 피고 제품의 판매량 등 구체적 거래실정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제품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 제품을 그대로 위조
(counterfeit)한 피고 제품은 독점권 범위 내에서의 침해이므로, 유사 영역 내에서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구
체적 거래실정이 고려될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사건들이 설령 상표권 침해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상표권 침해나 모두 ‘혼동성’을 공통된 판단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해당 사건들의 판단 법리를 대상판결의 이 사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22)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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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라고 제의하고, 피고
인 강OO은 위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의 전면에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강OO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함
으로써,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나이키’ 표장을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
권을 부여받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
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성OO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
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523)
(3) 소송의 경과
이에 대해서 1심524)은 피고인 성OO 및 피고인 회사의 무죄로 판단하였고(피고인 강OO만
유죄로 판단),525)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526)에서는 1심을 파기하여 피고

인 성OO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527) 피고인 성OO 및 피고인
회사가 이에 대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바로 대상판결이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523)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가 사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축구선수들의 사
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매장 내부에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공소사실이나 본 주제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
동행위의 여부에 대한 쟁점만 다루도록 하겠다.
5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1.8.선고 2007고정1442 판결.
525) 피고인 성OO은 피고인 강OO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키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의 전면에 설치하고 축구선수 박지성 등의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매장에 설치한 사실은 이
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강OO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과연 피고인 성OO이 피고인 강OO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강OO과 함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강OO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강OO의 법정진술, 증인 강OO, 이O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강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OO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성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OO의 진술기재 부분, 이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강OO은 오랫동안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이 사건 의류판매점 외에도 여러 곳의 의류판매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성OO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강OO에게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인 강OO은 이를 판매하여 그 지정가격을 초과한 부분을 수수료로 갖기
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 성OO이 피고인 강OO에게 위 나이키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 설치를 비롯하여 매
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강OO과 이O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 합리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강OO만 벌금 100만원, 피고인 성OO 및 피고인 회사는 무죄 선고).
526) 서울남부지법 2008.7.23.선고 2007노1957 판결.
527) 강OO, 이OO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성OO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는 강OO에게 병행수입한 나이키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강OO은 이
사건 용인시 소재 판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 회사가 정한 지정가격을 초과한 수입을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성OO과 피고인 회사의 부장 박OO은 강OO, 이OO에게 위 판매장 외부 등에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강OO, 이OO는 그와 같은 지시에 따른
후 광고물 등의 견본을 피고인 성OO에게 확인시키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당시 강OO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 기획실장임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한 바 있고, 피고인 회사가 위 판매장의 신용카드 결제단말
기를 설치하는 등 위 판매장의 운영에 일정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성
OO이 강OO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1심 파기, 피고인 성
OO 및 피고인 회사 유죄판단,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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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상고이유들 중 본 주제인 병행수입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
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
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
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9.24.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피고인 성OO 및
피고인 회사)이 강OO과 함께 위 판매점의 외부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나이키의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한 것은 위 표장의 상표권자로부
터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
동과 혼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한 판단방법 정리
(1) 대상판결의 쟁점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중 본 주제와 관련된 쟁점은 이 사건 현수막에 피해자인 나이키
스포츠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병행수입점’
이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2)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와의 관계
(가)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이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
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일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
상품)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

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보통 수입국의 상품가격이 타국보다 현저
히 높을 때 발생한다.528)
오늘날 이와 같은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529) 대법원도 이미 이러한 판시를 한 바 있는바,530) 이에 의하면 상표권이 없
는 자라도 병행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정도의 상표 사용은 허용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528) 최성우·정태호, 앞의 책, 444면.
529) 권택수,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제42호), 법원도서관, 2003, 772면.
530) 대법원 2005.6.9.선고 2002다619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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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
는 것이 상표법 위반인가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상표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531)
(나) 병행수입과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문제
종래 병행수입의 문제는 주로 상표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바, 한편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보면, 병행수입 그 자체만
으로는 출처의 혼동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해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32)
(다) 병행수입과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문제
대상판결에서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광고선전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사이의 문제를 다루
고 있는데, 병행수입업자 등이 병행수입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광고선전
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여부와 관련해
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고행위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소진의 효과가 미치는 범
위 내, 즉, 병행수입품 그 자체의 판매행위에 부수한 것만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533)
한편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이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
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
나, 이러한 병행수입상품의 수입행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용, 예컨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을 하는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사용행위이므로, 수입 자
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적법성 여부는 별개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
다.534)
이러한 경우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해석하여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다.535) 즉,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
품을 병행수입한 경우로써 그 상표가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
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비록 상표권 침해로 될 수는 없어도(상표권 침해는 전체 행위들
에 대해서 부정함536))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531) 대법원 2002.9.24.선고 99다42322 판결.
532) 권택수, 앞의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773면.
533)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 판매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경우 영업상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넘어서 상표권자의 신용
과 고객흡인력을 희석화하거나 국내 독점판매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
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병행수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서
울고등법원 1999.6.22.선고 98나35466 판결 ― 상기의 대법원 2002.9.24.선고 99다42322 판결의 원심 판결
임).
534) 권택수, 앞의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774면.
535) 대법원 2002.9.24.선고 99다42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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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24.선고 99다42322 판결은 판시하였다(일부 행위들에 대해서만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
함537)).

여기서 병행수입에 관하여 광고가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아니하
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라고 하겠다.538)
결국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품에 관한 광고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병행수입품에 관한 광고가 동일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상품
출처에 혼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

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39)
536) 상표권자(버버리)에 대한 판단(전체 행위들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 부정함)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단
과 같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
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
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
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
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
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
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장(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표장의 각 해당 표장과 전혀
동일하거나 그 해당 표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이 사건 표
장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
처에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
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사용한 것 중 선전광고물, 포장지, 쇼핑백, 내부 간판 부분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그 나머지 외부 간판 및 명함 부분이 위 원고의 상표
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은 상표법 및 병행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37) 전용사용권자(유로통상)에 대한 판단(일부 행위들에 대해서만 영업주체 혼동행위 인정함)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
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매장 내
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538) 송영식 외 6인, 지적소유권법(하)(제2판), 육법사, 2013, 238-239면; 조용식, “판례로 본 병행수입의 인정
요건,” 특허소송연구(제1집), 특허법원, 1999.12, 260면 참조; 권택수, 앞의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
위,” 7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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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는
데, 대법원 99다42322 판결과 관련하여 명함이나 외부 간판 등의 경우에도 병행수입업자
가 정식 수입판매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병행수입된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혼동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평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유통
경로, 수요자층의 분포상태, 광고의 형태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540)
(3) 결론
한편 이 사건을 살펴보면, 나이키 제품은 한국 내의 전용사용권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가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것
은 나이키라는 상표로서의 표장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외부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사
용한 것인 바, 그것은 앞서 본 기존의 대법원 99다42322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표
지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등과 혼동을 가져올 위험이 있
는지를 살펴보면,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

”의 경

우 제품의 상표로서의 기능 외에 서비스표로서의 기능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식회
사 나이키스포츠는 “

”의 상표권자이자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

이티드의 자회사로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영업을 하
고 있다.
그런데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면 피해자인 나이키스포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하여야 하고, 다른 영업점 사진을 보면 다른 매장들도 간판에 위와 같은 상표 표시를 가
장 큰 간판기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므로, 위 상표를 간판이나 현수막
으로 크게 사용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체를 오인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만약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것처럼 일부 현수막 등의 하단에 작게나
마 ‘병행수입점’이라는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99
다42322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 혼동가능성의 부정에 대해
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541)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 등에 의하여 단순히 대
539) 권택수, 앞의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780면.
540) 이러한 견해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 99다42322 판결이 구체적 사용 유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였다는
면에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장래의 유사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강영수, “병행수
입품에 대한 광고의 허용범위,”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소담 김명신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한국산업재산
권법학회·법문사, 2004, 26-27면).
541)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장 외부에 광고를 하면서 병행수입임을 표시하였
고, 나이키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브랜드의 신발도 같이 파는 형태였기 때문에 국내의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소송절차에서도 앞의 강영수, “병행수입품에 대한 광
고의 허용범위”에서 언급한 근거를 제시하며, “명함, 외부 간판 등의 경우에도 병행수입업자가 정식 수입판
매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병행수입된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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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9다42322 판결의 판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던 대상판결이 실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대상판결의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542)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최초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대법원 99다42322 판결의 판단 법리를 재확인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99다42322 판결 이래로 법원이 지나치게 획일적
으로 병행수입업자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들도 상당수 존재
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 법리는 실제로 병행수입자들의 영업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위
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독점수입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병
행수입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등 수요자에게 실제적인 영업주체의 혼동이 되지 않도
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앞선 비판적인 견해들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법원
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에 실거래계의 구체적인 영업주체의 혼동 여
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유사사례의 발생 시에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판단 법리를 획일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하여 실제적인 사안의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법리의 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리
실제적으로 상품의 형태모방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앞서 살펴본 자목보다 가목을 근거로 하는 것이 특사경의 입장에서 더 용이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목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의 경과 여부
라든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상품형태가 출처표시로서 알려져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도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가목
에 비해 특사경의 직원의 판단범위가 다소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
러 대법원이 외부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매장 외부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변호사 안주섭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 libero4all/220015471153)에서의 “병행수입업의 광고, 선전행위가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7462 판결),” 2014.5.30(접속일: 2015.7.20.)].
542) 앞선 비판적인 견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견해로서 “대법원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매장 내부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러나 상품주체의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 병행수입된 상품의 광고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기준
을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매장 외부 광고와 매장 내부 광고
가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병행수입업자가 매장에서 하나의 브랜
드 제품만을 판매한다면 매장 외부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매장 내부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관계없이 구매자로
서는 영업주체를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고 비판함과 아울러 “결론적으로 병행수입된 제품의
광고의 한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병행수입된 상품의 특
성을 고려하여 구매자를 기준으로 볼 때 상표권자에게 영업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익을 갖고 있
는지를 살핀 후, 만일 그러한 이익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광고방법이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이헌묵, “판례평석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부정경쟁행위(대법원 2002.9.24.선고 99다42322,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462),” 법률신문 법률정
보, 입력일: 2010.9.2.(https://www. lawtimes.co.kr/Legal-Info/Cases-Commentary-View?Serial=941),
(접속일: 2015.7.20.)]. 결국 학설상으로는 대상판결에 대해서 동일한 근거를 가진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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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목은 상품형태 간에 혼동가능성이 있으면 적용 가능하지만, 자목은 동일성이
있는 형태의 모방을 요구하여 이러한 동일성의 요건이 혼동가능성에 비해 매우 좁고 그
판단이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목이 실제적으로 특사경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상에서 살펴
본 유형별 사례와 판단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단속 근거로서 다
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기타 규정들의 적용에 관한 유의점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관련된 고려사항
이상과 같은 자목과 가목 외에도 다목도 형사벌의 적용과 관련되어 고려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
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
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
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
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형사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①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 ② 그 상품표지 또
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
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반면 당사자 사이의 경쟁관
계나 혼동가능성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 규정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
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명
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저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543)
즉, 해당 규정에서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그 입법취지상 명성 등 손상행위의
보호가 이종상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지의 지역적인 범위를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상표에 한해 적용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희석화조항의 보호대상이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가)호 및 (나)호의 보호대상과 달리 저명상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
다.544)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
543) 서울중앙지법 2003. 8. 8.자 2003카합1488 결정 요지 참조.
54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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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
한다고 판례는 정확한 설시를 하고 있다.545)
따라서 해당 규정은 동종업자나 경쟁자 등이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른 상품에 사용하여 저명상표품의 신용이나 명
성 등을 실추시키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서,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소비자에
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무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에 관한 피해를 주는 것을 단속하는 특사경의 조사 범위에 맞지 않아 보인다.
즉, 해당 규정은 저명한 상품, 포장이나 용기 등의 형태에 대한 권리자가 자신의 것과
혼동의 염려가 없는 다른 상품에 이러한 형태 등이 사용되어 자신의 상품 형태의 식별기
능을 희석화시키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소송 등의
권리행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저명상품 등의 형태에 관한 식별기
능의 희석화나 명성의 손상 여부를 저명상표품의 권리자도 아닌 특사경의 구성원이 사전
에 조사 및 판단하여 단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즉, 상품형태의 출처표
시로서의 희석화나 명성의 손상 여부는 권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크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권리자의 고소와 입증에 의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특사경의 구성원이 이것을 직접 판단하여 단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희석화이론은 혼동이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
으로 이를 자칫 지나치게 확장하여 그릇되게 운용한다면 도리어 저명상표권자의 권리남
용을 낳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축시킬 여지도 충분히 있으며, 특히, "희석화"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 내지 불확정성과 관련하여 희석화조항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
게 된다면 상표권의 지나친 확대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명
백하여 진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에,546) 이것을 권리자의 고
소 등이 아닌 특사경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가목은 제3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유사해
서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에 관계없이
특사경에서 직접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자목 역시 상품의 형태를 동일하게 모방하
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특사경에서의 직접적인 판단이 가능하
지만, 다목은 이러한 혼동가능성이나 모방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해당 규정의 식별력이
나 명성의 손상 여부는 저명상표의 권리자의 주관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 특사경에서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수사매뉴얼에서도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벌의 대
상이 된 자목과 달리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가목과 함께 다목이 형사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가목만을 단속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47)
54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546) 조영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희석화행위 조항에 대한 해석론”, 민사법연구(제14집 제2호,
2006.12, 대한민사법학회, 22면.
54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호에 근거하여 「상표법」 중 상표
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가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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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이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다목은 권리자가 이러
한 정도를 직접 판단해서 특사경에 고소한다면, 그 이후에 특사경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 특사경에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단
속하는 것은 업무 권한에서 배제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목은 하나의 규정 내에서도 수사 및 직무범위의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고, 희석화 등의 판단의 난이도가 단순한 모방상품에 대한 판단보다 훨씬 높
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고 혼란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기존에 정해
진 직무범위와 마찬가지로 다목은 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판단은 불가함을 고려할 것
이상에서 살펴본 형태모방행위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들 외에 카목(상당성과
모용행위 - 금년 7. 18. 이전법에서는 ‘차목’이었음)도 특정한 요건하에 상품의 형태모
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기는 하나,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특사경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548)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단속함(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수사매뉴얼, 2014.12, 29면);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표법」 중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단속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상표권경찰"이라 한
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조: 여기서 해
당 규정은 2017. 6. 22.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2017. 7. 18. 시행 개정법 이후로 자목이 형사벌의 대상으로
포함된 것임).
548)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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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 단속 및 조사요령과 고려사항

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개요
영업비밀의 정의(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정의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영업비밀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전제사항이다(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
성 +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제2조 제3호)에서는 부정취득행위(가목 - 부정취득,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로 크게 나누고, 이에 대
해서 각각 사후적 관여행위(나, 다, 마, 바목 - 부정취득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취득 당시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 사용, 공개/선의로 취득한 후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 공개)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민사적 구제수단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
적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사적 구제수단(제10조부터 제12조)으로서는 침해금지/예
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존재한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사
적 구제수단(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를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여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
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제18조 제1
항)와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제18조 제2항)를 각각
나누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
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정 금액(1억원/5천만원)을 초과 시에는 그 재산상 이득액
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부과한다. 이상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한데(제
18조 제5항), 특히 이상의 침해범죄는 비친고죄이다.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민사적 구제방법이 있긴 하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고 입증이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일반인이나 기업들은 가해자나 가해기업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들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소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
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여기서 수사된 증거나 자료는 향후 민사상 구제방법인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에 유효하고도 실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
이다.549)
Ⅱ.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판단 요령
549) 사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먼저 피해호소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입증 증거와 자
료들을 확보하고 그직후 형사처벌로 이어져 빠른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모든 민사사건의 형사전치주의화’라 일컬을 수 있을 만큼 고소 ․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그로 인한 수
사력의 낭비, 고소를 당하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범법자란 오해를 주고 형사절차상의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게 되는 폐해 또한 커서, 향후 고소, 고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
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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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구성요건
일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를 요하며, 추가적인 구성요건 존재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 특유의 추가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인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②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도 필요하다(확실한 정도의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
필적 인식도 인정).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념을 원용하여야 하
고, 행위자 스스로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부정한 이
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부정한 이익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550) 그리고 영업
비밀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족하다.551)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란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
려는 목적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불이익에 한하지 않고 기타 명성, 이미지, 기술적 불이
익 등을 포함한다.552)
특히 제18조 제1항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
임”에 관한 인식도 필요한데, 여기서 ‘외국에서 사용’이란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비밀을 그 고유의 용도 내지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53)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영업비밀성의 판단이 선행될 것
1)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554)
즉, 첫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비공지성(非公知性) 또는 비밀성(秘密性)], 둘째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經濟的 有用性], 셋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秘密管理性)]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정의는 영미법상의 Trade Secret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 및 상표에 관한 법적 보호에 준하여 영업비밀을 보호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데 비하여, 우리법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부
550) 한상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법학논총(제14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2, 231면.
551)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280면.
552) 한상훈, 앞의 논문, 231면.
553) 한상훈, 앞의 논문, 232면.
55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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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행위의 한갈래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55)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한정적인 발명의 결과(기술, 제품, 제조
공정 등)를 대상으로 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엄격하게 정의된 요건에 부합하는
것에만 부여되는 것으로서 일반 다수에게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
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광범위한 정보(기술
정보 이외의 판매방법, 고객정보 등의 영업정보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적 유용성
과 비밀관리성만 갖추면 보다 넓게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당연히 일반 다수에게 공개되
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영업비밀과 유사한 개념으로 Know-How, 재산적 정보 또는 미공개정보, 기업비밀 등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556)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기술상의 정보+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데, 기술상의 정보의 예로서는 “제품제조기계의 설계
도, 기계의 운용 매뉴얼, 조작방법, 의약품 또는 화장품 등의 배합요령 및 비율, 설계방
법, 제조방법, 제조기술, 제조공정, 청사진, 성분원료와 배합비,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기
계의 사양, 공장의 배치도 등과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즉, 연구개발 전략 및 방법, 연구
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인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및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공업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영상의 정보의 예로서는 “원자재의 구입선, 주문서, 제품 견적에 대
한 노하우, 판매고객 리스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고객의 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의 구입처, 거래선의 루트,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판매계획, 판매지침
서, 판매마진율, 판매매뉴얼,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루트, 재산목록, 타사와의 합병
․ 지원 ․ 투자계획, 인사배치방법, 구인계획, 경영관리기법, 광고나 홍보계획, 선전광고방
법,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제품의 할인시스템, 인사나 조직 및 재무관리기법, 원가계산방
법, 자금조달계획, 사원의 급여수당의 액수, 설비투자 우선 순위” 등이 있다.557) 영업비
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허성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
의 저작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558)
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가) 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의 개념은 영미법상의 ‘Trade secret’
과 같은 개념이다.559)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정보
555) 정호열, “영업비밀보호와 바람직한 경쟁법체계”, 법과 사회(제6권 제1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2, 132
면.
556) 일반적으로 Know-How는 주로 기술적 정보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비밀성을 갖추지 않은 것도 포
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정보 외에 영업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비밀성을 요하는 영업비밀과 구별되고,
기업비밀이란 적법한 기업활동을 위해 유용한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세금포탈, 공해물질 방출, 사장과 여직
원간의 애정스캔들 등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정보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과 구별된다.
557) 구체적인 예를 들면, 롯데카드사의 VIP회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퇴직자 파일도 영업비밀에서 말하는 경영
상의 정보에 해당됨(판례).
558)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판례 및 해설), 2008, 164-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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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560)
나) 성립요건별 구체적인 검토
(1) 비공지성(비밀성)561)
(가) 영업비밀의 취득 방법에 따른 비공지성(비밀성)의 판단의 원칙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562) 즉, 간행물 등 전파매체 등에 의
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 복사, 대출, 열람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영업비
밀 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 체제나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563)564) 이와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여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
례에서는 “이 사건 정보중 “미국OOO바이어명단”에 관하여 보건대, 그렇다면 OOO의
바이어명단은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들이 별다른 노력
을 하지 않고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품가격, 아웃소싱구매가격, 물류비 등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에 관하
여 보건대,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
능하였던 사실, △△에 대한 납품가격의 대략적인 것은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기도 하므
로 위와 같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65)
(나) 절대적인 비공지성(비밀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이상과 같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
공지성을 필요로 하는데,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다른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를 얻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또는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
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비공지성(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559)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2010, 80면.
560) 대법원 2008. 2. 15.선고 2005도6223판결.
561)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공지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밀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영
업비밀의 개념요소를 어떻게 보든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다(강동세, 앞의 책, 267면).
562) 이우영,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전략,” 전기산업(제14권 제4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 4, 44면.
563) 김효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IT와 법연구(제2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007, 118면.
56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56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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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비밀침해자에게 반증의 책임 부담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처를 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입
증함으로써, 그 정보의 비공개성을 사실상 추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
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반대사실, 즉, 그러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음을 입증할 필요성
이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보유자의 비공지성에 관한 엄격한 사실상의 입증은 불가능하므로, 영업
비밀보유자에게 비공지성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주변의 정황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유자는 영
업비밀대상이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결
국 영업비밀침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라) 특허출원 발명에서의 비공지성(비밀성)에 대한 판단
특허출원 발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반증의 책임을 지는 영업비밀침해
자가 특허공보, 관련 논문 등 관련 기술자료를 최대한 조사하여 공지기술 또는 공지기술
로부터 자명한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보유자가 아무리 비밀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을 때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566)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직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작원리자체는 그 원리가 특허권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퇴직 당시 A회사의 제품이 생산, 판매된 이상 이를 사용하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동작원리자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동작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위 제품회로부의 설계나 구성자체를 놓고 보
더라도 위 제품회로부의 설계나 구성은 전자회로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
비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567)
따라서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과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허나 디자인의 신규성에서 공지는 “특정한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568)”라는 개념인 반면에, 영업비밀에서의 비공지성
은 “비공지성은 특허법 등에서 추구하는 정도의 고도의 수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
떠한 ‘기술적 사상’이 공지된 것으로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상의 정
보’, 즉, ‘노하우(know-how)’에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해당 업체에 의하여 그것이 비
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상의 정보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비공지성
등이 인정될 수 있다.569)”라는 점에서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즉, 영업비밀에서의 비
566)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판결.
5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고단7142 판결.
56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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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은 특허법에서의 비공지에 관한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이며, 비공지성의 인정도 상
대적으로 완화시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
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
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570)
(마) 부분적인 정보와 종합적인 정보에 관한 비공지성 판단
공지되어 있는 부분적인 정보를 취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개발하거나 공지된 종합적인
정보로부터 부분적인 정보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얻은 경우는 이전의 공지된
정보와는 별개의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비공지성을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
다.571)
(바) 역설계에 대한 비공지성(비밀성)의 판단
한편으로 역설계(Reserve Engineering)572)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비공지성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일반인이 용이하게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
해서는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영업 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
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
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573)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기
간에 걸쳐 역설계 작업을 해야 비로소 제품에 포함된 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574)
역설계에 대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의 판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결 사례
를 살펴보면,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가지의 화학약품
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독립한
569)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자 2007카합232 결정.
57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571) 황의창,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생산기술(제2권 제8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91.
6, 164-165면.
572) 제품을 해석, 평가함으로써 그 구조, 재질, 성분, 제법 등 그 제품에 화체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추
출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573)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574) 김정덕․김성화,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1. 8, 89-90면; 김원학, “S/W Reserve
Engineering 규정에 관한 연구”, 법조(제570호), 법조협회, 2004. 3,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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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당해 업체의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할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에 해당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데 지장이 없
다.”고 판시한 것이 있고,575) “위 회로도가 그 회로구성이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기계장
치와는 달리 완성된 제품에서 판독가능한 회로도를 역설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각 소자사이의 연결관계를 추출해내더라도 각각의 소자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의 작동과정을 알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2004. 5.경 위 회로도가 적용된 무선중계기 5대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다른 경쟁자 등이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4. 9.경까지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
인 방법에 의하여 위 회로도에 나타난 기술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회로도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다.576)
(사) 국외에서만 공지될 경우의 비공지성(비밀성)의 판단
한편으로 국외(國外)에서만 공지될 경우에 비공지성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비공지성을 인정하자는 견해에서는 영업비밀이 간행물 등에 게재되었더
라도 현실적으로 그 간행물로부터 당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지성
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나, 비공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 당해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누설되어 버렸다
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후자의 견해가 통설, 판례이다.
즉, 관련 사례에 따르면,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
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원고가 실용신안등록
을 출원하고 피고회사에 이를 제안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 할지라도 국외
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
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용기에 관한 아이
디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77)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경
제적 유용성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57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57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577)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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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그 정보의 보유로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보라야 보호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상 당연하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관공서 로비요령 또는 탈세지침 등 반사회적 정보는 비밀로 그 기업
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유용성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일반의 입장에
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578)
판례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79) 즉,
경쟁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상대방이 알면 경쟁의 우
위가 사라지는 정보는 모두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그 예로서는 “대리점 마진율, 할인
율, 가격 등을 포함.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기계의 구성
부품의 규격, 재질, 가공방법”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
면 역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유용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겠다. 첫째,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 인정여부는 현실
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장래 상업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한다.580) 즉, 정보가 곧바로 영업활동
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
움을 준 바 없는 경우,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경제적 유용성의 인정이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사업진행에 관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비용 절약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에 근거한다. 둘째, 기업의 탈세나 공해배출
사실 등의 반사회적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581) 셋째, 실패한 실험결과 등과 같은 부정적 정보는
실패한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행위의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582) 즉,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아니나, 경쟁사가 입수사용 시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고, 이것을 기초로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경쟁회사의 제품계획, 제품개발스케줄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의 영업활동에서는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 할 수 있다.583)
이상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온도보사회로도를 비롯한 정보는,
578)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84면.
579) 대법원 2009. 7. 9.선고 2006도7916판결; 대법원 2009. 4. 9.선고 2006도9022판결.
580) 김정덕・김성화, 앞의 책, 93면.
581) 윤선희, 영업비밀개설, 법경출판사, 1991, 22면.
582) 황의창, 앞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174면.
583)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2010),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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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씨에스티엔엘씨엠(CSTNLCM)제작의 핵심 또는 첨단기술에 해당하여 그 도면의 유
출로 피해자 A회사의 기술경쟁력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
라도,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의 엔지니어로서는 같은 종류의 씨
에스티엔엘씨엠을 개발, 제조하는데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반출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면서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만약 유출될 경우 적어도 경쟁사가 동종품목을 개발함에 있
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등에 기여할 만한 정보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회로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584)
비공지성과는 달리 경제적 유용성의 입증책임은 영업비밀임을 주장하는 보유자에게 있
다. 이것은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해당 정보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될 때에는 충분히 인정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하
여 영업비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 유용성은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에 비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 기술정보의 투자 등에 대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585)
필기구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
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제품중의 90%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
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사례] 피고인이 영업비밀보유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것을 근거로 영업
비밀보유자의 납품가격 등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한 사례586)
피고인이 000처럼 국내업체를 통해 ###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000의
###에 대한 납품가격, 아웃소싱구매가격, 물류비 등을 알게 되는 경우 경쟁상의 이
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000과
달리 중국업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00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
에 납품을 한 이상 000의 납품가격, 아웃소싱구매가격, 물류비 등에 대한 정보가 피
고인에게 있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000의 ###에
대한 납품가격의 대략적인 것은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례] 설명문이 상품의 구성 등을 개괄하고 있을 뿐이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
정한 사례587)
58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도6576 판결.
58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58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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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기용 미들웨어인 ‘임베디드 게임기어(EmbeddedGameGear)’의 설명문
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
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
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비밀관리성
(가)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의의 및 취지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합리적인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588)

2015. 1. 28. 시행 개정 부정

경쟁방지법 이전에는 비밀관리에 관하여“상당한 노력”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개정법 이후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되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사
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다보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
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을 유출당
하고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
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기존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
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비밀관리에서의“합리적인 노
력”에 대한 입법취지라고 볼 수 있겠다.589)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비밀관리 부문을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로 변경한 것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노력의 정도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주법인 통일영업
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과 연방법인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의
영업비밀 요건과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590) 즉, 미국의 영업비밀은 통일영업비밀법과
경제스파이법으로 양분되어 각각의 법률에서 인정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이 다르게 규
정되어 있는데, 통일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영업비밀은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
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용
이하게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유지를 위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가해진 것을 의미한다.591)
58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588) 박상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제6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
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2011. 9, 108면.
589) 김광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한표의원 대표발의),
2014. 11, 1면.
590) 김광묵, 앞의 보고서, 2면.
591) 하홍준․서천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최신동향,” 연구보고서 2003-4,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
산연구센터, 2003.12,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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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당한 노력”에 비해선 완화된 기준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592) 반면에 경제스파이법에서의 영업비밀은 그 범
위가 통일영업비밀법에서의 영업비밀의 범위보다 넓게 정의되는데, 역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593)
따라서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이나 경제스파이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노력’이나 ‘합리적인 조치(resonable measures)’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지, 우리나라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와 같이
‘상당한 노력’이라고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594) 그리고 미국
의 판례상으로도 영업비밀의 비밀관리 요건에 대하여 “비밀보호에 필요한 노력은 주어
진 상황하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595)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밀관
리성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미국의 이상과 같은 입법례를 참
조한 것임을 그 입법취지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의 ‘상
당한 노력’에 비하여 비밀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596) 이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의 해석에 있어서는 첫째,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고, 둘째, 영업비
밀의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할수록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 비
밀관리는 보유자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정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제성이 낮은 영업비밀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
이 될 것이다.597)
그런데 구체적인 비밀관리의 실무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의 구분
이 모호하고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598) 기존에도 구법상 ‘상당
한’이라는 용어가 많은 경우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599)
592)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보호,” 법학총론(제3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12, 126-127면.
593)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제4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식(formula), 유형(pattern), 편집물(compiliations),
프로그램(program), 도안(device), 방법(method), 기술 또는 공정(process)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
(information)를 의미한다.
<1> 그 개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정
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2> 어떤 상황에서 그 비밀을 유지하기에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인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모든 형태, 유
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는 경제스파이법상의 영업비밀의 정의보다 좁게 해석될 수
도 있다.
594) 정태호,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1. 6. 30.선고 2009도3915
판결을 중심으로 -”, 창작과권리(제66호) 2012. 3, 세창출판사, 135면.
595) Sheets v. Yamaha Motors Corp.(5th Circuit Court of Appeals 1988) 7. USPQ 2d.
596) 김광묵, 앞의 보고서, 4면.
597) 김광묵, 앞의 보고서, 5-6면.
598) 김광묵, 앞의 보고서, 5면.
599) 정차호, “영업비밀 관리성 요건: 객관적 인식을 위한 상당한 노력”, 성균관법학(제26권), 성균관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4. 3,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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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기서의 “합리적인” 노력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구법상의
“상당한 성과”와 어떻게 달리 해석될 것인지는 결국 판례를 통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600)
(나) 현재 개정안으로 계류중인 ‘비밀로 유지된’에 관한 참고 해석 방향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경쟁방지법 개
정안에서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처럼,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
도 삭제하여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로 개정
하고 있다.601)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
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602) 따라서 해당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면,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진 일본과 판례의 해석상 유사한 해석을 하는 독
일 등에서의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관리성의 해석을 참조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참고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입법자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
져 있고 또한 판례를 통하여 밝혀져 있으므로, 특별히 개념 규정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603) 최근의 200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에서도 제17조 제2항에
서 ‘사업상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과거의 부정경쟁방지법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정의규정은 없다.604)
이러한 영업비밀은 ‘사업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 당해
사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며, 당해 사업자가 그 비밀유
지에 대하여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례상
해석되고 있다.605)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주로 판례를 통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성
립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정리하여 보자면, 이는 일반적으로 첫째, 사업활동에 관한
것일 것[사업(기업)관련성-Beziehung zum Geschȁftsbetrieb], 둘째, 엄격히 한정된 범위의 자에게만
알려지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것(비공지성-Fehlende Offenkundigkeit), 셋째, 영업
자의 명확한 의사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을 것(비밀유지의 의사-Geheimhaltungswille), 넷째, 영

—

업자가 비밀유지에 의해 이익을 가질 것(비밀유지에 대한 이익 Geheimhaltungssinteresse)의 4가
지 요건이 적용되며,606) 이것은 판례뿐만 아니라 통설적인 견해이기도 하다.607) 결국 독
600) 김광묵, 앞의 보고서, 2면.
601) 이용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 제출(의안번호
5155)), 2017. 3, 3면.
602) 이용준, 앞의 보고서, 1면.
603) 남윤삼, “독일에서의 영업비밀보호와 민법 제826조,” 정보와 법연구(제2호),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연구소,
1999, 69면.
604) 박상열, 앞의 논문, 121면.
605) 윤해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02면.
606) 황의창, “독일의 영업비밀 제도 고찰”, 발명특허 제272호, 한국발명진흥회, 1998.11, 33면; 한상훈,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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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상으로 영업비밀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기
업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사실로 명백히 공지되지 않고 한정된 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비밀로써 보호되고 있
는 사실정도로서만 해석하고 있을 뿐,608)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와 같은 비밀관리성의 엄격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합리적인 노력”의 삭제에 따른 비밀관리성의 완화에 관하여 현재 계류중인
개정법이 시행될 시에 가장 많이 참조해야 될 것이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인데, 해당 법
에서는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09)
따라서 이러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둘째, 생산방법, 판매방
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일 것(경제적 유용성), 셋째, 공연
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610) 이와 같이 일본
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가운데 경제적 유
용성과 비공지성의 요건은 당해 영업비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에 의하
여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611) 그러므로 실제 영업비밀침해의 발생의 경우에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정보를 외부적․객관적
으로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가 경제적 유용성이나 비공지성보다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에서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
는’이라는 정도만 법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미국의 통일
영업비밀보호법과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법으로 하여 영업비밀이라는 요건을 조정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612) 우리법이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
력’에 의한 비밀유지를 요구하고 있었음에 비해서, 앞서 살펴본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
에서도 이러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법문을 법규정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법규정은 현재 계류중인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비밀관리성에 관한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
련된 일본에서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해석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은 비밀로서 관리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기업의 비밀관리의사가 비밀관리조치에 따라 종업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
타나고, 해당 비밀관리의사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인식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으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미국,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42-43면.
607) 박상열, 앞의 논문, 121면.
608) Ibid.
609)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
610) 金春陽, ｢營業秘密の法的保護｣, 成文堂, 2007, 137면.
611) 松本重敏 “實務からみた營業秘密保護法の意味と問題點”, ゾュリスト(第962號), 有斐閣, 1990, 58-59면.
612) 김정덕․김성화, 앞의 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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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되고 있다.613) 그리고 물론 정황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비밀관리조치의
내용, 정도는 기업의 규모, 업태, 종업원의 직무, 정보의 성질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다르
다.614) 일본에서도 실제의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는 비밀관리성의 유무가 쟁점으로 되는
것이 많은데, 전직 종업원이나 전직 임원 및 전직한 회사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유무가
문제로 되는 사안에서는 비밀관리성의 유무와 함께 비밀유지의무위반과 경업금지의무위
반(고용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다투어지는 경향이 보인다.61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이라는 비밀관리성 요건의 취지
는 사업자가 비밀로서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정보의 범위)이 종업원 및 거래처(종업원 등)
에 대하여 명확화되는 것에 의해 종업원 등의 예견가능성, 나아가서는 경제활동의 안정
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616)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단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주
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관리의사(특
정한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려고 하는 의사)가 보유자가 실시하는 구체적 상황에 맞는
경제적 및 합리적인 비밀관리조치에 따라 종업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고, 해당
비밀관리의사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인식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객관적으
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필요함).617) 구체적으로는 ①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해당 정보
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것이
다.618)
예를 들어 종이매체라면 파일의 이용 등에 의해 일반 정보로부터 구분을 한 이상, 해당
문서에 ‘비밀내용임’등의 비밀표시를 한 것 등이 고려된다.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USB
메모리 및 CD 등의 기록매체에의 ‘비밀내용임’표시의 첨부 및 전자데이터의 표제(머리
말) 등에 ‘비밀내용임’의 부기 또는 해당 전자매체의 보관장소에의 접근 제한이라고
언급한 조치가 고려된다. 그리고 종업원의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 정보 등 매체가 이용되
지 않는 형태의 것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영업비밀로 되는 정보의 카테고리를 목록화한
것 및 영업비밀로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문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비밀관
리조치를 통하여 종업원 등의 인식가능성이 담보되는 한도에 있어서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619)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밀관리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에서도 실제로 강
구되고 있었던 구체적인 비밀관리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성질, 보유형태, 정보를
보유하는 기업 등의 규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는 비밀
관리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다.620)
613)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관리지침(전부개정 : 2015. 1. 28), 5면 참조.
614) 服部 誠외 3인, 營業秘密管理實務マニュアル, 民事法硏究會, 2017, 4면.
615) Ibid.
616)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編, 逐條解說 不正競爭防止法, 商事法務, 2017, 40면.
617)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編, 앞의 책, 41면.
618) 茶園成樹, 不正競爭防止法, 有斐閣, 2015, 65면.
619)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編, 앞의 책, 41면.
6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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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에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
밀관리성에 관한 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미국법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합리적인 노력”이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이므로, 지금 계류중인 계정안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삭제되어 “비밀로 유지된”이
라고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과 실제적인 해
석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일본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는 점(접근 제한), ② 정보에 접근한 자에 해
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객관적 인식가능성)의 2
가지가 판단의 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양자는 비밀관리성의 유
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각각 별개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접근 제한’은
‘인식가능성’을 담보하는 1개의 수단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정보에 접근한 자가 비밀
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인식가능성을 만족하는) 경우에 충분한 접근 제한이 없는 점만을
근거로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영업비밀
관리지침”에서는 종래 사용되어왔던 ‘접근 제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접근
제한도 포함하는 용어로서 ‘비밀관리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621)
결국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일본에서의 해석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노력’의 적용상 문제점
이상과 같이 기존에 우리나라의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엄격
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요건을 초래한 “상당한 노력”이라는 내용이 법문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심지어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의 상당성’을 언급할 정도로
‘비밀관리’에 ‘상당성’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소송실무상의 현실이기도 하였다.622) 이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
라의 판례 및 소송실무상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이와
같은 엄격한 판단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영업비밀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다수 나왔
을 뿐만 아니라(특히 형사사건), 주요국에 비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범위가 좁아져 보호
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보였다.623)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정보들 중 보호의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보다 비교
적 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이론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영업비밀보다 낮은 수준의 법적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로 처벌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라)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해석 방향의 검토

621) 經濟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編, 앞의 책, 41-42면.
622)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세창출판사, 2010, 46면.
623) 김동진,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법조 제60권
제6호(통권 제657호), 2011. 6,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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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판례상의 해석에 의해서만 개정된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해
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15년도에 영업비밀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된 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없으므로 향후 판례의 경향 등
을 좀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사건을 살펴보았을 때에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한 이후에도 이에 따라 비밀로 유지된다고 적용한 사건이 1
건 밖에 없고, 그 1건도 종전의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2017년 기준으로 특허청은 기존의 실무적인 해석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므로,624)

일단 기

존에 해석기준으로 작용했던 ‘상당한 노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상 해석을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관한 해석상의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판단
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25)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
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
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었다. (중략) 이 사건 파일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26)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00이 피고인 1등 다심관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배
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 각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
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27)
피고인들 중 일부가 Z사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서
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Z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
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
일서버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
624) 이용준, 앞의 보고서, 7면.
62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62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4331 판결.
62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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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컴퓨터에서도 내부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등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
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628)
공소외 1주식회사는 회사내부적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었고, 철도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캐드파일의 전자매뉴얼작성을 의뢰한 공소외 2 및 그 하수급인 공소외 3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 할 것이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29)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전날인 2005.7.14.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
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된 피해회사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김■■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김■■는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김■■가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 두었기 때문에 누구든
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
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
려하더라도, 이 사건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630)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
자 회사는 회사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씨씨티브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접근 대상자의 통제,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상당
한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631)
62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62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63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63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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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할 때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
의 유산균주에 대한 정보의 무단사용, 재직 중 취득한 회사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활용을 돕는 행위, 재직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한 누설,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한 유산균 관련 사업체에
입사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영위하는 행위, 재직 중 습득한 유산균을 활용한 각종
제품 개발 및 이를 상업화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팀장들을
통하여 비정기적이지만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유산균 제품 생산 및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가 누출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사항이 발각될 경우에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그 사실을 ‘대외비’ 등으로 표시하였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
들을 분류하여 잠금장치가 된 문서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2004년경 전산망에 방화
벽을 설치하여 외부의 전산공격을 방어함은 물론 내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문서의 발송, 배부, 보관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
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규모, 연혁,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체계적, 조직적 관리보다는 인적
유대와 신뢰에 기초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략) 위와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 이 사건 정보들의 성격과 중요성 등 피해자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피해자 회사는 특허등록된 유산균 이중코팅기술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특정·구별되
는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회사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
관적으로 그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
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32)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의 임명, 열람·대출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한 엄격한 관리규
정에 따라 관리했지만, 도면 이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문서관리규정만을
두어 관리하였는데, 위 문서관리규정에는 비밀문서의 경우 비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이하 생략) 개발진행 보고서’와 ‘PTG PILOT TEST 결과’(이하 이들
문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라고 한다)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
였던 점, 이 사건 각 보고서는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팀 및 기술개발팀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각 사무실에는 출입
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과 화공약품이나 시험기구 상인들과 같은 외부
인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63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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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사례]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33)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의 경우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
였으나, 공소외 주식회사가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
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
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
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한 사건의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을 검토해보면 이하와 같다. 즉,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
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
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
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
8498 판결 참조).”는 ‘상당한 노력’이 적용되던 구법상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위 대
법원 판결은 영업비밀의 구성요소를 ‘합리적인 노력’ 대신 ‘상당한 노력’으로 규정
하고 있었던 구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에 관
한 판시이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
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634)
즉, 1심은 “어떠한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
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
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
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
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63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6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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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5. 1. 2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고 한다)이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의 구성요소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
으로 변경되었으나(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
력’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
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635)
그러나 2심에서는 이하와 같이 판시하면서 ‘상당한 노력’에 비해 ‘합리적인 노력’
은 현행법의 입법취지상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비밀관리의 정도를 낮은 정
도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36) 즉,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객정
보를 사용한 시점은 2015. 3. 26.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15. 1. 28.자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해당 개정 전의 법률하에서 선고된 판례의 동향
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
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
시하여 왔다(=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그런데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이라는 두 요소는 독립적,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
로 심사되게 되었고, 그 결과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637) ② 인적,
법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638) ③ 조직적 관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639)가 ‘상당한
노력’의 유무를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게 되었다.640)
한편 일부 판결에서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와 같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641)”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하의 표와 같다.642)
구법상 ‘상당한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② 인적, 법적 관
(부차적 요소) 종
③ 조직적 관리
관리
리
업원의 수 기업의
635) 2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에서의 “나. 원심의 판단” 부분의 내용임.
636)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637)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비밀이라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그 예이다.
638)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두었다거나 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그 예이다.
639)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그 예이다.
64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64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참조.
642) 2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에서의 “2) 개정 전 법률하에서 선고된 판례의
동향” 부분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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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한편으로 개정 법상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개정 전 법률은 영업비
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
는바, 그 결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는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
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
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은 비
밀유지에 필요한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조치’ 수준으로 설정한
미국의 입법례,643) ‘비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
고 있지 않은 일본의 입법례644) 등을 참조한 것이었다.”고 전제한 후,645)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
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하의 표와 같다.646)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
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
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
초하여 판단함.
643) 미국 법원은 ①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강하고, 당해 정보의 비밀성이 높은 경우
비밀유지 노력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의 회사이고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입증부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0. 12, 제95면에서 재인용].
644)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① 현실 경제활동에 있어 영업비밀은 그것을 보유하는 기업의 내·외부
에 공유된 채 사용되어야 그 효용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영업비밀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하여 ‘철벽’과 같은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③ 개인정보 내지 협력업체의 정보
가 누설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특정 정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를 망라적으로 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
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영업비밀관리지침(전부개정: 2015. 1. 28), 일
본 경제산업성, 제3면 참조].
645) 2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에서의 “3)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경위” 부분
의 내용임.
646) 2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에서의 “4) ‘합리적인 노력’ 의미” 부분의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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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판단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과 다르게 피해자 회사
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해
당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및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은 “갑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에 저장되어 있던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
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
소된 사안에서,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보호
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데, 갑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로서,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
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
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
면서 갑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판결의 동향에 따르면, 1심의 해석처럼 구법상 ‘상당한 노력’과
개정된 현행법상의 ‘합리적인 노력’을 동일하게 해석하였던 기존의 경향에서, ‘합리
적인 노력’으로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그 노력의 정도를 완화하여 검토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상당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접근 제한’
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나, ‘합리적인 노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접근 제한’에 구
속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의 관리 사정에 따라 비밀관리성을 완화시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47)
즉, 일단 구법상 판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
다고 하였다.648)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요건이 필요
하다고 보았는데, 첫째, 비밀유지의 의사가 명시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평균적 종업원이
느낄 정도로는 필요하고, 둘째,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로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정보를 필요이상으로 타인에게 접근시키지 않기
647) 실제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
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고객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접근 제한’이 없었던 것을 비밀관리성 부정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64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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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물리적인 접근통제가 있어야 하고, 넷째, 당해 정보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보유자의
의도에 반하는 사용 및 공개를 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4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649)
그리고 영업비밀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
밀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실무상 비밀의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
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
고,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존의 판례와 소송실무의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650) 따라서 이러한 비밀관리성에서의 ‘상당한 노력’에 대한 엄격한 해석 때
문에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중에는 원고가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
므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한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당해 정보
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매우 많았다.651) 그런데 이것은 영업
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있는데다가, 이와 같이 판례
의 경향이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면 때문에,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적용보다
는 앞에서 언급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더욱 용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
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 수
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
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 현행법에서의 ‘합리적인 노
력’으로의 개정이며, 더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이라
는 완화된 개정 안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비밀로 관리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인 노력”에 관한 예를 정리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가 중
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접근 통제의 대상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일반적인 공개정보
가 아니라 고객정보 등과 같은 영업비밀이어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다. 여기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
음테이프, 컴퓨터 하드 디스크, CD, 시제품 등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
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
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 시스템, 또는 누설시의 경보장치를
해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정황 등은 비밀
관리 노력의 합리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예로는 담당자의 비밀유
지 의무이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합리적인 관리 노력을 한 것으로
649) 김정덕․김성화, 앞의 책, 98-99면.
650) 김동진,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법조 제60권
제6호(통권 제657호), 2011. 6, 144-145쪽.
651) 민현아, “영업비밀 최신 판례 동향-성립요건 및 특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제
도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2011. 4,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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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밀유지의무는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 약정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도 합리적인 노력의 인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는 구법상의 기준으로도‘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
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52) 따라서 구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
로 하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합리적인 노력’에 관한 판단에서도 당연히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합리적인 노력’
의 판단에서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노력은 이와 같이 영업비밀보유자
의 영업비밀관리 시스템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행사 여부를 중심으
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65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비밀유지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
를 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정보는 2층 사무실 내 메인 PC에 저장되어 있고, 2층 사무실에 세콤(SECOM)
이라는 보안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2층 사무실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 아니
라 원고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곳이고, 메인 PC에 접근하기 위해 인증절
차가 따로 필요 없었으며, 2층 사무실 모든 PC 및 1층 제품시험소에 설치된 PC에서
도 메인 PC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각 PC에는 비밀번호 등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누구나 메인 PC에 접속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③ 원고는 직원 채용 및 연봉 협상 시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후라도 회사의 업무상 기밀은 타인에
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약서
는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비밀 준수를 약속받았다기 보다
는, 원고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65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5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2017, 61면(김종석 저)에서 재인용].
654) 앞서 검토한 2심 사례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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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
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이다.
② 피해자 회사는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다(합리적 구분).
③ 피해자 회사는 네이버 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계정으로 관리하였고, 구
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정보는 초대기능을 활용,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기술적 관리).
④ 네이버계정과 구글계정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었
다(조직적 관리).
⑤ 피해자 회사는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이다.
⑥ 피고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이 대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⑦ 이 사건 고객정보 가운데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것에는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가 보낸 메일을 읽었는지, 참석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참석한 경우 어떠한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전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
면서 단체항공권 예약, 현지 호텔 수배 및 예약, 환전, 여행자보험가입, 해외전시회
동행 및 동행 시 고객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⑧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경우 거래관
계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는바,
이 사건 고객정보의 작성에 참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실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는 항의가 제기되었음).
⑨ 피고인은 1989년경 □□여행사에서 고소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여행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취직을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
⑩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25년 정도이고, 피고인이 2007. 3.
31.부터 2008. 2. 1.까지 잠시 업무를 중단하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⑪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시 접근을 허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고객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⑫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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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고 퇴사 직전 이 사건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아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다.
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다.
결국 현행법상의 ‘합리적인 노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법상의 ‘상당한 노력’에
관한 해석보다는 엄격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비밀유
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보안유지 관행의 형성 등과
같은 노력은 비밀관리의 합리성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655) 그리고 영업비
밀보유자는 영업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합리
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필요할 것이다.
(마) 비밀관리성의 판단 시에 실제적인 고려요소의 검토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구법과 현행법상 판결들을 통해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여 보면, 이하와 같다.656)
즉, ① 보완관리 규정의 존재(영업비밀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폐기방법 등에 관
한 문서관리규정의 존재 여부 고려), ② 보안책임자 지정, ③ 보안서약서(비밀준수서약서)
의 수령(이것은 입사 또는 퇴사 시 일반적으로 수령하는 서약서로는 부족하고, 특정 영업
비밀에 관한 비밀준수약정이어야 함), ④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정기적인 보
안교육의 실시(구체적인 시기, 횟수, 내용 등), ⑤ 보안장치(물리적인 의미의 시건장치, 보
안요원, 방문 및 열람 대장 작성, 출입카드 발급 및 반납 관리, CCTV의 설치, 문서보관장
소에 잠금장치나 카드키설치, 컴퓨터파일에 패스워드 설정 여부 등), ⑥ 비밀의 분류 및
표시(보안등급 등을 표시 -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서에 표시 : ‘극
비’, ‘대외비’ 등의 표시 고려), ⑦ 비밀로 분류된 자료의 보관장소 및 상태(정보를 일
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그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고려), ⑧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제한조치(직급 및 직책에 따른 접근 권한 세분화 - 그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함에 있어서 문서관리규정, 영업비밀관리규정, 비밀관리규칙, 사규
등에 특별히 지정된 자 이외에는 열람이나 복사, 취급 등을 금지, 문서 등의 배부처를 제
한하고 있는지 여부 고려), ⑨ 방화벽 설치(전자파일 형태의 전자적 의미의 방화벽, 인증
등 고려), ⑩ 고장수리 등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했는지 여부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비밀관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에 비밀관리성의 판단에 있어서 ① 보안관리는 형식
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내 규정을 제정하
고 도면에 비밀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
고 일반 직원들이 자유롭게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비
밀관리성은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② 보안관리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즉, 일반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 사건

655) 사법연수원, 앞의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166면.
656) 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영업비밀보호법, 62면-63면 참조(김종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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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가 된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비밀분류 내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비밀준수의무
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657)
3. 영업비밀 침해를 위한 탐지 수단에 대한 검토658)
상대방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탐지해내는 수단으로는 각종의 인적 자원 또
는 물적 장비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 형태를 유형별로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절취, 복사, 촬영에 의한 방법
가장 전형적인 영업비밀 탐지 수단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계자료에 접
근하여 이를 절취 또는 복사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다. 기밀서류를 절취할 때
에는 직접 보관현장에 접근하여 몰래 빼내 오거나 상대방 회사의 관계자를 매수하여 빼
내 오기도 하고, 이를 빼낼 목적으로 스파이를 상대방 회사에 취업시키기도 하는 등 여
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기밀자료가 분실된 사실이 가능한 한 오래 발각되지 않게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수단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장비의 발달로 망원렌즈가 부착된 소형 VCR 등을 이
용한 원거리 촬영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 전자기기에 의한 도청 및 비밀녹음
초단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도청이나 비밀녹음도 영업비밀 탐지의 중요한 수단이다. 재
선의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하여 현직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미‧소의 첩보전 등에 사용된 도청 및 비밀녹음 방법이 산업
스파이의 수단으로 응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청은 전화도청 뿐만 아니라 일상대화의
도청도 가능하다.
다. 위장침투행위
첩보활동에서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플랜
트(plant)에 의한 위장침투의 방법이다. 좀처럼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상대방 기업의 기밀
을 입수하기 위하여 경쟁기업에서는 종종 위장침투에 의한 스파이의 잠입을 시도하고 있
다. 위장침투의 방법으로는 일반 공채를 통하여 신입 또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는 형식
을 취한다. 이때는 물론 상대방 기업의 특정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나 기
술, 자격까지도 미리 갖추어서 응모하게 된다. 위장침투가 노리는 정보는 그 기업의 핵심
657) 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영업비밀보호법, 63면 참조(김종석 저).
658)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2004, 95-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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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하우가 보통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경영의 일상적인 흐름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기도 한다.
라. 기업 내부자의 매수
상대방 기업의 경비체제가 엄중하여 외부에서 기밀을 입수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
되거나 그 회사의 정보가 1회로는 불충분하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흔히 상대방 기
업의 내부인사를 매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목표로 선정되는 내부자는 허영, 도벽,
알콜중독, 여자관계 등 윤리적인 결함이 있거나 기업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등 무엇인
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매수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수는
적지만 내부자가 스스로 자기회사의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마. 스카우트 작전
상대방 회사의 사원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특수기능의 소유자를 스카우트 하는 행
위는 산업스파이행위의 변형된 형태일 경우가 많다. 이것은 두뇌, 기술, 정보 등의 주체
가 되는 인간을 통째로 빼가는 수법으로, 상대방 기업으로서는 영업비밀의 누출 뿐만 아
니라 인력의 손실까지 입게 되므로 대단히 치명적인 손해를 받게 된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이러한 수법으로 국내기업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카우트 행위는 개별적으로 은밀히 진행되는 외에 경력사원모집이라는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659)
바.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영업비밀 탐지행위는 다른 제3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특정한 기업의 비밀자료 입수를 의
뢰하는 형태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예컨대 시장조사기관이나 기술컨설턴트,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자 등 경쟁기업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에게 그 정보의 입수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 방법은 제3자의 전문적인 기술
이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직접적인 법적 저촉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되고 있다.
사. 컴퓨터스파이
컴퓨터스파이행위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Data)를 권
659) 80년대 후반 제2 민항인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되었을 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사이에 스카우트 문제로
심한 충돌이 빚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자사의 조종사와 기술자
는 물론 경영기법까지 빼가기 위하여 관리자와 교육요원, 객실서비스 담당자까지 부당하게 스카우트한다고
항의하였으나 아시아나 항공측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어 이에 대항한 바 있다. 스카우트행위와 관련
하여 노동부는 ①경쟁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만큼의 일시적인 대량 스카우트 행위, ②해
외연수, 위탁교육 등 기업 자체의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행위, ③산업정보나 기술정보
입수 등을 목적으로 한 스카우트 행위, ④노동시작의 관행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품제공에 의한 스카우트 행
위를 부당스카우트로 규정하고 노동관서에 부당 스카우트 행위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규제하겠다고 천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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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획득하거나 누설,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업경영에 관한 중요비밀들
이 각 관련 부서에 일정한 문서나 도서의 형태로 분리 보관되어 있어서 이를 전부 복사
하거나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앙컴퓨터
에 자료도서실 형식으로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고, 수많은 자료들이 용적이 적은 자기테
이프 등에 압축된 형식으로 포괄, 집중되어 있어 작은 노력과 빠르고 은밀한 방법으로
자료를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서 컴퓨터스파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
는 타인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조작하는 소위 컴퓨터해커(Computer Hacker)나, 컴퓨터에
침입하여 그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소위 컴퓨터바이러스(Computer Virus)행위도 컴
퓨터스파이의 변형된 형태로 그 대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컴퓨터 스파이의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적 기록물 자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① 타인의 컴퓨터 데이터를 절취, 횡령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경우, ② 타
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데이터를 타인의 용지로 몰래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경
우, ③ 데이터 통신의 회선으로부터 직접 통신 중에 있는 데이터를 도청하는 경우 등이
있고 둘째, 전자적 기록의 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① 컴퓨터 단말기의 화면에 데이
터가 나타나도록 하여 이를 몰래 기록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② 타인의 컴퓨터를 자신의
단말기에 몰래 연결한 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등이 있다.
4. 주요 형사사건을 통해 본 구체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례
가. 검찰에서 처리된 주요 형사사건660)
1) (주)현대LCD의 직원의 컬러 STN LCD 제조 핵심기술 중국유출 기도 사건
(주)현대LCD의 제품개발부 직원 황모 등은 경쟁사인 중국 TRULY사의 한국 대리점인 비
젼테크사로부터 전직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3. 4.경 컬러 STN LCD 제조에 필요
한 기술 및 영업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이를 집으로 가져가 CD에 옮겨담아 중
국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사건으로, 기술개발비 약 56억원 상당이고, 6명 적발, 5명 구
속구공판, 1명 기소중지되었다.661)
2) (주)코바이오텍의 전직 연구원 등의 미생물발효장치 제조기술 중국 유출 사건
바이오 기술의 기반을 이루는 미생물발효장비 생산업체인 (주)코바이오텍 직원인 이모
등은 2001. 9.경 세포배양기, 자동공정시스템 등 미생물발효장비의 설계도면을 CD 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주)바이오씨엔에스라는 동종회사를 설립해 이를 활용하는 한편, 2002.
12.경 중국 동방생물공정유한회사와 합작을 시도하고자 위 자료를 누설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기술개발비는 약 61억 3,300만원 상당이었고, 4명 적발, 그중 3명을 구속구공
660) 국가정보원이 해외산업스파이 첩보 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가고 있고, 그리하여 국가정보원의 제보가
유력한 수사착수의 단서가 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기관간 공조 사례로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다.
66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 6. 처리 사건 ; 피의자들은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 시비를 벌이는 한편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자료는 비밀성이 없고 현재 주종을 이루는 TFT LCD 이전의 한물간 LCD 자료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등 공방 끝에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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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명 구약식하였다.662)
3) (주)하이닉스반도체 책임연구원의 초집적 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핵심기술
미국 유출 기도사건
(주)하이닉스반도체의 메모리반도체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우모는 미국 사이프러스사에 전
직약속 후 동사에서 이용할 생각으로 2003. 4. - 8.경 초집적 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정 관
련 핵심기술 자료를 사이버폴더에 올려 집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빼내고, 2003. 8.
경 위 전직약속 취소 후 피해회사의 미국지사 파견근무를 내락받고도 도미후 경쟁회사에
전직시 활용할 생각으로 2003. 12.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빼내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건
으로, 기술개발비 약 4,070억원 상당 피해 사건이고, 위 1명을 구속구공판하였다.663)
4) (주)주성엔지니어링 전직 임원의 LCD 생산장비 제조기술 미국 유출 기도 사건
국내 유일의 LCD664) 용 PECVD665) 장치 제조회사인 (주)주성엔지니어링의 전직 임원 서
모는 미국의 경쟁사인 AMAT사로 전직 교섭 중 휴대용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 약 3기
가 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위 PECVD 장치 제조 관련 핵심기술 자료를 빼내 자
신의 집 컴퓨터에 복사하여 보관하면서 위 AMAT사 입사시 사용에 대비하다가 적발된 사
건으로, 연구개발비만 1,141억원 상당에 이르고, 위 1명을 구속구공판하였다.666)
나. 이상의 사건을 통해 본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징
1) IT 분야 영업비밀 침해죄의 증가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직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벤처창업 열풍이 불고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을 자처하는 강력한 통신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IT) 산업이 융성
하게 되면서 이 분야 첨단기술이 모자란 국내외 기업들이 기술이 우수한 기업의 연구원,
기술진을 스카우트 또는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손쉽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기술우위를
점하려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2) 국제 기술전쟁 시대 도래
전항에서 본 것처럼 첨단기술을 손쉽게 추급하기 위한 해외기업들의 기도 외에,

기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기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회사를 상대로 장벽을 쌓
662)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3. 7. 처리 사건 ; 법원은 1심에서 주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 가담정도가 가벼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2심에서는 주범에 대한 검찰항소를 받아들
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663)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3. 12. 처리 사건 ;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64)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665)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氣狀化學蒸着方式.
666)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4. 4. 처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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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국내회사의 임직원 및 기술을 빼돌리려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기업간 기술전쟁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3) 불법전송이나 CD 등 전산저장매체 활용 유출 사례 빈번
영업비밀 유출 방법도 종래 정보가 담긴 매체, 서류 등을 직접 절취하거나 원하는 자료
를 복사, 촬영하는 전통적인 방법 보다는 컴퓨터, CD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손쉽게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667) 이 때문에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형법 규정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어 새로이 부정경쟁방지법 등
에 형사 처벌 규정을 두게 된다.
5. 영업비밀 침해의 형법상의 보호의 검토
가.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668)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절도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
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가 문제된다.
1) 영업비밀의 재물성
종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에 한정할 것인가(유체성설), 아니면 무체물도 포함
된다고 볼 것인가(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었다. 특히 전기절도를 절도죄를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
로 간주한다”고 규정(제346조)하여 위 학설대립의 실익은 크게 없다.
그런데 유체성설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에서도 정보 또는
비밀 그 자체를 재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도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
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하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
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
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도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
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
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669)

667) 염동신, “사이버상 영업비밀의 보호”, 사이버지적재산권법, 2004, 397면.
668) 형법 제329조 참조.
66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본건 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연구
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직물원단 고무코팅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 용지에 2장
출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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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② 컴퓨터 속의 정
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
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
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
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
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영업비밀을 단순히 열람하거나 범인 소유의 종
이 또는 디스켓 등을 가지고 복사 또는 출력해 간 경우에는 절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정보를 따로 저장해 둔 디스켓이나 정보를 출력해 둔 서면을 가져
간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유체물이고 그 속에 정보를 담고 있는 점에서 가치가 증대된
재물인 만큼 절도죄가 성립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도 회사 연구실 직원이 퇴사하면서 동 회사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그 회사 소유의
수지성분에 관한 미국 특허사본 등 서류를 가지고 나온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670)
[사례]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연구실에 보관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취거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
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 배부되는 것이며 동 회사 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사업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
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2)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
67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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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다.671)
한편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취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
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672)
영업비밀의 침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은 영업비밀이 화체된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여
복사 ․ 촬영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에 비밀문서 원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에 의
한 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 정보를 범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서 본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여지도 있겠으나, 불법영득의사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내지는 최소한 점유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범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타인의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 행사나 점유를 배제하지는
아니하는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고 본다.673)
한편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절도죄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1개
의 행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바,674)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절도죄와 함께 검토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
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675)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
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
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S산업의 영업비
밀이 담겨 있는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한 후 그 CD에 담겨 있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삼원
산업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례] 영업비밀 침해와 절도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676)
67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판결.
672) 김국현, 앞의 책, 144-145면.
673) 전지연,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8. 12, 265면; 대법원 2006. 3. 9. 선
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등 참조.
674) 김국현, 앞의 책, 151면.
67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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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
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디브이알 보드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회사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씨씨티브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접근 대상자의 통제,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백신프
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스프로
그램을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를 위하여 ◇◇◇◇◇◇ 설계 소스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 이를 사용한 것
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
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담당 관리책임자에게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카메라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2007. 10. 9. 위 카메라가
압수되기까지 이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카메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사례] 영업비밀 침해와 절도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 -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
품과 원료의 배합비율과 제조공정을 기술한 자료와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이
는 절도에 해당하고, 위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한 사례677)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판시 각 문서들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피해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의 소유로서 피해회사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
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각 자료들 중 일부는 피해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백색 발광다이오드(White LED) 제조를 위한 부품,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
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피해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인
67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677)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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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사례] 영업비밀 침해와 절도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678)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
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
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
하는 것이고,679) 한편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680)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
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무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
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
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의 태도이다.681) 따라서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개념은 절도죄와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영
업비밀 자체를 구성하는 정보를 비롯한 사상, 아이디어 등은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하여
횡령죄에서의 재물로 볼 수 없다. 결국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횡령죄에서도 정보 자체가
아닌 정보가 수록된 물건을 횡령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밖
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적용된다.
그런데 통상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서류의 경우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점유도
행위자의 단독점유가 아니라 회사와의 공동점유상태에 있으므로 위 문서를 취거한 때에
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의 침해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러
나 회사가 비밀서류를 회사 외부의 별도의 장소나 분소 같은 곳에 위탁해 놓거나 다른
보안회사에 위탁하여 놓은 경우 이러한 비밀서류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임직원
이 이를 임의 취거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양 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682)
[사례] 영업비밀 침해와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683)
678) 인천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1고단709 판결.
67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등 참조.
680)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참조.
681) 김국현, 앞의 책, 140-141면.
682) 염동신, 앞의 글, 410-411면.
6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0고단4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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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07. 10. 29.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 피고인 2는 2007. 10. 29.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 피고인 3은 2007. 11.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금개발과 관련한 성분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연구
실험비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
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
며, 특히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칙, 영업비밀유지서
약서, 신의칙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피해
자 회사에서 새로운 합금 개발과정에서 기존의 아연합금보다 성능이 뛰어난 영업비
밀인 고강도 경량 아연-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합금인 Q22(이하 ‘이 사건 합금’이
라고 한다)를 개발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2009. 3.경 이 사건 합금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던 피고인 3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2009. 5.경 ○○○라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후 2009. 7.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와, 2009. 9.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합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영업비밀인 이 사건 합금의
관련 자료를 누설하고, 이로 인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가. 2007.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고철 원자재(스크랩) 약 27,169㎏ 시가 합계
30,286,67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그 무렵 인천에 소재한 공소외 9 회사 등에 이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합금 원재료 약 5,848.52㎏ 시가 합계 26,318,34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그 무렵
위 원재료를 공소외 5 회사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배임죄(업무상 배임죄)
1) 의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
죄이다.684)
대법원은 KSTC사 간부들의 삼성전자 64M DRAM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기업의 영업비
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
684) 형법 제355조 제2항.

- 476 -

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685)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 유출한 것이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누설행위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1개의 행위에 대해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
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을 병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686)
[사례] 영업비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사례687)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
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에 대외비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의 이행을 서약하였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이라 한다)
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부를 설립한 후 그 운영에
참여하려는 계획 아래, 재직기간 중 피해자 회사의 ‘강사비 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 등의 자료를 공소외 3 회사로 유출하였고, 그 퇴사 후 공소외 3 회사에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던 사실, 한편 위 자료들은 대외비유지
동의서에 명시된 ‘재정 또는 영업의 비용명세 내지 고객정보 등에 관한 대외비’에
해당하고, 후발의 동종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
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실제 공소외 3 회사는 그 교육사업부
설립 후 단기간 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일반
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안정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출한 위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
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례] 영업비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사례688)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
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68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686) 김국현, 앞의 책, 150-151면.
687)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68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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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
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
233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유출한 판시 자료들은 모두 삼성전자에서
많은 인력과 자력을 투여하여 만들어 낸 핵심공정자료들로서 삼성반도체의 특유
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이고, 일부 내용의 경우 제품을 분해하여 고율의 전
자현미경으로부터 분석하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거나, 그 제품의 생
산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과는 다른 경우로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
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689)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죄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영
업비밀 침해에 관한 죄는 불성립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죄가 성립
함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다수 적용되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죄의 적용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비밀정보로서 관리되어 왔지만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
례에서 특정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의 해당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690)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죄가 적용되기 보다 업무상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
2)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에 관한 비판
가) 문제의 제기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법률상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를 근거로 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판결들이 자주 나오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
68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69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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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그 침
해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자료나 정보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
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
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례] 영업비밀성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한 사례69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
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 내지 7항 파일에 있는 자료들은 공소외 1 및
그 일부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태핑기계를 제작·판
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사례]

영업비밀의 요건이 불성립하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업무상 배임죄

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 법리를 설시한 사례692)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
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
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대법원 2011. 6. 30.선고 2009도39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에서는 피고가 반출한 자료 등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판결들과 대상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여
부에 대한 결론은 다르나, 모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동일
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판결들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명백히 규
정되어 있는 법률상 용어인 영업비밀에 대응되는 지위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개
념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인정과 그 해석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
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개념은 법률상 근
69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69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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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대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용어로서의 인정을 초래하게 된
다는 확대해석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였던 기존의 법원의
판결들의 경향이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 배
임죄의 주장 및 그 적용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대상 판결의 경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1심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피고는 복무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텔레매틱스 기술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
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주식회사 연구실에서 텔레매
틱스 단말기 제품의 중요기술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회로도․부품리
스트․다운로드매뉴얼․테스트매뉴얼․소프트웨어․사양서 등이 들어있는 CD와 컴퓨터를 반출
한 다음, 그 후 자신들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위 회로도 등을 제공하여 ‘BT100J’ 단말
기 등을 제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대상 판결에서는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있다.
(나) 1심판결의 요지69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심에서는 본 사건의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의 누설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원일 당시에 피해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인 타주식회사에게 누설한 것인지에 대
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한 점에 대해서도 부정
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업무상 배임의 점에 있어서는 회사의 사규 복무규정에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사실, 그리고 그 기술
을 타회사에 넘겨 텔레매틱스 단말기 생산의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퇴직 전 회
사에 피해를 미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항소심)의 요지69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본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6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고합1096 판결.
694)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노2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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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해당 기
술로 인한 상품이 생산되기 전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 단말기를 분해하면
부품리스트를 알아낼 수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
다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보안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기
술 자료와 같은 특정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기술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
칙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고,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고 컴퓨터를 가지고 퇴
직하였으며, 설사 반출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주식회사를 위하여 텔레매
틱스 단말기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임의 범
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3) 대상 판결의 요지(상고심)695)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
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
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
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데, 문제가 되는 유출된 자료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소외 주식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한편으로 대상 판결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영업상 주요
한 자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여부의 판단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업무상 배
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퇴직한 종업
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 이를 영
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배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본 행위로 인해 재
산상의 손해 및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업무상 배임죄의 의의
695)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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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696)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
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구성적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가감적 신분을 요하는 이중적 신분범이다.697)
배임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타인의 신뢰를 배반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배신설과 타인의 재산
을 처분할 법적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 배임
죄의 본질이 있다는 권한남용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배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
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
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 배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698)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 여부
(가) 타인의 사무의 의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699) 여기서 말하는 신임관계란,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
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꼭 대리권이 필요하거나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700)
또한 판례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가진 고유의 권한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함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
고 있다.701)702)

696)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처한다).

697)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1300쪽.
698) 대법원 2002. 6. 14.선고 2001도3534 판결.
699) 대법원 2008. 6. 26.선고 2007도7060 판결; 대법원 2008. 3. 13.선고 2008도373판결.
700) 대법원 2007. 10. 11.선고 2007도6012판결; 대법원 2000.3.14선고 99도457판결.
701) 대법원 2004. 6. 24.선고 2004도520판결.
702) 김국현, 앞의 책,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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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 후의 종업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직중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계약 및
근무규정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퇴직 후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가 된다. 이
에 관하여 내부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에 형법상의 배임죄
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703)
우리나라의 주요한 판례의 입장은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권
한 및 의무가 소멸된 후에 사무인계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704)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
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705) 이러한
이유로 대상 판결에서는 퇴직 후 종업원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배임행위의 인정 여부
(가) 배임행위의 의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는
데, 형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제356조(업무상 횡
령), 제364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취득 등) 등에 있어서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706) 그러한 행위가 권한
의 남용이건 법률상의 의무위반이건 불문하고,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이더라도 상관
이 없다. 그것이 법률상 유효한지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없다.707)
한편, 여기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
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
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708)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기술, 정보 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업상 주요
703) 한상훈, 앞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233면.
7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092 판결.
70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70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707)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70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도649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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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이라는 것은 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벌을 인정
할 경우 회사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형사고소의 방법을 선호하게 되어 형사
처벌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의 판례상의 내용에
서도 나타나 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음(비공지성과 관련됨)’,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함(경제적 유
용성과 관련됨)’ 등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의 구별성도 모호하

게 되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리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대법원 판례
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영업비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원에
서 기존에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해석에서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판
시함으로써,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애매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주로 주장 및
적용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 소송실무상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장이나 적용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 판결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정보 중에서도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
해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이를 유출하거나 사용하여 영업주체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배임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는 ‘업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
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
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판례의 주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선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 없이도 유출 및 사용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이론이 없다.709)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는 이미 퇴직한 종업원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도 않는 정보를 유
출 및 이를 사용하는 행위가 업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를
이론적, 판례상으로도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도 복무규정 등에
서 물론 신의칙상 관련 의무는 있을 수 있으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만이 명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송상 추상적 개념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
서는 비밀유지계약 등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미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누
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퇴직 후 종업원의 타인
에 대한 사무관리자로서의 지위인정을 전제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을 확
709) 김국현, 앞의 책,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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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대상 판결의 원심 등에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
한 해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재산상 손해발생 및 재산상 이익취득의 인정 여부
(가)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의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
라 재산상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710) 즉, 업무상 배임죄는 현
실적으로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
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성립되는 위태범
(危殆犯)이다.711)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라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

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
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712)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
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713)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
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
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
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714)
(나)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 판결에서는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에 관한 회로도, 부품리스트, 다운로
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이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반출한 것에
관하여, 기술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 단말기

는 피고인들의 자료반출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 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다운로드 매
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기능이 확정되면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재산
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중요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그 논
710) 대법원 2004. 7. 22.선고 2002도4229판결.
711) 대법원 2000. 4. 11.선고 99도334판결.
712) 대법원 2004. 7. 9.선고 2004도810판결.
713) 대법원 2004. 11. 26.선고 2003도1791판결.
714) 대법원 2004. 3. 26.선고 2003도78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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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개상 업무상 배임죄는 위태범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지된 부품 등을 이용하여 부
품리스트와 하드웨어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경
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급한 논리전개
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기존의 부품들을 이
용하여 새로운 완제품에 관한 조립생산을 하는 모든 업체의 제조품의 부품리스트나 하드
웨어 구조 등은 영업비밀 등으로서 보호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전개에 따라 대상 판결상의 이러한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
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면, 그 요건의 적용정도에 있어서 영업상 주요한 자
산이라는 개념은 영업비밀과 비교하여 볼 때에 그 의미상 영업비밀과 대등한 개념이라고
도 볼 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양 개념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질 뿐
만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객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기존에
공지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관련 정보가 기존 부품 등에 관한
조립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로서의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처럼,
영업비밀에 관한 명확한 요건의 정립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 발생시 재산상의
손해 및 사용자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지
금까지의 애매모호한 해석에 관한 혼란초래를 방지하는 데에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라) 대상 판결과 외국의 동향 비교 검토
미국의 판례입장은 계약관계가 종료되어도 비밀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종업원은 고용계약을 마칠 때 고용기간 중에 획득한 경험, 지식, 기억, 기술
을 공개할 권리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715) 명시적인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비밀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716)
이는 미국의 판례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소인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을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부정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법상으로도 배임의 논리를 언급함이 없이 경제스파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주형법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절도죄 등으로 취급하고 있다.717)
그리고 이러한 형법상 절도죄 등의 적용객체도 우리나라와 같은 애매모호한 개념인 영업
상 주요한 자산과 비슷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명확한 개념인 영업비밀
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독일 판례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은 그것이 특허의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
715) Anaconda Company v. Metric Tool and Die Company (Penn D. 1980) F. Supp. 410, 205 USPQ
723.
716) 황의창․황광연, 앞의 책, 422면.
717) 한상훈, 앞의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미국,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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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영업재산이며, 이 재산의 취득자는 이전의 권리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제3자는 물론
그 이전의 권리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718) 그리하여 영업비밀을 특허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재산으로 보
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따로 영업비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영
업상 주요한 자산 등과 같은 개념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배임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법상의 책임을 적용한다
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719)
그리고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입법하는 데 있어서 종래 민법학에
서 논의되고 있던 ‘계약종료후의 단계에서의 신의칙상의 의무’가 이론적 근거로서 원
용되었다.720) 즉, 민법학의 일반적 계약이론에서는 급부가 완료하면 채권은 목적의 달성
과 함께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계약목적의 확보 혹은 당사자가 보호하고 있
는 완전성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급부의무의 이행 후 또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
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논해져 왔다.721) 판례의 태도는 1990년
부정경쟁방지법개정 후에 등장한 판례로서 명확히 신의칙상의 의무의 잔존을 인정한 것
도 있다.722) 결과적으로 판례는 신의칙상의 비밀유지의무의 존속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723) 그러나 일본의 판례도 또한 다른 주요국들의 경우
와 유사하게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과 같은 개념을 근거로 하
여 형법상의 배임의 논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상의 주요국의 동향들을 대상 판결과 비교검토하여 보자면, 우리나라는 신의칙
상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업무상 중요한 자산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로 인정하여 형
법상으로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검토된 주요국들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관리
하는 자의 지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나 이와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을 근
거로 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법해석과 적용면에서의 동향과 비교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상의 해석에 있어서 무
리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대상 판결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배임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 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영업비밀로도, 또한 업무상 배임
718) Duko-Geheimverfahren(GRUR 1955. 388 1955. 1. 25. BGH Urt. v.)
719) 박상열, 앞의 논문, 123쪽; 한상훈, 앞의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미국, 독일의 비교법적 고
찰—”, 40-41쪽.
720) 北川善太郞, ｢註釋民法(10)｣, 有斐閣, 1987, 351면.
721) 山口俊夫, “勞動者の競業避止義務 —とくに勞動契約終了後の法律関係について,” ｢勞動法の諸問題(石井
照久先生追悼論文集)｣, 勁草書房, 1974, 431면.
722) 大阪高裁1994.12.26. 判例時報1553號, 133면.
723) 정영훈, “일본의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창작과 권리 통권 53호, 2008,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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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객체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법리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판단
누구든지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행위 태양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되며, 미수(제18조의2) 및 예비‧음모(제18조의3)도 포함된다.
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서의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의 판단상 고
려사항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의 판단상 주의점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우선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태양으로서 ‘취득’, ‘사용’
및 ‘누설’은 서로 병렬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민사적 구제수단의 대상으로서의 ‘사용’, ‘공개’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3호에서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전제로 ‘사
용’이나 ‘공개’를 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적 구제수단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 개입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용’ 또는 ‘누설’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법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724) 이러한 이유로 침해자의 민사책임의
범위보다 형사책임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있다.725) 그런
데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형사구성요건과 민사구성요
건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국면과 민사상의 구제수단
으로서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구하는 국면에서의 ‘부정한 수단’의 판단을 서로 달
리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726)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규정을 형사벌의 구성요건
으로 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지만 독립적 표현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
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형사처벌한다고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벌
과 관련된 구성요건인‘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대해서는 제
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에서의‘부정한 수단’과 중복적인 적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727) 이러한 이중적인 요건
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과 ‘부정한 수단’의 명확한 구별 등을 통하여 제18조에 규정된 행위와 제2
724)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취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반드시 제2조 제
3호 가목이 정한 부정한 취득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6노617
판결 참조).
725)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2010, 세창출판사, 66면.
726) 한국특허법학회 편,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2017, 156면(최승재 집필 부분).
727) 정태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
12528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제35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12.6,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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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호의 침해행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728)
‘취득’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729) 따라서 기업의 직원
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
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730) 이러한 ‘취득’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나 형사적 구제수단에서의 해석 모두 동일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속성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
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
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
능한 행위를 말한다.731) 사용행위의 예로서는 취득한 기술 정보 등을 보고 그대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득한 고객리스트를 이용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영업비밀
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 정보라고 인정되는 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732) 한편으로 영업비밀에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
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도 사용행위의 착수로 본다.733) 이러한
‘사용’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나 형사적 구제수단에서의 해석
모두 동일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누설’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제3자가 영
업비밀의 내용을 직접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이 물건에 화체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영업비밀의 매체를 제3자의 지배로 이전한 때에는
아직 제3자가 영업비밀의 존재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누설행위가 성립되
는 것으로 보고(구두(口頭)나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알려주는 경우
에는 제3자에 영업비밀이 도달함으로써 누설의 기수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침해죄는 영업비밀이 직접 침해되지 않더라도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734) 그리고 ‘누설’은 형사적 구제수단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민사적 구제수단에만 적용되는 개념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에서의 ‘공개’와 구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형법에서의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고지의 상대방이 정보
의 내용에 관하여 모르고 있던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개념이므로, 고지의 상대방이 정보
내용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공개’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735) 결국 형법과의 통일적인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죄와
728) 김국현, 앞의 책, 62면.
729) 한국특허법학회 편, 위의 책, 156면(최승재 집필부분).
73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73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732) 김국현, 앞의 책, 66면.
7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734) 한상훈, 앞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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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누설’은 영업비밀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알게 하는
행위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특정인에게 알려도
그 자가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면 누설에 해당되며, 영업비밀이 상대방에게 도달
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완성되어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영업비밀의 내용에 관하
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음), 부작위에 의한 누설도 가능하
다.736)
나. 미수범에 관한 고려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에서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
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실행의 착수’란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관한 취득 등에
관한 실제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미수범의 법리에 의해 처벌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
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
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737)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738)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기수와 미수의
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739)

단계
0
1
2
2-1
3
4

행위의 태양
취득
저장 또는 비치
열람
열람 후 이용성‧활용성 고려 중
실행(이용 또는 활용)
결과(미완성 포함)

구분
실행의 착수 없음
미수
미수
기수
기수

다. 예비‧음모범에 관한 고려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에서는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735) 김국현, 앞의 책, 81면.
736) 영업비밀 관리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비밀이 기재된 서류를 방치하여 다른 사람이 읽게 하는 경우에도 누
설이 성립됨(김국현, 앞의 책, 81면).
73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738)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 참조.
739) 김국현, 앞의 책, 85면.

- 490 -

또는 음모한 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예비’란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영업비밀 침해를 하기 위해서 하
는 준비행위740))를 말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합의하는 것(2인 이상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영업비밀 침해를 하기 위한
모의741))을 말한다.742)
‘예비‧음모’란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나 실행의 착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준비행위를 말하고, 예비죄는 목적범으로서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743)
예비나 음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에서와 같이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예비나 음모를 한 후에 영업비밀 침해의 착수에 이르면 이제는 예비행위나 음모
행위는 독립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744)
Ⅲ. 영업비밀침해죄 단속 및 조사와 관련된 개선방안
1. 경찰에서의 영업비밀침해죄의 적용 등에 관한 평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정비가 잘되어 있으
나, 이러한 처벌규정에 비해서 실제 처벌은 무죄(이것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미비, 특히
비밀관리성의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음),
집행유예, 벌금에 그치거나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정형은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은 잘 안되고 있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조에 달하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하고
사법당국의 처벌도 기밀유출을 막는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경찰청 통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처벌내용을 보면, 기소가 719명인데, 형
확정자가 464명으로서 실형은 단지 32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집행유예가 61.9%, 벌금
15.5%에 그치는 것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746)
경찰청에서 분석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은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은바, 국내 유출이 국외 유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을 보
이고 있는데, 2013년 이후로는 연도별 건수의 편차가 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참조).
740) 황의창‧황광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270면.
741) Ibid.
742) 김국현, 앞의 책, 89면.
743) 김국현, 앞의 책, 89-90면.
744) 황의창‧황광연, 앞의 책, 270-271면.
745)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1심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37명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43명에 불과했다. 2013년 148명의 재판 결과 7명만 실형에
처해졌을 뿐이므로, 정보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법원의 엄격한 처벌도 함께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
다(홍성삼, “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연구”, 경찰학논총(제10권 제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11, 72면)
74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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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747)>
2. 최근의 검찰에서의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의 검토
최근 3년인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별하여 대검찰청에서 정리한 내용
은 각각 아래의 표와 같다.

<2015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748)>

747) 2016년 경찰통계연보, 2017.11, 경찰청홈페이지, 외사국 03.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접속일 : 2018.
8. 9.),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41/2016/201601.pdf).
748) 2015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2016. 3. 17, 대검찰청 홈페이지,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
>
기술유출범죄연도별
처리현황(접속일
:
2018.
8.
9),
(
http://www.spo.go.kr/spo/info/information/public/data_public01_sub.jsp?mode=view&article_no=6
13322&pager.offset=0&board_no=46&stype=&info_id=400&seq_id=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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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749)>

<2017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750)>
최근 3년동안 검찰에서의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 사건의 처리가 대부분이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리는 그 비율이 매우 낮고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결과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
한편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범에 대한 2015년 처리 인원 1,110명 중 847명, 2016년
처리 인원 1,096명 중 867명, 2017년 처리 인원 754명 중 620명이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적용비율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특사경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수
사 등에 활용하여 전체 처리 건수에서 ‘혐의없음’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외 유출의 경우는 비율상 적으나, 특사경의 활동 시에 외국 관련 기관과의 수사
공조 등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749) 2016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2017. 7. 19, 대검찰청 홈페이지,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
>
기술유출범죄연도별
처리현황(접속일
:
2018.
8.
9),
(http://www.spo.go.kr/spo/info/information/public/data_public01_sub.jsp?mode=view&article_no=6
45936&pager.offset=0&board_no=46&stype=&info_id=400&seq_id=1887).
750) 2017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2018. 4. 27, 대검찰청 홈페이지,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
>
기술유출범죄연도별
처리현황(접속일
:
2018.
8.
9),
(http://www.spo.go.kr/spo/info/information/public/data_public01_sub.jsp?mode=view&article_no=6
67211&pager.offset=0&board_no=46&stype=&info_id=400&seq_id=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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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 및 조사와 관련된 주의점
우선적으로 단속 및 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혐의없음’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영업
비밀의 성립요건 미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
원에서 상당히 엄격한 판례를 적용하고 있어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과 적용에 특히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비밀관리성에 관한 입법취지가
완화되는 경향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실제로 비밀관리성의 해석에 있
어서는 현행법상 입법취지에 따른 구법상의 해석과 다른 명확한 대법원 판례나 해석기준
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사경에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부터의 해석을
수시로 수집 및 정리하여 이러한 정리된 해석을 가지고 영업비밀침해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국외 유출에 대한 실제적인 단속 및 조사가 어
려운 것이 현실인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관련 기관(특히 중국의 관련 기
관)과의 교류를 통해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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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 및 WIPO의 논의 동향
제1절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의 창설 및 오픈마켓(open market)의 활성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간접침해 책임 부여방안

I. 서론

국회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특별사법
경찰’)을 허용한 바 있다.751) 그래서 상표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752) 그
런데, 기존의 상황에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최근 국회가 특허권 등 침해행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침해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논
의하고 있다.753)754) 상표권 침해는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특허권 침해는 전문가조차 자
신 있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755)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허특별사법경찰의 출범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재권 침해제품의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대비 온라인에서의 매출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향후 침해단속의 초점이 온라인 침해에 맞추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특
별사법경찰의 오픈마켓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즉, 특허특별사법경찰이 오픈마켓에서 침해품을 판
매하는 자를 열심히 색출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특허권자를 도울 것이 기대된다.756)
그런데,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직접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직접침해를 하는 것이므
로, 그 판매자의 직접침해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757) 그런데, 오픈마켓에서 침해품의 판매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운영자의 이
751) 국회에서 특허청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010년 8월에 통과
되고 9월 8일에 특별사법경찰대가 전격 창설되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8호 및 제6조 제35호 참고.
752) 나동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위조상표 단속 강화방안”,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27면(“2010년에는 특허청은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창
설하여 국내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모방 또는 위조하는 범법자를 수사 및 송치하기 위한 독자적 기구를 설
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침해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
다.”).
753) 홍의락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012040호, 2018. 2. 20.
754) 그 개정안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특허청도 반대하지 않으므로 그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사실 ‘특
허권 보호강화’를 내세우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특허청이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510206 판결(“원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전문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종국적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
다.”).
756)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the Enforcement of Patent and Trademark Rights; Collection of
Evidence,
Sanctions
and
Assessment
of
Damages
in
Counterfeiting
Cases,
WIPO-EPO/JU/ALM/97/3, 1997(특사경은 침해를 적발하고 침해범죄에 대응하는 역할 외에 침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
757) 이형규, “오픈마켓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법학논총」 제23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40
면(“···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책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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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도 증가하게 되어,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즉, 제도적
으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협조를 끌어내어야 한다.758)
오픈마켓에서의 침해에 대하여 특허권자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특허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허특별사법경찰이 그러한 취약한 특허권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59) 그런 취지에서 국회가 특허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
찰은 민사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형사사건에만 개입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오
픈마켓에서의 특허특별사법경찰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가
민법상 ‘방조’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여야 한다.760)
이 글은 먼저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에 의한 침해품 존재의 통지가 있었든 없었든 무관하
게)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는)761) 특허권 직접침해행위도 간접침해행위도 아님을 설
명한다. 그 뒤, 특허권자의 통지에 운영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그 운영자가 민법상 방조책임
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다면 특허특별사법경찰의 오픈마켓에서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진다. 그런 견지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특허권 간접침해죄를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외 여러 유사 법리를 분석한다. 그러한 분석 후, 오픈마켓 운영자의 부적절한 대응을 유도간접침해
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을 포섭하는 특허법 개정안
이 특허청에 의하여 최근(2019년 9월) 제안된 바 있으나, 그 제안된 규정을 보완, 수정할 필요성도
엿보인다. 또, 특허권 간접침해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므로, 침해죄임
을 명확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다.

Ⅱ.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침해 책임 인정
1. 특허권 침해 여부
다’는 사실만 미리 고지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픈마켓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오픈마켓 이용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함께 오픈
마켓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758) 刘斌·陈强, “网络交易平台提供商知识产权保护的理论探索与制度设计”, 「社会科学研究」 第1期, 2014, 17页
(“针对网络交易平台上存在的知识产权的现实挑战，交 易平台商会选择何种有效措施来保护知识产权，阿里巴
巴和淘宝公司采用了以下有效措施: 一是建立了切实有效的知识产权保护系统。···二是成立了强有力的知识产权
保护专业团队。···三是注重与知识产权行政管理部门的有效合作。两公 司通过联合知识产权行政管理部门共同
打击各种知识产权 侵权行为。”).
759) 장철영,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분석: AHP 기법을 통한 기관 간 비교분
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131면(“「특별사법경찰리 집무규칙」에
의하면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으로 하며, 수사보고, 수사서류, 출석요구와 조사, 피의자의 체포·
구속 등, 행행범인, 변사자 검시, 고소사건 처리 등의 범죄수사 전반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준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이현우·이미애, 2013: 3-4).”).
760) 권택수,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법학평론」 제6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6, 147면(“···다만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직접침해행위가 있고 자신의 행위가 그 직접침해행위에 기여함을
알면서도 간접침해행위를 한 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 침해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761) 오픈마켓 운영자가 직접 판매에 가담, 개입하는 경우 그 스스로 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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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침해 여부
우리나라 「특허법」은 직접침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특허권자의 배타권을
규정하는 제94조에 근거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중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권원없이 (업으로서) 특허발
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볼 수 있다.762) 또한 ‘실시’행위는「특허법」제2조가 규정하는 특
허발명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이다.763)764) 「특허법」 제
126조에 따라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
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특허권 직접침해자에게 바로 직접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허발명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침해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판매의 청약 등을 하는 행위가 침해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오픈마켓에서의 침해품 판매자는 당연히
직접침해자가 되고, 그 판매 및 구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직접침해자가 되
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가 직접 판매, 판매의 청약 등을 행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직접 판매, 판매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765) 그리고 요즘의 오픈
마켓 운영자는 그가 판매자가 아니며 나아가 판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이트에 명시하여 구
매자가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오픈마켓 운영자를 직접침해자로 보기
어렵다.766) 그러므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특허권 직접침해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그가 직접 판매
자가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767)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서는 오픈마
켓 운영자가 특허권을 간접침해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간접침해 여부

762) 「특허법」 제94조(“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
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3) 「특허법」 제2조 제3호(“‘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
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764) 정차호,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성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416면(“해석론에 의한 직접침해의 정의는 ‘유효한 특허권의 존속기간동안(시간), 대한민국 영
토 내에서(장소),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권원), 업으로서(업), 특허발명을 실시(실시)하는 행
위’를 말한다.”).
765) 침해품이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제공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직접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
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
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
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
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
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66) 11번가 서비스이용약관 제19조 제1항(“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
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http://www.11st.co.kr/annc/AnncMainPreview.tmall?method=getProvision&anncCd=01>.

767) 11번가 서비스이용약관 제19조 제3항(“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도
구만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단, 회사가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구매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자의 지
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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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하여 규율한다.768)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규정
을 간접침해 규정으로 본다.769) 그 규정은 “미국 판례법상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의
한 태양이 특허법에 도입된 것을 다시 우리 특허법에 수용한 것이다.”770) 간접침해란 그 행위 자체
로는 특허권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특허권 직접침해가 쉽게 발생하거나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침해행위이다.771)
「특허법」 제127조에 따라 특허권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물건의 생산 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등을 해야 하며 그러한 물건을 ‘전용품’이라고 칭한다. 전용품인지 여부
는 그 물건의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된다다.772)773)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전용
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을 하지 않으므로 운영자가 간접침해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판매에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허권 직접침해도 간접침해도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가 민
법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

2. 형법에 의한 방조책임 인정774)
가. 방조죄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775) 만약,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서비스가 판매자의 침해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에 속하
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768)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769) 조영선, 「특허법」 제5판, 박영사, 2015, 438면(“특허법 제127조는‧‧‧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행
위로 간주하고 있다.”).
770) 조영선, 위의 책, 439면(“간접침해이론은 미국 판례법상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의 한 태양이
특허법에 도입된 것을 다시 우리 특허법에 수용한 것이다.”).
771) 정차호, 앞의 논문, 419면(“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실시하지는 않아서 아직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
지만 향후 직접침해로 연결될 개연성이 큰 경우 향후의 특허권 직접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우리 특허법은 간접침해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772) 임병웅, 「도해 특허법」 제10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 207면(“「‧‧‧에만」이란 「해당발명 A에 있어서
사용하는 물건 B가 해당발명 이외의 타용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용도」가 무엇인가에 대
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업적‧경제적 내지 실용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
고 있어야 한다는 經濟的‧商業的‧實用的 使用事實說이 타당하다.”).
773) 김수철,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식재
산연구원, 2012, 8면(“‧‧‧이러한 간접침해는 물건의 생산 또는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하여 인정
되는데, (특허법 제127조)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쉽게 구할
수 없는 소모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774) OSP의 민법상 방조불법행위에 대하여 논한 글: 최경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재고(再考)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9집 제2호, 2017.
77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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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 고의에는 “방조행위를 한다는 고의와 피방조
자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인식, 즉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이다.”776) 오픈마켓 운영자는 그 두 고의 중 후자를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판매
자(정범)가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 URL 링크 사건에서 대법원
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다.777)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결여는 특허권자에 의
한 (유효 적절한) 삭제요청통지로 메워질 수 있다.

나. 삭제요청통지에 의한 책임

판례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특허권을 침해하
는 침해품에 대한) ‘삭제요청통지서’를 발송하고 오픈마켓 운영자로 하여금 특허권 침해상품에 대하
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778)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삭제요청통지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
우에 운영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되어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779) 즉,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780)781) 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작위에 의한 방조에서보다 더 어렵다.782)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은 미국의 DMCA와 중국의 정보네트워
크전파권보호법을 결합하여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783)784) 중국「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법」(信息网
络传播保护条例) 제22조에 따라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게재자에게 정보저장공간을 제공하
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연락처, 사이트를 공개한 경우;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게재자
의 작품, 공연 등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게재자의 작품, 공연 등이
776) 이동형,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성립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18면.
777)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7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5102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1009가합
152 판결.
779)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
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상 판결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그 법리가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
780) 김잔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요건-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2017, 122면(“방조는 작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는 것이 학
설의 다수적인 입장이고 판례도 이와 동일하다.”).
781) 중국에서의 오픈마켓 운영자 등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법리에 관한 글: 녜리저 후양,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의 규범속성 및 사법적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782) 김잔디, 위의 논문(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요건으로 작위의무의 존재, 실행행위와의 인과관계, 작위의무
이행의 가능성, 용이성 및 동가치성이 존재함을 설명).
783) 박준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LAW&TECHNOLOGY」 제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120-121면(“한국의 책임제한조항들
은 마치 중국에서 2006년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보호 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에 의해 도입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책임제한조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고 할 수 있다.”).
784)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
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131면(“우리나라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OSP의 법적
책임을 직접 규정한 입법은 없다. 미국이 OSP의 책임근거가 판례에 의해서 형성·발전되어 온 것처럼 우리나
라도 마찬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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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
게재자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삭제요청통
지’를 받은 후에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된 작품을 삭제하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785)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삭제요청통지’를 받은 후 능력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침해품의 전송중단
등 조치를 취할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전자상거래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고지의무를
중시하고,”786) 해당 의무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판단함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예를 들어서 「전
자상거래법」 제20조). 그래서 ‘삭제요청통지’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자가 오픈마켓 운영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787)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거래의 주체가 아니어야 한다.”788) 다음
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삭제요청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789)
현행법에서 「저작권법 시행령」에 ‘삭제요청통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특허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삭제요청통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한 법원이 “종국
적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된 수 있
다”고 설시한 바가 있어서,790) 그 심결 또는 판결을 획득하기 전의 삭제요청통지의 법적 지위에 대
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 의무위반에 의한 책임

785) 「信息网络传播保护条例」 第二十二条(“网络服务提供者为服务对象提供信息存储空间，供服务对象通过信息网
络向公众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并具备下列条件的，不承担赔偿责任：（一）明确标示该信息存储空间
是为服务对象所提供，并公开网络服务提供者的名称、联系人、网络地址；（二）未改变服务对象所提供的作品、
表演、录音录像制品；（三）不知道也没有合理的理由应当知道服务对象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侵权；
（四）未从服务对象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中直接获得经济利益；（五）在接到权利人的通知书后，根据
本条例规定删除权利人认为侵权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786) 电子商务行业大数据打假2.0报告之国外立法、司法, 2015, 3页(“韩国注重网络交易平台的告知义务。‧‧‧《电子
商务交易消费者保护法》一方面界定了通信销售业者与通信销售中介人之间的区别，另一方面又对两者各自的义
务与责任分别做出了规定，该法规定通信销售中介具有保护交易记录的保存义务、阻止操作失误等的义务、公示
身份信息关于第三方网络交易平台假货问题。”).
7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510206 판결(“피고는 이 사건 경고장과 이 사건 각 침해신
고서에세 원고 제품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단정하면서 포워드벤처스가 원고 제품
을 판매하는 행위와 이베이코리아와 에스케이플래닛이 원고 제품의 중개·판매행위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경고장 발송행위와 이 사건 각 침해신고서 발송행위는 외형적으로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실
질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목적에서
한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가 필요한 법률검토 등을 소홀이 한 채 이 사건 경고장과 이 사건 각 침해신고서
를 발송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88) 이형규, 앞의 논문, 228면(“‧‧‧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오픈마켓에서 매매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
었다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789) 武善学, “论电商平台你专利侵权中有效通知的法律要件-兼评最高人民法院第83号指导案例”, 「知识产权」 第
1期, 2018, 61页(“在电商平台专利侵权纠纷中，通知是认定网络服务提供者是否存在过错以及应否就损害结果
的扩大承担连带责任的条件。因此，通知是专利侵权责任中一个十分重要的因素，电商平台不能对其置之不
理。”).
7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510206 판결(“원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전문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종국적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된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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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운영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고지할 의무, 권리침해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 삭제요청통지를 심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
다.791)792) 오픈마켓 운영자는 상기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자신이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3가지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삭제요청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특
허권 침해상품을 차단한 경우와 오픈마켓 운영자가 ‘삭제요청통지’를 받고 심사하거나 조치를 취한
경우, 그리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삭제요청통지’를 받기 전에 오픈마켓 운영자가 스스로 해당 상품이 권리침해상품인지를 판단
하기 어렵지만 일단 특허권 침해상품임을 알게 된 후에도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위를 알게 되고, 권리를 침해받는 자의 삭제요청통지가 없어도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것이다.”793)794) 달리 말하면, 오픈마켓 운영자는 권리자보다 더 일찍 판매자의 특허권 침해행위
를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특허권 직접침해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행위는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방조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영자가 침해사실을 먼저 인지하였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이
유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사례는 발생하기 어렵다.
둘째, 오픈마켓 운영자가 ‘삭제요청통지’를 받은 후에 이를 무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795) 이러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방임과 태만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가 (침해자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오
픈마켓 운영자의 태만행위와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권
리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의 ‘주관적인 인식’(knowledge)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91) 이형규, 앞의 논문, 229-239면(“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면책고지의무. 4.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무.”).
792) 김잔디, 앞의 논문, 134-135면(“우리 형법 제18조에서도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
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라고 하여 작위의무의 존재를 방조범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하
고 있다.”).
793) 송백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한
국정보법학회, 2012, 22면(“우선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는 미국의 DMCA 상 ‘notice and
takedown’ 제도에서 유래되었고,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었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7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
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
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795) 신지혜, “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92-93면(“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판매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판매정보
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해당 판매정보가 다시 게시되지 앉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오픈마켓을 통해 신청인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 이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관한 판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필요하고
가능한 기술적 조치(예컨대 히노키 상표의 요부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그것 이 포함된 판매정보에 대하여는
게시 및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 등)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작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판매자들에 의
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 주었으므로,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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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픈마켓 운영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 자기의 역할을 설명하고 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오픈마켓 운영
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의무는 쉽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지 못한
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의무위반에 의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법리 도해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의무위반에 의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법리

3. 소결
통상의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거래
성사를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796)797) 그래서 그의 행위는 특허
권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특허법 간접침해 규정에 따르면 운영자가 전용품
을 생산,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운영자가 간접침해자가 되지도 않는다. 우리 특허법은 오
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직접침해로도 간접침해로도 규율하지 못하고 다만「형법」의 방조책임 법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특허특별사법경찰이 「형법」을 근거로 운영자의 행위를 규율하
게 되면 그 행위가 특허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필자는 속하
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특허특별사법경찰의 오픈마켓에서의 활약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그 운영자의 행위를 특허권 간접침해 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국의 관련 법리를 살핀다.

Ⅲ.

주요국의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저작권법」 제2조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정한다.798)799) 또한 「저작권법」 제102조에는 온라인서

796) 김지환,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간접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4, 170면(“오픈마켓이란 「ΟΟ시장(http://www.ΟΟΟ」 이라는 명칭을 홈 사이트로 하는 웹사이
트몰에서 판매자가 각각 웹사이트(판매 사이트)를 공개하여 판매 사이트상의 점포(가상점포)에서 상품을 전시
하고 복수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797) 사법연수원, 「전자상거래연구」 2012, 118면(“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말한다. 오픈마켓의 거래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상품배송도 판매자가 행하며, 오픈마켓 운영
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내에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
매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판매를 중개하며,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을 입금받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서울고법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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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제공자가 일반적인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04조
에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을 도입하고 기술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한다.800)801)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
작물 등을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02)

798) 「저작권법」 제2조 제30항(“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
는 운영하는 자.”).
799) 김동근, “불법해위 유형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계간 저작권」 제15권 제1호, 2002,
61면(“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
하는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제
공자, 정보제공자 또는 이용자와 자신의 주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과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
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800)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
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1. 내용의 수
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
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
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
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
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
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
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
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
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
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801) 「저작권법」 제104조(“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
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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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을 유통하지 않
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의무를 부담하고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803) 이러한 점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비슷하다. 권리자가 적절한 요청을
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804) 그래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80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론적으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미국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법리
가. 직접침해 여부
오픈마켓 운영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도록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견지에서 오픈마켓 운영자는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침해품’)
을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 운영자가 침해품의 판매에 직접 개입하여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
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한다. 그러나, 2018년 현재의 오픈마켓 운영형태의 주류는 운영자가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침해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운영자가 판매의 청약을 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제기한 사례도 존재하나, 미국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판매의 청약은 본인에 의한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인 판
매자의 정보를 단순히 오픈마켓에서 전시하는 행위는 판매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806)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특허권을 직접침해하지 않는
다. 그렇다면, 운영자가 특허권을 간접침해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야 한다. 미국 「특허법」은 기
여간접침해와 유도간접침해를 규정한다. 그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802)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
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
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803) 신수희, “상표권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이차적 책임에 관한 논의”, 「지식재산연구」 제10
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46면(“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이용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
고 있다.”).
804)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
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
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
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
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
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
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805) 김경숙, “특수한 유형의 OSP와 기술적 보호조치”, 「산업재산권」 제35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 378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806) Milo & Gabby, LLC v. Amazon.com, 144 F.Supp.3d 1251 (W.D. Wash. 2015), aff'd on other
grounds, 693 F.App'x 879 (Fed. Cir.), cert. denied, S.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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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여간접침해 여부
미국 「특허법」 제271(c)조가 기여간접침해를 규정한다.807) 우리 「특허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간접
침해가 전용품을 대상으로 하는데,808) 미국 「특허법」도 기여간접침해는 ‘전용품’의 판매 등에 한정
되며,809) 나아가 전용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전용품이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여
야 한다.810) 그러므로 그 인지(knowledge)는 해당 전용품의 용도를 인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상
특허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을 포함한다.811) 여기서의 인지가 주관적인 인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객관
적인 인지를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고의 머리 속 주관적인 인지를 증명하게 하면 사실상
인지 요건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기 때문이다.812) 그 증명의 정도
에 대하여는 아래 유도간접침해 부분에서 설명된다.
<우리나라 간접침해 법리와 미국 기여간접침해 법리의 비교>

요건

우리나라
<O>

전용품 요건

인지 요건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X>
별도의 인지 요건 없음

미국
<O>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
전용품의 용도 인지 및
대상 특허의 존재 인지

대규모 오픈마켓 운영자는 개별 판매자의 행위를 모두 관찰하지 못한다. ‘모두 관찰’을 요구하는 제
도는 운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되고 전자상거래를 위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운영자는 (별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침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어떤 직접침해를 적시하는 통지를 하면, 그 통지로 인하여 운영자가 그 직접침해를 인지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813) 그러나, 통지만으로 인지요건이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허
807) “Whoever offers to sell or sell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
component of a patented machine, manufacture, combination or composition, or a material or
apparatus for use in practicing a patented process, constituting a material part of the
invention, knowing the same to be especially made or especially adapted for use in an
infringement of such patent, and not a staple article or commodity of commerce suitable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shall be liable as a contributory infringer.”
808)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
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809) Hewlett-Packard Co. v. Bausch & Lomb, Inc., 909 F.2d 1464, 1469 (Fed. Cir. 1990) (“sell a
component which was not itself technically covered by the claims of a product or process
patent (i.e., does not directly infringe), but which had no other use except with the claimed
product or process.”).
810) Id. (“proof of a defendant's knowledge, not intent, that his activity causes infringement.”).
811) Id. at 149 fn. 4 (“not only knowledge that the component (or apparatus for use in a patented
process) was especially made or adapted for a particular use but also knowledge of the patent
which proscribed that use.”).
812) Nordberg Manufacturing Co. v. Jackson Vibrators, Inc., 153 U.S.P.Q. 777, 784–85 (N.D. Ill.
1967) (주관적 인식 요건이 피고를 침해로부터 지나치게 보호함을 설명), rev'd on other grounds, 393
F.2d 192 (7th Cir. 1968).
813) Aro Manufacturin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489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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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또는 가짜 통지만으로 인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권리자가 통지를 남발하고 운영
자 및 판매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통지는 해당 청구항과 대상 제
품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유도간접침해 여부
미국 「특허법」 제271(b)조가 특허권 유도간접침해를 규정한다.814) 유도간접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고는 ① 피고가 대상 특허의 존재를 알았으며, ② 피고가 유도된 행위가 직접침해행위라는 점을
알았으며, ③ 피고가 제3자의 직접침해를 조장하도록 의도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815) ① 및 ② 부
분에서의 인지(knowledge) 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인지가 실제인지(actual knowledge)로 증명
되면 좋으나 실제인지가 증명되지 않아도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
,816)817) 의도적 외면은 피고가 침해의 높은 개연성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믿었다는 점

및 침해를 알

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으로 증명된다.818)
<Willful blindness 요건과 부주의(recklessness) 요건 및 과실(negligence) 요건의 비교>

Willful Blind 피고
침해의 존재에 대한 높은
개연성을 주관적으로
믿었으며 그 사실을 알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
행위를 한 자

Reckless 피고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인지한 자819)

Negligent 피고
유사한 위험을 알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알지 못한
자820)

라-1. 사례연구: Blazer v. eBay 판결821)
eBay는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VeRO)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특허권
자가 해당 제품이 그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판결이 없는
경우 eBay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특허권자(Blazer)가 eBay에게 특허권 직접침해를 통지
하였고, eBay는 직접침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였을 뿐 그 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
은 사안에서, 1심법원은 ① eBay가 직접침해를 행하지 않았으며,822) 나아가 ② 기여간접침해도 행
814) “Whoever actively induces infringement of a patent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815) Commil USA, LLC v. Cisco Sys., Inc., ––– U.S. ––––, 135 S.Ct. 1920, 1926 (2015). (“[I]nduced
infringement ... requires knowledge of the patent in suit and knowledge of patent
infringement.”);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563 U.S. 754, 766, 131 S.Ct. 2060
(2011) (“[I]nduced infringement under § 271(b) requires knowledge that the induced acts
constitute patent infringement.”).
816)

Global–Tech, 563 U.S. at 766–71.

817) Carson Optical Inc. v.
plaintiff has inadequately
constituted infringement. .
still survive if plaintiff can

eBay Inc., 202 F.Supp.3d 247, 255 (E.D.N.Y. 2016) (“Accordingly,
pled that defendant had actual knowledge that the induced acts
. . On the other hand, plaintiff's induced infringement claims may
adequately plead that defendant was willfully blind.”).

818) Id. at 769 (Willful blindness has “two basic requirements: (1) the defendant must subjectively
believe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a fact exists and (2) the defendant must take
deliberate actions to avoid learning of that fact.”).
819) “merely knows of a substantial and unjustified risk”
820) “should have known of a similar risk but, in fact, did not.”
821) Blazer v. eBay, Inc., Case No. 1:15-cv-01059-KOB, 2017 WL 1047572 (N.D. Ala. Mar. 20, 2017).
822) Id. at 2-5 (eBay가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eBay의 정책(polic)이 eBay가 직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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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823)
비록 특허권자가 eBay에게 여러차례 직접침해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지만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한
인지는 침해에 대한 실제인지(actual knowledge)와 구별된다”는824) 이유로 법원은 eBay가 침해를
실제로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특허권 기여간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실제인지(actual knowledge)가 증명되
어야 한다고 설시한다. 법원은 만약, 그렇지 않고 인지 및 기여간접침해를 쉽게 인정하는 법리는 판
매자, 구매자 및 운영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히고 권리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825)
운영자가 모든 특허, 모든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 직접침해를 판단할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
렵고 가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826) 법원은 이러한 운영자의 현실적 능력을 근거로 eBay의 책임
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면에서 본 판결은 인지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에 속하게
된다. 다른 한편, 본 판결이 선택한 법리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특허권 침해를 외면하고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조장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비판은 본 필자에 의해서도 제기되겠
지만,827) 다른 판결(예를 들면, 아래의 Carson Optical v. eBay 판결 및 Milo & Gabby v.
Amazon

판결)의 다른 태도에서도 읽혀진다.

라-2. 사례연구: Carson Optical v. eBay 판결828)
원고가 특허권 간접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가 소의 이유(cause)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적절한 정보를 담은 통지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을 근거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
다. 의도적 외면과 관련하여 법원은 두 요건을 살폈다.
1) 침해가 존재하는 높은 개연성에 대한 주관적 믿음(Subjective Belief of a High Probability a
Fact Exists)
대상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침해를 주장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침해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적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점, eBay 이용자들이 해당 경매에서 eBay가 청약(offer)하는 것이
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eB묘가 직접 판매하지도 않았으며, 판매를 청약하지도 않았다고 판단
함).
823) Id. at 7.
824) Id. at 5 (“knowledge of a patent owner's claims is different from ‘actual knowledge of
infringement.’”).
825) Blazer v. eBay, Inc., No. 1:15-CV-01059-KOB, 2017 WL 1047572, at *1 (N.D. Ala. Mar. 20,
2017) (“First, eBay believes that removing listings based on allegations of infringement would be
unfair to buyers and the accused sellers. Such a policy, in eBay’s view, would give too much
power to unscrupulous patent holders.”).
826) Id. at 5 (“eBay does not have expertise in the field of the patent or allegedly infringing
products.”).
827) 본 판결은 지나치게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유리한 것이며(달리 말하면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나아
가 상표권 간접침해 법리 및 저작권 간접침해 법리와도 상응하지 않는다. 물론, 상표권, 저작권 침해는 일반
인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특허권 침해는 전문가 조차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큰 차이점은 존
재한다.
828) Carson Optical Inc. v. eBay Inc., 202 F.Supp.3d 247 (E.D. N.Y. Aug.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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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법원은 (소 각하 신청을 판단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러한 ‘적절한’ 통지로 인하여 피고가
침해존재의 높은 개연성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829)
2) 사실을 알지 않기 위한 의도적 행위(Deliberate Actions to Avoid Learning of a Fact)
피고는 원고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의 내용, 대상 제품 등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
았다. 결과적으로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당 제품을 명단에서 삭제(take down)하는 조치를 취
한 바 없다. 적절한 통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운영자를 방치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무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가 작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위적으로 아무 행위도 하
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26일에 마지막 소송서류가 제출된 후 그 다음에는 아무런 흔적
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양 당사자가 화해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구분
법원
선고연도

Blazer v. eBay 판결

Carson Optical v. eBay 판결

알라바마 북부지방법원

뉴욕 동부지방법원

2017

2016

판단

원고의 여러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실제인지 불인정

원고의 여러차례 통지로 인하여
의도적 외면의 가능성 인정

항소심

항소없이 확정

항소없이 확정

라-3. 사례연구: Area 55 v. Amazon 2012년 판결830)
원고가 피고의 특허권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를 주장하였고, 피고가 비침해를 이유로 약식판결을 신
청한 단계에서 법원은 피고가 판매에 개입한 정도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다.831) 아마존은 판매된 제품의 95%를 직접 배송하였고, 주문을 처
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832) 2012년 전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에 개입하는 듯한 양태를 보
인 바가 있다. 2018년 현재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에 개입하지 않는다” 등의 면책(disclaimer) 표현을 사이트에 적시하고 있다.
라-4. 사례연구: Milo & Gabby v. Amazon 2015년 판결833)
원고는 피고(Amazon)가 해당 디자인권 침해제품의 판매를 청약(offer to sell)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먼저 피고가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공판에서 판매의 청약에
대하여 배심원이 판단하였는데, 배심원은 피고가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었음
을834) 근거로 피고의 판매청약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판사도 그 판단에 동의하
829) Id. at 256.
830) Area 55, Inc. v. Amazon.Com, Inc., 2012 WL 12517661 (S.D. Cal. 2012).
831) “Plaintiffs have demonstrated a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 as to whether Defendant
Amazon's substantial involvement in the sales transaction demonstrates that it sold the
infringed product and went beyond simply providing a service for a fee.”
832) Area 55, Inc. v. Amazon.Com, Inc., No. 11-CV-00145-H (NLS), 2012 WL 12517661, at *3 (S.D.
Cal. May 3, 2012) (“Plaintiffs further contend that Amazon collected order, shipping, and
payment information from customers; provided order and shipping confirmation and invoices;
interfaced with customers for order and shipping issues; and warehoused, picked, packaged,
and shipped 95% of the products.”).
833) Milo & Gabby, LLC v. Amazon.com, 144 F.Supp.3d 1251 (W.D. Wash. 2015), aff'd on other
grounds, 693 F.App'x 879 (Fed. Cir.), cert. denied, S.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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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판매의 청약에 대한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Blazer v. eBay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835)
라-5. 사례연구: Alibaba v. P.S. Products 2012년 판결836)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의 청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운영자의 운영양태에 따라 구매자가
그 운영자가 침해품을 소지하며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시
한 후,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서 약식판결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식심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837)

3. 미국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법리
가. 서론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상거래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도 활발해졌다.838) 2013년 알
리바바를 통한 거래액이 2480억불에 달하였다.839) 2015년 중국정부는 타오바오를 통해 거래되는 제
품의 2/3가 침해제품이라고 추산하였다.840) 알리바바는 중국 생산자와 전세계 구매자를 연결시키는
고마운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짝퉁제품의 메카’라는 오명도 가진다.841) 그래서 Alibaba는 그가 판매
자와 구매자를 연결시키기만 할 뿐,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842) 인터넷을 통한 침해
제품의 판매가 용이한 선을 넘어서서 법의 집행으로부터도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843) 이에 따라 향후 지재권 침해방지 활동은 인터넷 상거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픈
834) Id. at 1253 (“Amazon did not communicate or provide a product description, a price, a
quantity, or express any willingness to enter into a contract for sale of any of the products.”).
835) Blazer v. eBay, Inc., Case No. 1:15-cv-01059-KOB, 2017 WL 1047572 (N.D. Ala. Mar. 20, 2017).
836) Alibaba.com Hong Kong LTD v. P.S. Products, Inc., 2012 WL 1668896 (N.D. Cal. May 11,
2012).
837) “There is no controlling decision as to whether an online marketplace, such as Alibaba's
websites, can be liable for direct patent infringement. Under an application of traditional
contract law, the relevant inquiry is whether a person shopping on Alibaba's websites would
have reasonably believed that Alibaba, and not third-party sellers, was the seller with title or
possession of a product who could have entered into a contract to transfer title or possession.
There is a factual dispute as to whether a reasonable buyer going on www.aliexpress.com would
have believed that Alibaba itself was making an offer to sell the allegedly infringing products.”
838) Esther A. Zuccaro, Gucci v. Alibaba: A Balanced Approach to Secondary Liability for
E-Commerce Platforms, 17 N.C.J.L. & Tech. On. 144, 146 (2016) (“However, such convenience
comes at a price: instanc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feiting have become more
prevalent with the popularity of e-commerce websites.”) (citing Kurt M. Saunders & Gerlinde
Berger-Walliser, The Liability of Online Markets for Counterfeit Good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condary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32 Nw. J. Int'l L. & Bus.
37, 38 (2011)).
839) What is Alibaba?, Wall Street Journal, http://projects.wsj.com/alibaba/?mod=e2tw.
840)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2015 Special 301 Report, 40 (2015), available a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5-Special-301-Report-FINAL.pdf (last visited October 30,
2015).
841) Cameron Wolf, Alibaba, The Internet's Mecca for Counterfeit Clothing, Is Being Sued by a
Group
of
High-Fashion
Brands,
Complex
(May
18,
2015),
http://www.complex.com/style/2015/05/alibaba-being-sued-by-kering-group-again.
842) Alibaba is not the Amazon of China, CNN Money (Hong Kong) (Sept. 16,
http://money.cnn.com/2014/09/15/investing/alibaba-amazon-china/index.html?ii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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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소당한 사례는 Tiffany v. eBay 제2구역항소법원 판결,844)
Louis Vuitton v. Akanoc 제9구역항소법원 판결,845) Perfect 10 v. Visa 제9구역항소법원 판
결846) 등이 존재한다.847)
나. 기여간접침해
상표권 기여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접침해자가 침해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또는
② 직접침해자가 침해함을 알면서도(with knowledge) 침해품을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848) 추가적으
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직접침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외
면하는(willfully blind) 행위도 기여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849) 그 인지(knowledge)의 정도가 쟁점
이 되는데, 인지에는 실제인지(actual knowledge), 알았어야 하는 인지(should have known
knowledge) 및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의 3가지가 있다.
다-1. 사례연구: Tiffany v. eBay 판결
Tiffany v. eBay 사건에서 원고(Tiffany)는 피고(eBay)가 침해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판매자에게 오픈마켓 제공 서비스를 계속하였으므로 기여침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50) 티파니
가 eBay에서 판매되는 티파니 제품을 직접 구매한 결과 73%가 침해제품이었다.851) 티파니는
“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권리자가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의 목록이 명단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하였다.852) 법원은 기여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특정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아는 이유를 가졌음을(knew or had reason to know)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853) 그 법리를 eBay의 사안에 적용한 후, 법원은 eBay가 특
정 침해품의 존재에 대한 특정한 인지(specific knowledge)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854)
eBay가 티파니 상표권이 침해당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라도(general knowledge) 그것
843) Esther A. Zuccaro, Gucci v. Alibaba: A Balanced Approach to Secondary Liability for
E-Commerce Platforms, 17 N.C.J.L. & Tech. On. 144, 146–47 (2016) (“E-commerce marketplaces
can provide a successful setting for counterfeiters: low operating costs to sell on websites, less
risk of legal action, and the ability to easily open another store, should one be shut down.”).
844) Tiffany (NJ) v. eBay Inc., 600 F.3d 93 (2d. Cir. 2010).
845)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Akanoc Solutions, Inc., 658 F.3d 936 (9th Cir. 2011).
846) Perfect 10, Inc. v. Visa Intern. Service Ass'n, 494 F.3d 788 (9th Cir. 2007).
847) 그 외 영국 사례: L'Oreal SA v. eBay Int'l AG [2009] EWHC 1094 (Eng.).
848) Visa, 494 F.3d at 807.
849) Fonovisa, Inc. v. Cherry Auction, Inc., 76 F.3d 259, 265 (9th Cir.1996).
850) Tiffany (NJ) Inc. v. eBay Inc., 600 F.3d 93, 106 (2d Cir. 2010) (“Tiffany urged that eBay be
held contributorially liable on the basis that despite that knowledge, it continued to make its
services available to infringing sellers.”).
851) Id. at 97.
852) Id. at 99.
853) Id. at 107. (“[T]he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for Tiffany to establish eBay's contributory
liability, Tiffany would have to show that eBay ‘knew or had reason to know of specific
instances of actual infringement’ beyond those that it addressed upon learning of them.”)
854) Id. at 107 (“For 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liability to lie, a service provider must
have more than a general knowledge or reason to know that its service is being used to sell
counterfeit goods. Some contemporary knowledge of which particular listings are infringing or
will infringe in the futur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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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침해를 인지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의 통지가 피고의 특정인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해당 제품의 목록을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러한 원고가 피고의 특정 인지(specific knowledge)를 증명하여야 하는 Tiffany v. eBay 법리로 인
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보호되고 권리자의 권리는 더 쉽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855)856) 즉, 권리자가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운영자는 그 신고에 대응하기만 하면 되고, 운영자가
스스로 침해를 조사하거나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857)
다-2. 사례연구: Louis Vuitton v. Akanoc 판결
Louis Vuitton v. Akanoc 사건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으며,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며, 잠재적인 구매자는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거래를 제안한
다.85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침해가 발생함을 신고하는 적어도 18통의 편지를 송부
하였다.859)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며, 침해품은 계속 판매되었다.860)
제9구역항소법원은 상표권 기여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의도 또는 실제 인지가 증명될 필
요가 없으며, 의제인지(constructive knowledge)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861) 또, 피
고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피고가 침해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하
여 직접 조정하고 감시함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862) 법원은 대상 사안에서 의제인지와 조정감시
(control and monitoring)를 인정하여 피고의 기여침해를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의 책임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863) 제9구역항소법원
의 관할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도 Chloe 사건에 위 Louis Vuitton v. Akanoc 판결의 법
리를 적용하여 운영자가 침해품의 판매를 알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상표권 기여침해를 인정하였
다.864)
855) Esther A. Zuccaro, Gucci v. Alibaba: A Balanced Approach to Secondary Liability for
E-Commerce Platforms, 17 N.C.J.L. & Tech. On. 144, 147 (2016) (“The current landscape of
contributory liability law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Tiffany standard protects the
e-commerce platform, not the trademark owner, to the detriment of public policy concerns.”).
856) Michael Pantalony, Contributing to Infringement: Intermediary Liability After Tiffany v. Ebay
and Louis Vuitton v. Akanoc, 105 Trademark Rep. 709, 712 (2015) (“The imposition of this
‘specific knowledge’ requirement placed the burden of policing online marketplaces largely on
trademark owners.”).
857) Id. (“Other than dealing with the specific infringements brought to eBay's attention by brand
owners, the Second Circuit imposed no duty on eBay to investigate the authenticity of the
products sold through its website or to take further steps to combat the sale of counterfeit
products through its forum.”).
858)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Akanoc Solutions, Inc., 658 F.3d 936, 940 (9th Cir. 2011).
859) Id.
860) Id.
861) Id. at 943.
862) Id. at 942 (“Direct control and monitoring of the instrumentality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863) Michael Pantalony,
and Louis Vuitton v.
accepted the district
leasing real estate . .

Contributing to Infringement: Intermediary Liability After Tiffany v. Ebay
Akanoc, 105 Trademark Rep. 709, 714 (2015) (“Notably, the Ninth Circuit
court's analogy that a web host's service is the Internet equivalent of
.”).

864) Chloe SAS v. Sawabeh Information Services Co., No. 2:11-cv-04147-GAF-MAN, 2013 BL
286656 (C.D. Cal. Oct.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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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사례연구: 1-800 Contracts 판결
1-800 Contracts 사건에서 제10구역항소법원은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인지를 요구하지 않고) 상표권 기여침해를 인정하였
다.865) 피고는 단순히 해당 침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침해를 방지, 예방할
수 있는 쉽고 싼 방법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
다.
라. 소결
Tiffany 사건에서 eBay는 침해를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
지(notice)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상품명단에서 삭제하는(take down) 조치를 취
하였는데, 법원은 eBay가 (특정인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보
며, eBay의 기여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1-800 Contracts 판결과 Tiffany 판결을 비교하면, 오픈
마켓 운영자가 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했는지가 기여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4. 중국 특허법 수정안
가.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

중국 정부가 제시한 특허법 수정안(2015년 「특허법 수정안(예심고)」) 제62조가 새로운 간접침해 법
리를 제안한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제품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원재료, 중간물,
부품, 설비인 경우를 알면서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그 자는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866)
제62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제품과 방법이 특허물건 또는 특허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면서도 특
허권자의 허락이 없이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타인의 특허권 직접침해행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침해
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867)868)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제한 규정
865) 1-800 Contacts, Inc. v. Lens.com, Inc., 722 F.3d 1229 (10th Cir. 2013).
866)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 第62条 第1款(“明知有关产品系专门用于实施专利的原材料、中
间物、零部件、设备，未经专利权人许可，为生产经营目的将该产品提供给他人实施了侵犯专利权的行为的，应
当与侵权人承担连带责任。”).
867)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 第62条 第2款(“明知有关产品、方法属于专利产品或者专利方
法，未经专利权人许可，为生产经营目的诱导他人实施了侵犯该专利权的行为的，应当与侵权人承担连带责
任。”).
868) 소송에서 권리자는 단독적으로 특허권 간접침해자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에
는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를 같이 피고로 세우고 소를 제기한다. 邓宏光, “专利间接侵权与共同侵权关系探
析”, 「电子知识产权」 第4期, 2006, 22页(“3. 在责任承担方面，共同侵权人对受害人承担连带责任，对内是在
考虑过错程度的基础上平均分担赔偿额专利间接侵权人虽然帮助或诱导他人实施专利侵权行为，但只对自己的
行为承担责任，而不是与直接侵权人一起承担连带责任。4. 在诉讼程序上，共同侵权行为属于必要共同诉讼，
即使当事人只起诉部分侵权人，法院也应依职权追加其他侵权人为诉讼当事人。而在专利间接侵权诉讼中，权利
人可以只起诉间接侵权人，直接侵权人不是必须的诉讼参加人。”).

- 512 -

「특허법 수정안(예심고)」 제63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이용자가 그가 제공한 서비
스를 통하여 특허권을 침해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경우, 특허권 침해 제품을 즉시
삭제·차폐·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
담함을 규정한다.869) 동 규정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에 대하여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것이다.
제63조 제2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온라인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특허표시(counterfeit patent)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전항의 규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유효한 통지를 받은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책
임을 부담한다.870)
제63조 제3항에는 특허행정부서는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
위를 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제1항 규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손해
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871)
사실 해당 규정은 「저작권법」영역의 삭제요청통지에 대한 법리를 「특허법」으로 도입한 것이다.872)
하지만 해당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많이 있고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
다. 비록 「특허법 수정안(예심고)」에서 책임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입
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873) 또한 저작권 침해 판단과 특허권 침해 판단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책임제한 조항을 완전히 적용하지 못 한다.874) 그래서 제63조에 대하여 학자들이 다음
의 개선방안을 제기한다.
첫째, 유효통지의 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유효통지는 ① 특허권자의 연락처; ②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사본; ③ 차단을 요청하는 특허권 침해상품을 인식할 수 있는
등록번호와 링크; ④ 특허권 침해를 설명하는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875)
869)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 第63条 第1款(“网络服务提供者知道或者应当知道网络用户利用
其提供的网络服务侵犯专利权或者假冒专利，未及时采取删除、屏蔽、断开侵权产品链接等必要措施予以制止
的，应当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870)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 第63条 第2款(“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网络用户利
用网络服务侵犯起专利权或者假冒专利的，可以通知网络用户提供者采取前款所述必要措施予以制止。网络用户
提供者接到合格有效的通知后未及时采取必要措施的，对损害的扩大部分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871)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 第63条 第3款(“专利行政部门认定网络用户利用网络服务侵犯专
利或者假冒专利的，应当通知网络服务提供者采取本条第一款所述必要措施予以制止，网络服务提供者未及时采
取必要措施的，对损害的扩大部分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872) 贾祥云, “专利权领域‘通知-删除’规则的适用问题研究”, 「法制与社会」 第8期(下), 2018, 219页(“随着电子商
务平台的发展，越来越多以电商平台为被告的专利侵权案件出现，为应对这种情况，《专利法修订草案（送审
稿）》新增第63条，将原本适用于著作权法领域的“通知-删除”规则引入专利权法领域。”).
873) 文希凯, “我国《专利法》在不断修改中完善-对专利法修订草案中几个问题的探讨”, 「中国发明与专利」 第15卷
第8期, 2018, 84-85页(“本次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针对本问题新增了第63条···本规定非常必要和及时，有
利于提高广大公众网络环境下的知识产权保护意识，也为减少或防止网络用户利用网络服务侵犯专利权或者假
冒专利的行为提供了直接法律依据。”).
874) 王迁, “论‘通知与移除’规则对专利领域的适用性-兼评《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第63条第2款”, 「知识产权」
第3期, 2016, 23页(“虽然基于著作权与专利权在专有权利类型上的差别，著作权法中的“通知与移除”规则无法被直
接移植进专利法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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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응통지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특허법 수정안(예심고)」 제63조가 책임제한 에 대하여 규
정하지만, 대응통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학계는 대응통지의 입법에 관하여 제안하였
다.876) 그리고 대응통지는 “① 판매자의 연락처; ②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 즉 법원
의 판결서나 다른 증명자료; ③ 재개할 상품의 명칭과 링크; ④ 판매자가 ‘대응통지’에 대한 진실성
의 책임을 부담하는 증명자료”을 포함해야 한다.877) 위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통
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픈마켓 운영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이 일
부 누락된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5. 중국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규칙

중국은 상표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2002년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이 처음 규정하기 시작하
였고, 2013년 「상표법」제57조 제6항이 규정하기 시작하였다.878) 또한 2014년「상표법 시행규칙」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만 제75조가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 법 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표법

시행규칙」 2002년

제50조 다음 행위의
일종으로서

「상표법」

「상표법」

2013년

「상표법

시행규칙」 2014년

제57조 다음 행위의

제75조 타인에게 상표

일종으로서 상표권 전용권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5항에 규정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보관·운송·우송·인쇄·은닉·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6항 고의적으로

경영장소·온라인상품거래

해당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표 전용권

제2항 고의적으로

침해에 대하여 편리를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7조

타인에게 상표 전용권

제공하고, 타인의

제6항이 규정하는 편리를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제공하는 행위에

875) 司晓‧范露琼, “知识产权领域‘通知-删除’规则滥用的法律规制”, 「电子知识产权」 第2期, 2015, 98页(“因此笔
者认为，为了防止通知制度被滥用，在人身权领域，也应该要求通知形式要件包含‘构成侵权的初步证明材
料。’”); 武善学, “论电商平台你专利侵权中有效通知的法律要件-兼评最高人民法院第83号指导案例”, 「知识产
权」 第1期, 2018, 63页(“在‘嘉易烤诉金仕德、天猫纠纷案’中，浙江省高级人民法院认为，通知内容应包括权利
人身份情况、权属凭证、证明侵权事实的初步证据以及指向明确的被诉侵权人网络地址材料。”).
876) 郑悦迪, “电子商务平台专利间接侵权责任研究”, 「当代经济」 第32期, 2017, 70页(“3、欠缺“反通知—恢复”
规则。”); 易玲, “网络交易平台专利侵权中‘通知－删除’规则适用问题研究-兼论《专利法修订草案( 送审稿) 》第
63 条第2款的完善”, 「湘潭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1卷 第2期, 2017, 27页(“第三，“反通知”规则的缺
失。”).
877) 许谅亮, “网络交易平台提供商专利侵权法律责任”, 「科技与法律」 第3期, 2015, 513页(“对于‘反通知’的内
容要件，可采用以下表述：第xx条 平台内经营者接到网络服务提供者转送的通知书后，认为所销售商品未侵犯
他人专利权的，可以向网络服务提供者提交书面说明，要求恢复被删除的商品信息，或者恢复相关链接。书面说
明应当包含下列内容：（1）平台内经营者的姓名（名称）、联系方式和地址；（2）要求回复的商品名称和网络
地址；（3）不构成侵权的初步证明材料，应当是法院判定不构成侵权的判决书，或者其他证明材料，平台内经
营者应当对书面说明的真实性负责；（4）明确网络交易平台提供商对‘反通知’的审理和处理规则。”).
878) 「新旧商标法实施条例对照表」(http://www.doc88.com/p-8186093836685.html) 2018. 9. 30. 방문.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2002)
第五十条 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商标法第五十
二条第(五)项所称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
(一) 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将与他人注册商
标相同或者近似的标志作为商品或者商品装备使
用，误导公众的;
(二) 故意为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行为提供仓
储、运输、邮寄、隐匿等便利条件的。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2014)

第(二)项被商标法第五十七条第(六)项吸纳

- 514 -

보관·운송·우송·은닉 등
편리를 제공하는 행위.879)

방조하는 행위.880)

해당한다.881)

「상표법」제57조는 상표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882) 그리고 제57조 제6항은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를 간주한다.883) 나아가 「상표법 시행규칙」2014년 제75조와 결합함에 따라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고의적으로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방조를 제공하는 행
위도 상표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방조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법실무 판례에 따라 상표권자가 판매자의 상표
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7번을 신고한 사례가 있다.884) 그래서 오픈마켓 운영자
는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를 알았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능력범위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고의적으로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편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885) 마지막으로 1심법원은 「상표법 시행규칙」 2002년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오
픈마켓 운영자는 기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고 2심법원도 해당 판결을 유지하였다.886)887) 비록
「상표법」이 상표권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책임을 인정할 때 공동침해 법리를 적용한
다.888) 그리고 전의 판례와 같이 결합하여 침해자는 상표권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
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인식에서 직접 알았던 경우를 포함하고 알았을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한
다.889)
또한 중국 「침권책임법」 제36조 제3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879)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2002年)」第五十条 第二款(“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商标法第五十二条第
(五)项所称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 (二) 故意为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行为提供仓储、运输、邮寄、隐匿
等便利条件的。”).
880) 「商标法(2013年)」第五十七条 第六款(“有下列行为之一的，均属侵犯注册商标专用权: (六) 故意为侵犯他人
商标专用权行为提供便利条件，帮助他人实施侵犯商标专用权行为的。”).
881)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2014年)」第七十五条(“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提供仓储、运输、邮寄、印
制、隐匿、经营场所、网络商品交易平台等，属于商标法第五十七条第六项规定的提供便利条件。”).
882) 刘静, “网络交易平台的商标侵权责任”, 「法制博览」 第9期(中) 2014, 78页(“首先，现行的<商标法>第57条中
用侵犯商标专用权的行为来规定各种侵权行为的。即将商标直接侵权和间接侵权行为定在同一条法条中···。”).
883) 王亮·王克理，“网络服务提供者商标间接侵权问题研究”, 「中国高新科技」 第1卷 第7期, 2017, 24页(“《商标
法》第三次修订并未采纳这一主张，仅在《商标法》第57条列举了七种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其中的第七项
是一项兜底性规定。其中的第六项规定‘故意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行为提供便利条 件，帮助他人实施侵犯商标
专用权行为的’，虽然该项未明确说这种情况属于商标间接侵权，但是由于 其主观故意和客观帮助行为为构成要
件，所以其应当确定属于商标间接侵权。”).
884)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2010)浦民三(知)初字第426号民事判决.
885)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2010)浦民三(知)初字第426号民事判决(“在7次有效投诉的情况下，淘宝公司应当知道
杜国发利用其网络交易平台销售侵权商品，但淘宝公司对此未采取必要措施以制止侵权，杜国发仍可不受限制地发
布侵权商品信息。淘宝公司有条件、有能力针对特定侵权人杜国发采取措施，淘宝公司在知道杜国发多次发布侵权
商品信息的情况下，未严格执行其管理规则，依然为杜国发提供网络服务，此是对杜国发继续实施侵权行为的放
任、纵容。其故意为杜国发销售侵权商品提供便利条件，构成帮助侵权，具有主观过错，应承担连带赔偿责任。”).
886)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2010)浦民三(知)初字第426号民事判决(“依照···《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第
五十条第(二)项的规定，于2011年1月17日判决如下：···一、被告杜国发、淘宝公司于判决生效之日起十日内共
同赔偿原告衣念公司经济损失人民币3000元：二、被告杜国发、淘宝公司于判决生效之日起十日内共同赔偿原
告衣念公司合理费用人民币7000元：三、驳回原告衣念公司其余诉讼请求。”).
887) 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1)沪一中民五(知)终字第40号民事判决书(“驳回上诉，维持原判。”).
888) 孔娜·舒秋月, “论网络服务提供者的商标侵权责任”, 「法制与社会」第5期(下), 2018, 89页(“我国对网络服务提
供者的商标侵权责任的认定方面主要采取的是共同侵权理论，但是并不是完全适用。”).
889) 孔娜·舒秋月, 前揭论文, 91页(“在《商标法》中清晰规定着间接侵权的类型，网络服务提供商明明知道亦或是应
当知道网络卖家的商品存在商标侵权后而不实施制止的行为认定为间接侵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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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민사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이용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890) 학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표권 침해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다.891)892) 하지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알았을 수 있었던’
간접적 인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인민대표대회법률작업위
원회는 ‘알다’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및 보호대상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고 기술적
인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심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893) 필자는 ‘알다’에 대하여 실제인지는 물론이고 간접인지(‘알았을 수 있었다’)를 포함하는 견
해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비록 권리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알았을 수 있었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지만, 오픈마켓 운영자도 오픈마켓에서의 상품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오픈마켓 운영자
가 침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894)895)896)
6. 중국 전자상거래법

중국은 2018. 8. 31.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19. 1. 1.에 시행된다. 「전자상
거래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
영자에게 삭제요청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차폐·링크 차단·
거래와 서비스 제공 중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삭제요청통지는 권리침해에 관한 ‘초
보증거’를 포함해야 한다.897)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삭제요청통지를 받
고, 즉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삭제요청통지를 판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
영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898)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가짜 또는 틀린 삭제요청통지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통지자가
890) 「侵权责任法」 第三十六条 第三款(“网络服务提供者知道网络用户利用其网络服务侵害他人民事权益，未采取
必要措施的，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891) 赵灿, “论‘通知—移除’规则在商标网络侵权中的适用-以<侵权责任法>第36条为视角 ”, 「重庆广播电视大学学
报」 第30卷 第3期, 2018, 51页(“以<侵权责任法>适用的客体进行解释，应当人为网络侵权的‘通知-移除’规则适
用于包括商标专用权在内的民事权益。”).
892) 周强, “网络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以<侵权责任法>第36条第2款、第3款为中心”，「北京政法职业学院学报」
第1期, 2011, 43页(“第36条规定的民事权益不仅涉及知识产权，还包括人格权等其他权利。”).
893) 周强, 前揭论文, 48页(“全国人大法律工作委员会关于知道判断遵循的原则，亦可作为参照。他们认为:其一，
根据提供技术服务的网络服务提供者的不同，判断标准应当有所不同。其二，根据保护对象的不同，判断标准也
应当有所不同。其三，提供技术服务的网络服务提供者没有普遍审查的义务(王胜明,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
法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10, 185-186页)。”).
894) 孔乐乐, “网络侵权责任认定的若干问题”, 「法学论坛」第8期, 2010, 30页(“据此，<侵权责任法>第条规定的
‘知道’包括‘明知’和‘应知’，所表达的是过错要件，包括故意和过失。”).
895) 周强, 前揭论文, 47页(“但全国人大法律工作委员会民法室的起草者们却不这样认为。在他们看来，知道应当
包括‘明知’ 和‘应知’。”).
896) 冯术杰, “论网络服务提供者间接侵权责任的过错形态”, 「中国法学」 第4期, 2016, 184页(“就商标法与侵权
责任法的相关实体规则而言，2002年修订后的商标法实施条例第50条第2项或现行商标法第57条第6 项均明确
规定，故意为商标侵权人提供便利才构成帮助侵权。对比侵权责任法第36条第3款和商标法中该规则的适用条
件，也会发现二者没有差别: 前者的适用条件是知道网络用户的侵权行为+(不采取必要措施=仍然或继续提供网
络服务=提供便利)(从而希望或放任侵权发生)，后者的适用条件是(故意=知道商标侵权行为而希望或放任其发
生)+提供便利。”).
897)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二条 第一款(“知识产权权利人认为其知识产权受到侵害的，有权通知电
子商务平台经营者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终止交易和服务等必要措施。通知应当包括构成侵权的初步证
据。”).
898)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二条 第二款(“电子商务平台经营者接到通知后，应当及时采取必要措
施，并将该通知转送平台内经营者；未及时采取必要措施的，对损害的扩大部分与平台内经营者承担连带责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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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통지자가 악의적으로 가짜 삭제요청통지를 발송하고 판매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의 두 배의 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899)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플래폼 운영자로부터 삭제요청통지를 받은 후, 지식재산
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
고, 해당 소명자료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에 대하여 초보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900) 제43조 제2
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명자료를 받은 후에, 해당 소명자료를 지식재산권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상관 부처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기소할 것을 고지한다. 지식재산
권자가 대응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고소나 기소를 하였다는 통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차단한 링크 등을 재개해야 한다.901)
제4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동 법 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요청통지·조
치·처리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902) 제45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경우에 곧바로 삭제·차폐·링크 차단·거래와
서비스 중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903)
제8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동 법 제42조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행정부처는 전자상거래 플
랫폼 운영자에게 일정한 기한에서 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개정하지 않으면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5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904)
「전자상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현황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운영자·판매
자·권리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905) 그래서 전자상거래
영역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 수단의 공백을 메운다. 또한 해당 법이 최근에 통과되어 참고문
헌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은 현존의 「계약법」(合同法)과 「전자서
899)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二条 第三款(“因通知错误造成平台内经营者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
任。恶意发出错误通知，造成平台内经营者损失的，加倍承担赔偿责任。”).
900)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三条 第一款(“平台内经营者接到转送的通知后，可以向电子商务平台经
营者提交不存在侵权行为的声明。声明应当包括不存在侵权行为的初步证据。”).
901)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三条 第二款(“电子商务平台经营者接到声明后，应当将该声明转送发出
通知的知识产权权利人，并告知其可以向有关主管部门投诉或者向人民法院起诉。电子商务平台经营者在转送声
明到达知识产权权利人后十五日内，未收到权利人已经投诉或者起诉通知的，应当及时终止所采取的措施。”).
902)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四条(“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及时公示收到的本法第四十二条、第四
十三条规定的通知、声明及处理结果。”).
903)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五条(“电子商务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平台内经营者侵犯知识产
权的，应当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终止交易和服务等必要措施；未采取必要措施的，与侵权人承担连带责
任。”).
904)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八十四条(“电子商务平台经营者违反本法第四十二条、第四十五条规定，对
平台内经营者实施侵犯知识产权行为未依法采取必要措施的，由有关知识产权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
正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
905)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4%BA%BA%E6%B0%91%E5%85
%B1%E5%92%8C%E5%9B%BD%E7%94%B5%E5%AD%90%E5%95%86%E5%8A%A1%E6%B3%95/1646754
4?fromtitle=%E7%94%B5%E5%AD%90%E5%95%86%E5%8A%A1%E6%B3%95&fromid=5921117&fr=alad
din) 2018. 9. 21. 방문.
“电子商务法是调整平等主体之间通过电子行为设立、变更和消灭财产关系和人身关系的法律规范的总称；是政
府调整、企业和个人以数据电文为交易手段，通过信息网络所产生的，因交易形式所引起的各种商事交易关系，
以及与这种商事交易关系密切相关的社会关系、政府管理关系的法律规范的总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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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电子签名法) 제도를 갱신하였다는 견해,906)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 적용하지 못
하는 법률에 대한 개선, 보완 등을 하고 입법해석과 사법해석 방식을 통하여 전통적인 법률을 온라
인 공간에 확대하였다는 견해,907)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은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상
거래의 새로운 영역의 침투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통 입법 중 온라
인에 적용하지 못 하는 법률에 대한 수정·보완·보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908) 필자는 「전
자상거래법」은 현존의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데다가 현존의 각종 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
된 분쟁에 대하여 특별 영역의 종합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7. 독일 특허법 및 상표법
독일 「특허법」에서 특허권 직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9조가 배타권의 내용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동 규정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는 규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허권자가 보호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다음 실시행위를 금지한
다.
첫 번째, 특허가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 제품을 생산·제공·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특허 제
품을 수입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두 번째, 특허가 방법인 경우에는 제3자가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 해당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방법을 사용하는 행
위에 대하여 방조를 제공하는 행위;
세 번째, 특허가 방법인 경우에 해당 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받거나 해당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 또는 저장하는 행위.909)
독일「특허법」 제10조는 특허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0조에 따라 특허법 규정한 범위 내
에 타인은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요소’를 알았거나 상황에 따라 알 수 있었
던 경우에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허권 간접침해
행위이다.910)911) 하지만 해당 제품이 범용품이거나 비영리적·사적·의학적인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
906) 孟兆平, “中国电子商务法立法基本问题研究”, 「学习与实践」 第5期, 2016, 68页(“电子商务交易法律制度。
电子商务交易法律制度是对现有《合同法》《电子签名法》所确立制度的更新，对电子商务产业发展过程中出现的
新问题制定规定，如数据电文的到达时间、当事人行为能力的推定、自动交易系统的法律地位以及电子错
误。”).
907) 李欲晓·邬贺铨·谢永江·姜淑丽·崔聪聪·米铁男, “论我国网络安全法律体系的完善”, 「中国工程科学」 第18卷
第6期, 2016, 31页(“一方面，应当对传统立法中不适应网络环境的法律法规进行梳理、修改、完善、补充，尽
量通过立法解释、司法解释等方式将传统法律延伸适用于网络空间···。”).
908) 刘颖, “我国电子商务法调整的社会关系范围”, 「中国法学」 第4期, 2018, 209页(“本文作者赞同我国 电子商
务立法应定位为电子商务一般法，既不是针对‘电子商务渗透到特定领域的新问题、新情况的专门立法’，也不是
‘对传统立法中不适应网络环境的法律法规进行梳理、修改、完善、补充’。”).
909) 「Patentgesetz」§9(“Das Patent hat die Wirkung, dass allein der Patentinhaber befugt ist, die
patentierte Erfindung im Rahmen des geltenden Rechts zu benutzen. Jedem Dritten ist es
verboten, ohne seine Zustimmung. 1. ein Erzeugnis,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herzustellen, anzubieten, in Verkehr zu bringen oder zu gebrauchen oder zu den genannten
Zwecken entweder einzuführen oder zu besitzen; 2. ein Verfahren,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anzuwenden oder, wenn der Dritte weiß oder es auf Grund der Umstände offensichtlich ist,
daß die Anwendung des Verfahrens ohne Zustimmung des Patentinhabers verboten ist, zur
Anwendung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nzubieten; 3. das durch ein Verfahren,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unmittelbar hergestellte Erzeugnis anzubieten, in Verkehr zu
bringen oder zu gebrauchen oder zu den genannten Zwecken entweder einzuführen oder zu
besitzen.”).
910) 「Patentgesetz」§10(“(1) Das Patent hat ferner die Wirkung, daß es jedem Dritten verboten ist,
ohne Zustimmung des Patentinhabers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nderen als 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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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912)913) 동 규정은 우리 특허법의 제127조와 유사한데, 오픈마켓 운영자가 전용품을 직
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 연방법원의 전자상거래 영역과 관련된 다비도프 핫 워터(Davidoff hot water) 사건의 요약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914) 원고 코디는 다비도프 핫 워터 향수에 대한 상표권자이고 피고인 아마
존은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코디는 어느 날 아마존에서 자기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구입했
고, 그 제품이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코디는 한편으로는 아마존에게 판매
자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존을 공동침해자로서 판매자와 같이 피
고로 삼고 소를 제기하였다.915)916) 독일 연방법원은 아마존이 비록 판매자를 위하여 상품을 보관하
Benutzung der patentierten Erfindung berechtigten Personen Mittel, die sich auf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Erfindung beziehen, zur Benutzung der Erfindung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anzubieten oder zu liefern, wenn der Dritte weiß oder es auf Grund der
Umstände offensichtlich ist, daß diese Mittel dazu geeignet und bestimmt sind, für die
Benutzung der Erfindung verwendet zu werden. (2) Absatz 1 ist nicht anzuwenden, wenn es sich
bei den Mitteln um allgemein im Handel erhältliche Erzeugnisse handelt, es sei denn, daß der
Dritte den Belieferten bewußt veranlaßt, in einer nach § 9 Satz 2 verbotenen Weise zu handeln.
(3) Personen, die die in § 11 Nr. 1 bis 3 genannten Handlungen vornehmen, gelten im Sinne
des Absatzes 1 nicht als Personen, die zur Benutzung der Erfindung berechtigt sind.”).
911) 한국지식재산학회,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제도 개정 방안
연구」2017, 22면(“제10조 [발명실시를 위한 수단의 사용금지] (1) 그 밖에 제3자가 발명실시를 위해 적합하
거나 특정되는 것을 알거나 또는 상황을 기반으로 명백하다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수단, 그리고 이 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권
한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3자에게 금하는 효력을 이 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특허권은 가진다. (2) 제1항은 수단을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제조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공급물을 의도적으로 제9조 제2문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거래하도록 사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것에 따라 거래를 시도한 사람은 제1
항에 규정된 발명실시에 권한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12) 한국지식재산학회,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제도 개정 방안
연구」2017, 24면(“금지청구권은 독일에서 외국으로의 공급 내지 제공은 포함하지 않으며, 사적으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일반 거래에서 손에 넣을 수 없는 공급 내지 제공과 영업적이지 않더라도 시도목적 또는 의
학적인 수단을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된다(제10조 제3항).”).
913) 「Patentgesetz」§11(“Die Wirkung des Patents erstreckt sich nicht auf. 1. Handlungen, die im
privaten Bereich zu nichtgewerblichen Zwecken vorgenommen werden; 2. Handlungen zu
Versuchszwecken, die sich auf den Gegenstand der patentierten Erfindung beziehen; 2a. die
Nutzung biologischen Materials zum Zweck der Züchtung, Entdeckung und Entwicklung einer
neuen Pflanzensorte; 2b. Studien und Versuche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praktischen
Anforderungen, die für die Erlangung einer arzneimittelrechtlichen Genehmigung für das
Inverkehrbring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einer arzneimittelrechtlichen Zulassung in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in Drittstaaten erforderlich sind; 3. die
unmittelbare Einzelzubereitung von Arzneimitteln in Apotheken auf Grund ärztlicher Verordnung
sowie auf Handlungen, welche die auf diese Weise zubereiteten Arzneimittel betreffen; 4. den an
Bord von Schiffen eines anderen Mitgliedstaates der Pariser Verbandsübereinkunft zum Schutz
des gewerblichen Eigentums stattfindenden Gebrauch des Gegenstands der patentierten
Erfindung im Schiffskörper, in den Maschinen, im Takelwerk, an den Geräten und sonstigem
Zubehör, wenn die Schiffe vorübergehend oder zufällig in die Gewässer gelangen, auf die sich
der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erstreckt, vorausgesetzt, daß dieser Gegenstand dort
ausschließlich für die Bedürfnisse des Schiffes verwendet wird; 5. den Gebrauch des
Gegenstands der patentierten Erfindung in der Bauausführung oder für den Betrieb der Luftoder Landfahrzeuge eines anderen Mitgliedstaates der Pariser Verbandsübereinkunft zum Schutz
des gewerblichen Eigentums oder des Zubehörs solcher Fahrzeuge, wenn diese vorübergehend
oder zufällig in d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gelangen; 6. die in Artikel 27 des
Abkommens vom 7. Dezember 1944 über die Internationale Zivilluftfahrt (BGBl. 1956 II S. 411)
vorgesehenen Handlungen, wenn diese Handlungen ein Luftfahrzeug eines anderen Staates
betreffen, auf den dieser Artikel anzuwenden ist.”).
914) BUNDESGERICHTSHOF, I Z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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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그 자신이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판매 또는 청약의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아마존이 해당 제품에서 권리가 소진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알고 있었
음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모자 또는 방조자도 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해당 침해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도 않았다.917) 독일 연방법원은 「유럽공동체상표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제9(2)b조와 「2017년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 제1001호」(REGULATION (EU) 2017/1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제9(3)b조에 의하여 아마존은 상업적인 이익
이 없고 판매자에게 상품의 보관장소만을 제공하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918) 그리고 판매자의 상
업적인 행위는 아마존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독일연
방법원은 아마존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919)
위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상표권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상
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건을 통하여 그 요건이 간
접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920) 비록 위 다비도프 핫 워터 사건
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지만 그 법리는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915) BUNDESGERICHTSHOF, I ZR 20/17(“Nachdem eine andere zum Konzern der Beklagten
gehörende Gesellschaft mitgeteilt hatte, dass elf der übersandten 30 Stück aus dem
Lagerbestand eines anderen Verkäufers stammten, forderte die Klägerin die Beklagte zu 1 auf,
Name und Anschrift dieses anderen Verkäufers anzugeben, weil bei 29 der 30 Parfums keine
Erschöpfung eingetreten sei. Die Beklagte zu 1 teilte daraufhin mit, dass nicht mehr
nachvollzogen werden könne, aus welchem Warenbestand die genannten elf Stück stammten.”).
916) BUNDESGERICHTSHOF, I ZR 20/17(“Die Klägerin hält das Verhalten der Beklagten zu 1 und 3
für markenrechtsverletzend und hat die Beklagte zu 1 mit anwaltlichem Schreiben abgemahnt.”).
917) BUNDESGERICHTSHOF, I ZR 20/17(“Die Beklagte zu 3 hafte nicht als Täterin auf Unterlassung
hinsichtlich der Parfums, die sie für die Verkäuferin und andere Einlieferer aufbewahrt habe.
Die Beklagte zu 3 habe die Klagemarke nicht selbst benutzt. Sie habe die Parfums auch nicht
zu dem Zweck besessen, sie selbst anzubieten oder in Verkehr zu bringen, sondern lediglich für
die
Verkäuferin
gehandelt.
Eine
Haftung
als
Mittäterin
oder
Teilnehmerin
einer
Markenverletzung scheide aus, da nicht ersichtlich sei, dass die Beklagte zu 3 Kenntnis vom
Fehlen der Erschöpfung gehabt habe. Als Störerin hafte die Beklagte zu 3 nicht, weil die
Klägerin schonnicht vorgetragen habe, dass die Beklagte zu 3 über die Rechtsverletzung in
Kenntnis gesetzt worden sei. Die Beklagte zu 3 sei auch nicht als Dritte zur begehrten Auskunft
verpflichtet.”).
918) BUNDESGERICHTSHOF, I ZR 20/17(“Der Erfolg der Revision hängt davon ab, ob Art. 9 Abs. 2
Buchst. b GMV und Art. 9 Abs. 3 Buchst. b UMV dahingehend auszulegen sind, dass eine
Person,
die
ohne
Kenntnis
von
der
Markenrechtsverletzung
für
einen
Dritten
markenrechtsverletzende Waren lagert, diese Ware zum Zwecke des Anbietens oder
Inverkehrbringens besitzt, wenn nicht sie selbst, sondern allein der Dritte beabsichtigt, die Ware
anzubieten oder in Verkehr zu bringen.”).
919) BUNDESGERICHTSHOF, I ZR 20/17(“Das Berufungsgericht hat festgestellt, dass die über das
Angebot "Amazon Marketplace" geschlossenen Kaufverträge zwischen Käufern und Drittanbietern
zustande kommen, so dass - entgegen der Auffassung der Revision - kein faktischer
Eigenvertrieb der Beklagten vorliegt. Die von den Beklagten zu 1 und 3 und mit ihnen
konzernverbundenen Gesellschaften erbrachten Dienstleistungen der Bereitstellung einer
Verkaufsplattform, des Einlagerns und der Aufgabe zum Versand, die das Angebot "Versand
durch Amazon" enthält, sind zwar objektiv geeignet, die Vermarktungsbemühungen des
Verkäufers der Waren zu unterstützen. Sie rechtfertigen aber nicht die Annahme, dass die
Beklagte zu 3, die ohne Kenntnis rechtsverletzender Handlungen des Verkäufers dessen Ware
lagert, selbst die vom Verkäufer angebotenen Waren zum Zwecke des Anbietens oder
Inverkehrbringens besitzt.”).
920) 조영선,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14면(“독일은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ISP 책임은 일반불법행
위 책임과 구별되는 특수한 유형의 책임(storerhqfung)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그 결과 ISP는 직접침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이상 침해방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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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럽지식재산권집행지침
「유럽지식재산권집행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침
해에 관한 사건에서 나타나는 집행하기 어렵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
된 것이다.921)922) 오픈마켓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정보
를 받아야 한다. 만약,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유럽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8조 제1항은
‘정보권(right of information)’에 관하여 규정한다. 즉 권리자의 적당하고 적절한 요청(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quest)에 따라 사법당국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권리자에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923) 제8조 제2항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 정보는 (a) 해당
제품의 생산자, 배포자, 제공자, 이전 소지자, 도매상인, 소매상인의 성명 및 주소 및 (b) 해당 제품
의 수량, 가격이 된다.924)
앞에서 설명한 다비도프 핫 워터 사건에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권
리자는 제3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시키게 한다. 사실 독일에 은행은 고객의 개
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은행의 이러한 권리는 「유럽지식재산권집행지침」에서
인정한 정보권은 상호간에 충돌한다. 이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925) 그래서 권리자
는 외국 범죄재판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권리자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도 어려운데, 마지막에 법원은 비록은 권리자는 그 고객을 상대방으로 형사적인 소
송을 제기함에 불구하고 은행이 고객에 관련 정보를 제공시킨 판결을 내렸다.926)
921)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rticle 1(“Subject
matter. This Directive concerns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necessary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922) 김기영, “특허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독일입법의 동향: 지적재산권집행지침과 독일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2호, 2009, 1면(“지적재산권영역에서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지적재산권집행을 위한 지침이 독일 국내법적으로 수용
됨에 따라 특허권자의 지위개선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923)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rticle 8(“Right of
information.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the context of proceedings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 response to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quest of the claiman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information on the origin and distribution networks of
the goods or services which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 provided by the infringer and/or
any other person who: (a) was found in possession of the infringing goods on a commercial scale; (b) was
found to be using the infringing services on a commercial scale; (c) was found to be providing on a
commercial scale services used in infringing activities or (d) was indicated by the person referred to in
point (a), (b) or (c) as being involved in the production, manufacture or distribution of the goods or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924)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as appropriate, comprise:
(a)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roducers,

manufacturers,

distributors, suppliers

and

other

previous holders of th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the intended wholesalers and retailers;
(b) information on the quantities produced, manufactured, delivered, received or ordered, as well as

the price obtained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question.”

925) Mark Schweizer, Coty v Stadtsparkasse: BGH rules in the wake of CJEU decision (“Taken by
itself, if the German banking law allowed an unlimited refusal to supply the information
requested, since its wording did not contain any condition or qualification, this would frustrate
the right to information recognised in Directive 2004/48 and was therefore such as to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http://ipkitten.blogspot.com/2015/10/coty-vs-stadtsparkasse-bgh-rules-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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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독일 사례에 따르면, 각 당사자의 권리의 균형점을 맞출 수 있도록 쉽지 않았지만 해당 사례에는
법원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명령을 시켰다. 그리고 해당 사례는 형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기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허특별사법경찰
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오픈마켓 운영자 또는 은행에 판매자(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
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오픈마켓 운영자의 (침해인지 후의) 행위를 특허권 간접침해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Ⅳ.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침해 책임 개선방안
1. 직접침해로 포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특허법」은 직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특허권 직접
침해가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이 실시되어야 하고 그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모두가 실시
되는 것을 말한다. 소위 ‘구성요소완비원칙’이 적용되므로, 오픈마켓 운영자는 침해자가 되기 어렵고
판매자만이 직접침해자가 된다.927) 그런데, 오픈마켓 운영자가 결과적으로는 판매자의 직접침해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로 이익을 챙긴다는 점에 주목하면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직
접침해로 포섭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픈마켓에서 오픈마켓 운영자는 특허권 침해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를 특허권 직접
침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직접침해의 이론이 오픈마켓에서
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능성을 제기한다.928) 그 가능성을 구체화 한 것이 아래 표이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직접침해로 포섭하는 방안>
현행규정

없음

개선방안

(신설) 제127조 ① 아래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유효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권원이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929)
2. 제3자는 권원이 없는 타인과 특허권 유효한 존속기간에 한국영
토에서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이 없이 계약에 의하여 특
허권 침해를 알면서도 영리목적을 전제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
위.930)931)

926) Mark Schweizer, Coty v Stadtsparkasse: BGH rules in the wake of CJEU decision
(“Unsurprisingly, the BGH now ruled that the bank was obliged to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account holder, notwithstanding that the licensee could have fil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unknown) account holder.”).
〈http://ipkitten.blogspot.com/2015/10/coty-vs-stadtsparkasse-bgh-rules-in.html〉.
927) 김수철,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식재
산연구원, 2012, 10면(“직접침해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독립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침해형태이다.”).
928) 전수정·전성태,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44
면(“결론적으로 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 서는 클
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 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29) 정차호, 앞의 논문, 442면(“제127조(침해)(신설) ① 유효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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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방안에 따르면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직접침해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허
권 직접침해가 발생함에 대하여 공동침해자 각자가 주관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932) (2) 공동침해
자 각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여야 한다. (3)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판매행위를 지배, 관
리하여야 한다.933)
그러나, 공동직접침해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를 공동직접침해자로 포섭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934)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판매를 지배, 관리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로 포섭하는 사례도 드물다. 오픈마켓 운
영자의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935) 그 규율의 수단은 직접침해 법리가 아니라 간접침해
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중국도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특허권 간접침해로 규율하고 있
다.

2. 간접침해로 포섭
「특허법」 제127조가 특허권 간접침해를 규정하는데, 그 규정은 전용품을 생산 등을 하는 행위만을
간접침해로 본다.936)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용품의 생산, 판매 등에 개입하지 않는) 오픈마
켓 운영자의 행위를 제127조가 규정하는 간접침해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앞
에서 설명된 바가 있다. 그래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유도간접침해 행위로 포섭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최근 특허청이 특허법 제127조를 개정하여 유도간접침해 법
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930) 필자는 특허권 침해 판단할 때 ‘구성요건완비원칙’을 충돌하지 않을수록 오픈마켓 운영자는 제3자로서 영
리(상업)목적으로 권원이 없는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자에게 손해를 발생되고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
여 주관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공동 직접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다.
931) 전수정‧전성태, 앞의 논문, 69-77면(“공동 직접침해 인정을 위한 주관적 요건의 경우, 특허권의 존재 또는
특허권 침해에 한 인식은 공동실행의 의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실행의 의사는 계속적 거래
관계 혹은 공동 사업 관계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며, 이러
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복수주체 상호간의 행위와 특허발명 사이에 구체적 관계, 전체 실시에 한 기여율,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932) 김동준, 앞의 논문, 305면(“이 견해는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에 한 종래 입장을 (i) 부정설, (ii) 객관적 공동
설, (iii) 주관적 공동설로 구분한 다음, ‘좁은 의미의 주관적 공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직접침해 성
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933) 전수정‧전성태, 앞의 논문, 48면(“수족이론이나 도구이론에 의해 직접행위자로 평가된 경우에는 현실로 당
해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침해자로 긍정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배·관리가 있어야 한다.”).
934) 김동준, “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8, 305-309면(“(1) 견해1(조영선)···(2) 견해 2(김관식)···(3) 견해 3(문선영)···(4) 견해 4(권택
수)···(5) 견해 5(전수정‧전성태)···견해1부터 견해5외에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는 견해”).
935) 조영선, 앞의 논문, 15-16면(“법원은, 특허권 침해유형의 하나인 ‘판매의 제안’은 계약의 구체적 성립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웹페이지에 올려두는 정도는 그런 구체성
이 만족되지 않아 ‘판매의 제안’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ISP의 역할, 그를 통해 특허권
침해물건의 판매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ISP의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입법을 통
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936) 신혜은,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적 제언”, 「안암법학」 제45호, 안
암법학회, 2014, 205-208면(“간접침해 성립요건. (1) 간접침해물이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 ‘사용’될
것. (2) 간접침해물이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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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2018. 9. 5.)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특허권 유도간접침해를 규율
하는 아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위 특허청 개정안을 미국의 유도간접침해법리와 비교하면 다음의 표가 형성된다.

요건 구분
특허(발명) 존재 인지
요건

특허청 개정안

미국 유도간접침해법리

특허발명의 존재 인지

특허의 존재 인지

직접침해 인지 요건

해당 요건 없음
(특허발명의 존재의
인지만으로 특허권
침해의 인지를 인정하기
어려움)

직접침해 인지

적극적 유도 요건

적극적 유도

인지의 증명

??

문언: 적극적 유도
실제: 작위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부작위적 행위도 인정
의도적 외면

미국의 유도간접침해 규정도 적극적으로 유도한(actively induced) 행위를 규율한다. 그런데 판례는
피고의 적극적 그리고 작위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피고가 직접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하면서도 의
도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도 적극적 유도로 본다. 즉, 피고의 부작위에 기초하여 의도적 외면을 인정
하고 유도간접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우리 민법의 방조 법리가 부작위로 인한 방조도 인정하므
로,937) 우리 특허법의 유도간접침해 법리도 부작위로 인한 유도간접침해도 포섭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만약, ‘적극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그 문언의 의미에 천착하여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직접침해를 방조하였을 뿐이지 직접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
해서는 특허청 개정안에서 ‘적극적으로’를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이와 같이 ‘적극적 유도’라는 문언이 존재함에도 그 문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 문언의
엄격한 적용이 유도간접침해 법리를 형해화 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특허법이 유도간접침해를 규율하면서 ‘적극적 유도’라는 문언을 가지게 되면 우리 법원이 미국 법원
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 그리고 작위적 유도가 없는 경우에도 유도간접침해를 인정할까? 법원이 국
회가 제시한 문언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의 합목적인 법적용을 기대하기 보다는
아예 그 ‘적극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았음을 요구하는 인지요건이 자칫 독일식의 ‘확고한 인식’을 요구하는 경우 특
937) 신수희, “상표권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이차적 책임에 관한 논의”, 「지식재산연구」 제10
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46면(“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이용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
고 있다.”); 송덕수, 앞의 책, 548면(“방조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
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2007. 6. 14., 2005다32999; 대판 2010. 4. 29., 2009다59855; 대판 2012. 4. 26., 2010다
8709; 대판 2014. 3. 27., 2013다91597).”); 김경숙, “특수한 유형의 OSP와 기술적 보호조치”, 「산업재산
권」 제35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 378면(“‧‧‧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524 -

허권자가 운영자의 확고한 인식을 증명하기 어렵다.938) 독일식의 ‘확고한 인식’에 대하여 운영자의
주관적인 ‘알았다’만 지지한 학자들은, ‘알 수 있었다’를 포함하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적인 심
사의무를 부여한 느낌이 있고 책임을 엄격하게 요한다고 주장한다.939) 반면에, 미국 판례는 그 인지
를 의제인지 나아가 의도적 외면까지 포섭한다. 운영자의 확고한 인식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
고, 그래서 독일 법리는 운영자가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게 한다. 운영자의 경각심을 끌
어내고 나아가 협조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미국 법리가 더 타당하다. 미국의 의제인지 및 의도적 외
면의 법리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알 수 있었던 사항도 인지로 포섭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특허권 침
해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운영자에게 자기가 운영된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 수
있는(특히, 삭제요청통지를 받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940) 앞에서 본 바에 따라 운영자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능력범위 내에서 특허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
만 운영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경우는 미국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에
해당하고 판매자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941)
나. 여러 방안의 비교, 분석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유도간접침해 책임을 부과하는 여러 사례에 대하여 앞에
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은 여러 방안이 정리된다.
<(직접침해에 대하여 유효한 통지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를 유도간접침해로 포섭하는 방안의 비교>

특허청
개정안
특허발명
의

존재를

알면서도
특허발명
의

실시를

적극적으
로

유도하

는

행

특허청 개정안에
대한 필자 수정안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중국 특허법 수정안
제62조 제2항

중국 특허법 수정안까지
고려한 필자의 수정안
쟁점이
되는 상품이 특허
관련 제품과 방법이 특
허물건 또는 특허 방법 발명이 적용된 것이라는
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사실 또는 특허발명을 사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

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

이 생산 경영을 목적으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

로 타인의 특허권 직접

었으면서 그 상품의 생산,

침해행위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양

유도하는

938) 조영선,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14면(“독일은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ISP 책임은 일반불법행
위 책임과 구별되는 특수한 유형의 책임(storerhqfung)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그 결과 ISP는 직접침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이상 침해방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39) 杨明, “<侵权责任法>第36条释义及其展开”, 「华东政法大学学报」 第3期, 2010, 126页(“笔者认为这体现了
我国的立法者对‘技术中立’原则的接受。既然不应使网络服务提供者负有审查义务，‘应知’这一过错的认定标准
也就失去了规定的必要。”); 张新宝·任鸿雁, “互联网上的侵权责任: 《侵权责任法》第36条条解读”, 「中国人民大
学学报」 第4期, 2010, 20页(“···本文认为，上述条款对于网络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的规定仍显严格，尤其是
第3款的知道规则。”).
940) 曹阳, “互联网平台提供商的民事侵权责任分析”, 「东方法学」 第3期, 2017, 81页(“事实上，对于平台而言，
平台提供商一般都知道其平台上存在着一定侵权行为，有的平台提供商甚至知道其平台存在着较为严重的侵权
状况···。”).
941) 苏冬冬, “电子商务交易平台经营者在专利侵权中的过错认定问题探析”, 「电子知识产权」 第4期, 2018,
42-43页(“电子商务交易平台经营者为防范专利侵权的义务应当在这一合理范围内，以此来划分电子商务交易平
台采取合理措施的‘合格线’。如果电子商务交易平台经营者所采取的措施无论从方式还是效果上都未达到合格线
所划定的标准，这时应当推定电子商务交易平台经营者对这条合格线采取了‘选择性无视’的态度，则其主观上存
在过错，应当对用户的直接侵权行为承担侵权责任。可以考虑美国判例法上的‘故意漠视’(Willful
Blindess)标
准，引入到专利间接侵权中，以此来判定间接侵权人是否应当对直接侵权人的行为承担侵权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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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942)

경우에는 침해자와 연

도·대여의

청약,

수출을

대책임을 부담한다.943)

유도하는 행위944)945)

3. 특허특별사법경찰의 통지
중국 특허법 수정안 제63조 제1항은 특허행정부서가 침해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특허특별사법경찰이 권리자를 대신하여 침해사실에 대하여 오픈마
켓 운영자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침해사실의 통지가 반드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에 의
할 필요가 없고, 특허특별사법경찰에 의하여도 무방하여야 한다.
4. 전자상거래법의 규정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42조가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삭제요청통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확
대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그 통지의 전달, 가짜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판매자의 소명 등
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특허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우리도 이러한 사
항을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모두 민사법원에서 다
투어진다.
5. 유효한 통지의 요건
유효한 통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통지자의 연락처; ② 해당 특허의 등록사본; ③ 차
단을 요청하는 특허권 침해상품을 인식할 수 있는 등록번호와 링크; ④ 특허권 침해를 설명하는 자
료.946)
6. 대응통지의 내용

942) 특허청 개정안의 표현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특허청, “특허침해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2018. 9. 5.
“개정안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
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관하여,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그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
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행위.···5.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
시에 사용하는 물건(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발명의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관하여,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 및 그 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그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6.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적극
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943)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 第62条 第2款(“明知有关产品、方法属于专利产品或者专利方
法，未经专利权人许可，为生产经营目的诱导他人实施了侵犯该专利权的行为的，应当与侵权人承担连带责
任。”).
944) 특허권 직접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유도한 경우
에 포함된다. 중국 특허법 수정안 제63조 제1항(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945) 판매자에 의한 침해를 알면서도 그 침해와 관련하여 오픈마켓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행위도 편의를 제
공하는 행위이며,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중국 상표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946) 司晓‧范露琼, “知识产权领域‘通知-删除’规则滥用的法律规制”, 「电子知识产权」 第2期, 2015, 98页(“因此笔
者认为，为了防止通知制度被滥用，在人身权领域，也应该要求通知形式要件包含‘构成侵权的初步证明材
料。’”); 武善学, “论电商平台你专利侵权中有效通知的法律要件-兼评最高人民法院第83号指导案例”, 「知识 产
权」 第1期, 2018, 63页(“在‘嘉易烤诉金仕德、天猫纠纷案’中，浙江省高级人民法院认为，通知内容应包括权利
人身份情况、权属凭证、证明侵权事实的初步证据以及指向明确的被诉侵权人网络地址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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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 의한 대응통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판매자의 연락처; ② 특허권 침해가 아
님을 소명하는 자료, 가장 중요하게는 법원의 판결서 또는 특허심판원 심결서; ③ 재개할 상품의 명
칭과 링크.947)
7. 간접침해의 침해죄 명확화
간접침해가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간접침해도 침해죄라고 보는
것이 최근 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글은 오픈마켓에서 특허특별사법경찰의 활약을 기대하고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에 특허특별사법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가 유도간접침해가 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특허권 간접침해가 침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특허법 제225조 제1항 규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제1항 개정방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직접 또는 간접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권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동일한 것이 타당한가? 운영자(간접침
해자)와 직접침해자가 민사사건에서 배상액을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한 학자는 ‘비교
과실분담법’(比较过失分摊法)을 제시하였다. 즉 각 가해자의 과실 정도, 각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각 가해자의 부당이득, 경제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이상의 요건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각 가해자가 반반을 배상한다. 일방 가해자는 자
기의 능력 범위외 배상액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다른 가해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948) 이러한
법리를 형사사건에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간접침해자의 벌금을 1억원 이내에서 적
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전자상거래법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데 오픈마켓 운영자의 역할과 맞추지 못 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입법할 필요가 있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다.

947) 许谅亮, “网络交易平台提供商专利侵权法律责任”, 「科技与法律」 第3期, 2015, 513页(“对于‘反通知’的内容
要件，可采用以下表述: 第xx条 平台内经营者接到网络服务提供者转送的通知书后，认为所销售商品未侵犯他人
专利权的，可以向网络服务提供者提交书面说明，要求恢复被删除的商品信息，或者恢复相关链接。书面说明应
当包含下列内容：（1）平台内经营者的姓名（名称）、联系方式和地址;（2）要求回复的商品名称和网络地址;
（3）不构成侵权的初步证明材料，应当是法院判定不构成侵权的判决书，或者其他证明材料，平台内经营者应
当对书面说明的真实性负责;（4）明确网络交易平台提供商对‘反通知’的审理和处理规则。”).
948) 许谅亮, 前揭 论文, 516页(“关于网络交易平台提供商与直接侵权人的赔偿责任分摊，笔者比较赞同相对的‘比
较过失分摊法’，即不仅要按照各加害人的过错大小来决定其应担的赔偿责任，还可参考各加害人加害行为所造
成的损害后果的严重程度、原因力、加害人所获得的非法利益、加害人的经济负担能力等诸多因素。相关法条可
采用如下表述: 第xx条 连带责任人主要根据各自责任大小确定相应的赔偿数额，还因考虑侵权发生的原因、损
害后 果的严重程度、加害人所获得的非法利益、加害人的经济负担能力等因素; 难以确定责任大小的，平均承
担赂楼责任。支付超出自己赔楼数额的连带责任人、有权向其他连带责任人追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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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규

규정 신설방안

정

제2조 제7호. (신설) “오픈마켓”이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거
오픈마켓의
정의

없음

래할 수 있는 사이트 플랫폼을 만들어 둔 채, 판매자와 구매
자는 회원 가입방식을 통하여 부가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장소이다.949)

오픈마켓
운영자의

없음

정의

제2조 제8호. (신설) “오픈마켓 운영자”란 판매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 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를 말한다.950)
(신설) 제20조의4(오픈마켓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951)

①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보호 규칙을 만들 의무를

부담한다.
오픈마켓

②

운영자의

치를 취한 후에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와

없음

책임

③

오픈마켓 운영자는 권리자로부터 삭제요청통지를 받고 조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응통지를 받은 후

에 지식재산권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오픈마켓 운영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
대책임을 부담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형사적인
처벌

(신설) 제X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20조의4가 규정한 의무를

없음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권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는 ooo원의 벌금을 부과한다.952)

V. 결론
이 글은 특허권 침해를 적발하는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이 신설되는 상황 및 오픈마켓에서의 특허권 침해가 중
요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침해품의 판매를 조장하거나 외면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는) 특
정 행위를 특허권 간접침해죄로 포섭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만약,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해당 행위는 민사사건이 되어 특허권 특별사법경찰이 개입할 수 없게 되고, 중소기
업, 개인 등 취약한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한, 취지 아래 이 글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리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등의 관련 법리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한 비교법적 연구의 결과로 특허법 제127조에 유도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시한다. 동 개
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인지(knowledge)를 ‘실제인지’ 또는 ‘확고한 인지’에 한정하지 않고
949) 김지환,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간접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4, 170면(“오픈마켓이란 「ΟΟ시장(http://www.ΟΟΟ」 이라는 명칭을 홈 사이트로 하는 웹사이
트몰에서 판매자가 각각 웹사이트(판매 사이트)를 공개하여 판매 사이트상의 점포(가상점포)에서 상품을 전시
하고 복수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950) 사법연수원, 「전자상거래연구」, 2012, 118면(“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입점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의 운영
형식을 말한다. 오픈마켓의 거래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상품배송도 판매자가 행하며, 오픈마켓 운영
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내에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
매에 따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판매를 중개하며,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을 입금받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서울고법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951)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四十一条, 第四十二条第二项, 第四十三条.
952)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第八十四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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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인지’ 또는 ‘의도적 외면’에까지 넓힌다.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면 실제인지 또는
확고한 인지에 한정되는 인지 요건은 특허권자가 증명하기 거의 불가능한 요건이 되고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에
서 특허권이 무력화 될 것이다. 둘째, 유도행위를 적극적 유도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유도행위
에까지 넓힌다. 이러한 법리가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기존 법리와 상응할 것으로
믿는다. 또, 미국의 경우, 법 문언이 ‘적극적 유도(active induc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원은 유도간접침해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의도적 외면’을 적극적 유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글은 특허권자의 침해통지(notice), 오픈마켓 운영자의 (그 통지의 판매자에게의) 전달 및 폐쇄조치
(takedown), 판매자의 대응통지 등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특허권 유도간접침해 법
리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깊이 논하지 못하였다. 오픈마켓 운영
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도는 특허권자에 의한 권리의 남용 또는 오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위 침
해통지가 침해를 특정할 것이 요구된다. 또, 침해통지의 적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도는 오픈마켓 운영자
가 그 통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이익을 균형되게 하는 침해통지, 폐쇄, 대응통지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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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WIPO 집행위원회(ACE)에서의 논의 동향

1. 1차 회의
- 본 회의는 지적 재산권 집행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WIPO가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다음 제 2 차 회의에서는 집행 활동(소송 비용과 같은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에
서 사법 및 준 사법 당국의 역할과 기소에 대한 발표가 포함된다.

2. 2차 회의
- 위원회는 지적 재산권의 시행에서 사법부의 특별한 역할에 주목했다.
- 지적 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판결을 내릴 필요성은 일부 대표단에 의해 강
조되었지만, 다른 여러 대표단은 전문 법원의 설립을 둘러싼 어려움을 강조했다. 사법부의 전문화는 지
적 재산권 소송을 기존의 사법 체계 내에 집중시킴으로써 성취될 수 있지만, 한 대표단은 특정 지적 재
산권 법원의 창설이 단순한 사건 집중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위원회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계속된 사법 훈련의 중요성과 사법부의 사법 체계에 대한 민감성에 대
해 합의했다.
- 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는 지적 재산권 소송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개념(사법부에 의한 효과적인 사례 관리의 중요성, 사법 구조 내에서 중재 절차의
통합 및 지적 재산권 소송 절차 간소화)가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 일부 회원국의 행정 절차를 고려한 결과, 준사법 절차가 합리적이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3. 3차 회의
위원회 구성원은 지적 재산권 집행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특정 조직 및 민간 부문과의 조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했다.
-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루어진 특정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i) 각국의 위조 및 불법 복제 행위의 범위;
ii) 집행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총체적인 전략적 접근법의 타당성;
iii) 개발 도상국의 건강 제품 및 안전 제품과 관련된 문제;
iv) "트레이너 양성"의 중요성;
v) 효율적인 공공 복지 프로그램(public outreach programs) 개발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집중관
리단체를 관여시키려는 노력;
vi)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 지침의 정교화;
vii)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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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전에 제도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

4. 4차 회의
-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루어진 특정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i)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의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 및 해당 세계적 문제에 대
한 전략적 접근에서의 권리 보유자 협력의 필요성;
ii) 증가하는 인터넷을 통한 침해물품 거래를 포함하여 위조 및 불법 복제 활동의 세계적 규모;
iii) 의료 제품 분야에서의 위조가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보건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사
실;
iv)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 및 투자자 신뢰 형성을 위한 지적 재산권 집행의 중요한 역할
- 많은 국가들이 검찰을 돕기 위한 추정(presumption)과 2 차 증거의 승인을 제공하지만, 전체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적 문제(systemic problem)는 종종 효과적인 형사 집행을 방해하고
백 로그(backlog)를 생성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 지적 재산권 범죄는 종종 다른 국가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 수
익 및 자산 몰수 관련 법규를 포함한 범죄 시스템의 전반적인 적용으로 인해 형사상의 지적 재산권 집행
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지적되었다.
- 일부 대표단은 상품의 출처(origin)에 대한 사기적인 은폐를 제한하기 위한 수출 및 환적(transshipment)
관리에 대한 노력에 주목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은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에 있어 정보 수집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i) 개인 기소의 타당성;
ii) 형사 및 민사 소송 절차에서의 사법 전문화;;
iii) 징벌적 손해배상(damage awards with a punitive notion);
iv) 보상 구제 및 형사 제재의 비례;
v) 입증 책임 및 법적 절차상의 기타 증거상 장애물;
vi) 권리 보유자의 권리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 및 컨텐츠의 접근성 및 경제성 사이의 균형 유지의
중요성
- 대표단은 민사 집행을 보완하는 형사상 IP 집행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으며, 효과적인 민사상 IP 집행
시스템(effective civil IP enforcement system)이 범죄 집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고 논의했다.
- 침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범행(commission of the offense)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자에 대
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일부 대표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형사상 IP 집행에 있어 정부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했다.
-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많은 제안이 제안되고 논의되었다.
i) 바이오 불법 복제(bio-piracy);
ii) 집행에 있어서 권리 보유자의 기여;
iii) 제한 및 예외 사항을 고려한 권리 집행;
iv) 전통적 지식과 유전자원의 불법 복제(piracy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v) 인터넷을 통한 IP 범죄와 관련된 조정 및 협력;
vi) 지적 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역량 구축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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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 회의
-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루어진 특정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i) WIPO 개발 의제 권고안 제 45 호 (통과 중인 상품의 압류의 영향 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보다 면
밀한 분석을 위한 제안;
ii) 잠정적 조치와 관련한 보호 장치;
iii) 지적 재산권 침해의 범죄 범위;
iv) 경쟁법, 정당화되지 않는 위협 및 지적 재산권 집행 절차의 악용과 같은 악의적인 집행 관행
- 프레젠테이션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지적 재산권 집행에 접근했다.
i) 복리(welfare) 및 다양한 지적 재산권 침해의 다른 영향들
ii) 이용 가능한 경험적 증거(available empirical evidence)의 유용성 및 신뢰성;
iii)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지적 재산권 소송, 특히 개발 도상국의 소송에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
- 일부 연사는 범죄 수익이나 지적 재산권 등록 수수료 등에 기초하여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남용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기금을 신중하게 관리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또한, 법률 및 수사 비용을 공유하는 것과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교육(training) 및 포괄적인 제품 식별 자
료 제공을 통해 지적 재산권 집행에 대한 민관(public-private)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위하여, 집행 비용을
제한하려는 권리 보유자의 시도가 논의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특히 관세 사건의 맥락에서 법원 밖의
해결이 실제로 더 탐구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집행 옵션으로서 몰수의 역할을 목적으로, 침해 물품에 대한 국제 무역에서의 조직 범죄의 관여가 검
토되었다.

6. 6차 회의
-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루어진 특정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i)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 분석
ii) 데이터 수집 방법들을 개선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미시적 수준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경제
연구를 위한 권고(recommendations)
- 또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i) 저작권 침해의 원인으로서 고비용, 저소득 및 값싼 기술 간의 상관 관계;
ii) 현재의 가격 책정 정책이 미디어 불법 복제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iii) 집행 및 교육 모델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부 권리 보유자에 의한 보다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기
반 접근 방식;
iv)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복지 캠페인(outreach campaigns)의 역효과 가능성;
v) 하이 엔드 시장(high end markets)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 위조 및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언어를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개발 도상국"이 아닌
개별 국가 간에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한 연사는 특히 많은 국가에서의 압수 품목 증가, 환경적 및 인도주의적 구호 고려사항(relief
considerations), 정부 및 권리 보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압수된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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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분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 또한, 사례 연구는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불법 복제의 해악뿐만 아니라 시장 최저 가격대의 불법 복제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권리 보유자가 직면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강조되었다.
i) 정부는 압수된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보관 및 파기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없다는 점;
ii) IP 침해는 문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건강 및 안전 위험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위원회는 멕시코 대표단이 발표한,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둔 위조와 불법 복제에 대한 성공적인 교육
캠페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주목했다.

7. 7차 회의
- 의제 항목 5에서, 위원회는 합의된 work program의 다양한 항목과 관련하여 복수의 연사가 발표한 발
표를 들었다.
- work program 의 item 2 와 관련하여,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루어진 특정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i) 해당 문맥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을 위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 결정에 대한 검토;
ii) 빈곤, 불평등 및 집행 및 인식 제고 활동에서의 권리 소유자의 협력 부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한, 아프
리카 국가들의 관점에서 연료 위조와 불법 복제의 원인 규명;
iii) 이러한 상황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전략
- work program 의 item 3 과 관련하여, 한 연구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통계 정보의 품질 및 비
교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를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관련 비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데이
터의 품질과 가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권고들로 결론을 맺었다. 또한, EU
내의 위조 및 불법 복제의 범위와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위조 및 불법 복제에 관한
유럽 감시부 (European Observatory with Counterfeiting and Piracy)의 후원 하에 수행된 작업에 대한 업데
이트가 제공되었다.
- work program 의 item 4 과 관련하여, 언급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i)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소비자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
한 개념을 소개;
ii)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의 남용과 관련하여 여러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법적 개념과 표준
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지적 재산권의 반경쟁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결과의 개요 (허위 소송);
iii) 합법적인 전자 상거래의 필요성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위조 상
품 거래에 대한 예방 조치의 범위와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인, 권리 보유자와 인터넷 플랫폼 간
의 합의 기반 협력 모델
- 프레젠테이션 이후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및 다루어졌다.
i) 위조 및 불법 복제의 맥락에서 수요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ii) 위조 및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관 행정기관 (customs administrations) 의 중요
한 역할과, WIPO 및 세계무역기구 (WTO)를 포함한 다른 IGO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관세기구
(WCO)가 회원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각각의 기술 지원;
iii) operational border enforcement 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포함하여, 통계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
iv) 통계 정보에 대한 방법론들을 타겟팅하는 것(targeting methodologies)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관습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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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미치는 영향;
v) 세관 행정기관에 의한, 증가된 무작위 표본 추출의 공헌 가능성
vi) 입법안에서의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신중한 정의의 중요한 역할
- 위원회는 WCO가 WCO CEN 에서뿐만 아니라 세관 행정기관과 권리자 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
는 온라인 도구인 WCO Interface Public Members (IPM)에 대한 보충 정보에 주목했다.

8. 8차 회의
- 유럽 연합 대표단은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노력을 표명했으며, 위조 및 불법 복제의 영향,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타 예방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
법론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터키 대표단은 사무국이 위조 및 불법 복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 조사를 준
비할 것을 제안했다.
- 발전 단계의 차이(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 현실의 다양성을 고려한, 위
조 및 불법 복제의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영향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연구"에 관한 work program의 item 3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 영국 (UK) IP 범죄 보고 팀(United Kingdom IP Crime Report Team)은 영국 연례 IP 범죄 보고서를 개발하
는데 사용된 방법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IP 범죄와 돈세탁 간의 관계, 적절한 양형 및 고발 e-러닝 툴
킷(prosecution e-learning toolkit)을 포함한 인식 제고 활동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유럽 위원회는 내부 시장에서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위탁 연구를 소개하였고, 이후 판
매에서의 침해(infringement on sales)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RAND Europe의 프레젠테이션이 뒤따랐다. 이어서, 유럽 감시부(EU Observatory)는 "유럽 시민 및 지적
재산권: 인식, 이해, 태도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연구와 EU 성장 및 고용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IP 영향 연구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몰도바 공화국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국가기관(State 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AGEPI)은 위조와
불법 복제의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에 수행된 활동을 발표했고, 모조품을
고의적으로 구매한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지식, 태도 및 관행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 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는 정부-민간 합작인 산업 재산권 및 위조 방지위원
회 (CONPIAC)가 수행한 모로코에서의 위조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이 연구는
모조품이 도입되는 경로를 조사하고 집행 도구(enforcement tools)의 효능을 평가한다.
- 한국 특허청 (KIPO)은 위조 방지 정책, 특히 다음과 관련된 활동을 발표했다.
i) 디지털 법의학 도구를 갖춘 온라인 조사 팀을 포함한, 위조품과 관련된 범죄를 직접 조사하는 KIPO 특
별 사법 경찰;
ii) 모조품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 시스템;
iii) 한국 온라인 오픈 마켓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배포되는 위조품의 게시를 발견하는 IP 온라인 모니
터링 시스템;
iv) 모조품의 유해한 영향을 홍보하고 정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

9. 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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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대표단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칠레가 중재 시스템을 통해 .cl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위조품 또는 불법 복제품에 대한 시장 축소를 효과적으로 도운 두 가지 국가 사례를 강조
했다.
i) 국가 세관 당국은 국가의 각 지역의 특정 위험을 분석하여 국경 조치(border measures)보다 강력한 관
리를 허용하는 방법론 구현
ii) 칠레 조사 경찰(Chilean Investigative Police) 내에서 IP 범죄 수사 기관 (BRIDEPI)이 2008 년부터 운영
됨

10. 10차 회의
- 스페인 특허청은 위조품의 효과를 강조하고, 위조 방지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
는 최근 캠페인인 "위조 행위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를 발표했다.
- “청소년을 위한 교육 도구” 항목으로, 네 가지 국가적 경험(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이 제시
되었다.
- “IP를 존중하는 국가 전략”이라는 하위 항목에서 세 가지 국가적 경험(몰도바, 잠비아, 덴마크)이 공유
됐다.
i) 잠비아 경찰청은 위조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PESTEL 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발표
ii) 덴마크 특허청 (DKPTO)은 구체적인 침해 사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새로 설립된 DKPTO의 집행
부서와 그 역할에 대해 설명

11. 11차 회의
- 브라질 대표단은 불법 복제 및 지적 재산권 범죄 방지 국가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의 역할에 대해 보고했고, 2013-2016년 기간에 해당하는 국가 계획의 세 축을
설명했다.
i) 인식을 높이고 불법 복제 및 위조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교육;
ii)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장려책 창출(creation of incentives);
iii) 역량 강화와 지방 집행 요원(local enforcement agents) 훈련을 포함하는 집행

12. 12차 회의
- 파나마 대표단은 최근 파나마 운하가 확장됨에 따라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운송되는 물품이 증가하
고 콜론 자유 무역 지대(Colón Free Trade Zone)에서 취급되었다고 보고했다. 대표단은 법무부뿐 아니라
보안군(security forces), 세관, 공소(public prosecution) 및 콜론 자유 무역 지대의 직원과 같은 다른 관련
당국을 위해, IP 능력 강화 및 인식 제고 활동을 파나마에서 증가할 것을 요청했다.
-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지적 재산권 집행 조정”이라는 주제 아래 총 10개 회원국이 경험을 발표했
다.
i) 왕립 태국 경찰의 중앙 수사국 (Central Investigation Bureau)에 의한 "지적 재산권 집행 조정 및 왕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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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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