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ѝ丙ᐲ൪᳘㿴ࡦ⌅⹄ウѝᗳ˄MRLC˅ਁᐳҶㅜഋধ“ѝ丙⸕䇶ӗᵳоㄎҹ⌅ᒤᓖᣕ”˄ԕ
лㆰ〠“ᒤᓖᣕ”˅Ǆࠪ⡸ᒤᓖᣕⲴࡍ㺧ᱟ䙊䗷ѝ丙ᆖ㘵ԕ৺ᇎ࣑уᇦሩєഭⲴ⌅ᖻਁኅⲴ
࠶᷀ˈѪ⨳ޘᨀ⸕䇶ӗᵳ઼ㄎҹ⌅亶ฏᴰᵳေⲴ⌅ᖻؑǄ⸕䇶ӗᵳ઼ㄎҹ⌅Ѫ᭟ᤱ㓿⍾
ਁኅᴰ䟽㾱Ⲵ⌅ᖻ㓴ᡀ䜘࠶ˈ൘ѝ丙єഭ䜭ᗇࡠҶ䗵䙏ਁኅǄо↔਼ᰦˈѝ丙єഭҏ↓൘ᡀѪ
⨳ޘ㓿⍾ਁኅⲴ䟽㾱৲о㘵ˈᒦф൘䈨ཊᯩ䶒⧠ࠪӂ㺕ᙗǄഐ↔ˈྲօ᧘ࣘєഭ䘋↕ᒦᇎ⧠
єഭѻ䰤Ⲵॿ਼᭸ᱟ䶎ᑨ䟽㾱Ⲵ䇞仈ˈ㘼ྲ᷌㜭ཏ൘࠶⨳ޘӛᒤᓖᣕⲴ⹄ウᡀ᷌ˈ֯ѻᡀ
Ѫ઼⭏ޡ㑱㦓Ⲵۜॆࡲˈᰐ⯁ሶާᴹᴤ䟽㾱ⲴѹǄ
⨳ޘ㓿⍾↓༴Ҿ䖜රᰦᵏˈᯠⲴ㓿⍾ਁኅ⁑ᔿҏᔰ㨼㣭ˈ䘉ᯠ⁑ᔿ䙊䗷㓿⍾ᒣ㺑ਁኅǃ
ᨀ儈⭏⍫䍘䟿࣋മᶕਆԓ 2008 ᒤ⨳ޘ䠁㶽ডᵪਾࠪ⧠Ⲵᯠ㠚⭡ѫѹডᵪǄ⨳ޘ൘ራ㔤ᤱ㓿⍾
䮯ᯠ䙄ᖴᰦˈᜣ൘䘉њ⨶䇪кᡆᇎ䐥кᐢࠪ⧠ᡰ䉃Ⲵєᶱॆᰦԓᶕ࠶ӛ↔䮯ᡀ᷌ᒦнᇩ
᱃Ǆ⭡Ҿ 2017 ᒤ㖾ഭᯠ᭯ᓌⲴ䍨᱃᭯ㆆਈॆо࣋ˈ൘ѝഭо丙ഭⲴ⸕䇶ӗᵳ઼ㄎҹ⌅亶ฏ䜭
ࠪ⧠ҶаӋ䟽㾱һԦˈҏӗ⭏Ҷ䇨ཊᯠⲴ䇞仈ˈ֯ᗇєഭ⌅ᖻᇎᯭփࡦਁ⭏ҶаӋ䟽㾱ⲴਈॆǄ
MRLC ؑˈُࣙ⸕䇶ӗᵳ઼ᐲ൪ㄎҹ䘉єབྷ䟽㾱⇥ˈᡁԜаᇊ㜭ཏ䙊䗷䘭≲᭩䶙оᔰ
᭮ᶕᇎ⧠ॆ⨳ޘǄ↔ཆˈᡁԜؑˈྲ᷌ѝഭ઼丙ഭ㜭ཏ䙊䗷ަᛐѵⲴশਢᴤᯠ〟㍟Ⲵ“ьᯩᲪ
ភ”ˈѪ䀓ߣ⨳ޘ㓿⍾ᡈࠪڊ䍑⥞ˈ䛓ሶᱟ䶎ᑨᴹѹⲴǄֻྲˈቭ㇑ޜᒣࡉⲴᵜ䍘ӽᵚᴹ
ᇊ䇪ˈնᱟѪ䀓ߣԕ᭸⦷ѪѝᗳⲴᯠ㠚⭡ѫѹ㕪䲧Ⲵаᴯԓᯩ⌅ˈޜᒣࡉᐢ㓿㻛ᒯ⌋ൠ
䇘䇪о⌘ޣǄᡁԜаⴤ൘᧒㍒ྲօሶьᯩᲪភ઼⽮४䇶Ⲵ㠚ᡁ৽ᙍо⸕䇶ӗᵳǃㄎҹ⌅ᴹᵪ
㔃ਸǄ
MRLC 䙊䗷∄䖳⌅઼䐘ᆖ、⹄ウѪ׳䘋⸕䇶ӗᵳ઼ㄎҹ⌅Ⲵਁኅࠪڊ䈨ཊࣚ࣋ˈᵜᒤᓖᣕ
ቡᱟ䘉аࣚ࣋Ⲵ㔃ᲦѻаǄᯠⲴаᒤˈᡁԜՊㄝ࣐࣋ᘛࠪ⡸ᐕⲴ↕ՀԕᕪᒤᓖᣕⲴᰦ
᭸ᙗˈᒦࣚ࣋֯ᣕᇩԕ৺ᡰ䇘䇪ⲴṸֻ㔉⹄ウ㘵ԜᑖᶕᴤཊⲴਁǄ
2017 ᒤᒤᓖᣕⲴࠪ⡸ᖂ࣏Ҿ䈨ཊуᇦǃᆖ㘵Ⲵ䗋औԈࠪǄᡁԜ㾱ᝏ䉒ࡈ᱕⭠ᮉᦸˈԆᇼ
ᴹᔪ䇮ᙗⲴᜣ⌅◰ਁҶᒤᓖᣕⲴ߉оࠪ⡸ˈᒦф൘ᒤᓖᣕࠪ⡸䗷〻ѝਁᥕҶケࠪⲴᕅሬ
⭘ǄᡁԜ㾱ᝏ䉒ਢ䱵᱕ᮉᦸ઼ KIM Yeon Tae ᮉᦸˈᝏ䉒ԆԜѪ MRLC ѫԫငઈሩᡁԜа
ྲᰒᖰⲴᴹ࣋᭟ᤱǄᡁԜ䘈⢩࡛ᝏ䉒Ѫᵜ⅑ᒤᓖᣕⲴ⹄ウǃはԕ৺㘫䈁ᐕԈࠪ䗋औࣚ࣋
Ⲵ䈨ཊᆖ㘵оᇎ࣑уᇦ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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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C ᒤᓖᣕᱟ MRLC о儈ѭབྷᆖࡋᯠǃ
ㄎҹ઼㿴ࡦ⌅ᖻ⹄ウѝᗳ
˄ICR ⌅ᖻ⹄ウѝᗳ˅
ԕ৺ѝഭӪ≁བྷᆖ㓿⍾⌅ᆖ⹄ウѝᗳⲴ⹄਼ޡウᡀ᷌ǄᡁԜ㾱ᝏ䉒 KIM Sun Hyung ᮉᦸˈྩ⇿
ᒤ䜭䍏䍓ᒤᓖᣕࠪ⡸Ⲵޘ䜘⍱〻ˈ⋑ᴹ KIM ᮉᦸⲴԈࠪˈᒤᓖᣕ ᙅ䳮㿱ᴉݹǄᡁԜ䘈㾱
ᝏ䉒 ICR ⌅ᖻ⹄ウѝᗳⲴ⹄ウઈ CHOI Ji Pil ઼ PAK Yun Seok ঊ༛ˈԕ৺ѝഭӪ≁བྷᆖ⌅ᆖ䲒
Ⲵ⦻֣֣ǃ઼᷇ḣ⅓⧕ˈྩԜṑሩᒤᓖᣕᒦфᑞࣙᆼᡀҶᰐᮠⲴࠪ⡸䖵ࣙᐕǄᴰਾˈ
ᡁԜ㾱⢩࡛ᝏ䉒 HONG Ji Seon ሩᒤᓖᣕⲴࠪ⡸ᡰ㔉ҸⲴབྷ࣋᭟ᤱǄ

ѫ褽 ᆏ䳱ेǃ蝗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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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ᒤᱟањнᒣࠑⲴаᒤǄഭ䱵⽮Պࠪ⧠ҶнቁⲴਈᮠˈ↓ྲᡁ൘ 2016 ᒤⲴ“ѝ丙⸕䇶
ӗᵳоㄎҹ⌅ਁኅᣕ”ধ俆䈝ѝᤷࠪⲴˈц⭼৸䎠ࡠҶањᯠⲴ䐟ਓˈབྷᇦ৸䶒Ѥа⅑ᯠⲴ䘹
ᤙǄ㖾ഭ䘋ޕањᯠⲴᰦԓˈᯠаቺ㖾ഭ᭯ᓌа᭩ԕᖰⲴཆӔㆆ⮕ˈݸᱟᢩ䇴ˈॆ⨳ޘ
ᗞ䇽 WTOˈ
ᨀࠪ“㖾ഭՈⲴ”ݸѫᕐˈ㔗㘼ࠪڊ䘰ࠪণሶᡀተⲴ TPPˈ᪷ᔰ WTO ཊ䗩䍨᱃ᵪࡦˈᢩ䇴ӊ⍢ǃ
⅗ⴏǃे㖾ㅹཊഭሩ㖾ഭ䍨᱃нޜᒣˈሩѝഭ᭯ᓌਁ䎧ԕ㖾ഭഭ⌅Ѫ“Ⲵᦞ301 䈳ḕ”ㅹа㌫
ࡇࣘˈްമԕৼ䗩ᡆԕަԆᴤᴹ࡙Ҿ㖾ഭ࡙⳺Ⲵᯩᔿԓᴯ⭡㖾ഭѫሬᔪ・䎧ᶕᒦ䘀㩕ཊᒤⲴ
ཊ䗩䍨᱃ᵪࡦǄ㤡ഭ䘰ࠪ⅗ⴏⲴѮࣘᤱ㔝ਁ䞥Ǆѝഭࡉᇓᐳѝഭ⢩㢢Ⲵ⽮Պѫѹᔪ䇮䘋ޕԕ␡
ॆ᭩䶙ǃᢙབྷᔰ᭮ѪᇇᰘⲴ“ᯠᰦԓ”ǄԕкਈᮠⲴᖡ૽ሶᱟᤱѵⲴǃ␡䘌Ⲵˈᗵሶሬ㠤ѝഭ઼
ц⭼Ⲵޣ㌫ˈቔަѝ㖾ޣ㌫ˈ䘋ޕᯠⲴ䱦⇥Ǆѝ㖾ޣ㌫нӵᖡ૽ѝ㖾єഭഭһ࣑ˈҏ␡ᖡ
૽⵰ѝഭоц⭼Ⲵޣ㌫ˈᖡ૽ѝഭⲴᵚᶕǄ
ᵜᣕѫ㾱䇪৺ѝ丙о⸕䇶ӗᵳ઼ㄎҹࡦᓖᴹⲴޣ䰞仈ˈնᱟѝ丙䰞仈оഭ䱵⽮Պ
ˈޣ䜘䰘⌅ᖻ䰞仈ҏоᮤњ⌅ᖻփ㌫ˈо㓿⍾ǃ⽮Պᯩᯩ䶒䶒ՁᡊޣǄ䘉Ӌ䰞仈ᴹสᙗⲴˈ
ᴹ⍮⭏ᙗⲴˈնᱟᆳԜѻ䰤৸ᑨᑨӂѪഐ᷌ˈӂ㿴ᇊǃӂࡦ㓖Ǆቡѝഭ㘼䀰ˈཤ㔚ᖸཊˈ
ն㠣ቁᴹє⛩ᱟᗵ享㾱എㆄ઼ᙍ㘳ⲴǄަаᱟࡽԫ࣑ˈণྲօ䇔䇶઼ሩᖵ㖾ഭ“301 䈳ḕ”ˈ㺘
᰾ѝഭሩᖵ“301 䈳ḕ”Ⲵ・൪ˈྲօੁഭ䱵⽮Պ䈤᰾һᇎˈ䇹൘⸕䇶ӗᵳ䰞仈кањᇎᇎ൘൘
Ⲵѝഭ˗ަҼᱟ䮯䘌ԫ࣑ˈⴤ䶒ѝഭⲴ⧠⣦䇔ⵏ৽ᙍǄ㓿䗷 40 ᒤⲴ᭩䶙ˈ䘋“ޕᯠᰦԓ”Ⲵѝഭˈ
ウㄏ䘈ᴹଚӋṩᵜᙗⲴ䰞仈㓸ሶՊᖡ૽ѝഭⲴਁኅ˛ଚӋᱟѝഭ᭯ᓌᨀࠪⲴ㾱␡ॆ᭩䶙Ⲵ䰞
仈˛൘ଚӋ䰞仈кᗵ享᭩䶙˛ウㄏ⋯⵰ӰѸᯩੁ᭩䶙˛᭩䶙Ⲵḷ߶ᱟӰѸ˛ྲօ᭩˛ଚӋ䰞仈
ᖡ૽⭊㠣䱫⺽ᡁԜⲴ⧠ԓॆ䘋〻ˈᓄࠪ᭩䶙ˈྲօ᭩䶙˛

аǃྲօ䇔䇶઼ሩᖵ㖾ഭĀ 䈳ḕā
Շᡰઘ⸕ˈ“301 䈳ḕ”ᡰ䘲⭘Ⲵᱟ㖾ഭ 1974 ᒤⲴഭ⌅ˈ䈕⌅ᖻ㠚ᇎᯭԕᶕˈ㖾ഭ᭯ᓌሩ
ޣഭᇦ઼ൠ४ኑኑԕѻѪ⇥ˈ䘛֯㻛䈳ḕᯩ൘䍨᱃䰞仈кࠪ䇙↕Ǆ᤹➗ц⭼䍨᱃㓴㓷㿴
ࡉˈഭᇦѻ䰤ቡ⸕䇶ӗᵳ⌅ᖻ䘍㛼ཊ䗩䍨᱃ࡉⲴˈᓄᖃ䙊䗷䈕㓴㓷ҹㄟ䀓ߣᵪࡦࠪ㻱ߣˈ
ᒦнᗇԕৼ䗩ᯩᔿ䀓ߣǄ㖾ഭ᭯ᓌ㔗㔝䘲⭘ഭ⌅ḷ߶ሩवᤜѝഭ൘ⲴަԆᡀઈᯩⲴ⌅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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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䇴ᯝˈᱟ䘍㛼ц⭼䍨᱃㓴㓷ⲴࡉⲴǄሩ↔ˈѝഭ᭯ᓌᱟ৽ሩⲴǄ਼ᰦˈ㖾ഭ᭯ᓌⲴˈ⌅ڊ
ᕅ䎧Ҷѝഭ⌅ᖻ⭼Ⲵˈ⌘ޣѪѝഭ⸕䇶ӗᵳ⌅ᖻ⭼Ⲵޘഭᙗᆖᵟഒփˈԕ৺≁䰤୶ъഒփѝ
ഭഭ䱵䍨᱃׳䘋Պˈԕ䍏䍓ԫⲴᘱᓖˈሩ“301 䈳ḕ”㹼ࣘࠪҶ৽ᓄǄ
ѝഭ⸕䇶ӗᵳ⌅ᆖ⹄ウՊǃѝഭഭ䱵䍨᱃׳䘋Պˈ࠶࡛ੁ㖾ഭ“301 䈳ḕငઈՊ”ᨀӔҶᇒ
㿲ǃ⨶ᙗⲴ“䇴䇪”ᣕˈᒦ⍮ઈࠪᑝҶ 2017 ᒤ 10 ᴸ 10 ᰕ൘ॾⴋ亯Ѯ㹼Ⲵੜ䇱Պˈੁੜ䇱Պ䱸
䘠Ҷ㠚Ⲵ⌅ᖻ㿱Ǆѝഭ⸕䇶ӗᵳ⌅ᆖ⭼䙊䗷“䇴䇪”઼ੜ䇱Պ䱸䘠ˈሩѝഭ⸕䇶ӗᵳ⌅ᖻ⧟
ຳᔪ䇮ˈࠪڊҶᇎһ≲ᱟǃᇒ㿲ǃ࣑ᇎⲴ㺘䘠ǄՇᡰઘ⸕ˈѝഭѪањਁኅѝഭᇦˈᴮ㓿䮯
ᵏҾ㩭ਾⲴߌъഭᇦˈ㓿⍾ᗈᖺнࡽǄ᭩䶙ᔰ᭮ˈѝഭ㓿⍾㶽ޕц⭼ˈᴹӺཙⲴᡀቡǄ൘
⸕䇶ӗᵳ䰞仈кˈѝഭ᭯ᓌ઼Ӫ≁ᱟⵏ䈊ⲴǄ∄Ր㔏ᐲ൪㓿⍾ഭᇦᴤѪഠ䳮Ⲵᱟˈѝഭ⸕䇶ӗ
ᵳࡦᓖᗇԕṩἽⲴ൏༔нᱟᐲ൪㓿⍾ˈ㘼ᱟ䇑ࡂ㓿⍾ǄᡁԜᱟ൘䇑ࡂ㓿⍾ੁᐲ൪㓿⍾䖜ᦒѝˈ
а䗩᭩䙐“൏༔”ˈа䗩ᔪ・䎧⸕䇶ӗᵳࡦᓖǄᙫփ㘼䀰ˈਇᴹփࡦ઼“᮷䶙”Ⲵᖡ૽ˈѝഭⲴ、
ᢰ≤ᒣᙫփк㠣Ӻ䘌䘺Ҿ㖾ഭǄоਁ䗮ഭᇦ∄ˈѝഭ⅐㕪ᐲ൪㓿⍾Ⲵশਢ㓿傼ˈ൘䇑ࡂ㓿⍾
ᶑԦлˈ൘ޜᴹࡦⲴབྷ⧟ຳлˈ൘“аབྷҼ”ޜᙍᜣ䇶Ⲵ䮯ᵏ➿ḃлˈᡁԜᴮ䮯ᵏᜣᖃ❦ൠ䇔
Ѫˈᰒ❦ᯠ⸕䇶ǃᯠᢰᵟнᱟࠝオਁ⭏Ⲵˈᰐаֻཆᱟ൘ࡽӪᐢᴹ、ᢰᡀ᷌ⲴสкᆼᡀⲴˈ
ഐ↔ᓄᖃҾޘӪ㊫Ǆ䮯ᵏԕᶕˈ൘⽮ՊѫѹⲴѝഭˈ൘ޘփഭ≁Ⲵ㿲ᘥѝˈ䇔Ѫ、ᢰᡀ᷌“а
ᇦᡀ࣏ǃޘഭਇ⳺”ᱟཙ㓿ൠѹⲴһǄ൘ѝഭӪṩ␡㪲പⲴԧ٬㿲ᘥѝˈሩ⸕䇶ǃᢰᵟⲴ⿱Ӫᡰ
ᴹᵳ㿲ᘥнӵᱟнਟ᧕ਇⲴǃ㘼фᱟаᶱབྷⲴ㖚ᚦǄ⭡Ҿ䮯ᵏሱ䰝ˈᡁԜн⟏ᚹᐲ൪ˈሩ⸕
䇶ӗᵳᴤᱟ䰫ᡰᵚ䰫ˈᰐ䇪ᱟࡦᓖǃ㓿傼ˈ䘈ᱟ䇶ˈ䜭ᱟаᕐⲭ㓨Ǆ㿲ᘥⲴ䖜ਈᱟа࠷䖜ਈ
Ⲵޣ䭞Ǆѝഭ᭯ᓌ 1992 ᒤߣᇊ᭮ᔳ䇑ࡂ㓿⍾ˈᔰ⽮Պѫѹᐲ൪㓿⍾ᔪ䇮ˈ㠣Ӻˈҏਚᴹ⸝
⸝Ⲵ 25 ᒤǄѝഭӪ≁䶒ሩ䘉аᙕ䙏ǃ⛸ǃᇶ䳶Ⲵਈॆˈਟ䉃㣡㕝ҡǃᓄ᧕нᲷǄ൘䖜රѝ
ѝഭᡰ㓿শⲴᗳ⚥Ⰻ㤖ǃ㿲ᘥ৽༽ǃ㓿⍾⼘ᬖо࡙⳺ࢢ㠽ˈᱟԫօަԆՐ㔏ᐲ൪ഭᇦ䜭ᰐ⌅⨶
䀓ⲴǄ⸕䇶ӗᵳࡦᓖӾᰐࡠᴹˈ䇶Ӿᕡሿࡠ䙀⑀ᕪˈо↔਼ᰦѝഭ৸ѹᰐ৽亮Ⲵ㶽ޕഭ䱵
ᐲ൪ˈ⭘ഭ䱵㿴ࡉ᭩ਈ㿲ᘥǃق䙬᭩䶙ˈ䘋㘼ᡀѪഭ䱵ᐲ൪㓿⍾઼ഭ䱵㿴ࡉփ㌫Ⲵ䟽㾱аઈǄ
Ӻཙˈѝഭ᩶൘ц⭼䶒ࡽⲴᱟањоц⭼ѫ⍱؍ᤱа㠤Ⲵ⸕䇶ӗᵳ⌅ᖻփ㌫ˈ䙊䗷оᰦء䘋ൠ
؞᭩⸕䇶ӗᵳ䈨অ㹼⌅ᖻˈ䙊䗷䴧হ仾㹼Ⲵ⸕䇶ӗᵳ⌅䲒ᔪ䇮ˈ䙊䗷ਨ⌅ᢗ㹼઼࣋࣋ؑޜнᯝ
ᕪˈ⸕䇶ӗᵳ൘ѝഭᐢ㧧ᗇᰕ⳺ᴹ᭸Ⲵ؍ᣔˈᖒᡀҶањᰒਟԕᴽ࣑ҾѝഭⲴഭᇦࡋᯠփ㌫
ᔪ䇮ˈ৸ਟԕѪ⨳ޘഭࡋᯠ઼㩕୶ᴽ࣑Ⲵ⸕䇶ӗᵳ⌅⋫⧟ຳǄ䘉Ӌਈॆо䘋↕ˈᴹⴞⶩޡǄ
᤹➗⌅⋫ࡉˈ⸕䇶ӗᵳҾ⿱ᵳ࡙ˈަѫփᱟԱъᡆ㘵њӪǄ㖾ᯩᡰᤷᢰᵟ䖜䇙䰞仈ˈ
ᒦ䶎᭯ᓌ㹼Ѫˈ㘼ᱟԱъ䰤ⲴӔ᱃ˈҾ≁୶һѫփѻ䰤Ⲵ⌅ᖻ䰞仈ǄєഭԱъѻ䰤Ⲵਸˈ
ᒣㅹӂ࡙ˈኅᡰ䮯ˈਆᡰ䴰ˈ䘉ᱟањৼᯩ㠚ѫ୶䇞ǃߣᇊⲴ䗷〻Ǆ㖾ഭԱъሩॾᢰᵟ䖜
䇙ᱟ↓ᑨⲴ୶ъ㹼ѪˈᱟԱъৼੁ䘹ᤙ઼㠚ѫߣㆆⲴ㔃᷌ǄѝཆԱъѻ䰤↓ᑨⲴ୶ъӔ᱃㹼Ѫˈ
нҾ᭯ᓌ䟷䍝Ǆһᇎкˈণׯᱟഭ䱵ѻ䰤Ⲵ᭯ᓌ䟷䍝ˈ਼ṧᱟᒣㅹ㠚ᝯˈ⋑ᴹଚњഭᇦਟԕ
ᕪ㹼䍝Ҡ࡛ഭ᭯ᓌᡆ㘵ԱъⲴᢰᵟǄᢰᵟⲴԧ٬൘Ҿ㻛֯⭘ˈ㘼䶎㻛“䴚㯿”Ǆ࡙⳺ᴰབྷॆᱟᢰ
ᵟᡰᴹӪⲴᴰ儈䘭≲ˈᢰᵟ䴰㾱㓿䗷ᐲ൪䝽㖞ᇎ⧠ަԧ٬Ǆѝ㖾Աъ䰤ⲴᢰᵟӔ᱃ˈӂ䙊ᴹᰐ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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ਆᡰ䴰ˈᒣㅹӂ࡙ˈৼᯩ䜭ᱟӔ᱃ਇ⳺ӪǄՇᡰઘ⸕ˈ㖾ഭᰒᱟ儈ᢰᵟᕪഭˈ৸㋮Ҿᐲ൪㓿
⍾ˈ䘈ᱟᢰᵟӔ᱃䟼ˈᯝнՊ൘ањ↓൘Ӿ䇑ࡂ㓿⍾ੁᐲ൪㓿⍾㢠䳮䖜රѝⲴਁኅѝഭᇦⲴ
ѝഭԱъ䶒ࡽཡǄһᇎкҏᱟˈ㖾ഭԱъ䙊䗷оѝഭԱъⲴਸˈ䙊䗷൘ॾ䇮・ԱъӾһ⭏
ӗ㓿㩕ᡆᱟሶӗ૱Ӕ⭡ѝഭԱъԓᐕࡦ䙐ˈᰐн䎊ᗇ┑䫥┑ˈᗇ㘼ᖂǄ“㔁нᡀཛ”ˈ
䗴ӺѪ→ˈᡁԜ⋑ᴹⴻࡠањ㖾ᯩԱъⲴ儈ᢰᵟ㻛ᕪࡦ䖜䇙ࡠѝᯩԱъⲴֻ䇱Ǆ
㖾ഭᱟޜ䇔Ⲵ、ᢰᕪഭǄ൘ᖸཊ亶ฏˈ㖾ᯩԱъᢰᵟ⺞ᇎݸ䘋Ǆ⭡ҾশਢⲴഐˈѝഭ⽮
ՊⲴᯩ䶒䜭ᰐਟ䚯ݽൠ⮉ᴹ䇑ࡂ㓿⍾ⲴⰅ䘩Ǆ∄ྲˈ1984 ᒤㅜа䜘ǉу࡙⌅Ǌቡᴮ㓿ሩѝഭ
ⲴഭᴹԱъ㿴ᇊ䗷“䇑ࡂ䇨ਟ”ࡦᓖˈᒦᢺᆳѪ⽮ՊѫѹⲴ⢩ᖱǄഐ↔ˈ᭩䶙ᔰ᭮ࡍᵏˈѝᯩ
Աъ䘛࠷ᐼᵋ䙊䗷ਸˈ㧧ᗇਁ䗮ഭᇦԱъⲴݸ䘋ᢰᵟˈ䘋㘼⎸ॆǃ੨᭦ˈ䙊䗷␡ᓖ⹄ਁ㧧ᗇ
ᴤᯠⲴᢰᵟˈӾ㘼ᕪ㠚䓛䘋а↕ਁኅⲴ࣋䟿ˈ䘉ᱟӪѻᑨᛵǄնᱟˈ䲿⵰ѝഭⲴ䘋↕ˈ䘉Ӌ
нㅖਸᐲ൪㓿⍾Ⲵࡦᓖˈ䜭㻛ᓏ䲔Ǆѝ㾯ᯩ൷ᗚ↔⨶Ǆ㖾ഭҏнᱟཙ⭏ݸ䘋ˈ㖾ഭⲴ⸕䇶ӗᵳ
ࡦᓖҏᒦ䶎Ӿᶕ亶ݸǄᡁԜᾊൠ⸕䚃ˈ㖾ഭǉ㪇ᵳ⌅ǊѝⲴ“ঠࡦᶑⅮ”ⴤࡠкц㓚ᖸ
ᓏ䲔Ǆᙫѻˈഭ䜭ᱟ䙊䗷㠚䓛઼ࣚ࣋ӂᆖҐ㘼нᯝ䘋↕ⲴǄ㠣Ҿ䈤ᢰᵟ㻛ਸ⌅䖜䇙ਾˈਇ
䇙Ӫ㔗㔝⹄ਁˈ䘭≲ᢰᵟ᭩䘋ˈӾ㘼㧧ᗇᯠⲴㄎҹՈ࣯ˈᱟཙ㓿ൠѹⲴһǄਚ㾱㹼Ѫ↓ᖃˈԫ
օԱъ䜭ᴹᵳ࡙ሩਸ⌅ਆᗇⲴᢰᵟˈᓖᔰਁ⹄ウˈᒦӾѝ㧧ᗇ↓ᖃᵳ⳺Ǆ
䘁ᒤᶕˈѝഭ⸕䇶ӗᵳ⌅⋫ᔪ䇮нᯝᆼழˈሩ⸕䇶ӗᵳⲴ؍ᣔᇎ⧠Ҷ⭡㻛ࣘࡠѫࣘⲴ“䍘”
Ⲵ䖜ਈǄ࣐ޕц䍨㓴㓷ਾˈѝഭѫࣘᆼழ⸕䇶ӗᵳ⌅ᖻփ㌫ˈ㔗؞᭩Ҷу࡙⌅ǃ୶ḷ⌅ǃ৽
н↓ᖃㄎҹ⌅ˈᒦ↓൘࣐㍗㪇ᵳ⌅Ⲵ؞᭩ǄѪᨀ儈ਨ⌅≤ᒣˈѝഭ൘⸝⸝ᮠᴸˈቡ䴧হ仾
㹼Ⲵᔪ・ҶेӜǃк⎧ǃᒯᐎйњ⸕䇶ӗᵳ⌅䲒ˈ㓿䗷йᒤᇎ䐥ˈ࣎⨶Ҷབྷ䟿⸕䇶ӗᵳṸԦˈ
ᒦ㔗൘ޘഭᔪ・Ҷॱӄњ⸕䇶ӗᵳ⌅ᓝˈᴹ᭸ᨀ儈Ҷѝഭ⸕䇶ӗᵳⲴਨ⌅≤ᒣǄѝഭ䘈ᇎᯭ
Ҷഭᇦ⸕䇶ӗᵳᡈ⮕ˈᱮ㪇ᨀ儈Ҷ⸕≁ޘ䇶ӗᵳ䇶Ǆ2017 ᒤˈѝഭਁ᰾у࡙⭣䈧䎵䗷 130 з
Ԧˈ儈Ҿ㖾ഭǃ⅗ⴏǃᰕᵜǃ丙ഭѻ઼Ǆ୶ḷ⌘ᴤᱟབྷᑵᬰॷǄ䘉Ӌ䜭ᱟᖸ䶐䉡Ⲵ᧚ᯭˈҏ
ᴤสǃᴤṩᵜ઼ᴤާᤱѵ᭸࣋ˈަⴞⲴᰘ൘ᔪ・ᆼழⲴ⸕䇶ӗᵳ؍ᣔփ㌫Ǆㄉ൘ањᆖ㘵Ⲵ
䀂ᓖˈᒣᗳ㘼䇪ˈԕᡁᡰ⸕ˈц⭼к⋑ᴹଚањഭᇦۿѝഭ䛓ṧ൘؍ᣔ⸕䇶ӗᵳкԈࠪྲ↔བྷ
Ⲵࣚ࣋ˈަ᭸᷌ѻᱮ㪇ˈᴹⴞⶩޡǄᡁؑˈࠑᱟҶ䀓ѝഭᛵߥⲴ㖾ഭ⸕䇶ӗᵳ⭼Ⲵ਼ӱˈҏ
Պ䇔਼ᡁⲴ㿱Ǆ
⸕䇶ӗᵳᰒᱟ䍒ӗˈҏᱟԱъㄎҹⲴ⇥Ǆӂ㚄㖁ᰦԓˈᢰᵟ䘋↕Ӕ৹ਁኅˈ䟽ਐоߢケ
൘ᡰ䳮ݽǄवᤜ㖾ഭ൘ⲴഭˈԱъѻ䰤⸕䇶ӗᵳ㓐㓧ቲࠪнェˈ䎺ᱟਁ䗮ഭᇦ䎺ᱟ仁仁ਁ
⭏ˈ䘉ᱟᢰᵟ䘋↕ሩ㓿⍾䮯䍑⥞᰾ᱮⲴケࠪ㺘⧠Ǆ儈ᢰᵟ亶ฏᵳ࡙ޣ㌫䭉㔬༽ᵲˈҹ䇞ਨオ
㿱ᜟˈࠐѾᡀѪ㿴ᖻˈቔަ⸕བྷԱъѻ䰤ˈ⸕䇶ӗᵳᴤᱟ㓐㓧ཊਁǃ䇹䇬нᯝǄަѝˈᖸ䳮
䖫᱃䈤ଚᇦԱъᱟ㓟㋩Ⲵ㻛ᇣ㘵ˈଚᇦᱟ㓟㋩ⲴץᵳӪˈᴤ䈸нкଚњഭᇦᱟ㓟㋩Ⲵ⸕䇶ӗᵳ
ਇᇣ㘵Ǆ൘ᐲ൪㓿⍾઼⌅⋫⽮Պлˈሺ䟽㓿⍾䘀㹼Ⲵสᵜ㿴ᖻ઼⌅⋫ᱟ↓䚃ˈ⿱ᵳ㓐㓧㠚ᴹ
⌅⋫䚃Ǆᡰԕˈ俆ݸᓄᖃ४࠶ഭᇦ㹼ѪǃԱъ㹼Ѫ䘈ᱟњӪ㹼ѪǄԱъᡆњӪ㹼Ѫˈнᓄ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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ࡠഭᇦཤкǄ൘⌅⋫⽮Պѝˈ䘉Ӌ൷⭡⌅ᖻ䙄ᖴ䀓ߣˈԱъѻ䰤Ⲵһˈ⭡Աъ㠚ᐡራ≲⌅ᖻ䙄
ᖴ䀓ߣˈ㘼䶎᭯ᓌᨂਟԕཿ᭸Ǆ㖾ഭᰒᱟᐲ൪ഭᇦˈ৸ᱟ⌅⋫⽮Պˈ㖾ഭ᭯ᓌᓄ䈕᰾ⲭ䘉њ
สᵜ䚃⨶Ǆྲ᷌ഭᇦѻ䰤ˈቡޣ᭯ᓌⲴ・⌅ǃ᭯ㆆᡆ⌅ڊᴹ䘍ц⭼䍨᱃㓴㓷㿴ࡉˈਟԕᨀӔ
䈕㓴㓷ҹㄟ䀓ߣᵪࡦˈራ≲⌅⋫ѻ䚃Ǆ
䶒ሩԱъѻ䰤Ⲵ䐘ഭ㓐㓧ˈ㖾ഭ᭯ᓌᔳ↓ᑨⲴ⌅ᖻ䙄ᖴ઼ഭ䱵㿴ࡉн⭘ˈ⭡᭯ᓌ䎠ࡠࡽਠˈ
অᯩ䶒ࣘ⭘ަഭ⌅ᖻ“301 ᶑⅮ”ˈᢺഭᇦᖃᡀࡦ㻱Ⲵሩ䊑ˈᴹ䘍⌅⋫Ǆ

Ҽǃѝഭᗵ㾱Ⲵสᵜ৽ᙍ
ѝഭ᭩䶙ᔰ᭮䘁 40 ᒤˈ৸ሶ䶒ѤᯠⲴ䘹ᤙǄ䴰㾱৽ᙍⲴ䰞仈ॳཤз㔚ˈޣ䭞ᱟᯩੁⲴ䘹ᤙǄ
Ѫ䮯䘌䇑ˈѝഭⲴ⸕䇶ӗᵳ⌅⋫ᰒ䴰㾱ṩἽҾަкⲴ␡㙅㓶Ⲵ᮷ॆǃ⌅⋫൏༔ˈҏ䴰㾱ᔪ䇮
ُԕṆ䓛Ⲵṩ␡㪲പǃඊнਟ᪗Ⲵࡦᓖ䓟ᒢǄѪ↔ˈᡁԕѪ㠣ቁᴹԕлࠐњ䰞仈䴰㾱৽ᙍ˖а
ᱟ൘“ᯠᰦԓ”ྲօ᩶↓ǃ᩶ྭѝഭⲴս㖞˗Ҽᱟᘾṧⴻᖵᡰ䉃“䘶ྲˈ”ॆ⨳ޘօ൘ॆ⨳ޘѝਁኅ
㠚ᐡ˗йᱟཟᇎྭڊ㠚ᐡⲴสǄوнڊ䇔ⵏ৽ᙍˈ⋑ᴹ᰾⺞ⲴᯩੁˈлнҶߣᗳˈ⋑ᴹᴹ᭸
ⲴᯩṸˈ⋑ᴹਟ㹼Ⲵ᧚ᯭˈቡՊᖡ૽ѝഭⲴᵚᶕਁኅǄ

˄а˅ྲօ⨶䀓ѝഭ䎠䘋“ᯠᰦԓ”ˈަสᵜ⢩ᖱᱟӰѸ˛
“᭩䶙ᔰ᭮”ᱟањᰦԓⲴḷ䇠Ǆ൘↔ѻࡽˈѝഭ༴Ҿањоཆ䜘ц⭼ˈቔަо㾯ᯩӂ䳄
㔍Ⲵ“ሱ䰝”ᰦԓǄሱ䰝ᱟ㩭ਾⲴѫ㾱ṩⓀˈᰐ䇪㻛ࣘሱ䰝䘈ᱟѫࣘሱ䰝ˈ㔃᷌൷аṧǄѝഭ㠚
᰾ԓԕᶕˈаⲴሱ䰝ˈҏаⲴ㩭ਾҾц⭼Ǆ䘁 40 ᒤⲴ᭩䶙ᔰ᭮ˈᡀቡᴹⴞˈⶩޡᰒᱟа൪
㢠㤖ঃ㔍Ⲵ╛䮯শਢᇎ䐥ˈҏᱟањՏབྷⲴ⨶䇪ࡋᯠǄޣҾ᭩䶙ᔰ᭮Ⲵޘ䊼ˈؑѝഭ᭯ᓌՊ
ޘڊ䶒Ⲵᙫ㔃ǄᡁԜӵӾ䍴Ⓚ䝽㖞ǃ㓿⍾ਁኅⲴ䀂ᓖˈቡਟԕਁ⧠ᔰ᭮оሱ䰝ᡚ❦н਼Ⲵ㔃᷌Ǆ
ᡁԜᑨ䈤ѝഭൠབྷ⢙ঊˈնᱟሱ䰝֯ᡁԜ㓿⍾┎ڌнࡽˈഭᕡ≁ェǄᔰ᭮ˈᡁԜа᭩ᰗ䊼ˈᗇ
ԕ൘ц⭼㤳ത䘋㹼䍴Ⓚ䝽㖞ˈᢜ䮯㺕⸝ˈ൘䍑⥞ц⭼Ⲵ਼ᰦˈਁኅҶ㠚ᐡǄഐ↔ˈᢺਁኅ
Ѫ⺜䚃⨶ǃ䈅䠁⸣ˈ䛓Ѹ᭮ᔳሱ䰝ˈ䘹ᤙᔰ᭮ˈᵜ䓛ቡᱟᴰṩᵜǃᴰ␡Ⲵ᭩䶙Ǆ
“᭩䶙ᔰ᭮”ᰒᱟањᰦԓⲴ⏥ˈҏᱟᆳⲴḷᘇǄ䘉њᰦԓᐢশ㓿䘁 40 ᒤǄྲ᷌䈤ѝഭᐢ
㓿↕ޕањ“ᯠᰦԓ”ˈ䛓Ѹ䘉њᰦԓⲴ⏥ᱟӰѸˈᆳᘾṧᴹ࡛Ҿᐢ㓿䗷৫Ⲵ䘁 40 ᒤǄ᭩䶙ᔰ
᭮Ⲵสᵜ⁑ᔿᱟѝഭӪ・䏣ഭ䰘ѻˈӾѝഭ㠚䓛Ⲵ࡙⳺ࠪਁˈᴹᶑԦⲴᔰ᭮“䰘ᡧ”ˈᵜ⵰“ѝ
ᆖѪփǃ㾯ᆖѪ⭘”Ⲵࡉˈᕅ䘋㾯ᯩഭᇦⲴ䍴䠁ǃᢰᵟ઼㇑⨶⸕䇶ˈ֯ѝഭ㓿⍾䎦кц⭼Ⲵਁ
ኅˈഐ↔ˈ᭩䶙ᔰ᭮Ⲵสᵜ⢩ᖱᱟㄉ൘ѝഭⴻц⭼Ǆ䲿⵰࣐Ⲵॆ⨳ޘ䙏ˈѝഭᔰ䎠ࠪഭ䰘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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Ӿ㓿⍾ਁኅ䀂ᓖ㘼䀰ˈ“ᔰ᭮”ㄉ൘㠚ᇦ䰘࣎һˈ䰘ᡧᔰ᭮ਟབྷਟሿˈӾᵜ䍘к䈤ˈަݵ䟿ᱟ
ц⭼㓿⍾Ⲵ“ਸ㘵”ˈ䘈㇇нкц⭼㓿⍾ⲴᖃһӪǄᡰ䉃“ᯠᰦԓ”ˈѝഭቡ㾱ᡀѪц⭼㓿⍾Ⲵᖃ
һӪˈоц⭼ഭ਼ޡц⭼㓿⍾ⲴᖃᇦӪˈҏቡᱟҐ䘁ᒣᡰ䈤Ⲵ“Ӫ㊫ભ䘀਼ޡփ”Ⲵаઈˈ
䘉ᱟ“ᯠᰦԓ”Ⲵสᵜ⢩ᖱǄᔰᕃ⋑ᴹഎཤ㇝ˈ㠚᭩䶙ᔰ᭮ѻᰕ䎧ˈѝഭቡᐢ㓿䎠кҶ䙊ੁц
⭼Ⲵнᖂ䐟Ǆቭ㇑䘁ᶕഭ䱵⽮Պ઼ѝഭഭ䜭ᴹӪᘰ⯁ѝഭᱟнᱟ൘䎠എཤ䐟ˈᱟнᱟ൘᭮ᔳ
䛃ሿᒣᨀّⲴ“᭩䶙ᔰ᭮”䚃䐟Ǆնަᇎབྷਟнᗵྲ↔亮㲁Ǆ᭩䶙ᔰ᭮ㅖਸ㠚❦⌅ࡉˈㅖਸ㓿⍾
㿴ᖻˈㅖਸӪᙗˈᙫѻˈᆳ亪ཙᓄӪˈᱟޘփѝഭӪ≁Ⲵ䇹≲Ǆṩᦞѝഭᇚ⌅ˈа࠷ᵳ࣋Ҿ
Ӫ≁ǄѝഭޡӗⲴފᴰ儈ᢗ᭯⨶ᘥᱟ“ԕӪ≁Ѫѝᗳ”ˈ᭩䶙ᔰ᭮ᖂṩ㔃ᓅᱟޘփѝഭӪ≁Ⲵ䘹
ᤙˈԫօӪнਟԕ䘍䘶Ӫ≁ⲴᘇǄ᭩䶙ᔰ᭮䘁 40 ᒤˈަ䰤ҏᴮᮠᓖࠪ⧠ᇊ᭩䶙ᔰ᭮Ⲵᴢᣈˈ
նᱟ“䶂ኡ䚞нտˈ∅ㄏь⍱৫”ˈ᭩䶙ᔰ᭮ⲴབྷᯩੁӾᵚ᭩ਈˈӺཙˈҏ⋑ᴹӰѸ࣋䟿ਟԕ䱫
→ѝഭ䎠ੁ⧠ԓ⽮ՊⲴ䘋〻Ǆ“ᯠᰦԓ”Ⲵѝഭᗵ享䎠ࠪᶕˈᗵ享䖜ᦒ・൪ˈᆖՊ“ㄉ൘ц⭼ⴻѝ
ഭ”ǄѪ↔ˈѝഭӪ䴰㾱䖜ਈⲴ㿲ᘥ䘈ᖸཊˈѝഭ䴰㾱ࠪⲴ᭩䶙ҏᴤѪ␡ǃ㢠ᐘǄ

˄Ҽ˅ྲօⴻᖵᡰ䉃“䘶ྲˈ”ॆ⨳ޘօ൘ॆ⨳ޘѝоഭਁ਼ޡኅ˛
⢩ᵇᲞᙫ㔏кਠਾˈнቁӪሶަ䀓䈫Ѫᯠ؍ᆸѫѹǃঅ䗩ѫѹˈ⭊㠣Ҿ㔉Ԇᡤк“䘶”ॆ⨳ޘ
Ⲵߐ߅ˈ䇔Ѫ㖾ഭഭ࣋ሩ㺠ᕡˈᱮ⧠仃࣯ˈ⋑ᴹ࣋䟿㔗㔝ᣵԫц⭼䆖ሏⲴ䀂㢢ˈ࣯ᗵഎ᭦Ǆ
৽ѻˈѝഭࡉ↓൘ፋ䎧ˈ䎠кц⭼㡎ਠⲴѝᗳǄ䶒ሩ䘉аተ࣯ˈᴹӪᯝ䀰ˈлਈॆˈᱟ“ഋⲮ
ᒤᵚᴹѻਈተ”ˈ“ᡁԜ↓䶒Ѥц⭼〙ᒿⲴㅜഋ⅑ਈ䗱”Ǆᴤᴹ⭊㘵ˈ㍒ᙗᨀࠪ⭡ѝഭ᧕䗷ॆ⨳ޘ
Ⲵᰇᑌˈڊц⭼Ⲵᕅ亶㘵Ǆ
ᵜ᮷䇔Ѫˈࠑһ㾱Ӿᇎ䱵ࠪਁˈඊᤱ⨶ᙗⲴ䇔䇶઼ࡔᯝǄ
俆ˈݸᱟሩ㖾ഭⲴ䇔䇶нਟ䈟ࡔǄቡॆ⨳ޘ㘼䀰ˈ㖾ഭ㔍䶎䘰ትа䲵ˈࡂൠ〠䵨Ⲵ৽⨳ޘ
ѫѹǄѪᡈਾц⭼〙ᒿⲴ亶ཤ㖺ˈ㖾ഭᱟⲴॆ⨳ޘᕅ亶㘵ǃ᧘ࣘ㘵ˈнਟ㜭䖫䀰᭮ᔳަൠսˈ
нਟ㜭ᱟ“৽”ॆ⨳ޘ㘵ˈ㖾ഭ㛟ᇊᴹ㠚ᐡ⨶ᜣⲴॆ⨳ޘǄ
ަ⅑ˈᱟሩѝഭⲴ䇔䇶Ǆѝഭᱟањਁኅѝഭᇦˈᙫփкⴻˈ䘈༴Ҿഭ䱵ӗъ䬮Ⲵվㄟˈ
⋑ᴹ䍴ṬڊᖃӺц⭼ᢰᵟǃ㓿⍾ਁኅⲴᕅ亶㘵Ǆቡॆ⨳ޘ㘼䀰ˈѝഭਚ㜭ᱟᔪ䇮㘵ǃᗇ⳺㘵ǃ
㔤ᣔ㘵ǄѝഭⲴᡀ䍕ྲօˈнᱟ㜭ᡀѪ“Ⲵ”ॆ⨳ޘᰇˈ㘼ᱟн㾱“ㄉ䭉䱏”ˈ䚯ݽᡀѪॆ⨳ޘ
ⲴተཆӪǄѪਁኅѝഭᇦˈ㜭؍ᤱᡈ⮕ѫࣘˈ㓸・Ҿн䍕ѻൠⲴߣᇊഐ㍐ˈнᱟ㜭࣋བྷ
ሿˈݸ䘋䘈ᱟ㩭ਾˈޣ䭞൘Ҿ䘹ᤙᯩੁ઼䐟㓯ˈަѝˈྲօ༴⨶ྭ઼㖾ഭⲴޣ㌫ˈ৸ᱟѝഭሩ
ཆޣ㌫Ⲵส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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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ޘᰒᱟањнਟ䘶䖜Ⲵশਢབྷ▞ˈ৸ᱟ䍴Ⓚ䟽㓴Ⲵশਢᵪ䙷Ǆѝഭᓄᖃᣃտᵪ䙷ˈ઼
ਁ਼ޡ⨳ޘኅǄ

˄й˅ѝഭᓄᖃྭڊ㠚ᐡ
ᵚᶕⲴㄎҹˈᴰ䟽㾱Ⲵᐕާˈ㧛䗷ҾࡦᓖǄॆ⨳ޘᴤѪᕪ䈳ӂਸǃӂᆈˈഐ↔ˈ
ᐲ൪㓿⍾ቡᡀѪཹ⨳ޘ㹼Ⲵ“Პцԧ٬”Ǆᐲ൪ᱟц⭼ഭⲴ਼ޡᆖṑǃⲴ਼ޡ㘳൪ˈ䈱Ⲵࡦᓖ
䇮䇑ᴤ䍤䘁ᐲ൪ǃᴤ␡ൠ৽᱐ᐲ൪㿴ᖻˈቡՊ൘ᐲ൪㓿⍾Ⲵ⎧⌻ѝᴤ⑨࠳ᴹ։ˈަࡦᓖѻᙗ
ԧ∄ቡᴤ儈ˈቡՊ㧧ᗇᴤཊⲴᐲ൪Ո࣯Ǆѝഭࡦᓖᴹ䈨ཊⲴՈ࣯ˈն਼ᰦҏᴹ䈨ཊ䶎᭩нਟǃ
ᰙ᭩∄᭩ྭⲴ䰞仈ǄՈ࣯പ❦ਟԕᑖᶕ㠚ؑˈնᱟ㠚ؑнㅹҾਟԕ儈᷅ᰐᘗˈਟԕ“ⵐҾ”ࡦ
ᓖ㠚ؑѻкǄ㠚ؑнਟԕᣩᵰ䰞仈ˈᗵ享⇿ᰕ⇿ᰦ䶒Ѥᯠ⸕䇶ǃᯠᢰᵟǃᯠһ⢙ǃᯠⲴ䰞仈ˈ
䘉Ӌˈᒦ⋑ᴹ“䭖࿉䇑”ᔿⲴ⧠ᡀㆄṸǄ䘉ᯩ䶒ˈѝഭԫ䟽䚃䘌Ǆ
䘉ᱟѝഭ᭩䶙Ⲵབྷભ仈ǃབྷ᮷ㄐˈؑѝഭⲴ亦ቲ䇮䇑㘵㜭ྭڊ䘉ㇷབྷ᮷ㄐǄ

ࡈ᱕⭠
ѝഭӪ≁བྷᆖᮉᦸ
ѝഭӪ≁བྷᆖ⸕䇶ӗᵳᆖ䲒䲒䮯
ѝഭ⸕䇶ӗᵳ⌅ᆖ⹄ウՊՊ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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ᚻ⭗㈃ ⑻⾫


䀅㎺ ⶅ㉎ᢅ㋅✾ ⯥㯙ᚩ  ✱㒡 ゙㛑➝ញ⯅␥ ⛅ᚭ䀁᜵ ềぱⵞᵱᶍ ㈝ 㛮 ㎺᠖ឥ 䀅᠖
㈁ 䀂ラ ⶍ◝べ⯅ 㠅ញ ㊭◡ᚩᾍ 㱞䀝 〺᠖㈁ 㑩㊪㉕⭙ᠵ✾ ⚸ ᝦ㉪✾ ⠭〥 ㋅ṭラ ✾㑺
䀲 ⛅㊭Ẃ䁎 ⠭⯆䀁ゕ ㋅ឞ䀑⌅⸑ ㈝ ⠭〥べ⯅ ᚩ㉎ ᠵㆭ㈱ᴽ ✾␉㊾➝␥ ㋅ឞ䀅ᶍᴽ ╒㼅
␥ ᚿញ ⶅ㈺ềぱⵞᵱᶍ ⯡㊪⌅ ᝦ㋅⛅㊭ ⯉ṭ䀁ᴽ ㎥ゖ⌅ ゕ⊕ ┝べ⯅ ➝ロ㊪ ⯚ᝒ
 ᚿញ ㈱ᴽ ỹ ᭁ∥べ⯅ ᝦ㋅⛅㊭ ὠ⛄㤑䀁ᴽ ᚩ㉎ ㎺ㄽ䀅 ✾㋅ṭ㈡ 㑩㊪㉕⭙ᠵ✾ឥ ᝦ㉪
✾ オゖべ⯅ṭ⤉␝᜵ ⛅㊭䀁ញ㈱ⵞᵱᶍㅙ㈁㈺の 㱞䀝⛅㊭ ᚩⰶ䃽䀁ញ〺᠖ᚭⶅ᮱
㑩䅑ឥ␥ つᴽ ᜬ ⒍ㅙ ㎺ㄽ䀒ᵱᶍ ᭁᚩ ᢡ ⯚ឥ␥ ⯡㊪⌅ ឞ㇉䀁ញ ឞ⮆✱オ㈁ 㞲⒍
ゖ䀉 䀉ⳁ㈱ᶍ┝ ᷽ㅚ㈁⚡㈱ᜬ㈮ᵱᶍ
⯡ᝦ㋅ᴽ  ᯭ ᢩ⌅✵ ᢱ㇞ㆭᣙ␥ᣙ⌅ ⑷䀑 ᰡ㡅ⶅ㭑ⶉ㈹㇉㎥㈁␥ᶩⶉ䀁
ゕ ᝦ㋅㈁ ᢉ䂾㈱ᴽ ⛅㊭ឥ ⭟㈁ 㑱 䁎⭪ ṭ║䀉 ⳁ ㈱ᴽ ⭱⌅ㅝ ᝦ㋅⛅㊭ㅹ␥ 㛧ᴽ ឥṭ
ᣙべ㈱ⵞᵱᶍⰵㆭ〺ᢢ䃽 ⶅᶩべ ⯚㉎㑩ⰶ䀁ᴽẂⶅべ ⯚㉎㈁ឥⶍⶅ⚥ឥ ᷽⠱そ䁎㇉
䀉 ⳁ㈱ᴽ ⭱⌅ㅝᣡ 㛧ᴽ ᜬ㈝⌉㊪⌅ᭁ ⶍ㝅㊪⌅ ⴕㅝ ㈥㈝ᶂᵱᶍ㑩ᭅ ᯭ
 ㎺᠖ឥ 䀅᠖ ║ỹべ⯅ 㑩㊪㉕⭙ᠵ✾ឥ ᝦ㉪✾べ ᜡ㝹 ᶩ᭝ㄡ㊪⌅ 㬙 ㈥㈝ ⑷、ⵞᵱᶍ ◝
ば➝ᶍ ⚡᠖ ⭱ ㊾⠩㈁ ᶍ〺䀅 㱞⭪⋎⌅ ⭱⌅ㅝ ㉪㊹㈝ ⑷㈝ ⠩ᚪềぱញ  〺᠖㈁ ✾ 㑺䀲
ⶅⵍ㰅べṭ ⭪ᶢ䀅❩䃽ᚩ㈱ぱⵞᵱᶍ
䀅㎺ ⶅ㉎ᢅ㋅✾ ⯥㯙ᴽ 㑩㊪㉕⭙ᠵឥ ⶅ㉎ᝦ㉪ 䀞ⶕ ṭ᠕⌅ ᛅ䂪ឥ ᛅ⛒ 㱞䀅 ⯡
䃽␥㑩ⰶ㊪⌅ 㠽᠕䀁ᴽ ᜬ㈝㿭ㄽ䀁ᶍញ ⚨ⵞᵱᶍ ㈝ラ䀑ᦁ㎺᠖ឥ 䀅᠖㈝ ネ≅ ゖ⭕␥㱞
䀝 㠾㊪䀝パ ęẂ〺㈁ 㑩䃅Ě␥ ⭱⌅㈝ ᚩᶍᾕそ ⯡ᝦ㋅㈁ ᶢ┝ឥ㋅␥ 䀝䀁ᴽḙ ᣙゕ䀉 ⳁ ㈱
ᶍ┝ ⒍ㅙ ⇤ ᣳ ᜬ㈮ᵱᶍ ケ㦑ᶩ ឞ㊾⯚ ㅹ GBJSOFTTEPDUSJOF ᴽ 㠅ᢥ 䅑㇑⯚ ㎺ⶕ ⶉ㈹㇉
㎥㈁㈁ 䀑 㤁㇉䀉 ⳁ ㈱ᴽ ᶩ⿱⌅ ⑷㈝ ᰥ㈁ềញ ㈱ᭁ ᢡ ⶍ㝝ᴽ ⠭┮䀁㑩 ⿳ⵞᵱᶍ
ㅙᴽ Ẃ〺㈁ 㑩䃅ラ ឞẂ㝝 ㈁ⶆべ ⚽㭾䀅 ㈹ᣙ⯚㛙 㑩㊪㉕⭙ᠵ✾ឥ ᝦ㉪✾ ⠭〥べ 䂭┮䀁
᜵ ㊺╒ⶅ㭕 ⳁ ㈱ᴽ ᣡᩡ㎩䈱 ゙᠕䀁ញ㈱ⵞᵱᶍ 
䀅㎺ ⶅ㉎ᢅ㋅✾ ⯥㯙ᴽ ⣭៹✾㊪㈝ញ 㱞⯖㊪㈡ ゙᠕␥ 㱞䀝 㑩㊪㉕⭙ᠵ✾ ⚸ ᝦ㉪✾㈁
⛅㊭ ㈝ញ㈹ ᶍ〺䀅 ᰡ⋎ 䀁ញ ㈱┙  .3-$ ゙㛑➝ញ⯅ᴽ ㈝⊕䀅 ᰡ⋎㈁ 䀁ᭁ㈮ᵱᶍ
᭝ᯭべᴽ ⰵᛅ䀁ᴽ ⭕㈁ ᭝ㅒឥ ⠭⯆ ᷽ 㼶⠩䀁᜵ ⑵ᾍそ ゙᠕㈹ᾍべ᜵ ṭㅩ㈝ ềṭ⌆ 䀁
ᴽ 䀅㹡  ⛅ᚭ㈥ 〇ᶢᝑ ⶅ㈁⯚ ᰻㈝ṭ⌆ᰡ⋎䀁ᝉⵞᵱᶍ 
 ᯭ゙㛑➝ញ⯅㈁⛅ᚭ ケᯭឥ ⑱㛕ᚩ㑩⌅⑷㊭◡ᚩᾍ㈁ᣙゕべ 䉁㈮そ ⑵ᾍそ㋵
ⵞᵱᶍ ㅙ⯉ ゙㛑➝ញ⯅べ ᶩ䀅 ㈝᾽そ␥ ㎥ⶅញ ⛅ᚭᣵ㑩 㭪ㅽ䀅 ᷽ ⛅䇁䀝㎥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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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5JBO ៹ⳁᶁᦁ ᚹ⭕ᾅ⑦ᵱᶍ.3-$ᶩ㼅ㆭㅹ㈝ⶉ 4)*+J$IVO ៹ⳁᶁឥ ᣩ゙㮅៹ⳁᶁ
㈁ ㈭はᴽ 㑩ㅹべṭ ᚹ⭕ᾅ⑦ᵱᶍ゙㛑➝ញ⯅⛅ᚭ ㆭ䀝゙᠕ラ 㑺㿭 ᢡញ ✱ゖべ㛡ゕ
䀁ゕ㬙 ⳁញ␥ ⑱ᶍ䀁㑩 ⿳ⶉ ゕ⊕ 䀂㈹ラ ⶍ◝ᚩᾍ㈝ 㛮㈁㎥ゖ㈮ᵱᶍ
.3-$ ゙㛑➝ញ⯅ ⛅ᚭ .3-$ ⚸ ㈹⒍゙᠕ⰵ㈡ ញ⋍ᶩ *$3 ⯥㯙ラ ㎺᠖㈡⚥ᶩ &-3
⯥㯙㈁ ゕ⊕ ᠕⯚ㅹᾍ㈝ ㎺ⶕ㈝ ềそ ㈝⎕ ⶍ㈮ᵱᶍ ⒍ᯭ ゙㛑➝ញ⯅ ⛅ᚭឥ ឩ⋑䀁ゕ ㊭⛁
㊪㈡ 㛮㈭ ⒊ 㑭䀲䀝㎥ⶉ ᣩ⯉䂾 ៹ⳁᶁᦁ ᚹ⭕ ᾅ⑦ᵱᶍ ᣩ ៹ⳁᶁ㈁ ᰡ⋎㈝ はぱᶍ┝ 
゙㛑➝ញ⯅ᴽ ⤄ ➝ᣙ そ⋍ㆉ ᜬ㈮ᵱᶍ ᶍㇵ⌅ ゙㛑➝ញ⯅㈁ 㞱⿱ ᜩ㱉䀁ញ ⛅ᚭ ㊱
㛑べṭㅩ ㎩ 㠅㑩㿭゙᠕ㅹឥ⚾㇍⯆ ⚾⭕ᶁべ᜵ṭᚹ⭕㈁ ㈡⭕␥㊭䀒ᵱᶍ₹䀅 ㎺᠖ 㹡㈁
㞱⿱ᜩ㱉ラ ⑷㈥ᾍ ᶝᶢ䀝㎩ 8"/(+JB+JB -*/2JBP2JBP -*69JO:VF べ᜵ṭᚹ
⭕ ㈡⭕␥ ㊭䀒ᵱᶍ ゕᴹ ラ ⑱㛕ᚩ㑩⌅ 㾭⌅㋆㵡 㑩ㅹ の◝␥ 䅵␖䀁᜵ ᶝᶢ䀝㎥ⶉ 䃶㑩⯉
⯉⮆ᶁ㈁ᰡញべ ᣳ㈝ᚹ⭕䀒ᵱᶍ 

㹡㑺㉎
耺蜴臦 蝗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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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⒍ㅙ 㵢❭䀅 ⶅᣙ㈮ᵱᶍ ⑷ ❩䃽ᾍ㈝ ᠖㋅⭕䄵べ⯅ ⛅⮆䀱ញ ㋅ᚩ
㈺⯚䀅  ᯭ ㎺᠖ឥ 䀅᠖㈁ 㑩ⶆ㉕⭙ᠵឥ ᝦ㉪✾ ⛅㊭べ ឩ䀅 ➝ញ⯅ ⯅◡べ⯅ 㑩㊪䀅
ᜬ㝁⊥ ⯡ᴽ ⭱⌅ㅝ ㊭䄁㊹べ ㈝␝⊩ញ ㅙᴽ ⭱⌅ㅝ ⯉㮆べ 㑪┝䀝 ㈱ⵞᵱᶍ ⚡᠖
⭱⌅ㅝ ⭪䄒べ ṵ㈮䀱ⵞᵱᶍ ⭱⌅ㅝ ⚡᠖ ㊾⠩ᴽ ㈝㊭㈁ ㄡ៹㊪ 㮅ṭ␥ ❩ᝦ䀱ⵞᵱᶍ ㅙ⯉ 
⯡䃽ラ 850 ␥ 㑪ᚭ㊺㊪⌅ ⣭㶹䀁┝⯅ Ĝ⚡᠖ ㅙ⯉㎥㈁ĝ␥ モ䃡䀁ញ ㈱ⵞᵱᶍ ┰ᚩ㑩
ㅙ⋍ềᴽ㊹⚡᠖㈝〇⌅ 㑭䀲ỉ 511 ␥㭱㲝䀁ញ 850 ㈁ᶍ㈹ᚭ ◝ゖ⓽㦍ᵱ㑁 Ῑ␝㑩
⿳ញ ㈱ᶍᴽ ᜬ㈮ᵱᶍ ᢡញ ⚡᠖べ ᶩ䀅 ⠱ឞ㊾ ◝ゖべ ឩ䀁ゕ ⶅ  ㇉⊦゙䀒  ⠪⚡
᠖ᚩᾍべ᜵ ◡㋅␥㋅ᣙ䀁┝⯅㎺᠖㊾⠩べ ᶩ䀝 ⚡᠖✾␉べ ᢥ䀅 ĜJOWFTUJHBUJPOĝ ㈝␡⚽
ⴱ㸥  ㌙ ᛂ 䀲ㆭ␥ ⶍ䀲べ プᣙញ ㈱ⵞᵱᶍ ㈝ᜬ ⳁᯭ Ẃ⿱ ⚡᠖べ ㈁䀝 ⯚⑦ềញ
㇉㑩ễ ᶍ㈹ᚭ ◝ゖ ⓽㦍ᵱ㑁 ᶩⶉべ ⚡᠖㈁ ㈝㈞べ ㌩᷽ ㇉䀅 〺㈹ᚭ ₹ᴽ ᢡ ㈝ㄡ㈁ ᶍ␡
⛒✾ ケ⭪䀁᜵ 䀒ᵱᶍ オ᠖㈁ ㇉⊦゙䀒 㭱㲝ᴽ ㈝㋅ ㊹㊹ ᶕネ␝ញ ㈱ⵞᵱᶍ ㎺᠖
㎺᠖⑵㈁ ⭕䄵㎥㈁ ⯍㈝∥ᴽ Ĝ⭱⌅ㅝ ⶅᶩĝべ ᾍそᚩ┝⯅ ⶕṭ ㈱ᴽ ᛅ䂪ឥ 䃾ᶩễ ᛅ⛒
╒㼅⌅ ⭥ញ ㈱ⵞᵱᶍ 〇⯅ ⑹䀅 ㈝⊕䀅 ❩䃽ᾍ 㑩ⰶ㊪㈝ញ ᶩ⯡㊪㈡ オ䁎 ⠱⊕㈥㭕
ᜬ㈝ញ 䃾ⶍ䀁᜵ ㎺᠖ឥ ⯡㈁ ឩ 㵢䈱  ㎺᠖ឥ ⚡᠖㈁ ឩᚩ ⭱⌅ㅝ ᶑ⌅ ㊺そᾅᴽ
ㅹ㈡ ㋅ឞ䀉 ᜬ㈮ᵱᶍ ㎺᠖ឥ ⚡᠖㈁ ឩᴽ 〺 ᠖ᚩ㈁ ᠖᭝㊪ ⭪䄒べ オ䁎 ㎭ ᜬ㈝ញ
㎺᠖㈁ ⚡≁ラ⯡ ⰶ㈁ ㎺᠖べ ⒍ㅙ 㬙 オ䁎 ⚡㤉ᜬ㈮ᵱᶍ 
㈝ 〉ᴝづ 㺕㵡ᴽ 㑩ⶆ㉕⭙ᠵឥ ᝦ㉪ 㝝べ ឩ⋑ễ ㎺᠖ឥ 䀅᠖㈁ ◡㋅␥ ㎥⌅ ᶍ⎑ញ
㈱ⵞᵱᶍ ᢡ⊕ᭁ ㎺᠖ឥ 䀅᠖㈁ ◡㋅ᴽ ᠖㋅⭕䄵ラ ⒍ㅙ ᢥ㊺䀁᜵ ゙ềそ ㈱┙ ⠩⠭㊪㈡
✾㊪ ◡㋅ᴽ 㿭゙㊪⌅ ㊭㝝㊪㈡ ✾㊪ 㝝 ⩹⑵ ᵱ∥ ⯅⌅ ᶍ␡ ᝦ㋅㊪  ⭕䄵㊪ 〺⭪べ
⯅⌅ ゙ឩềそ ㈱ⵞᵱᶍ ㈝⊕䀅 ◡㋅ᾍ ᢥ➡㊪㈡ ᜬឥ 㶵⮆㊪㈡ ᜬ 㺕䀑䀁ញ ㈱ញ  ⯅⌅
➝㉎䀁ញ ㋅䀅䀁ᴽ ⭪䃡㊪㈡ ㈡ឥឩべ ᰼ゕ㋡ ㈱ⵞᵱᶍ ㎺᠖べ᜵ ㈝ᜬ ➞㉊䀅 ᜬ㈝㑩⑵
㠅ⰵ䀅  ᚩ㑩 ㊹べ⯅ ⮆ᚪ䀁ញ ᶩᶞ䀝〥 䀉 ᜬ㈝ ㈱ⵞᵱᶍ 㝔 ✱㒡  䂭㉕㈁ ⭪䄒べ ᶩ䀅 ᶩㇺ
㐲  ⚡᠖㈁ Ĝ JOWFTUJHBUJPOĝ べ ᶩ䀝 ㎺᠖ そ⁉䀅 ㈮㉎ ᚩ㋡〥 䀁ᴽ㑩␥ ㊾䀁ᣙ ㆭ䀝
⚡᠖㈁ Ĝ JOWFTUJHBUJPOĝ そ᜵ ㈡ⶆ䀁ញ ᶍ⎑そ〥 䀉㑩  ᢡញ 㑩ⶆ㉕⭙ᠵ㈁ ឩ㊹べ⯅
㎺᠖ ㊾㑪䀁ᶍញ ⑹䀁ᣙ ㆭ䀝 ᠖㋅⭕䄵べ ㈝⊕䀅 㑭ⶍ そ᜵ ⛅㼅䀝〥 䀉㑩 ㈮ᵱᶍ ỹ
✱㒡  ㉎ᣙ㊪ ឩ㊹べ⯅ ㎺᠖ 䂭㉕㈁ ⭪䄒 㑪㊺ ᶩ┝䀁ញ ⶕᚪ䀁᜵ ញ⚥䀝〥 䀒ᵱᶍ ᛅ䂪
䅭  ᯭẂ⿱ Ĝ⭱⌅ㅝ ⶅᶩĝべ ㎺᠖㈁ ⛅㊭べ ᠖ オ䁎 ⚡㤉 ᢥ➡㊪㈡ ◡㋅ᴽ ◝ば㈮ᵱᣵ 
㎺᠖ ㊾⠩ᚩ ⯉䀲㊪⌅ 䀝䀝〥 ỉ ◡㋅ᴽ ◝ば㈝ញ ⶕṭ ㈱ᴽ ᛅ䂪㈝ 㿭ㄽ䀅 ◡㋅ᴽ
◝ば㈮ᵱᣵ  ᛅ䂪べ⯅ Ῑ∥〥䀉 ⛒䁎 ◝ば㈮ᵱᣵ  ᛅ䂪㈁ ㊾ṭᴽ そᴹ ㊾ṭᚩ ềそ〥 䀁ញ
そ᜵ ᛅ䂪䀉 ᜬ㈮ᵱᣵ  ㅙ㈁ ᢥᶩ䃽べ オ䁎 ㎥ញ ⛒䀝䀁ᴽ ◡㋅ᾍ ◝ば㈝ញ ㈝ᜬᾍ
そ᜵ 䀝䀝〥 䀒ᵱ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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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᠘㈃ Ĝ*/7&45*("5*0/ĝ た ㈣ⶈ䀃ឋ ᶫㇼ䀋
ᜮ㈣ᚫ 
Ĝ JOWFTUJHBUJPOĝ㈁ ㎩✾㈝  ᯭべ ㋅㊾ễ ⚡᠖ ᠖᭝✾㈝∩ ᜬ ㉁ ⿵⋍㑭
ᜬ㈮ᵱᶍ ㈝✾㈁ ⶅ䀲 ㈝䅭  ⚡᠖㊾⠩ᴽ ◝ゖ⑱㛙べ ㈱そ⯅ ⭪ᶩ⛒㈁ 〺➝␥ つそ᭝ᣙ ㆭ䀝
⭪ᶩ⛒ ᠖ᚩラ 㑩ゖべ 㑩ⰶ㊪⌅ ㌙⭕␥ ⳁ䀲䀁ォⵞᵱᶍ 850 ᢅ㊾べ Ῑ␝┝ 㑩ⶆ㉕⭙ᠵ✾
ឩ㊹べ⯅ ᠖ᚩᾍ ⭕㈝べ ᶍ㈹◝ゖ ㅹ㤂 ㆭ⛁䀅 ᝦㅙ 850 ⠭㉪䀝㊱㛑␥ 㤁ṭ⌆ ềそ
㈱ញ ᶢ⭕㈹㈡ 〺 ᠖ᚭ㈁ 䀒㈁⌅ 䀝ềそ⯅ᴽ ⿱Ồᵱᶍ ⚡᠖ ㊾⠩㈁ 㑩ⰶ㊪㈡ ᠖᭝✾ ㊪ㅒ
㎺᠖ 㺕䀑䀅 ᶍ␡ 䄵ㅹ᠖㈁ ✾ 㹲ᚩ䀁ᴽ ᜬ㈝ញ ㈝ᜬ 850 ㅹ㤂べ ㆭ⛙ềᴽ ᜬ㈮ᵱᶍ
Ῑ∥⯅ ㎺᠖㊾⠩ᴽ ㈝⊕䀅 ㌙⭕␥ ⠩䀒ᵱᶍ ₹䀅  ㈝⊕䀅 ⚡᠖㊾⠩㈁ 㮅ṭᴽ ㎺᠖ ✾㌙㈁
㊾ ⠱⊕㈥㭍ញ ㈱ⵞᵱᶍ 㑩ⶆ㉕⭙ᠵ ⠭〥㈁ ᠖᭝ 䀂ⳉᶑ㝝 ⩹⑵ ᵱ∥ ㎺᠖
⚥ᚭ◝ゖ゙䀒䄵  ᠖㋅◝ゖ㞲㑭䂺㈁䄵ᴽ Ĝ JOWFTUJHBUJPOĝべ 䀒㊪㈡ 㮅ṭ⌅ ᶩㇺ䀁ញ
㈱ⵞᵱᶍ 
㎺᠖ 㑩ⶆ㉕⭙ᠵ✾ ゙䀒䄵ラ ㎺᠖ ᠖㋅◝ゖ㞲㑭䂺㈁䄵ᴽ Ĝ JOWFTUJHBUJPOĝⶍ䀲べ ᶩ䀅
㈁⯅⌅ ᛆឩ㊪㈝ញ 䀒㊪㈡ ➝ញ⯅␥ ㋅㡅䀱ⵞᵱᶍ ᢡញ  ᯭ  ㅽ  ㈥ ⚡᠖
ㅵ㯝べ⯅ ゝ ㈁㝖㢑㊱㛑べ 㛡⯆䀁ゕ ㈹ⶉᾍ㈁ ✾㊪ ㈁ 㑭ⳉ䀉 ㆭㅹ
㑩㊾䀁ォⵞᵱᶍ ㈁㝖㢑㊱㛑べ⯅ ㈁ឥ 㑭ⳉ 㱞䀝 ㎺᠖ 㑩ⶆ㉕⭙ᠵ✾ 㝝ᴽ ⶍ㑱㊪㈝ញ
ᛆឩ㊪㈡ 㑩ⶆ㉕⭙ᠵ✾ 䄁ᝦ ᠕㠾䀁ォᶍᴽ ㊹ ㎥㉎䀱ⵞᵱᶍ ║ᾉ ⭕∵㈝ ⿵ញ ㈱ᾘ㈝ 
㎺᠖ ᛅ⛅ṭ⭪᠖ᚩ⌅⯅ ᢥᶩ䃽 ề㑩 ╤䀅 ᝦ㋅㝝㋅␥ ᚩ㑩ញ ㈱ᴽ ᰶの ᠖ᚩォⵞᵱᶍ
ᛅ䂪ឥ ᛅ⛒㊾㛮 㱞䀝 ㎺᠖ ᝦ㋅ᴽ ⯡べ 㱞䀒ềぱញ ㎺᠖ ネᵁᭉ㈁ ⯚ឥ␥ ᶕ⯚䀉 ⳁ
㈱ぱⵞᵱᶍ 㑩ⶆ㉕⭙べ ឩ䀝⯅  ㎺᠖ ㊾⠩ラ ㎺᠖ ㈡⚥ᾍ ㊾㑪䀒ᵱᶍ ㎺᠖ ㊭㱞㊪㈡ ⶅ㉎
ᝦ㋅ ᠖ᚩᾍ➝ᶍ ᷽ ⑷ そ⋍ㅩ ᝓញ ㈱ᴽḙ ᢡ ㈝㇉ᴽ ㎺᠖ 㑩ⶆ㉕⭙ᠵ 㝝ᚩ ⩵ ⚿
㱉〺㈝ ⶅ㉎ᝦ㋅ 㝝㋅ᚩ ᵵ 䄶ᝦ㋅ 㝝㋅␥ ᣙ⛁⌅ ⭥ញ ㈱ぱᣙ ◡㈮ᵱᶍ ㎺᠖ ᢡ
Ĝ㱉〺ĝ ⚽ヽ┙ ₹䀅 䄶ᝦ㋅べ⯅ ⶅ㉎ᝦ㋅㝝㋅⌅ ❩䄁䀁ᴽ ឥ㊾べ⯅ 㑩ⶆ㉕⭙ᠵ 㝝␥
⑵ᾍぱⵞᵱᶍ ㈥⛁㊪⌅ ㈝㊭ 㝝㋅ラ Ĝ◡䃽䂪┮ĝ㈁ オ䁎⌅ 㑪ᣵ㑩 ㎺᠖ ㊾㛮㊪⌅
ឥ䀂ឥ ᣙⳉ┝べ⯅ ⚡᠖べ ⚡㤁㑩 ╤䀁ញ ㈱ⵞᵱᶍ ⯉㑭᠖ឥ ⣭៹䀅ᶍ┝ ㎺᠖ ⶅ㉎ᝦ㋅
㝝㋅べ ᶩ䀅 ゖ⭕㊪ ᝦ䂁㈝ ⠩㌚䀒ᵱᶍ 䄶ᝦ㋅ ⭪䄒  ឞឞ ⰵ㇉ 䄁ᝦ  ⩵ᣳ 螐繗蝊簰
⭕⭪㈁ オ䁎 ≁べ⯅ ㅙᴽ ⭱⌅ㅝ 㑩ⶆឥ ⭱⌅ㅝ ᣙⳉᾍ ケㄡは㈝ ᣙ㌝べ ㌝㉕䀱ḁ
ឥ䀂㊪ ᣙⳉ㊪ ㊱㛑㈁ ⯚ឥ◥べ ᢥ䀁ゕ ロ⯚ễ ᜬ㈝ᣙ ◡べ ║ᾉ ㈡␁ᚩ ⰵ㇉䀝〥⑵
䀅ᶍᴽ ┮⛚䀅 ឩ ネ≅ Ẃ⿱ ᚩ㑩ញ ヽⵞᵱᶍ ネ≅ Ẃ⿱ ㎺᠖ ⭕䄵㎥㈁ 㝝㋅べ⯅ ឥ䀂㊪
ᣙⳉ㊪ ⯚ឥ◥ᾍ 䀅✱ ⭕∵べ ㈁䀝 ᛅ⛅ễᶍ┝ ㊭㝝᠖ᚩべ ㈝㈞㈝ ỉ ᜬ㈝∥ᴽ ㊹ ᠖ᚩ㊪
ឩ⌅ ㈹㉊ញ ㈱ぱⵞᵱᶍ ㎺᠖ ㈡⚥ᾍべ᜵ ᣳ㈝ ⩵ ⚾䈵 ᚩ㤁㈁ⶆべ⯅ 㑩ⶆឥ ᣙⳉ㈁
⭕㊪ ⰵ㇉ ⭕⭪ ⛄ᾍゕ 㑱 ⳁ はᴽ ᜬ㈝ញ ₹䀅 㬙 ㍭㈮ᵱᶍ ネ≅ Ẃ⿱ 㹹Ɑ㊪㈡
⭪䄒べ⯅ ㅙᴽ ⶅ㉎㈝∥ᴽ ᛅべ ㈞Ⳃ䀁㑩 ⿳ញ Ĝ㑩ⶆ㉕⭙ĝ㈝∩ ᛅ ᾍそ➡ ㊪㈝
はⵞᵱᶍ ᢡ≁⯅ ㅙᴽ 㑩ⶆ㉕⭙ᠵ 㝝べ ᶩ䀝⯅ ᝦ䂁ឥ ㈁ⶆ㈝ ⠩㌚䀅 ⛚㑩⭪㮅㈮ᵱ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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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ⶆ㈁ ❩䃽ᴽ ║ᾉ ❩䃽㈁ 䀞ⶕ㈮ᵱᶍ  ᯭべ ㎺᠖㊾⠩ᴽ 䄶ᝦ㋅␥ 㺕ᣙ䀁ᣙ⌅
㊾䀱┙ ⭕䄵 ⶅ㉎ᝦ㋅ 㝝㋅␥ ᠕㠾䀁ᣙ ⶅ㈺䀱ⵞᵱᶍ 㑩ᢱᣵ㑩 ᝑㅙ  ᯭ㈝ 䈁⊩
⩹㈮ᵱᶍ ㈝⊙ ⶉⰶ䀁ញ ㊪ᢢ㊪㈝ញ ᚾṭ ᰻ ❩䃽␥ ⑱㎥䀁┝⯅ ㎺᠖㈡⚥ᾍ 䃥∩ⵍ⊦ញ
ぞᶢ䀁ញ ㈱ⵞᵱᶍ ㊾ⶉ㊪ ញ㱞  ᛅ ⛁➞  ᝦ㋅㊪ ⑱㛙 ᢡញ ❩䄁ឥ㊾べ⯅ ㈝㈞㈁
⠭䃽ᴽ ᶍ␡ そ⁍ ㊭㱞 ⶅ㉎ ᠖ᚩべ⯅ṭ ㈝䀝䀉 ⳁ はᴽ ᜬ㈮ᵱᶍ 㑩ⶆ㉕⭙ᠵ ㋅ṭᴽ
◝ 肚 べ⯅ ⑵ᾍそ ㋵┙ 㑩ⶆ㉕⭙㈁ ㈡ⶆ ᚾ䀝㑩ញ ㈱ⵞᵱᶍ ₹䀅 ㎺᠖ ㎥㊩は㈝ ⯡
ⶅ㉎ឥ 㱞䀒 ㈝⎑ぱញ ᛅ䂪べ ⚾㛑␥ ᚩ䀁ᣙ ㆭ䀝 ᠖㋅ ᢅ㤂べ ᶩ䀅 ㅙ㈁ ⮆ᚪ
❩䃽ⶅ㧙ⵞᵱᶍ ᢡ ឥ⌅ ᠖㋅ ⶅ㉎ ᝦ㋅ラ ᠖㋅ 㑱⯅ 㝝㈁ ㎺ㄽ䀅 ゖ䀉 ᶝᶢ䀁᜵
ềぱⵞᵱᶍ ネᵁᭉ ㎺᠖㈝ ⯡べ ➝ゕ㎥ᴽ ᜬ ⯡ ㎥␁㊪ ᝦ䁎べ ㈥㤁䀁ᴽ 㑩ⶆ㉕⭙ᠵ
㝝㈮ᵱᶍ 㑩ⶆ㉕⭙ᠵべ ឩ䀅 ᚪᚪ㈁ ᛅ❭ ✾␉ 㠅ⶉ⌅ ⳁ㊾䀁ញ  ねᝒ䀅 㑩ⶆ㉕⭙✾ㅹ
⑵ᾍ┝⯅ ✾㑺䀲ឥ ឞឞ ⶉ⍙␥ 㑆ᚩⶅ㭍┝⯅  㑩ⶆ㉕⭙ᠵ ㎺᠖べ⯅ 䅑㇑㊪㈡ ᚾ䀅 ➝䃡␥
⛄ញ ㈱ⵞᵱᶍ Ῑ∥⯅ ㎺᠖㈁ ᠖ᚩ㊪ 䂪ⶉ 㝝 ⩹⑵ ᵱ∥ ㊭⯡㈁ ᶍ␡ ᠖ᚩᾍ㈁ 䂪ⶉឥ
ᢡ ㇉㑩␥ ṭㅡ ⳁ ㈱ᴽ 㑩ⶆ㉕⭙ᠵ✾ 䄁ᝦ 䂾⯚䀁ォⵞᵱᶍ ㈝⊕䀅 ❩䃽ラ 㑭➝ᚩ ㈝⎑そ㑭
ᜬ┮⛚䀒ᵱᶍ  
✾㤁㎥㈁べ Ῑ␝┝ 㑩ⶆ㉕⭙ ⭕㊪ ᠵ㈝ញ ᠵ ㎥㝝ᴽ ✾㈡ ₹ᴽ ㈹゙㈡㈮ᵱᶍ ⚡᠖
㊾⠩ᚩ 㑩㊪䀁ᴽ ᣙⳉ㈝㊭ ◡㋅ᴽ ㊾⠩ 䀲ㆭᚩ ᵱញ ᣙのᾍ ᚭ㈁ ⭪䃡㈺ㅒ㈝ញ ⚥✾ឥ
⭪✾㈁ ᠵ ㎥㝝ᾍ ᚭ㈁ ✾㊪ ◡㋅㈮ᵱᶍ ỹ ᠖ᚩ ᣙのᾍ㈁ 䂺⋎ ⯅⌅㈁ ㈝㈞ឥ 㹲ᾚべ
ᢥ䀅 ᜬ㈝ញ ᶢ⭕㈹ᾍ ㈹ⶉᾍ㈁ ᚾ㊹ ⠩ᚪⶅ㭍ញ ㈹ⶉᾍ㈝ 㿭ㄽ⌅ 䀁ᴽ ᜬ つⵞᵱᶍ
㈝ᜬ ỹ ᶢ⭕㈹ᾍべ ㈁䀅 ⭕㊪ ㈹㤁ᚩ ㊪ㅒềᴽ 䂺⭪㈝┝⯅ ㊾㈮ᵱᶍ ㎺᠖⌅ ⚡᠖
ᣙの㈝ ᣙⳉ ㈝㊭䀁ᴽ ᜬ ㈥⛁㊪ ⭪䀲ㆭ㈝┙ ᣙのᾍᚭ㈁ Ṯ⑦㊪ ㊾ឥ ⯉㮆べ Ῑ␡
ឥ㈮ᵱᶍ ㎺᠖ឥ ㄡ᠖ ᣙのᾍ ᚭ㈁ ㈥⛁㊪ ⭪䀲ㆭᴽ ㊾⠩㈁ ㌙ᶕ 䀲ㆭᚩ ᶂᵱᶍ ⭕ⶍ 
᠖㋅㊪⌅ ㊾⠩ ㌙ᶕ 䀲ㆭᚩ ᠖ᚩᾍ ⭕㈝べ⯅ 㹲ᾚឥ ㈹㇉␥ ᣙ⛁⌅ 䀲䀝㑭ᶍញ 䀁᷽∥ṭ
そ⁉䀅 ᭁ∥ṭ ᶍ␡ ᠖ᚩ ᣙの ₹ᴽ ㊾⠩㈁ ᣙⳉ ᚾ㋅㊪⌅ ᠕⒍䀉 ⳁ はⵞᵱᶍ ᣙⳉ㈁
ᚩ㤁ᴽ ᢡ ᣙⳉ㈝ Ĝⳑᝑ㑩ᴽ ᜬĝ➝ᶍ ⭕ㅒềᴽ ᜬべ ㈱ⵞᵱᶍ ᣙⳉ ⰵ㇉㈹ᴽ ㈝㈞ 㠅ᶩ⌅
᭝ᴽ ᜬ 㠅ញ㈁ ╒㼅⌅ ゕᣙ┙ ᣙⳉ ⶅ㉎ 㱞䀝 ᢡ ᚩ㤁␥ 䂭ⶍ䃽䀉 㿭ㄽᚩ ㈱ⵞᵱᶍ
㎺᠖ឥ ⚡᠖ ᣙのᚭ㈁ ᣙⳉ ≁ᴽ 㿭ㄽ䀅 ⭪㼱 ៹䄁䀁ᴽ ᜬឥ Ẃ㈥䀁┙ 〺 ᶢ⭕㈹ᾍ
㿭ㄽ䀅 ᜬ つញ ᢡᾍ 㹲ᾚឥ ⯅⌅㈁ ㈝㈞べ ᣙ⛁䀁ញ ㈱ⵞᵱᶍ ἁ ║ỹ ≁㈁
ⳁ䃅㈹㈮ᵱᶍ ║ỹᚩ ⿵ᶍⶅ㿥 ⚡᠖ ᰻ ᣙⳉ ᚩ㑩ញ ㈱ᴽ ᚾᶩ᠖㈮ᵱᶍ ᢡញ ⶅ㉎
ᝦ㋅㈁ ⯉᠕㈹㈝┙ ᣙⳉ ≁㈁ ㊭◡ᚩ㈮ᵱᶍ 䄶 ᝦ㋅べ⯅ ⶅ㉎ᝦ㋅⌅㈁ ㊭䄁べ そ⋍ㅩ
ᝓញ ㈱ᴽ ㎺᠖べ⯅ ᣙのᾍ ⶍ㷑䀁㑩 ⿳ ᜬ ㈮ᵱᶍ ⶍ㋅⌅ṭ ᢡ⊰ⵞᵱᶍ ㎺᠖ ᣙのᾍឥ
䂺⋎ 㱞䀝 ⚡᠖ ᣙのᾍ ㎺᠖ᣙのᾍ㈝ ㋅㌙␥ ㆭ䀝 ᢡᾍ㈁ ㋅㼱 ⑵ᾍញ ₹ᴽ ㎺᠖べ⯅
㋅㼱 ⮆⭙䀁ᣙ ㆭ䀝 ㎺᠖べ ᣙの ⯍⑦䀁ញ ⑷ ṱ ✵┙ ⑵㌚䀉⑵䀅 ➝⭪ ㎶ᵱᶍ
Ĝᚾ㋅㊪㈝㑩 ⿳ ᜬ ║ỹ Ẃ㈁䀉 ⳁ ㈱ᶍĝ ㈝㋅ᣵ㑩 ㅙᴽ ⚡᠖ ᣙの㈁ ᣙⳉ㈝ ㎺᠖⌅
ᚾ㋅㊪⌅ ㈝㊭ềᴽ ⭕⋩␥ ➡㊪㈝はⵞᵱ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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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᠖ ឥ䀂ឥ ᣙⳉべ ㈱そ⯅ ㈡㊾⛄ᴽ ᚾᶩ᠖㈮ᵱᶍ ゕ⊕ ⠭〥べ⯅ ⚡᠖ᣙの ⶍ㋅⌅
ឥ䀂ᣙⳉべ 〇⯅ ㈱ⵞᵱᶍ ゖ⭕㊪ ㈝㇉⌅ 䄶ᝦ㋅㈁ 䇽㊪㈝ 㑪ṭ ㎺᠖ ⭕䄵㈁ ゕ⊕ ⠩⠭べ
᭑㈱ⵞᵱᶍ ケ␥ ᾍそ   ᯭべ 㝁ㇵ ㋅㊾ễ 㵢䁱✾ ㎺᠖㈁ ឞឞ ᣙのべ᜵ Ĝ䄶
䁱ㅒĝ㋅ṭ␥ ᢅ㊾䀁ញ ㈱ぱញ ㈝ᜬ ⭕䄵㎥㈁㊪ ⯚ᝒ ⛁オ䀁ᴽ ᜬ㈮ᵱᶍ Ῑ∥⯅ ᛅ䂪ឥ
ᛅ⛒㈁ 㞱ᣙ ᶑべ⯅  ㎺᠖ ᣙの ᚺ㈹ᣙ 䂺⋎ 㱞䀝 ⯉㑭᠖ ᣙのᾍ㈁ 㑭➝ễ ᣙⳉ つ᜵
ềぱញ ㈝⊕䀅 ᣙⳉ ᷽ ⑷㈝ ⛄ᾍ㈝ញ ㊪ㅒ䀁᜵ ềぱⵞᵱᶍ ᢡញ ゙᠕␥ 㱞䀝 ⭱⌅ㅝ
ᣙⳉ つ᜵ ềぱញ ㈝ᜬ ⚡≁ ᛅ⛅べ ᶩ䀅 ᢡᾍ㈁ ᵎ⋎ 䁎⭪ ⶅ㧙ⵞᵱᶍ ㈝ᜬ ㈡ᚭ
ឩべ⯅ 䀖⭪ ⛅⮆䀁ᴽ 䂭⭪㈮ᵱᶍ ᢡ⊕ᭁ ㎺᠖㈁ ⛅㊭ឥ 䀑ᦁ  ⶅ㉎ᝦ㋅ラ ➝㌙␥ ㈝⎑㑩
╤䀅 ᭊ 㝝ᴽ 㹹㑩ỉ ᜬ㈮ᵱᶍ ㎺᠖ឥ ⯅〺 ᠖ᚩᾍ ║ỹ ㈝⊕䀅 ✾㤂 Ῑ∥ᚺᵱᶍ
⚡᠖ ㈹゙㊪⌅⛅㊭䀅 ᜬ㈝ᵱញ ⚡᠖㈁㑩ⶆ㉕⭙ 㝝ᴽ䀖⭪㑭➝䀝パ ᜬ ᶂᵱᶍ
ㅙᚩ 䃾ⶍ䈱 ᴽ ᜬ  ⯡ᣙᚩ ềそ⯅〥 ⚡᠖ ㊩㈺ᠵ✾べ⯅ ĜQSJOU UFSNTĝ㈝ ⒍ㅙ ᵏ᜵
㹹㑩 ềぱᶍᴽ ㊹㈮ᵱᶍ ᚭᶑ䈱 ⑹䀝⯅  ᚪᚪ㈁ ᠖ᚩᾍ ᢡᾍ ㈹ⶉᾍ㈁ ᰡ⋎ឥ ⭪䃡 ⛙ㅩ
㱞䀝 㑩ⰶ㊪⌅ ⛅㊭䀅ᶍᴽ ᜬ㈮ᵱᶍ 䃾ⶍ䀅 ᜬ ᣙⳉ ㊭ⳁ⛄ ㈹ᴽ ⰶ䀝⯅ ᣙⳉ
⛅㊭ⶅ㭍ញ ⭱⌅ㅝ ᝦ㉪⋎ ᚩ㑩ᣙ ㆭ䀝 ᣙⳉ㊪ ᛅ≲ 㠽᠕䀅ᶍᴽ ㊹㈮ᵱᶍ そ⁍
ᣙの㈝ᾉ㑩 䀒✾㊪⌅ つ ᣙⳉ ᛅ≲䀉 ⳁ ㈱ᴽ ᠵ䀅㈝ ㈱ញ ㈝⊕䀅 䀲Ẃ㈝ ㊪✾䀁ញ
㊪㊱䀁ᶍ┝ ᣙⳉ ⛅㊭⌅⠩㯙㊪✾䀅 ᠵラ ㈝㈞つⳁ㈱ⵞᵱᶍ 
㠅ᢥ ㎺᠖㈁ 㑩ⶆ㉕⭙ᠵ✾ 㝝ᴽ 㑩ⰶ㊪⌅ ⛅㊭䀁ォⵞᵱᶍ ᢡញ 㑩ⶆ㉕⭙➝䃡ᴽ
ⳁẂ㊪㈡ ┝べ⯅ ᵎẂ㊪㈡ ┝⌅ 㑱㊪㈡ ❩䃽␥ ⑵ᾍそ ᭱ⵞᵱᶍ 850 べ ᚩ㈮䀅 䅭 ㎺᠖
㑩ⶆ㉕⭙ᠵ✾

㝝␥

㊪ᢢ㊪⌅

⛅㊭ⶅ㧅

ᭁᚽញ

⯚ឞ㊪⌅

㵢䁱✾ 

⭪㼅✾ 

⠩㊾ᝦ㉪⛒㑩✾ ᛅ㊾䀱ⵞᵱᶍ 㑩ᢱ ㊩㈺ᠵ✾ ᛅ㊾ ㈺の 㑭䀲䀁ញ ㈱ⵞᵱᶍ ✾㑺䀲
ⳁ㎩ ᚾ䃽䀁ᣙ ㆭ䀝 ᶑⶅᚭ ᭝べ ❉㈝㑾  ⭪䀁㈝  ឺ㊩ㅙべ  ᛅ㈁ 㑩ⶆ㉕⭙ᠵ ✾ㅹ
⯍⑦䀁ォញ   ᯭ ㈝䅭べᴽ  ᛅ㈁ 㑩ⶆ㉕⭙ᠵ ᶝᶢ䀁ᴽ 㑩⛒✾ㅹ㈝ ㎺᠖ ㊭ゖべ
⯍⑦ềぱⵞᵱᶍ ᢡ ឥ⌅ ㎺᠖べ⯅ 㑩ⶆ㉕⭙ᠵべ ᶩ䀅 ✾㑺䀲 ⳁ㎩㈝ ⭪ᶢ䈱 䁎⭪ềぱⵞᵱᶍ
₹䀅  ㎺᠖ ᠖ᚩ㊪ 㑩ⶆ㉕⭙ ㊭≞ ⶍ䀲䀁ゕ 㑩ⶆ㉕⭙㈁ ᠖ᚩ㊪ ㈡ⶆ ⅅ⋠䀁᜵
䁎⭪ⶅ㧙ⵞᵱᶍ  ᯭ ㎺᠖ ⭪ᶢ䀅 ᢅ║㈁ ᠖᭝ 㵢䁱㡅ㅹ ➝㇉䀁᜵ ềぱញ ㈝ᜬ
㾭㤝 㟆䀒  ㇉⊦゙䀒  ㈥➡  ᶩ䀅⚥᠖㈁ ᠖᭝ 㡅ㅹⳁ ➝ᶍ ⑷ ᜬ㈮ᵱᶍ ⭪㼅ᾚ⌆㈁ 〺ṭ
⒍ㅙ ⑷ ㋵ⵞᵱᶍ ㈝ᜬ ║ỹ ⒍ㅙ 䃾ⶍ䀅 㱞㈝ញ ₹䀅 ㈝ᜬᾍ ᣙ➡㊪⌅ 㑩ⰶ㊪㈡
䅑ឥ␥ ᭥ ⳁ ㈱ញ ロ❦䀅 㑩ⶆ㉕⭙ᠵ ➝䃡 㝝␥ ᠕㠾䀉 ⳁ ㈱᜵ 䀒ᵱᶍ 䀂㈹㈁ ឩ㊹べ⯅ 
㊾㑪䀁᜵ ㋅ᚩ ᴽ 䀅 ㈝⊰᜵ ね㝖ᭅ ᰡ⋎ 㑩ⶆ㉕⭙ᠵ ➝䃡べ ⺈ ⠼ᴽ ㎺᠖ ᛂ ᭁ∥ṭ
はⵞᵱᶍ ⚡᠖㈁ 㑩ⶆ㉕⭙ᠵ 䄁ᝦべ⯅ ㎺᠖㈁ ⭕㊾ ᴽ Ẃ⍵ᾍṭ ㊩㈁ ㈁べ Ẃ㈁䀉
ᜬ㈝∥ញ 䃾ⶉ䀒ᵱᶍ 㑩ⶆ㉕⭙ ㉕⭙㈮ᵱᶍ ᢡញ ᣙの ᝦ㉪㈁ ⳁᶑ㈮ᵱᶍ ㈡㯙ᯠ
ⶅᶩべ⯅ ᣙⳉ㊪ 㑭➝ᴽ ᩡ⌅ ⛅㊭䀁ញ ⯅⌅ ᝢ㤁┙ 㡒ṵ 㿥䀉 ⳁ はⵞᵱᶍ ⚡᠖ឥ ᛂ
᠖ᚩべ⯅ ᣙのᾍべ᜵ ᷽ㅚ ⑷ 㑩ⶆ㉕⭙ᠵ ⠭㉪㈝ ⛅⮆䀝 ヽⵞᵱᶍ 㑩ⶆ㉕⭙ᠵ ⠭㉪
⯉㑭᠖べ⯅ ᷽ ⣱✱䀁᜵ ⛅⮆䀒ᵱᶍ ㈝ᜬ ᣙⳉ㈁ 㑭➝ᚩ ᝦ㋅ ⯚㉎べ ㎺ㄽ䀁᜵ ᣙゕ䀅ᶍᴽ
㊹ 䃾ⶍ䀁᜵ ➝ゕ㎥ᴽ 䂭⭪㈮ᵱᶍ 䀁㈝㯵㬕ᰩ⌅㑩 ⠭〥べ⯅ ᠵ ឩᴽ ➞㉊䀁ញ ⠭㉪
㈹㎥ ⛅⮆䀒ᵱᶍ ㈝ᜬ ⒍ㅙ ᢅ㤂㊪㈡ 㷑㯝㈝ញ 㵢䈱 ㇉┮䀅 ᶩᣙのᾍ ⭕㈝べ⯅ 㑩ⶆ㉕⭙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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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ⳁ ㈱ញ ⰵⱊ㈝ ⣱✱䀁᜵ ⛅⮆䀒ᵱᶍ そ⁍ ᣙの㈝ ⳅⳁ䀅 䈕⮆㈹㈝ញ そ⁍
ᣙの㈝ 㑭㊾䀅 㤑䀝㈹㈡㑩 㶹ᶑ䀁ᣙᴽ ⒍ㅙ そ⋞ញ そ⁍ ᠖ᚩᚩ 䈕⮆㈹㈡㑩 ⑹䀁ᴽ ᜬṭ ᶍⰵ
そ⋞ⵞᵱᶍ ✾㤁᠖ᚩラ ⶅ㉎ᝦ㋅ ≁べ⯅ ᝦ㋅ ㈺ㅒឥ ✾㤁㎥㈁㈁ ᣙ➡㊪ ✾␉ ㌝㎺䀁ᴽ
ᜬ㈝ ㊾ᶢ䀅 ⛒✾㈝ញ  ⭕㊪ ⠭㉪㈁ ᝦㅙ ᢡ ⠭㉪ ㊱㛑␥ ㊾䀁ញ ㈱ⵞᵱᶍ Ῑ∥⯅ ᚩ⭪
ㅙ⯉ⶅềᴽ ᜬ ⠭㉪ឥ ឩ⋑ễ 䀲ㆭᚩ ᠖ᚩ㈁ 䀲ㆭ㈡㑩 ᣙの ₹ᴽ ᛅ㈡㈁ 䀲ㆭ㈡㑩 ᠕❭䀝
᭝ᴽ ᜬ㈮ᵱᶍ ᣙの ₹ᴽ ᛅ㈡㈁ 䀲ㆭᴽ ᠖ᚩべ ㈁䀝 ᢅ㋅ềそ⯅ᴽ ⿱Ồᵱᶍ ✾㤁㎥㈁
⭕䄵べ⯅ ㈝⊕䀅 ᜬ ✾㊪ ㊱㛑␥ 㱞䀝 䀝ỉ ⳁ ㈱ញ ᣙのᾍ ㊾⠩㈁ ᛅ㈮➝ᶍ ᣙのᾍ
⭕㈝㈁ ◡㋅␥ 䀝䀁ᣙ ㆭ䀅 ✾㊪ ㊱㛑␥ ㄽ᠕䀉 ᜬ㈮ᵱᶍ ⚡᠖ ⶅ㉎ ᝦ㋅ 㝝㋅㈝ញ ₹䀅
✾㤁㎥㈁ ᠖ᚩ㈮ᵱᶍ ⚡᠖ ㊾⠩ᴽ ㈝⊕䀅 ᣙ➡㊪ ㈝㇉␥ ┮⛚䀁᜵ ⿵ញ ㈱そ〥 䀒ᵱᶍ ⑵〦
㎺᠖ឥ ⚡᠖ ⭕㈝べ⯅ ㈮✾  ㊾㤁  ㊾⠩ 䀲ㆭᚩ 850 ᢅ㊾ ㆭ⛁䀅ᶍ┝  䀒✾㊪㈡ ⛒✾⌅
䀒㈁␥ ㆭ䀅 850 ㈁⠭㉪䀝㊱㛑ᚩ㑭䀲ỉᜬ㈮ᵱᶍ 
ᣙのᾍ ⭕㈝べ⯅ ᶍ᠖㊪ ⠭㉪㈝ ⛅⮆䀅 ᝦㅙ ⚡᠖ ㊾⠩ᴽ ㈥⛁㊪㈡ ✾㊪ ㊱㛑ラ ᠖㋅㊪
ᢅ㊾ 㺕ᣙ䀁ញ ᶩⶉ Ṯᶑ㊪⌅ ⚡᠖㈁ ᠖᭝✾㈡ ㈝␡⚽ ⳁ㸥  ㌙␥ ㊪ㅒ䀁ញ ⭪ᶩ
᠖ᚩ␥ ✾㤁㎥㈁␥ㆭ⛁䀅᠖ᚩ⌅ ᚭ㎥䀁┝⯅ ⯉㋅㊪⌅ᶩㇺ䀝 ヽⵞᵱᶍ 


** ㎼᠘㈃ 㿯ⳃ㊬㈣ ᣛ➣㊬ ᶫㇼ 
ᛅ䂪ឥ ᛅ⛒㈝ ㈝⎑そ㑭 〦  ᯭ䅭㈡ 㑩ᢱ㈁ ㎺᠖ ⭱⌅ㅝ ⯉㮆べ 㑪┝䀉 ᜬ㈮ᵱᶍ
ㅙᴽ ⮆ᚪ䀉 㿭ㄽᚩ ㈱ᴽ ⑷ ◡㋅ᾍ ᚩ㑩ញ ㈱ញ ⛒䁎 ⯉㮆䀉 ⳁ ㈱ᴽ ᶩ⿱ ᚩ㑩ញ
㈱ⵞᵱᶍ ㉎ᣙᚭ㈁ 䄶ᣙᚭ Ẃ⿱ ㎺᠖㈁ 㑩ⶆ㉕⭙ᠵ ✾㤁ᴽ ⛅㊭ễ ◡䃽ラ ✾㤁㎥㈁べ ᣳ᜵
⩵␥ ᭝ 㿭ㄽᚩ ㈱ⵞᵱᶍ ᢡញ ⩵ ᣳញ ⾙⊕㑩㑩 ⿳ 㝝㊪ ᠕㌙␥ ⑵ᾍそ ᭝〥
䀒ᵱᶍ Ῑ∥⯅ 㠅ⰵ䀅 ᶍㇵ㈁ ◡㋅␥ ⮆ᚪ䀝➥ 㿭ㄽᚩ ㈱ⵞᵱᶍ 㝔 ✱㒡  Ĝ⭱⌅ㅝ ⶅᶩĝべ
そ᜵ ㎺᠖㈁ 㑩ㆭ␥ ㉁ ㆭ㤁ⶅ㭕 ⳁ ㈱ᴽᚩ  ỹ ✱㒡  ⰵㆭ ⑹䀁ᴽ Ĝ㭱⯡䃽ĝ␥ そ᜵
ᶍ⎙ ᜬ㈝ញ ⯡䃽 ⰶべ⯅ ㅙ ㈹ⶉ そ᜵ ⛅㊭ⶅ㭕 ᜬ㈡ᚩ  ⯡ ✱㒡  㭭㭭䀅 ᣙ⛁
そ᜵ ⑵ᾍ ᜬ㈡ᚩ ⑵〦 ㅙᚩ ញⶕ䀁㑩 ⿳ញ  ┮䃾䀅 ⛒䁎 ⯍㊾䀁㑩 ⿳ញ  ◝ば
㊾䀁㑩ṭ ⿳ញ ᢡញ 䅑㇑㊪㈡ 㝝⑱㊩ はញ ⶍ䂭 ᚩᵎ䀅 ⛒✾ᾍ㈝ はᶍ┝ ㎺᠖㈁ ⚡≁
⛅㊭ そ⋍ㅡᜬ㈮ᵱᶍ 


*
Ĝ⭱⌅ㅝ ⶅᶩĝ⌅ ᭁᚩᴽ ㎺᠖ そ᜵ ㈝䀝䀝〥 䀁ᴽᚩ  ㈝ᜬ㈁ ᣙ➡㊪
║ⵞ ◝ば㈡ᚩ 
ᛅ䂪ឥ ᛅ⛒㊾㛮 ⶅᶩ㈁ 㼅ⶅ㈮ᵱᶍ ㈝㊭べ ㎺᠖ ㄡ⠩⯡ 㵢䈱 ⯅〺 ⯡ラ ᶑ㊱ễ
ញ⑦ễ ⶅᶩべ ㈱ぱⵞᵱᶍ ញ⑦ 䅭㑭⯚㈁ ㎥ㄽ ㅹ㈡㈝ぱⵞᵱᶍ ⳁẂ㊪ ញ⑦㈝ᾉ ㊪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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ញ⑦㈝ᾉ ឥᴽ Ẃ㈥䀒ᵱᶍ ┮ᭁ∥ ㈝䅭 ㎺᠖ ᶍⶅ 䀅✱ ញ⑦ễ ⶅᶩべ ㈱ぱញ ⯡べ
Ὅ㝹㑩᜵ ềぱⵞᵱᶍ ᛅ䂪ឥ ᛅ⛒⌅⠩㯙 〦  ᯭ Ẃ⿱ ⛅⮆䀅 ⯚ឥᾍ ➝㹡㊪⌅
㈡㊾⛄、ⵞᵱᶍ ㈝ᜬ ネ≅ Ẃ⿱ ᣙ ㈱ᴽ ゖ⭕㊪㈡ ゙ⵞ㈝ぱញ ₹䀅 ㆭᶩ䀅 ㈝⌉㊪
䂪ⶉ㈝ぱⵞᵱᶍ ㎺᠖㊾⠩ᚩ ᛅ䂪ឥ ᛅ⛒べ ᶩ䀅 ║ᾉ ➡➝ᣙᚩ ỉ ᜬ㈝∥ញ ⚨ⵞᵱᶍ ㅙᴽ
ᝦ㋅⛅㊭ឥ ㈹ㅹ㈁ 䅑㇑㊪㈡ ⛙⠭⌅⠩㯙 ネ㑪 ᛅ⛅ឥ ញ⑦ ᠕❭䀉 ⳁ ㈱ᴽ 㛑❭㊪㈡
ឥ␥ ⛅䀉 ⳁ ㈱ぱⵞᵱᶍ ㅙ㈁ ᝦ㋅⛅㊭ 㤑㝝ềぱញ ㅙ ᠖ᚩᴽ ➝ⳁ㊪ ㈡⭕ᾍ⌅
〦䀝㋵ᶍញ ㈹㎥ ちᢲỒᵱᶍ ㅙᴽ ㅙ㈁ ㉎㊹ឥ ᶑ㊹ ᠕❭䀑⌅⸑ ⯡べ ᣙゕ␥
䀁┝⯅  ᛅ⛒ 㱞䀝 ❩䃽␥ ⑵ᾍそ ᭱ញ ㊭⯡␥ 㱞䀝 ㈹ㅹ⛙⠭ 䂭ⶍ䃽䀁ォញ ㅙ ㈹ⶉ
⛅㊭ⶅ㧙ⵞᵱᶍ Ῑ∥⯅ ⛅㊭ 㠅ㅙ⯉⌅ ⭥ញ ញ⑦ 㺕ᣙ䀁ញ ᛅ⛒ ⯉㮆䀅 ᜬ ᚩ㉎
ᢥ➡㊪㈝ញ ロ㊭䀅ᛅ䂪㈥ᜬ㈮ᵱᶍ  
Ĝᛅ䂪ឥᛅ⛒ĝ ⶅᶩ㈁㼅ⶅ㈝㈹ ᭝㺕㊪㈁⚡㈮ᵱᶍ㈝⊙ⶅᶩᚩ ㈁ ᯭẂ⿱ ㈝そ㋡
ヽⵞᵱᶍ ⑵〦 ㎺᠖㈝ Ĝ⭱⌅ㅝ ⶅᶩĝべ 㑭㈮䀁᜵ ễᶍ┝ ㈝ ⶅᶩ㈁ ㈁⚡ᴽ ◝ば㈝ញ 㑩ᭅ
 ᯭ㈁ ᣙᚭឥ 㛑㈝㊹ ◝ば㈥ᣵ  ᛅ䂪ឥ ᛅ⛒㈁ ᣙ➡㊪ ⛒✾ ㎺᠖べ⯅ ᣙ⛁ 㑩㭍ញ
㈱ᴽ ㎺᠖ ㈡⚥ᾍ㈝ ㈹ⶉᾍ㈁ ㈝㈞べ ឩは㈝ ◡䃡␥ ᛅ⛒䀁ᴽ ᜬ㈝ញ ⯅᠕ ᠖ᚩᾍ⌅⠩㯙
㈹➡  ᣙⳉ ᢡញ ᝦオ㑩ⶆ ⳁ㈮䀁ᴽ ᜬ㈮ᵱᶍ ㈝⊕䀅 ᜬᾍ ║ỹ Ĝᢥ➡ ㎺᠖㈁ ᜬ 
ⶍㅒ㊪㈡ ᜬ ⯅〺⌅⠩㯙ĝ∥ᴽ ᣙ➡㊪ ㅹ㤂べ ᣙ⛁䀅 ᜬ㈝ញ ㎺᠖㈁ ᝦ㋅ᚩ ⯅〺㈁ ⛅㊭
Ῑ∥㉊ᣙㆭ䀅ᜬ㈮ᵱᶍῙ∥⯅ ᛅ䂪ឥᛅ⛒㈁ ᢥ➡㊪ ⯚ᝒĜ㎺᠖べ⯅ ⯡␥㛧ᴽᶍĝ㈮ᵱᶍ
⯡䃽ᚩ ᚩⰶ䃽ốべ Ῑ∥ ㎺᠖ 䀝ㄡ⌅ ᭁᚩᣙ ⶅ㈺䀱ⵞᵱᶍ ᝦ㋅⛅㊭㈁ ឩ㊹べ⯅ 
Ĝᛅ⛒ĝ ㎺᠖㈁ ឩ㊹べ⯅ ᶍ⎑そ〥 䀉 ㈥㈝ញ ◡䃡␥ ᛅ⛒䀁ᴽ ᜬ 㬕ᭁ ㈺ ⳁ ㈱ᴽḙ
ㅙᴽ ᢥ➡㊪⌅Ĝ㈝䀝ឩ㈡ĝ➝ᶍ ᶑ㑩 ⯡ᝦ㋅㈁ 䂺⋎㈹㈮ᵱᶍ ㈝␡⚽ Ĝ⭱⌅ㅝ ⶅᶩĝべ⯅
㎺᠖ ⯡ ᝦ㋅㈁ ㈝䀝 ឩ㈹ᚩ ỉ ᜬ㈝ញ ⯡㈁ ᶍ␡ ᠖ᚩᾍឥ 䀑ᦁ ⯡ ᝦ㋅㈁
ᝦオ㈹ᚩ ỉ ᜬ㈮ᵱᶍ ⶅ㑭㿺 ㎥⯆㈝ ちᢲ䀅 ᜬឥ ᛂ㈝ ㎺᠖㈝ ㈡␁ ⚡≁␥ ឞ㇉䀁ᴽ
㦍♍ᵱ㶙㈁ 䄵ㅹ㈝ ỉ ᜬ㈝∥ᴽ ㊹㈮ᵱᶍ ㈝ᜬ㈝ Ĝ⭱⌅ㅝ ⶅᶩĝ㈁ 䀞ⶕ㊪ ⯚䁎㈮ᵱᶍ
ゕᣙ⯅ ឥ⌅ 䄵ᡩᴽ はⵞᵱᶍ ᛅ䂪ឥ ᛅ⛒ 䀅 ᭉ⌅⠩㯙 ㎺᠖ ⯡␥ ㈝┝⯅ Ὅ⌅
ṵᚭ ㊪㈝ はⵞᵱᶍ ⣭⌆ 㠅ᢥ  ㎺᠖㈝ ᠖㋅⭕䄵⌅⠩㯙 Ḓ⮍ネ㿺㈝ ㎥㉎䀅 Ĝᛅ䂪ឥ
ᛅ⛒ĝ㊾㛮 㺕ᣙ䀁ញ ឥ⌅ 䄵ᣙ䀁ᴽ ᜬ㈝ ᵵᚩ 䀁ᴽ ㈁ⶕ ⛄ញ ㈱ⵞᵱᶍ 䀁㑩⑵ ⭕ⶍ
㈝ᜬべ 㬕᜵ ㊾䀁㑩 ⿳ⵞᵱᶍ Ĝᛅ䂪ឥ ᛅ⛒ĝ ㈹゙㈁ ✾㤂  ᝦ㋅㈁ ✾㤂 ᢡញ ㈡ᚭ⯚べ
ⳅㇺ䀒ᵱᶍ 㐲  ㈝ᜬ ㈹゙✾ឥ ㈡ᚭ ➡⯚べ ⳅㇺ䀁ញ ║ᾉ ㎺᠖ ㈡⚥ᾍ㈁ ㈁ ⛁オ䀅
ᜬ㈮ᵱᶍ ㎺᠖ 䁵✾べ Ῑ␝┝  ║ᾉ ᠵ⋎ ㈡⚥べ᜵ ㈱ⵞᵱᶍ ㎺᠖ ឞ⭙ᶢ㈁ 㠅ញ ㊾㤁
㝉䀂 Ĝ㈡➡㎥㈁ĝ㈮ᵱᶍ Ĝᛅ䂪ឥ ᛅ⛒ĝ ║ᾉ ㎺᠖ ㈡⚥ᾍ㈁ ᠪᢢ㊪㈡ ⯉㮆㈝ញ ◝ṭ
㈡⚥㈁ ⯉㮆べ ⛁ᶩ䀉 ⳁ はⵞᵱᶍ Ĝᛅ⛒ឥ ᛅ䂪ĝ  ᯭ Ẃ⿱ ⳁ䀲ềぱញ ᢡẂ⿱ ㅙᴽ ㈝
㊾㛮 ⠩㊾䀁ᴽ ⭕䀅 ゖ⭕⌅⠩㯙 ញ㱞⛄ ヽⵞᵱᶍ ᢡ⊕ᭁ Ĝ᰻ ⭙ ᚾ⌅ 䇹␝ᴽ
◥ᣡ ⑲ ⳁ はᶍĝ 㐲  Ĝᛅ⛒ឥ ᛅ䂪ĝ㈁ ㈥⛁㊪ ⛒䁎 ㊱ᶩ ⚽᪵㑩 ⿳ ᜬ㈝ញ ネᵁᭉ
そ⁉䀅 ⯡⋎ṭ ㎺᠖㈝ ᢥᶩ ⭕䄵⌅ 㑭㈮䀁ᴽ ᜬ ⑲ ⳁ はᶍ Ĝ⭱⌅ㅝ ⶅᶩĝべ ㎺᠖
ㄡ⠩⌅ 㑭㡅䀁ញ ㎥❩⠩␥ ❩䃽ⶅ㭍ញ Ĝ㎺᠖ ➝ᣙ ㆭ䀝 ⯡⭪べ ⯅ᴽ ᜬĝ ⛙ㅵ〥 䀒ᵱ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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Ῑ∥⯅ ㎺᠖ ㈡⚥ᾍ ゕ㊭䈱 ⑷ ᛅ ❩䃽ⶅ㧅〥 䀁ញ ㎺᠖べ 㿭ㄽ䀅 ᛅ䂪 ㌩᷽
ⶕ㣞㊪㈝ញ ㊪ᢢ㊪㈝ゕ〥 䀒ᵱᶍ 


**

㈝␡⚽ Ĝ㭱⯡䃽ĝべ そ᜵ ᶩㇺ䀝〥 䀁ᴽᚩ  ⯡䃽べ⯅ ᚪ ᠖ᚩᾍឥ

ឞẂᛅ⛅ 䀁ᴽ ⛒✾ 
㵡⊥㾭 ᶩ㱞⋢㈝ 㑺ᠵ䀅 ㈝䅭⠩㯙 ⑷ ⭕∵ᾍ㈝ ㈝ᜬ ⶉ➝ⳁ㎥㈁ラ Ṯᶑ㎥㈁∥ញ
⠱⊩┙ ⶕ㑩そ 㵡⊥㾭␥ Ĝ㭱⯡䃽ĝ㈁ ヾ㈝∥ 㤖䀁ォⵞᵱᶍ ᢡញ ⚡᠖㈁ 䉁㈝ ⭪ᶩ㊪⌅
〦䀝㋵ញ ⰶ 〦䀝㑩ᴽ ᝦ䁎 ➝㈝ញ ㈱┙ ㈝ᜬ ⚡᠖㈝ ᷽㈝⭪ ᠖㋅ ᝦ㛙 ゖ䀉
ⳁ䀲䀁ᣙ そ⋞ᶍញ 㶹ᶑễᶍញ ⑷ ⭕∵ᾍ㈝ ⮆ᚪ䀁ォⵞᵱᶍ ㈝ラ ᶩ㌙㊪⌅ ㎺᠖
⁉ネ␝ញ ㈱ញ ᠖㋅ ◝ᶩ㈁ ㎺ⶕ⌅ ᭁᚩញ ㈱ⵞᵱᶍ ㈝⊙ ⭪䄒べ 㑪┝䀁ゕ ㈥⠩ ⭕∵ᾍ㈝
䂭㉕㈁ ❩䃽ᴽ  ᯭẂ⿱ ᭁ㭩ᭅ ㊪㈝ はᴽ ❩䃽∥ញ 䀁┝⯅  ㅙᴽ ⯡㑱⯅㈁  ✱㒡
❩䃽␥ ⑱㎥䀁ញ ㈱ᶍញ ㎥㉎䀒ᵱᶍ ㎺᠖㈝ ⯡䃽㈁ ᚩ㤁␥ ㈝そ ⛄ញ ⯡㈁ ᷽ᚩ ềそ〥
䀅ᶍញ ㋅⿱䀁ᴽ ⭕∵ᾍṭ㈱ⵞᵱᶍ 
➡ 㺕㵡ᚩ ➝ゕ㎥ᴽ ᜬ ║ᾉ ᜬ 䂭ⶍべ⯅ ᭁラ〥 䀁ᴽ ᜬ㈝ញ ㅙᴽ 䀒㊪
㈡ⶆឥ 㶹ᶑᚾ㌙䀝〥⑵䀅ᶍᴽ ᜬ㈮ᵱᶍ
㝔 ✱㒡  ⚡᠖㈁ ⵢ㈡㈝ ㉁╤ 㶹ᶑềそ㑱 ⳁ はⵞᵱᶍ ⯡䃽 ឩ㊹べ⯅ ⚡᠖ ᠕⯆べ⯅
䃽䀒 㠽᠕䀁ញ ὠ㈹べ ⿲ ⯡䃽㈁ ⛁ᶩ␥ モ䃡䀁ᴽ ❩䃡㈡㈝ ㊱ᶩ ᶂᵱᶍ ㊭䅭 ⯡
㑱⯅㈁ ᷽⌅⯅ ⚡᠖ ⯡䃽㈁ ᷽⌅⯅ ᢡ㈁ 㑩ㆭ␥ ᜵ 㺕ᣙ䀉 ⳁ はញ Ĝ㭱⯡䃽ĝ␥
᜵❩䃡䀉 ⳁ はⵞᵱᶍ 
ỹ ✱㒡  ㎺᠖㈁ ㈡ⶆ㈮ᵱᶍ ㎺᠖ ᛅ⛅ṭ⭪᠖⌅⯅ ㈥⛁㊪⌅ ⯡ ⭙の 㝝㈁
䀁ㆭべ ⓡ◥⊕ ㈱ញ ⯡ ᣙⳉឥ ᝦ㋅㈁ ᷽ᚩ ềᣙべ 㑪 ⠩㌚䀒ᵱᶍ ⯡䃽 ឩ㊹べ⯅
㎺᠖ ネ㑪 ⯍㈹  ㈝䀝ឩ㈹ ᢡញ モ䃡⌉㈹ᚩ ỉ ⳁ ㈱ ⩹㈮ᵱᶍ ㎺᠖㈁ ⯚ឞ
⯡䃽㈁ ⯉ỹ㎥㈹ᚩ ỉ ⳁ ㈱ᴽ㑩 ゕ⠩ᚩ ᵱ∥ ⯡䃽㈁ ㅬ⭕㈝᷽ᚩ ề㑩 ⿳ᣙ ㆭ䀝
㉁╤ễ 㹡 ⯉㮆䀝⯅ᴽ ⿱ễᶍᴽ ᜬべ ㈱ⵞᵱᶍ ᛅ⛅ṭ⭪᠖⌅⯅ ㎺᠖べ᜵ ㊭≞㊪⌅
㎥ṭᠵ 㑩㭍ញ 䀖⭪ 䃾ញ䀅 ⭪㮅␥ ㇉㑩䀁ᣙ ㆭ䀅 ㊾ ㈝ᜬ 䀉 ⳁ ㈱㑩  ⛅㊭䀉 ⳁ
㈱㑩 ₹ᴽ 䅭㲝䀉ⳁ㈱ᴽ㑩ᚩᵱ∥ ㎺ㄽ䀅 ᜬフ⚽␡ ⛒䁎⯚ ㊾⑦䀁ᴽᜬ㈮ᵱᶍ㎺᠖
ㄡ⠩ឩ㈁ ᣙ➡ ㎺᠖ឥ⚡᠖㈁ឩᚩ ㉁ ㈝⎑そ㑱 ⳁ㈱ᴽ㑩ゕ⠩㈮ᵱᶍ   
⯡䃽ᚩ 㿥䀉 ⳁ はᴽ ゖ⭕㈁ ㌙␁㈝ញ ₹䀅 ㈹ㅹ ㉕⠭⛙㈁ ゖ⭕㊪ ᣙ䄵㈮ᵱᶍ ㎺᠖
㈝✱ᣙ䄵␥ ㉊〥 䀁ញ ⯡ラ 䀒⋎䀁ゕ ⛅㊭㠽᠕䀝〥䀒ᵱ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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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᠖ ㉁ 㝁ⶉ䀝〥 䀒ᵱᶍ
⚡≁ ᝦ㉪べ⯅ ᚩ㉎ ㎺ㄽ䀅 ⳁᶑ ⶅⵍ㰅㈮ᵱᶍ ⯡䃽ᴽ ⭪䃡 䂺⋎ ᚾ㌙䀁ញ ⭪䃡
Ṯ⑦ ᚾ㌙䀒ᵱᶍ Ῑ∥⯅ ⶅ㉎ᝦ㋅ᴽ ⯡ᚩ Ῑ␝ᴽ Ĝ➝㹡㊪ ᚩ㤁ĝᚩ ềそᚺᵱᶍ ⶅ㉎
ឞ㇉ềᴽ 䀂៹㈝ញ ⯡㈁ ゕ⊕ ᠖ᚩᚩ ⶅ䂁 ⛄ᴽ ឞᚭ㈮ᵱᶍ ⶅⵍ㰅㈝ ⶅ㉎べ ㌩᷽
ᢥ㊺䀁ញ ⶅ㉎㈁ ✾㤂 ⶕṭ ㈱᜵ ㉁ ⛁オ䀁ᴽ ㈹ᴽ ⶅ㉎ ᝦ㋅㈁ ⚽ᶍべ⯅ ⒍ㅙ Ⳃ⋑ễ
ᣙⳉ ᚩ㑱 ⳁ ㈱ញ ᢡ㈁ ⶅⵍ㰅 ⣭ㅒᶩ⣭ ញ䅑㇑ ᚩ㑱 ᜬ㈮ᵱᶍ ᢡញ ᷽ ⑷ ⶅ㉎
㈝㈞ つ᜵ ỉ ᜬ㈮ᵱᶍ ㎺᠖ ⶅⵍ㰅 ⑷ ㉎㊹ ᚩ㋵ញ ₹䀅 ⳁ㊾ ềそ〥䀉 ⑷ ◡㋅㊹
₹䀅 ᚩ㑩ញ ㈱┙ ᜵ ញ㝹㑱 ⳁ ㈱ⵞᵱᶍ 䃾ⶍ䈱 ㉎㊹ ㈹ⶉᚹ ᚩ㋡フ ⳁ ㈱㑩⑵
㈹ⶉᚹ ㅙᚩ ⶅⵍ㰅㈁ ㈹ⶉᚹ ㊾䀁㑩 䀁㑩 ⿳ ⳁ ㈱ᶍᭁ ◝ⶅ䀉 ⳁ ㈱ᶍᴽ ᜬ
㈁⚡䀁㑩 ⿳ⵞᵱᶍ ◡㋅ᴽ ㈹ⶉᚹ⌅ 䀝ỉ ⳁ はញ ㅙᴽ ⶉ㑩ⶆ  ⶉᣙⳉ  ⭱⌅ㅝ ᜬ
ᢡញ ⭱⌅ㅝ ◡㋅ᾍ ⒍㈥ ⶅᚭ⑱ᶍ 㑪┝䀝〥⑵ 䀒ᵱᶍ ᢡញ ㅙべ᜵ᴽ ㈝ᜬべ ᶞ䀉
䂭┮䀅 ᶩᶞ㈝ ㎩⣭ềそ ㈱㑩 ⿳ⵞᵱᶍ Ῑ∥⯅ ㎺᠖ ᚩ〥䀉 ᣡ㈝ 㑪 ⓩᶍញ ➥ ⳁ
㈱ⵞᵱᶍ 
㈝ᜬ ㎺᠖ ᛅ䂪㈁ 㬙 ㎥㋅㈝┝⯅ 㬙 ᰥ㋅㈮ᵱᶍ ㎺᠖㈁ 㠅ញ ᾽㈹㈝᮱ᾍ㈝ ㈝ ᰥ◡
㉁ ⸑᭝⋍䀉ⳁ ㈱ᶍញ ⚨ⵞᵱᶍ



尿灌罗
                               ㎺᠖㈡⚥ᶩ䀂៹៹ⳁ
                               ㎺᠖㈡⚥ᶩ䀂៹ 㑩ⶆ㉕⭙ᠵ䀂ឥ 䀂㉎
                               ㎺᠖㑩ⶆ㉕⭙ᠵ✾䀂゙᠕䄵 䄵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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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аㄐ

⸕䇶ӗᵳ᭯ㆆо⌅ᖻᾲ㿸


ࡈ᱕⭠⦻֣֣ 



䲿⵰ѝഭ㓿⍾ਁኅ䘋ޕ䙏ᓖਈॆǃ㔃ᶴՈॆǃࣘ࣋䖜ᦒⲴᯠᑨᘱˈ⸕䇶ӗᵳᐢᡀѪ、ᢰᡀ
᷌ੁ⧠ᇎ⭏ӗ࣋䖜ॆⲴ䟽㾱ẕằ઼㓭ᑖˈѝഭҏ⭡↔䘋⸕ޕ䇶ӗᵳབྷഭੁ⸕䇶ӗᵳᕪഭ䖜ॆⲴ
ᡈ⮕ᵪ䙷ᵏǄ൘“བྷՇࡋъˈзՇࡋᯠ”⎚▞Ⲵ䘋а↕᧘䘋лˈᢃ䙐ާᴹѝഭ⢩㢢Ⲵ⸕䇶ӗᵳ؍
ᣔо䘀⭘⁑ᔿᐢ㓿ᡀѪഭᇦ䟽⛩ǄѪ␡ޘޕ䶒ᇎᯭᯠᖒ࣯л࣐ᘛ⸕䇶ӗᵳᕪഭᔪ䇮Ⲵⴞḷˈ2017
ᒤ 1 ᴸˈѝഭഭ࣑䲒ঠਁǉॱйӄ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ˈѪ⸕䇶ӗᵳᕪഭᡈ⮕ᔪ
䇮Ⲵᙫ㓢亶ˈަѫ㾱ⴞḷᱟ␡ॆ⸕䇶ӗᵳ亶ฏⲴ᭩䶙ˈᢃ䙊ഭᇦ⸕䇶ӗᵳࡋ䙐ǃ䘀⭘ǃ؍ᣔǃ
㇑⨶઼ᴽ࣑Ⲵޘ䬮ᶑˈᆼழ⸕䇶ӗᵳ؍ᣔˈ࣐ᕪѝഭ⸕䇶ӗᵳⲴഭ䱵ᖡ૽࣋ˈ࣋ҹࡠ 2020 ᒤˈ
ѝഭ⸕䇶ӗᵳ䟽㾱亶ฏ઼ޣ䭞⧟㢲Ⲵ᭩䶙㜭ཏਆᗇߣᇊᙗᡀ᷌ˈ؍ᣔо䘀⭘㜭࣋㜭ཏᗇࡠབྷᑵ
ᨀॷǄ

аǃǉĀॱйӄā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Ⲵঠਁᐳተᯠ
ᰦᵏѝഭ⸕䇶ӗᵳ؍ᣔо䘀⭘Ⲵᮤփㆆ⮕
2017 ᒤ 1 ᴸˈѝഭഭ࣑䲒ঠਁҶǉ“ॱйӄ”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ˈ䈕㿴ࡂᱟ
䍟ᖫ㩭ᇎފѝཞǃഭ࣑䲒ޣҾ⸕䇶ӗᵳᐕⲴа㌫ࡇ䟽㾱䜘㖢ˈޘ䶒␡ޕᇎᯭᯠᖒ࣯л࣐ᘛ⸕
䇶ӗᵳᕪഭᔪ䇮Ⲵ㓢亶ᙗ᮷ԦǄ䈕㿴ࡂ⿹“ඊᤱࡋᯠᕅ亶ǃඊᤱ㔏ㆩॿ䈳ǃඊᤱ㔯㢢ਁኅǃඊ
ᤱᔰ᭮ޡӛ”Ⲵสᵜࡉˈԕᵏ൘ 2020 ᒤ⸕䇶ӗᵳᡈ⮕㹼ࣘ䇑ࡂⴞḷྲᵏᆼᡀˈᔪᡀаᢩ⸕䇶

ࡈ᱕⭠ˈѝഭӪ≁བྷᆖ⌅ᆖ䲒ᮉᦸˈѝഭӪ≁བྷᆖ⸕䇶ӗᵳᆖ䲒䲒䮯ˈѝഭ⸕䇶ӗᵳ⌅⹄ウՊՊ䮯Ǆ⭥ᆀ䛞㇡˖
chuntian.liu@163.comǄ
⦻֣֣ˈѝഭӪ≁བྷᆖ⌅ᆖ䲒ঊ༛⹄ウ⭏Ǆ⭥ᆀ䛞㇡˖wangjiajia2016@foxmail.co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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ӗᵳᕪⴱǃᕪᐲˈѪ׳䘋བྷՇࡋъǃзՇࡋᯠᨀᴹ࣋؍䳌ˈѪᔪ䇮⸕䇶ӗᵳᕪഭྐᇊඊᇎส
ˈᇎ⧠⸕䇶ӗᵳ؍ᣔ⧟ຳᱮ㪇᭩ழˈ⸕䇶ӗᵳ䘀⭘᭸⳺࠶ݵᱮ⧠ˈ⸕䇶ӗᵳ㔬ਸ㜭࣋བྷᑵᨀ
ॷǄ
ǉ“ॱйӄ”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ᨀࠪⲴѫ㾱ԫ࣑ᴹᱟ“␡ॆ⸕䇶ӗᵳ亶ฏ᭩
䶙ˈ〟ᶱ⹄ウ᧒㍒⸕䇶ӗᵳ㇑⨶փࡦᵪࡦ᭩䶙ˈࣚ࣋൘䟽⛩亶ฏ઼ޣ䭞⧟㢲ਆᗇケᙗᡀ᷌Ǆ”
ާփ㘼䀰ˈ䙊䗷ᔪ・ԕ⸕䇶ӗᵳѪ䟽㾱ᇩⲴࡋᯠ傡ࣘ䇴ԧփ㌫ˈ᧘ࣘ⸕䇶ӗᵳӗ૱㓣ޕഭ≁
㓿⍾Ṩ㇇ˈሶ⸕䇶ӗᵳᤷḷ㓣ޕഭ≁㓿⍾઼⽮Պਁኅ㘳Ṩփ㌫˗ѕṬᇎ㹼⸕䇶ӗᵳ؍ᣔˈ࣐ᘛ
⸕䇶ӗᵳ⌅ᖻǃ⌅㿴ǃਨ⌅䀓䟺Ⲵࡦᇊо؞䇒ᐕˈᶴᔪवᤜਨ⌅ᇑࡔǃࡁһਨ⌅ǃ㹼᭯ᢗ⌅ǃ
ᘛ䙏㔤ᵳǃԢ㻱䈳䀓ǃ㹼ъ㠚ᖻǃ⽮ՊⴁⶓⲴ⸕䇶ӗᵳ؍ᣔᐕᯠṬተˈ␡ॆ⸕䇶ӗᵳ؍ᣔⲴ
४ฏॿ઼ഭ䱵ਸǄ׳䘋⸕䇶ӗᵳ儈᭸䘀⭘ˈケࠪ⸕䇶ӗᵳ൘、ᢰࡋᯠǃᯠޤӗъษ㛢ᯩ䶒
Ⲵᕅ亶⭘ˈབྷ࣋ਁኅ⸕䇶ӗᵳᇶ䳶රӗъˈᆼழу࡙ሬ㡚ӗъਁኅᐕᵪࡦˈ␡ޕᔰኅ⸕䇶
ӗᵳ䇴䇞ᐕǄ࣐བྷ儈ᢰᵟਜ਼䟿⸕䇶ӗᵳ䖜〫䖜ॆ࣋ᓖǄ
ǉ“ॱйӄ”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䘈䘋а↕ᔰኅҶ⸕䇶ӗᵳ؍ᣔо䘀⭘Ⲵ䟽⛩
䜘㖢ᐕо䟽བྷу亩ˈᆼழ⸕䇶ӗᵳ⌅ᖻࡦᓖᡀѪ䟽ѝѻ䟽Ǆ㿴ࡂᤷࠪ䴰㾱࣐ᘛ⸕䇶ӗᵳ⌅ᖻ
⌅㿴ᔪ䇮ˈ࣐ᘛ᧘ࣘу࡙⌅ǃ㪇ᵳ⌅৺䝽྇⌅㿴ǃἽ⢙ᯠ૱؍ᣔᶑֻㅹ⌅ᖻ⌅㿴Ⲵࡦᇊо
؞䇒ᐕǄ⸕ޘڕ䇶ӗӗᵳ⌅ޣᖻࡦᓖˈ⹄ウᆼழ୶ъ⁑ᔿ઼ᇎ⭘㢪ᵟ૱ㅹ⸕䇶ӗᵳ؍ᣔࡦ
ᓖǄ↔ཆˈ䘈䴰㾱䘋а↕ᨀॷ⸕䇶ӗᵳ؍ᣔ≤ᒣˈቔަ㾱ਁᥕ⸕䇶ӗᵳਨ⌅؍ᣔ⭘ˈᕪॆ⸕
䇶ӗᵳࡁһ؍ᣔˈ࣐ᕪ⸕䇶ӗᵳ㹼᭯ᢗ⌅փ㌫ᔪ䇮ˈᕪॆ䘋ࠪਓ䍨᱃⸕䇶ӗᵳ؍ᣔˈᕪॆՐ㔏
Ո࣯亶ฏ⸕䇶ӗᵳ؍ᣔˈ࣐ᕪᯠ亶ฏᯠъᘱ⸕䇶ӗᵳ؍ᣔˈ࣐ᕪ≁⭏亶ฏ⸕䇶ӗᵳ؍ᣔǄᨀ儈
⸕䇶ӗᵳ䍘䟿᭸⳺ˈѫ㾱㚊❖൘ᨀ儈у࡙䍘䟿᭸⳺ǃᇎᯭ୶ḷᡈ⮕ǃᢃ䙐㋮૱⡸ᵳǃ࣐ᕪൠ⨶
ḷᘇǃἽ⢙ᯠ૱઼䳶ᡀ⭥䐟ᐳമ䇮䇑ㅹ亶ฏⲴ⸕䇶ӗᵳᐕˈ᧘ࣘӗъॷ㓗ਁኅ઼⸕䇶ӗᵳ
ᔰ᭮ਸǄ൘䟽⛩у亩ᯩ䶒ˈѫ㾱ᱟ࣐ᕪ⸕䇶ӗᵳӔ᱃䘀㩕փ㌫ᔪ䇮ˈֻྲ䙊䗷ᆼழ⸕䇶ӗᵳ
Ӕ᱃䘀㩕ޡޜᴽ࣑ᒣਠˈࡋᯠ⸕䇶ӗᵳ䠁㶽ᴽ࣑ˈ࣐ᕪ⸕䇶ӗᵳॿ਼䘀⭘˗ᨀ儈⸕䇶ӗᵳޡޜ
ᴽ࣑㜭࣋ˈᔪ䇮⸕䇶ӗᵳؑޡޜᴽ࣑ᒣਠˈ࣐ᕪ⸕䇶ӗᵳޡޜᴽ࣑փ㌫ᔪ䇮ˈ࣐ᕪ⸕䇶ӗᵳ
ᴽ࣑ъⴁ㇑Ǆ࣐ᕪ⸕䇶ӗᵳӪษ㛢փ㌫ᔪ䇮ˈՈॆ⸕䇶ӗᵳӪᡀ䮯փ㌫ˈᔪ・Ӫਁ⧠о
䇴ԧᵪࡦˈ਼ᰦ䘈䴰࣐ᕪ⸕䇶ӗᵳ᮷ॆᔪ䇮࣐བྷ⸕䇶ӗᵳᇓՐᲞ৺࣋ᓖˈᇎᯭ⸕䇶ӗᵳᮉ㛢᧘
ᒯ䇑ࡂǄ

Ҽǃǉ ᒤ␡ޕᇎᯭഭᇦ⸕䇶ӗᵳᡈ⮕࣐ᘛᔪ䇮⸕䇶ӗᵳᕪഭ
᧘䘋䇑ࡂǊⲴঠਁ䘋а↕㓶ॆ⸕䇶ӗᵳᕪഭᔪ䇮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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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ᒤѝᵏˈǉ2017 ᒤ␡ޕᇎᯭഭᇦ⸕䇶ӗᵳᡈ⮕࣐ᘛᔪ䇮⸕䇶ӗᵳᕪഭ᧘䘋䇑ࡂǊঠ
ਁ䘋а↕㓶ॆ 2017 ᒤ⸕䇶ӗᵳᡈ⮕Ⲵ䟽⛩ԫ࣑оᐕ᧚ᯭǄ᧘䘋䇑ࡂѫ㾱Ӿ␡ॆ⸕䇶ӗᵳ亶ฏ
᭩䶙ǃѕṬ؍ᣔ⸕䇶ӗᵳǃ׳䘋⸕䇶ӗᵳࡋ䙐䘀⭘ǃ␡ॆ⸕䇶ӗᵳഭ䱵Ӕ⍱ਸǃ࣐ᕪ㓴㓷ᇎ
ᯭ઼؍䳌䘉ӄњᯩ䶒䘋㹼ޘ䶒᧘䘋Ǆ
൘␡ॆ⸕䇶ӗᵳ亶ฏ᭩䶙ᯩ䶒ˈ俆ݸᱟ᧘䘋⸕䇶ӗᵳ㇑⨶փࡦᵪࡦ᭩䶙ˈ〟ᶱ⹄ウ᧒㍒⸕
䇶ӗᵳ㇑⨶փࡦᵪࡦ᭩䶙Ǆ䘋а↕᧘䘋ഭᇦ⸕䇶ӗᵳᴽ࣑ъ䳶㚊ਁኅ䈅傼४઼⽪㤳४ᔪ䇮ˈ㩭
ᇎ᭩䶙䈅⛩ൠᯩˈྭڊ䈅⛩ൠᯩ᭩䶙᧘䘋Ⲵⶓ׳Ựḕ઼㘳Ṩ䇴ՠᐕˈ৺ᰦᙫ㔃᧘ᒯ᭩䶙Ⲵᡀ
࣏㓿傼Ǆަ⅑ᱟ᭩䶙ᆼழ⸕䇶ӗᵳ䟽བྷ᭯ㆆǄֻྲˈ〟ᶱ᧘䘋ǉѝഭഭ≁㓿⍾Ṩ㇇փ㌫˄2016˅Ǌ
Ⲵᇎᯭˈᆼழ⹄ਁǃ䇑㇇ᵪ䖟Ԧㅹ⸕䇶ӗᵳӗ૱ⲴṨ㇇ᯩ⌅ˈ᧒㍒ᮠᦞᓃǃၡҀǃ᮷ᆖ઼㢪ᵟ
૱Ԧㅹ⸕䇶ӗᵳӗ૱Ṩ㇇ᯩ⌅Ǆᔪ・ԕ⸕䇶ӗᵳѪ䟽㾱ᇩⲴࡋᯠ傡ࣘਁኅ䇴ԧփ㌫ˈਁᐳ
ᒤᓖ⸕䇶ӗᵳਁኅ⣦ߥᣕǄᴰਾᱟ␡ॆ⸕䇶ӗᵳᴽ࣑ъ“᭮㇑ᴽ”᭩䶙Ǆᇎᯭ䘋а↕᭮ᇭу࡙
ԓ⨶߶Ⲵޕ᭩䶙᧚ᯭˈ࣐ᕪ୶ḷԓ⨶ᵪᶴⴁ㇑ˈ࣐ᕪሩ㪇ᵳ䳶փ㇑⨶㓴㓷৺⎹ཆ㪇ᵳᵪᶴ
Ⲵⴁ㇑ˈ㿴㤳ަᔰኅⲴ亩⎹৺⡸ᵳⲴ⍫ࣘˈ᧘ࣘ⡸ᵳ⽮Պ㓴㓷䍴Ⓚ䘋а↕ᮤਸǄ
൘ѕṬ؍ᣔ⸕䇶ӗᵳᐕᯩ䶒ˈѫ㾱ᱟᆼழ⌅ᖻ⌅㿴㿴ㄐˈ〟ᶱ᧘䘋њ亶ฏⲴ・⌅ᔰኅ
䟽⛩亶ฏу亩⋫⨶ˈ࣐ᕪᰕᑨⴁ㇑ᢗ⌅Ǆֻྲу࡙⌅ǃ㪇ᵳ⌅ǃἽ⢙ᯠ૱؍ᣔᶑֻⲴ؞䇒
ㅹǄ↔ཆˈ䘈䴰࣐ᕪ؍ᣔ䮯᭸ᵪࡦᔪ䇮ˈ䙊䗷᧘䘋᭯ᓌᵪޣ䖟Ԧ↓⡸ॆỰḕᵪޘޣ㾶ⴆǃ䇑㇇
ᵪޘ㾶ⴆˈ᧘ᒯ↓⡸䖟Ԧ֯⭘㇑⨶ᐕᤷইˈᢙབྷഭӗ䖟Ԧᓄ⭘䈅⛩㤳തǄ
൘ᨀ儈⸕䇶ӗᵳࡋ䙐䘀⭘ᯩ䶒ˈѫ㾱ᱟ䙊䗷ᇎᯭу࡙䍘䟿ᨀॷᐕ〻ˈՈॆу࡙㔏䇑ᤷḷփ
㌫઼㊫у࡙㠚ࣙ᭯ㆆˈᔰኅ䟽⛩Ո࣯ӗъу࡙⭣䈧䳶ѝᇑḕ䈅⛩ˈᆼழਁ᰾у࡙ᇑḕ䍘䟿؍
䳌Ṹֻ࠶ӛᵪࡦˈ࣐ᕪ䍘䟿؍䳌փ㌫ᔪ䇮઼ᇑḕ䍘䟿ཆ䜘৽侸ᵪࡦˈᆼழъ࣑ᤷሬփ㌫ㅹᯩ䶒
ᨀॷ⸕䇶ӗᵳࡋ䙐䍘䟿Ǆ൘ᕪॆ⸕䇶ӗᵳ㔬ਸ䘀⭘ᯩ䶒ˈᆼழ、ᢰᡀ᷌䖜〫䖜ॆ᭟ᤱᵪࡦˈ࣐
ᘛᇎᯭഭᇦ、ᢰᡀ᷌䖜ॆᕅሬส䠁ˈᆼழޘഭ⸕䇶ӗᵳ䘀㩕ᒣਠփ㌫Ǆਁᥕ䟽⛩ӗъ⸕䇶ӗᵳ
䘀㩕ส䠁ᕅሬ⭘ˈ᧘ࣘ୶ḷਇ⨶઼⌘୶ḷ䍘ᵳⲫ䇠ᐕॆ࡙ׯ᭩䶙ㅹᇎ⧠Ǆо↔਼ᰦˈᕪ
ॆ⸕䇶ӗᵳ࡙ؑ⭘Ⲵᐕѫ㾱ᱟ䙊䗷᧘ᒯу࡙ሬ㡚亩ⴞˈᶴᔪу࡙ሬ㡚ᐕփ㌫Ǆ᧘䘋ᐳተ
䈅⛩ᐕˈਁᐳᐳተਁኅᣕо䟽⛩ӗъ⸕䇶ӗᵳᘱ࣯ᣕˈᔪ䇮ؑᴽ࣑㊫สޡޜᴽ࣑ᒣ
ਠǄ
᧘䘋䇑ࡂ䘈ሶ␡ॆ⸕䇶ӗᵳഭ䱵Ӕ⍱ਸѪ䟽⛩ᐳተˈѫ㾱ᱟ࣐ᕪ䟽⛩ӗъ⎧ཆᐳተ઼
仾䲙䱢᧗઼ᨀॷ⸕䇶ӗᵳሩཆਸ≤ᒣǄ䟽⛩ӗъ⎧ཆᐳተо仾䲙䱢᧗ѫ㾱ᱟ䙊䗷ᔰኅ⸕䇶ӗ
ᵳ⧟ຳ⹄ウˈ৺ᰦਁᐳሩཆᣅ䍴ⴞⲴൠ⸕䇶ӗᵳࡦᓖؑǄ࣐ᕪ⎧ཆ⸕䇶ӗᵳ㔤ᵳᨤࣙᵪࡦᔪ
䇮ˈᆼழоӗъǃ㹼ъѫ㇑䜘䰘৺୶ॿՊⲴ⋏䙊ᵪࡦˈ㔗㔝൘䟽⛩ഭ䱵ኅ˄ঊ˅㿸Պ䇮・ѝഭ
Աъ⸕䇶ӗᵳᴽ࣑ㄉˈѪԱъ“䎠ࠪ৫”ᨀ⸕䇶ӗᵳᤷᕅˈॿࣙ䀓ߣԱъ൘ຳཆ䙷ࡠⲴ⸕䇶ӗ
ᵳ㓐㓧Ǆ啃࣡⽮Պ䍴ᵜ䇮・ѝഭԱъ⎧ཆ⸕䇶ӗᵳ㔤ᵳᨤࣙᴽ࣑ส䠁ˈ䚤䘹⎧ཆ઼⎹ཆ⸕䇶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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ᵳ㔤ᵳᴽ࣑ᨤࣙᵪᶴˈ᧘ࣘ“ѝॾ㘱ᆇਧ”Աъ൘ཆ㩭ൠਁኅǄᨀॷ⸕䇶ӗᵳሩཆਸ≤ᒣѫ㾱
ᱟ䙊䗷࣐ᕪоц⭼⸕䇶ӗᵳ㓴㓷ǃц⭼䍨᱃㓴㓷৺ޣഭ䱵㓴㓷ⲴਸӔ⍱ˈ〟ᶱ᧘ࣘ“аᑖа
䐟”⋯㓯ഭᇦǃ䠁⹆ഭᇦ⸕䇶ӗᵳਸǄ࡙⭘⸕䇶ӗᵳ⎧ཆӔ⍱⍫ࣘᒣਠᢙབྷѝഭ૱⡼ഭ䱵ᖡ૽ˈ
ᨀॷ⎹ཆ⸕䇶ӗᵳᐕᡀ᭸Ǆ䇮・ᨤࣙਁኅѝഭᇦⲴ⸕䇶ӗᵳᆖশᮉ㛢亩ⴞˈᔰኅ䶒ੁਁኅѝ
ഭᇦⲴ⸕䇶ӗᵳᆖশᮉ㛢઼⸝ᵏษ䇝ǄᤃኅԱъ৲оഭ䱵઼४ฏᙗ⸕䇶ӗᵳ㿴ࡉࡦ؞䇒䙄ᖴǄ
᧘ࣘഭᴽ࣑ᵪᶴǃӗъ㚄ⴏㅹ࣐ᕪоഭཆޣ㓴㓷ⲴਸӔ⍱Ǆ

йǃ⸕䇶ӗᵳ亶ฏ⌅ᖻ⌅㿴ᔰޘ䶒؞䇒↕Հˈࣙ࣋⸕䇶ӗᵳᕪ
ഭᡈ⮕
⸕䇶ӗᵳⲴ؍ᣔо䘀⭘нᔰ⌅ᖻࡦᓖ亦ቲ䇮䇑Ⲵᶴᔪоᆼழˈ⸕䇶ӗᵳᕪഭᡈ⮕Ⲵࡦᓖ
ᙗ؍䳌Ⲵ䟽⛩ׯᱟу࡙⌅ǃ୶ḷ⌅ǃ㪇ᵳ⌅ㅹส⌅ᖻⲴᆼழоᓄ䝽྇⌅ᖻ⌅㿴Ⲵࡦᇊо
㓶ॆǄ2017 ᒤˈ䲿⵰ǉ“ॱйӄ”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Ⲵࠪਠоާփ᧘䘋ˈ⌅ᖻ⌅㿴
Ⲵ؞䇒оᆼழᐢ㓿ᨀкᰕ〻Ǆо↔਼ᰦˈо⸕䇶ӗᵳ⭣䈧ǃᇓᰐ᭸ㅹ〻ᒿ⌅Ⲵޣᖻ⌅㿴ҏ
ᔰҶᯠ䟼〻Ǆ
・⌅ᯩ䶒ˈ⸕䇶ӗᵳ亶ฏⲴสᙗ⌅ᖻ⌅㿴ᐢ㓿ࣘ؞䇒〻ᒿǄу࡙⌅Ⲵㅜഋ⅑؞䇒ᐕ
㍗䭓ᇶ啃ⲴᔰѻѝǄ㪇ᵳ⌅Ⲵㅜй⅑؞䇒ᐕҏ൘䱶㔝ᔰኅˈᯠⲴ؞᭩Ṹᐢ㓿䶒ੁ⽮ޘՊ
ޜᔰᖱ≲㿱ˈ⽮Պ⭼ሩ↓؞Ṹѝᆈ൘ҹ䇞Ⲵ䰞仈䘋㹼Ҷ␡Ⲵޕ䇘䇪Ǆṩᦞу࡙⌅ǃ㪇ᵳ
⌅؞᭩䘋ᓖҏሶ䘲ᰦ᧘䘋у࡙⌅ᇎᯭ㓶ࡉǃу࡙ᇑḕᤷইǃ㪇ᵳ⌅ᇎᯭᶑֻㅹ䝽྇⌅㿴઼䜘
䰘㿴ㄐⲴ؞䇒Ǆѝഭ䘈〟ᶱ᧘ࣘǉἽ⢙ᯠ૱؍ᣔᶑֻǊⲴ؞䇒ᐕˈ᧘䘋⭏⢙䚇Ր䍴Ⓚ㧧ਆ
㇑⨶⌅㿴઼ǉӪ㊫䚇Ր䍴Ⓚ㇑⨶ᶑֻǊ・⌅䘋〻ˈ৲о؞䇒ǉྕ᷇३ݻḷᘇ؍ᣔᶑֻǊˈࠪਠ
ǉޣҾᇑḕ⸕䇶ӗᵳоㄎҹ㓐㓧㹼Ѫޘ؍ṸԦ䘲⭘⌅ᖻ㤕ᒢ䰞仈Ⲵ䀓䟺ǊǄ↔ཆˈо⸕䇶ӗᵳ
؍ᣔަⲴޣԆ䝽྇⌅ᖻ⌅㿴䙀↕ᆼழо㓶ॆǄֻྲˈ൘у࡙ᇎᯭкˈेӜ儈㓗Ӫ≁⌅䲒ਁᐳ
Ҷ㓿䗷؞䇒Ⲵǉу࡙ץᵳᇑࡔᤷইǊˈ䈕ᤷইᱟѝഭ⌅䲒ޜᐳⲴᴰѪޘ䶒Ⲵץᵳࡔᯝ㿴㤳ᙗ᮷
Ԧˈ࠶ਁ᰾ǃᇎ⭘ᯠරу࡙ᵳ؍ᣔ㤳തⲴ⺞ᇊǃਁ᰾ᇎ⭘ᯠරу࡙ᵳⲴץᵳࡔᇊǃཆ㿲䇮䇑у
࡙ᵳⲴ؍ᣔ㤳തⲴ⺞ᇊǃཆ㿲䇮䇑у࡙Ⲵץᵳࡔᇊǃץᵳ㹼ѪⲴ䇔ᇊ઼ץᵳᣇ䗙ㅹޝњ䜘࠶
ࠪҶާփ㿴ᇊǄ
ਨ⌅ᯩ䶒ˈᰐ䇪ᴰ儈Ӫ≁⌅䲒ᤷሬᙗṸֻⲴਁᐳ䘈ᱟ䐘ൠ४㇑䗆ᵳ⸕䇶ӗᵳ⌅ᓝⲴᔪ・ǃ
䈅⛩ᐕⲴᔰኅˈᰐнᖠᱮѝഭѕṬ؍ᣔ⸕䇶ӗᵳⲴߣᗳоؑᗳǄ䙊䗷᧘䘋⸕䇶ӗᵳ≁һǃ㹼
઼᭯ࡁһṸԦᇑࡔ“йਸа”ᐕˈ᧘ࣘইӜǃ㣿ᐎǃ↖≹઼ᡀ䜭ㅹൠѝ㓗Ӫ≁⌅䲒⸕䇶ӗᵳᇑ
ࡔᓝ䐘४ฏ㇑䗆䜘࠶⸕䇶ӗᵳṸԦˈ〟ᶱ᧘ࣘᆼழ⸕䇶ӗᵳṸԦк䇹ᵪࡦǄ࣐ᕪỰሏᵪ⨶࣎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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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䇶ӗᵳṸԦуъ࣋䟿ᔪ䇮ˈ࣐ᕪሩ⸕䇶ӗᵳ亶ฏᯠරṸԦ࣎Ṹᤷሬˈ䟽⛩ḕ࣎аᢩᛵ㢲ѕ䟽ǃ
ᖡ૽ᚦ࣓Ⲵץ⣟⸕䇶ӗᵳ⣟㖚ṸԦǄ
ᢗ⌅ᯩ䶒ˈᕪॆ⸕䇶ӗᵳ؍ᣔⲴ㹼᭯ᢗ⌅ᐕǄ䙊䗷᭩䘋ᢗ⌅ᯩᔿˈᨀ儈ᢗ⌅᭸⦷ˈ࣐བྷ
ሩࡦٷⓀཤǃ䟽༽ץᵳǃᚦץᵳǃ㗔փץᵳⲴḕ༴࣋ᓖˈѪࡋᯠ㘵ᨀᴤⲴ࡙ׯ㔤ᵳ䚃Ǆ
൘ᢗ⌅ᵪࡦⲴᔪ䇮кˈѫ㾱䙊䗷ᆼழ⸕䇶ӗᵳ㚄ਸᢗ⌅઼䐘ൠ४ᢗ⌅ॿᵪࡦˈ〟ᶱᔰኅᢗ⌅
у亩㹼ࣘˈ䟽⛩ḕ࣎䐘४ฏǃབྷ㿴⁑઼⽮Պ৽᱐ᕪ⛸ⲴץᵳṸԦˈ᧘䘋䐘䜘䰘䐘亶ฏ䐘४ฏᢗ
⌅ॿˈ࣐བྷ⎹ჼ⣟㖚ṸԦ〫Ӕᐕ࣋ᓖǄ਼ᰦˈ࣐ᕪ୶ḷ૱⡼؍ᣔˈ㿴㤳ᴹ᭸؍ᣔ୶ъ〈ᇶˈ
ᨀ儈⎸䍩૱୶ḷޡޜᴽ࣑≤ᒣˈᤱ㔝᧘䘋᭯ᓌᵪ઼ޣԱъ䖟Ԧ↓⡸ॆᐕǄᔰኅоޣഭ䱵㓴
㓷઼ຳཆᢗ⌅䜘䰘Ⲵ㚄ਸᢗ⌅Ǆ࣐ᕪབྷර୶൪ǃኅՊǃ⭥ᆀ୶࣑ǃ䘋ࠪਓㅹ亶ฏ⸕䇶ӗᵳᢗ⌅
㔤ᵳᐕǄᔪ・ᆼழу࡙ǃ⡸ᵳ㓯кᢗ⌅࣎Ṹ㌫㔏Ǆᆼழᢃࠫץᵳ୶߂ٷ૱ⲴѮᣕᣅ䇹ᵪࡦǄ
ࡋᯠ⸕䇶ӗᵳᘛ䙏㔤ᵳᐕᵪࡦǄᆼழ⸕䇶ӗᵳ㹼᭯ᢗ⌅ⴁⶓˈ࣐ᕪᢗ⌅㔤ᵳ㔙᭸㇑⨶Ǆ࣐བྷ
ኅՊ⸕䇶ӗᵳ؍ᣔ࣋ᓖǄ࣐ᕪѕṬ⸕䇶ӗᵳ؍ᣔⲴ㔙᭸䇴ԧˈᤱ㔝ᔰኅ⸕䇶ӗᵳ؍ᣔ⽮Պ┑
ᓖ䈳ḕǄᔪ・⸕䇶ӗᵳ㓐㓧ཊݳ䀓ߣᵪࡦˈ࣐ᕪ⸕䇶ӗᵳԢ㻱ᵪᶴ઼㓐㓧䈳䀓ᵪᶴᔪ䇮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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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Ҽㄐ

ㄎҹ᭯ㆆо⌅ᖻᾲ㿸


ᆏ䳱े



ㄎҹ᭯ㆆᱟ᧘ࣘᐲ൪㓿⍾㑱㦓ਁኅⲴ䟽㾱᭯ㆆփ㌫ˈާᴹ㿴㤳ᐲ൪〙ᒿǃ㔤ᣔޜᒣㄎҹǃ
啃࣡ᐲ൪ࡋᯠǃ᧘ࣘփࡦ᭩䶙ǃᨀॷᐲ൪᭸⦷઼⽮Պ᭸⳺Ⲵ䟽㾱⭘Ǆ2017 ᒤѝഭ᭯ᓌнᯝᕪ
ॆㄎҹ᭯ㆆ൘ഭᇦ᭯ㆆփ㌫ѝⲴสᙗൠսˈ10 ᴸ 18 ᰕⲴǉߣ㜌ޘ䶒ᔪᡀሿᓧ⽮Պ ཪਆᯠᰦ
ԓѝഭ⢩㢢⽮ՊѫѹՏབྷ㜌࡙—൘ѝഭޡӗފㅜॱҍ⅑ޘഭԓ㺘བྷՊкⲴᣕǊᤷࠪ˖ѝഭᓄ
࣐ᘛᆼழ⽮Պѫѹᐲ൪㓿⍾փࡦǄ㓿⍾փࡦ᭩䶙ᗵ享ԕᆼழӗᵳࡦᓖ઼㾱㍐ᐲ൪ॆ䝽㖞Ѫ䟽⛩ˈ
ᇎ⧠ӗᵳᴹ᭸◰࣡ǃ㾱㍐㠚⭡⍱ࣘǃԧṬ৽ᓄ⚥⍫ǃㄎҹޜᒣᴹᒿǃԱъՈ㜌࣓⊠Ǆޘ䶒ᇎᯭ
ᐲ൪߶ޕ䍏䶒অࡦᓖˈ⨶ᓏ䲔࿘⺽㔏аᐲ൪઼ޜᒣㄎҹⲴ㿴ᇊ઼୶ॆ␡ˈ⌅ڊһࡦᓖ
᭩䶙ˈᢃ㹼᭯ᙗපᯝˈ䱢→ᐲ൪පᯝˈ࣐ᘛ㾱㍐ԧṬᐲ൪ॆ᭩䶙ˈ᭮ᇭᴽ࣑ъ߶ޕ䲀ࡦˈᆼ
ழᐲ൪ⴁ㇑փࡦǄо↔਼ᰦˈѝഭⲴㄎҹ⌅ᖻփ㌫ҏ䙊䗷ᆼழޜᒣㄎҹᇑḕࡦᓖǃࡦᇊ৽පᯝ
⌅䝽྇㿴ㄐǃ؞䇒ǉ৽н↓ᖃㄎҹ⌅Ǌㅹᐕ൘нᯝᆼழѻѝǄ

аǃǉĀॱйӄāᐲ൪ⴁ㇑㿴ࡂǊⲴਁᐳᕪॆҶㄎҹ᭯ㆆⲴᇎᯭ
2017 ᒤ 1 ᴸ 23 ᰕˈഭ࣑䲒ਁᐳҶǉ“ॱйӄ”ᐲ൪ⴁ㇑㿴ࡂǊˈ䈕㿴ࡂᱟᐲ൪ⴁ㇑Ⲵ㔬ਸ
ᙗǃสᙗǃᡈ⮕ᙗ㿴ࡂˈᕪ䈳Ӿ㔤ᣔޘഭ㔏аབྷᐲ൪ࠪਁˈӾ㔤ᣔᐲ൪ޜᒣㄎҹࠪਁˈӾ㔤
ᣔᒯབྷ⎸䍩㘵ᵳ⳺ࠪਁˈሩᐲ൪〙ᒿ䘋㹼㔬ਸⴁ㇑Ǆ
ǉ“ॱйӄ”ᐲ൪ⴁ㇑㿴ࡂǊᤷࠪˈѝഭ㾱ԕᆼழ⽮Պѫѹᐲ൪㓿⍾փࡦѪⴞḷˈᕪॆㄎҹ
᭯ㆆ൘ഭᇦ᭯ㆆփ㌫ѝⲴสᙗൠսˈޘڕㄎҹ᭯ㆆփ㌫ˈᆼழㄎҹ⌅ᖻࡦᓖˈ᰾⺞ㄎҹՈݸ
ⴞḷˈᔪ・᭯ㆆॿ䈳ᵪࡦˈّሬㄎҹ᮷ॆˈ᧘ࣘㄎҹ᭯ㆆᴹ᭸ᇎᯭǄਁᥕഭ࣑䲒৽පᯝငઈՊ

ᆏ䳱ेˈѝഭӪ≁བྷᆖ⌅ᆖ䲒ᮉᦸˈѝ丙ᐲ൪᳘㿴ࡦ⌅⹄ウѝᗳ˄MRLC˅ငઈˈ⭥ᆀ䛞㇡ mengyb@ruc.edu.cn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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൘⹄ウᤏ䇒ᴹޣㄎҹ᭯ㆆǃ䇴ՠᐲ൪ㄎҹ⣦ߥǃࡦᇊ৽පᯝᤷইǃॿ䈳৽පᯝ㹼᭯ᢗ⌅ㅹᯩ䶒
Ⲵ㙼䍓Ǆѝഭᓄਁᥕㄎҹ᭯ㆆⲴสᙗ⭘ˈᢺㄎҹ᭯ㆆ䍟クࡠ㓿⍾ਁኅⲴޘ䗷〻ˈ᧘ࣘᡁഭ
㓿⍾䖜ර઼փࡦᆼழǄᢺㄎҹ᭯ㆆѪࡦᇊ㓿⍾᭯ㆆⲴ䟽㾱สˈԕഭᇦѝ䮯ᵏᡈ⮕㿴ࡂѪሬ
ੁˈ࠶ݵሺ䟽ᐲ൪ˈਁ࠶ݵᥕᐲ൪Ⲵ࣋䟿ˈᇎ㹼ㄎҹѝ・ࡦᓖˈ䚯ݽሩᐲ൪ᵪࡦⲴᢝᴢˈᖡ૽
䍴ⓀՈॆ䝽㖞Ǆᢺㄎҹ᭯ㆆѪࡦᇊ᭩䶙᭯ㆆⲴ䟽㾱ሬੁˈ᤹➗ޘ䶒ᐲ൪ॆ᭩䶙ᯩੁˈ߶⺞ᢺ
ᨑ᭩䶙ᯩੁ઼᭩䶙Ѯ᧚ˈ᧘䘋පᯝ㹼ъ᭩䶙ˈ䲔Ր㔏փࡦǃՐ㔏㇑⨶⁑ᔿⲴᶏ㕊ˈ䚯ݽᣁ
ᐲ൪ࡋᯠǃᣁࡦਁኅ⍫࣋Ǆᢺㄎҹ᭯ㆆѪᆼழ⌅ᖻ⌅㿴Ⲵ䟽㾱ᤷᕅˈ᤹➗ޘ䶒⋫⌅ഭⲴ㾱
≲ˈнᯝᆼழㄎҹ⌅ᖻࡦᓖˈѪᐲ൪㓿⍾儈᭸䘀㹼ᨀ⌅ᖻ؍䳌ˈᢃപᴹ࡙⳺Ṭተˈ䚯ݽ䜘
䰘࠶ࢢ઼ൠᯩ؍ᣔ⌅ࡦॆǄᢺㄎҹ᭯ㆆѪ⽮Պ᮷ॆⲴ䟽㾱ّሬˈᖒᡀо⽮Պѫѹᐲ൪㓿⍾ਁ
ኅ䘲ᓄⲴㄎҹ᮷ॆˈ᭩䶙Ր㔏䇑ࡂ㓿⍾ᙍ㔤઼ᜟᙗˈ㿴㤳઼㓖ᶏ᭯ᓌ㹼Ѫˈ᧘䘋ࡋъࡋᯠǃ
䈊ؑᆸ⌅ǃޜᒣㄎҹǄ
ǉ“ॱйӄ”ᐲ൪ⴁ㇑㿴ࡂǊ䘈ᕪ䈳㾱ّሬㄎҹ᮷ॆˈᖒᡀ᧘ࣘㄎҹ᭯ㆆᇎᯭⲴ㢟ྭ≋തǄ
൘㓗᭯ᓌ䜘䰘ޘ䶒Პ৺ㄎҹ᭯ㆆ⨶䇪ˈԕᴤྭൠ᧘ࣘᐲ൪㓿⍾ᔪ䇮ˈ⎸䲔нޜᒣㄎҹሩ㓿⍾
ਁኅⲴডᇣǄ࣐བྷㄎҹ᭯ㆆᇓՐ࣋ᓖˈ֯㊫ԱъᴤྭൠҶ䀓ᐲ൪ㄎҹ㿴ࡉˈ〟ᶱѫࣘ䶒ੁᐲ
൪ˈ᭩ਈ䎆᭯ᓌՈᜐ᭯ㆆ᭟ᤱⲴ֯ˈੁٮԱъᡀѪⵏ↓Ⲵᐲ൪ѫփˈᕪॆ㓿⍾ਁኅⲴᗞ㿲ส
Ǆਁᥕᯠ䰫Ⴢփ⢩࡛ᱟ㖁㔌ᯠჂփⲴ⭘ˈ䟷ਆཊᖒᔿᇓՐᲞ৺ㄎҹ᭯ㆆⲴⴞḷԫ઼࣑᭯
ㆆᐕާˈ࣐ᕪㄎҹᢗ⌅ṸֻⲴ࠶᷀䀓䈫ˈ᧘ࣘㄎҹ᭯ㆆⲴᴹ᭸ᇎᯭǄ

ҼǃޜᒣㄎҹᇑḕࡦᓖⲴᆼழ䘋а↕ᇎ⧠ㄎҹ᭯ㆆⲴสᙗൠս
ޜᒣㄎҹᇑḕࡦᓖᱟᤷ᭯ᓌӗъѫ㇑䜘䰘ᡆㄎҹѫ㇑ᵪޣ䙊䗷࠶᷀ǃ䇴ԧᤏ䇒ѝⲴᡆ⧠㹼
Ⲵޡޜ᭯ㆆਟ㜭ᡆᐢ㓿ӗ⭏Ⲵㄎҹᖡ૽ˈᨀࠪн࿘⺽᭯ㆆⴞḷᇎ⧠㘼ሩᐲ൪ㄎҹᦏᇣᴰሿⲴᴯ
ԓᯩṸⲴࡦᓖǄޜᒣㄎҹᇑḕࡦᓖⲴᶴᔪ઼ᇎᯭણ⵰ѝഭᔪ䇮㔏аᔰ᭮ǃㄎҹᴹᒿⲴᐲ൪փ
㌫ˈ㩭ᇎѝޡѝཞ઼ഭ࣑䲒ᨀࠪⲴ“䙀↕⺞・ㄎҹ᭯ㆆⲴสᙗൠս”Ⲵ㾱≲ˈᐢ䗸ࠪҶޣ䭞Ⲵ
а↕Ǆ
2017 ᒤ 5 ᴸˈޜᒣㄎҹᇑḕ䜘䱵㚄ᑝՊ䇞ㅜа⅑ޘփՊ䇞ࡉᇑ䇞䙊䗷Ҷǉޜᒣㄎҹᇑḕ
ࡦᓖᇎᯭ㓶ࡉ˄Ჲ㹼˅Ǌǃǉ2017-2018 ᒤ⨶⧠㹼ᧂ䲔䲀ࡦㄎҹ᭯ㆆⲴᐕᯩṸǊǃǉ᧘䘋㩭
ᇎޜᒣㄎҹᇑḕࡦᓖ 2017 ᒤᐕ䟽⛩Ǌйњ᮷ԦǄѝഭޜᒣㄎҹᇑḕᐕ⧠䱦⇥Ⲵԫ࣑ѫ㾱व
ᤜѕṬᇑḕ䟿᭯ㆆˈ䘋а↕ޘڕᇑḕᵪࡦǃ㩭ᇎᇑḕ䍓ԫˈ䱢→᭯ᓌ䜘䰘ࠪਠᧂ䲔ǃ䲀ࡦㄎ
ҹⲴ᭯ㆆ᧚ᯭ˗ᴹᒿ⨶ᆈ䟿᭯ㆆˈ᤹➗っ࿕ᴹᒿǃ࠶㊫༴㖞ǃнⓟ৺ᰒᖰⲴࡉˈሩ⧠㹼ᧂ
䲔䲀ࡦㄎҹⲴ᭯ㆆ᧚ᯭ䘋㹼⨶ˈަѝ 2017-2018 ᒤ䟽⛩⨶ൠᯩ؍ᣔǃൠ४ሱ䬱઼ᤷᇊӔ᱃
ㅹ䰞仈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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йǃ৽පᯝ䝽྇㿴ㄐ઼ᢗ⌅ᤷইⲴࡦᇊ᧘ࣘҶ৽පᯝ⌅Ⲵᴹ᭸ᇎ
ᯭ
৽පᯝ⌅Ⲵ߶⺞ᴹ᭸ᇎᯭ䘈䴰㾱䶐ᢗ⌅ᵪᶴ઼⌅䲒൘ާփṸֻѝˈ䙊䗷⌅ᖻ䘲⭘ᶕ᰾⺞
઼㔏а⌅ᖻᇎᯭⲴቪᓖˈҏ䴰㾱ᢗ⌅ᵪᶴ൘ᙫ㔃ᇎ䐥㓿傼Ⲵสкˈࡦᇊާᴹ⌅ᖻᙗ䍘Ⲵ㿴ㄐ
ᡆާᴹᤷሬᙗ᮷Ԧᙗ䍘ⲴᤷইˈѪᢗ⌅ᵪᶴⲴᢗ⌅઼㓿㩕㘵Ⲵᐲ൪ㄎҹ㹼ѪᨀᤷᕅˈҏѪ৽
පᯝਨ⌅⍫ࣘᨀᡀ⟏Ⲵ㓿傼ُ䢤Ǆ2017 ᒤᱟѝഭǉ৽පᯝ⌅Ǌ亱ᐳॱઘᒤˈ൘䘉аᒤ䟼ˈѝ
ഭ৽පᯝ䝽྇㿴ㄐ઼ᢗ⌅ᤷইⲴࡦᇊ઼ᆼழᐕҏᴹ䖳བྷ䘋ኅˈഭᇦਁ᭩ငਁᐳє亩ԧṬ㹼Ѫ
㿴ࡦᤷইˈഭᇦᐕ୶㹼᭯㇑⨶ᙫተ↓൘؞䇒ǉᐕ୶㹼᭯㇑⨶ᵪ→⾱ޣපᯝॿ䇞㹼ѪⲴ㿴ᇊǊо
ǉᐕ୶㹼᭯㇑⨶ᵪޣḕ༴පᯝॿ䇞ǃ┕⭘ᐲ൪᭟䝽ൠսṸԦ〻ᒿ㿴ᇊǊˈ୶࣑䜘ਁᐳҶǉ㓿㩕
㘵䳶ѝᇑḕ࣎⌅Ǌ˄؞䇒㥹Ṹᖱ≲㿱は˅ˈǉ৽පᯝ⌅ǊⲴ؞䇒ᐕҏᐢࣘǄ
2017 ᒤ 3 ᴸˈഭ࣑䲒৽පᯝငઈՊቡǉޣҾ┕⭘⸕䇶ӗᵳⲴ৽පᯝᤷইǊੁ⽮Պޜᔰᖱ≲
㿱ˈ䈕ᤷই࣋മमंࠪ⸕䇶ӗᵳ亶ฏ৽පᯝᢗ⌅Ⲵ࠶᷀ࡉǃ࠶᷀ᙍ䐟ǃ࠶᷀㾱㍐ԕ৺৽ප
ᯝᢗ⌅ྲօ㿴ࡦ㚄ਸ⹄ਁǃӔ৹䇨ਟǃ⤜ঐᙗഎᦸǃн䍘⯁ᶑⅮǃḷ߶ࡦᇊǃᤂ㔍䇨ਟǃнޜ
ᒣ儈ԧ䇨ਟǃᩝǃ䱴࣐нਸ⨶Ӕ᱃ᶑԦǃᐞ࡛ᖵ䙷ǃу࡙㚄㩕ǃ⾱Ԕᮁ⍾ㅹ㹼ѪǄ
2017 ᒤ 7 ᴸˈѪ䘋а↕ᕅሬǃ㿴㤳㹼ъॿՊⲴԧṬ㹼Ѫˈ֯׳㹼ъॿՊ൘ѝഭ㓿⍾䖜රॷ
㓗Ⲵ䗷〻ѝਁᥕᴤྭǃᴤབྷⲴ⭘ˈ⺞؍㹼ъॿՊڕᓧ䮯䘌ਁኅˈഭᇦਁኅ઼᭩䶙ငઈՊਁᐳ
Ҷǉ㹼ъॿՊԧṬ㹼ѪᤷইǊǄ䈕ᤷইⲴਁᐳѪ㹼ъॿՊᨀҶާփⲴǃਟⲴԧṬ㹼Ѫ⌅
ᖻᕅሬˈҏѪ৽පᯝᢗ⌅ᨀ䟽㾱ᤷᕅǄᤷইӾ⌅ᖻ仾䲙䇶࡛Ⲵ䀂ᓖˈሶ㹼ъॿՊⲴԧṬ㹼Ѫ
䘋㹼ợ⨶ˈ࠶亩ࡇ᰾Ҷ㹼ъॿՊԧṬ㹼ѪⲴн਼仾䲙㓗࡛ˈԕᑞࣙ㹼ъॿՊ৺ޣՊઈԱъ䇴
ՠޣ㹼ѪⲴਸ⌅ᙗˈᴤᴹ᭸ൠ䇶઼࡛䱢㤳ԧṬපᯝ仾䲙Ǆ䲔⌅ᖻǃ㹼᭯⌅㿴ਖᴹ㿴ᇊⲴཆˈ
㹼ъॿՊӾһԕлԧṬ㹼Ѫˈާᴹ᰾ᱮⲴᧂ䲔ǃ䲀ࡦㄎҹ᭸᷌ˈ⌅ᖻ仾䲙ᶱ儈˖˄1˅㓴㓷ᵜ㹼
ъⲴ㓿㩕㘵䗮ᡀԧṬපᯝॿ䇞˗˄2˅㓴㓷ӔᦒՊઈѻ䰤ⲴԧṬؑˈሶԧṬؑ൘Պઈᡆ㘵㹼
ъަԆ㓿㩕㘵ѻ䰤ӂ䙊ᣕ˗˄3˅䙊䗷㔏аՈᜐᶑԦᡆ㘵ᵏ䲀Ⲵᯩᔿ㓴㓷ᵜ㹼ъⲴ㓿㩕㘵䗮
ᡀԧṬපᯝॿ䇞˗˄4˅ਁᐳ㹼ъᤷሬԧǃส߶ԧǃ৲㘳ԧǃ᧘㦀ԧㅹާᴹᕅሬᙗⲴԧṬ˗˄5˅
ԕޜᐳԧṬ䇑㇇ޜᔿⲴᯩᔿሩᡀᵜᶴᡀǃ࡙⏖⦷ㅹഐ㍐Ҹԕ䲀ᇊ˗˄6˅ࡦᇊާᴹᧂ䲔ǃ䲀ࡦԧ
ṬㄎҹⲴ㿴ࡉǃߣᇊǃ䙊⸕ǃḷ߶ㅹ˗˄7˅䙊䗷㹼ъᡂᵪࡦ؍䇱ᡆ㘵׳䘋㓿㩕㘵ᇎᯭԧṬ
පᯝॿ䇞Ǆ
2017 ᒤ 9 ᴸˈѪҶ䘋а↕㿴㤳઼ᆼழ㓿㩕㘵䳶ѝᇑḕᢗ⌅〻ᒿˈ୶࣑䜘ߣᇊ؞䇒ǉ㓿㩕㘵
䳶ѝᇑḕ࣎⌅Ǌˈᒦቡǉ㓿㩕㘵䳶ѝᇑḕ࣎⌅Ǌ˄؞䇒㥹Ṹᖱ≲㿱は˅ੁ⽮Պޜᔰᖱ≲㿱Ǆ
䈕؞䇒㥹Ṹᖱ≲㿱はᱟ൘⧠㹼ᇑḕ࣎⌅Ⲵสкᮤਸ੨᭦Ҷ୶࣑䜘亱ᐳⲴཊ䜘о㓿㩕㘵䳶ѝ
ᇑḕᇶ࠷Ⲵޣ㿴ᇊǃ࣎⌅઼ᤷሬ㿱ѝⲴᇩˈަѝवᤜǉ㓿㩕㘵䳶ѝ⭣ᣕ࣎⌅Ǌǃǉޣ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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㓿㩕㘵䳶ѝ⭣ᣕⲴᤷሬ㿱ǊǃǉޣҾ㓿㩕㘵䳶ѝㆰ᱃ṸԦ⭣ᣕᤷሬ㿱ǊǃǉޣҾ㓿㩕㘵䳶
ѝㆰ᱃ṸԦ䘲⭘ḷ߶ⲴᲲ㹼㿴ᇊǊ৺ǉޣҾ㓿㩕㘵䳶ѝ䱴࣐䲀ࡦᙗᶑԦⲴ㿴ᇊǊㅹᇩˈ⭊㠣
वᤜǉ㓿㩕㘵䳶ѝ৽පᯝᇑḕ⭣ᣕ㺘Ǌѝ⌘䟺Ⲵᇩˈᰘ൘֯㓿㩕㘵䳶ѝ⭣ᣕ઼ᇑḕⲴޣ㿴
ᇊ㌫㔏ॆˈᴤ࣐ާᴹਟᙗˈ㜭ᶱབྷᨀ儈ᇑḕ᭸⦷Ǆ
2017 ᒤ 11 ᴸˈѪ࠷ᇎ࣐ᕪ⸝㕪㦟૱઼ᯉ㦟ᐲ൪ԧṬⴁ㇑ˈᴹ᭸㿴㤳⸝㕪㦟૱઼ᯉ㦟
㓿㩕㘵ԧṬ㹼Ѫˈᕅሬޣ㓿㩕㘵⌅ਸ㿴ᔰኅ㓿㩕ˈ䙿ࡦ䘍⌅⏘ԧǃᚦ᧗䬰ㅹ㹼Ѫˈ㔤ᣔ
⸝㕪㦟૱઼ᯉ㦟亶ฏⲴޜᒣㄎҹоԧṬ〙ᒿˈ؍ᣔ⎸䍩㘵࡙⳺ˈ؍䳌५㦟ছ⭏փࡦ᭩䶙␡ޕ
᧘䘋ˈഭᇦਁኅ᭩䶙ငࡦᇊҶ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Ǆ䈕ᤷইࡇѮҶޣ
ᐲ൪⭼ᇊǃᐲ൪᭟䝽ൠս䇔ᇊⲴ㘳䟿ഐ㍐ˈ᰾⺞Ҷ⸝㕪㦟૱઼ᯉ㦟亶ฏ㊫ԧṬපᯝ㹼ѪⲴ
㺘⧠ᖒᔿǃ䘍⌅ᙗ䇔ᇊԕ৺ԧṬපᯝॿ䇞Ⲵ䉱ݽᶑԦㅹˈሩ㓿㩕㘵൘⸝㕪㦟૱઼ᯉ㦟⭏ӗǃ
㓿㩕ǃᨀᴽ࣑䗷〻ѝਟ㜭ࠪ⧠ⲴԧṬ䘍⌅仾䲙Ҹԕᨀ⽪ˈᒦѪ㓿㩕㘵䇴ՠ㊫ԧṬ㹼ѪⲴਸ
⌅ᙗ㔉ҸᤷᕅǄ

ഋǃǉ৽н↓ᖃㄎҹ⌅ǊⲴ؞䇒ᆼᡀ֯ㄎҹ⌅փ㌫䘋а↕ᆼழ
⭡Ҿнᯝ⎼⧠Ⲵᯠරᐲ൪ㄎҹ㹼Ѫ䴰㾱৽н↓ᖃㄎҹ・⌅ࠪഎᓄˈྲօ᰾Რоǉ৽පᯝ
⌅ǊⲴ䟽ਸ㿴ࡦ䰞仈ㅹҏ࣐ᘛҶǉ৽н↓ᖃㄎҹ⌅ǊⲴ・⌅؞䇒↕ՀǄ2016 ᒤ 2 ᴸ 25 ᰕˈഭ
࣑䲒⌅ࡦ࣎ቡǉ৽н↓ᖃㄎҹ⌅˄؞䇒㥹Ṹ䘱ᇑは˅Ǌੁ⽮Պޜᔰᖱ≲㿱˗2017 ᒤ 2 ᴸ 26 ᰕˈ
ޘഭӪབྷ⌅ᐕငቡǉ৽н↓ᖃㄎҹ⌅˄؞䇒㥹Ṹ˅Ǌੁ⽮Պޜᔰᖱ≲㿱˗2017 ᒤ 9 ᴸ 5 ᰕˈ
ㅜॱҼቺޘഭӪབྷᑨငՊㅜҼॱҍ⅑Պ䇞ሩǉ৽н↓ᖃㄎҹ⌅˄؞䇒㥹ṸҼ⅑ᇑ䇞は˅Ǌ䘋㹼
Ҷᇑ䇞ਾˈޘഭӪབྷ⌅ᐕင⅑ੁ⽮Պޜᔰᖱ≲㿱˗2017 ᒤ 11 ᴸ 4 ᰕˈㅜॱҼቺޘഭӪ≁
ԓ㺘བྷՊᑨ࣑ငઈՊㅜйॱ⅑Պ䇞䙊䗷Ҷǉ৽н↓ᖃㄎҹ⌅˄2017 ᒤ؞䇒は˅ǊǄ
؞䇒ਾⲴѝഭǉ৽н↓ᖃㄎҹ⌅Ǌ䙊䗷ㅜаㄐ“ᙫࡉ”䜘࠶Ⲵ・⌅ⴞⲴᶑⅮǃสᵜࡉᶑⅮǃ
н↓ᖃㄎҹᾲᘥᶑⅮԕ৺൘ㅜҼㄐ“н↓ᖃㄎҹ㹼Ѫ”ㅜ 6 ᶑ઼ㅜ 12 ᶑѝ“ަԆн↓ᖃㄎҹ㹼Ѫ”
ⲴᶑⅮ㿴ᇊᇎ⧠Ҷǉ৽н↓ᖃㄎҹ⌅ǊⲴᔰ᭮ᙗ઼वᇩᙗǄֻྲˈᯠරн↓ᖃㄎҹ㹼ѪⲴнᯝ
ࠪ⧠ሩѝഭǉ৽н↓ᖃㄎҹ⌅Ǌ؞䇒ᨀࠪҶ൘ㅜҼㄐިරн↓ᖃㄎҹ㹼ѪࡇѮᰦ࣐ތᓅᶑⅮ
Ⲵ㾱≲ˈഐ↔ˈ؞䇒ਾⲴǉ৽н↓ᖃㄎҹ⌅Ǌㅜ 6 ᶑ㿴ᇊ˖“㓿㩕㘵нᗇᇎᯭлࡇ⏶㹼Ѫˈᕅ
Ӫ䈟䇔ѪᱟԆӪ୶૱ᡆ㘵оԆӪᆈ൘⢩ᇊ㚄㌫˖……˄ഋ˅ަԆ䏣ԕᕅӪ䈟䇔ѪᱟԆӪ୶૱ᡆ
㘵оԆӪᆈ൘⢩ᇊ㚄㌫Ⲵ⏶㹼ѪǄ”ㅜ 12 ᶑ㿴ᇊ˖“㓿㩕㘵нᗇ࡙⭘ᢰᵟ⇥ˈ䙊䗷ᖡ૽⭘ᡧ
䘹ᤙᡆ㘵ަԆᯩᔿˈᇎᯭлࡇ࿘⺽ǃൿަԆ㓿㩕㘵ਸ⌅ᨀⲴ㖁㔌ӗ૱ᡆ㘵ᴽ࣑↓ᑨ䘀㹼Ⲵ
㹼Ѫ˖……˄ഋ˅ަԆ࿘⺽ǃൿަԆ㓿㩕㘵ਸ⌅ᨀⲴ㖁㔌ӗ૱ᡆ㘵ᴽ࣑↓ᑨ䘀㹼Ⲵ㹼ѪǄ”
㘼фˈ⌅䲒䘈ਟԕᦞǉ৽н↓ᖃㄎҹ⌅ǊⲴ・⌅ⴞⲴᶑⅮǃสᵜࡉᶑⅮǃн↓ᖃㄎҹᾲ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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ᶑⅮᶕ䇔ᇊᯠ㊫රⲴн↓ᖃㄎҹ㹼ѪǄ䶒ሩѝഭǉ৽පᯝ⌅Ǌ઼ǉ৽н↓ᖃㄎҹ⌅Ǌ䟽ਸ㿴ࡦ
Ⲵ㹼Ѫˈǉ৽н↓ᖃㄎҹ⌅Ǌ൘؞䇒ᰦԕࡐ䲔ᓄᶑⅮⲴᯩᔿᶕ༴⨶є⌅Ⲵޣ㌫䰞仈ˈࡐ䲔Ⲵ
ᶑⅮѫ㾱ᴹޣҾ⾱→⭘ޜԱъᡆ⤜ঐԱъ┕⭘⤜ঐൠս㹼ѪⲴ㿴ᇊˈޣҾ⾱→᭯ᓌ৺ަᡰ䜘
䰘䲀ࡦㄎҹ㹼ѪⲴ㿴ᇊˈ⾱→᧐ཪᙗᇊԧ㹼ѪⲴ㿴ᇊˈޣҾ⾱→ᩝ㹼ѪⲴ㿴ᇊˈޣҾ⾱→Ѣ
䙊ᤋᣅḷ㹼ѪⲴ㿴ᇊǄ
ਖཆˈ؞䇒ਾⲴǉ৽н↓ᖃㄎҹ⌅Ǌ֯ިරн↓ᖃㄎҹ㹼ѪᶑⅮᴤ䎻、ᆖਸ⨶Ǆֻྲˈ؞
䇒ਾⲴǉ৽н↓ᖃㄎҹ⌅Ǌㅜ 6 ᶑԕ“㠚֯⭘”ǃ“ᴹаᇊᖡ૽”ǃ“୶ъḷ䇶”ǃ“ᐲ൪⏶”ѪṨ
ᗳᶴᡀ㾱Ԧ䟽ກ 1993 ᒤǉ৽н↓ᖃㄎҹ⌅Ǌㅜ 5 ᶑሩᐲ൪⏶㹼ѪⲴ⾱→ˈ1нᢺ୶ъḷ䇶
Ⲵн਼ᶴᡀ㾱㍐ԕн਼ᶑⅮ࠶࡛ࡇѮ䘋㹼㿴ᇊˈ㘼ᱟ൘୶ъḷ䇶Ⲵᮤփ㿶䟾лᶕ㔏а㿴㤳ˈਆ
ᗇҶ䖳བྷⲴ・⌅䘋↕ǄྲˈสҾ㓿㩕ӂ㚄㖁ӗ૱ᡆᴽ࣑䗷〻ѝᕅਁⲴн↓ᖃㄎҹ㓐㓧ᱟ䲿⵰
ӂ㚄㖁㹼ънᯝਁኅ㘼ӗ⭏Ⲵˈӂ㚄㖁㹼ъሩՐ㔏㹼ъⲴ䎆〻ᓖ䖳վˈ㹼ъਁኅҏ㕪ѿ㿴ࡉ
Ⲵᤷᕅˈѝഭǉ৽н↓ᖃㄎҹ⌅Ǌ൘؞䇒䗷〻ѝ࣐Ҷӂ㚄㖁н↓ᖃㄎҹ㹼ѪᶑⅮˈ㿴ᇊ㓿㩕
㘵нᗇ࡙⭘ᢰᵟ⇥൘ӂ㚄㖁亶ฏӾһᖡ૽⭘ᡧ䘹ᤙǃᒢᢠަԆ㓿㩕㘵↓ᑨ㓿㩕Ⲵ㹼Ѫˈᒦާ
փ㿴ᇊᓄҸ⾱→Ⲵ㹼Ѫˈণ˖“㓿㩕㘵࡙⭘㖁㔌Ӿһ⭏ӗ㓿㩕⍫ࣘˈᓄᖃ䚥ᆸᵜ⌅Ⲵ亩㿴ᇊǄ
㓿㩕㘵нᗇ࡙⭘ᢰᵟ⇥ˈ䙊䗷ᖡ૽⭘ᡧ䘹ᤙᡆ㘵ަԆᯩᔿˈᇎᯭлࡇ࿘⺽ǃൿަԆ㓿㩕㘵
ਸ⌅ᨀⲴ㖁㔌ӗ૱ᡆ㘵ᴽ࣑↓ᑨ䘀㹼Ⲵ㹼Ѫ˖˄1˅ᵚ㓿ަԆ㓿㩕㘵਼ˈ൘ަਸ⌅ᨀⲴ㖁
㔌ӗ૱ᡆ㘵ᴽ࣑ѝˈᨂޕ䬮᧕ǃᕪࡦ䘋㹼ⴞḷ䐣䖜˗˄2˅䈟ሬǃⅪ僇ǃᕪ䘛⭘ᡧ؞᭩ǃޣ䰝ǃ
ন䖭ަԆ㓿㩕㘵ਸ⌅ᨀⲴ㖁㔌ӗ૱ᡆ㘵ᴽ࣑˗˄3˅ᚦሩަԆ㓿㩕㘵ਸ⌅ᨀⲴ㖁㔌ӗ૱ᡆ
㘵ᴽ࣑ᇎᯭнެᇩ˗˄4˅ަԆ࿘⺽ǃൿަԆ㓿㩕㘵ਸ⌅ᨀⲴ㖁㔌ӗ૱ᡆ㘵ᴽ࣑↓ᑨ䘀㹼Ⲵ
㹼ѪǄ”

1. 1993 ᒤǉ৽н↓ᖃㄎҹ⌅Ǌㅜ 5 ᶑ˖“㓿㩕㘵нᗇ䟷⭘лࡇн↓ᖃ⇥Ӿһᐲ൪Ӕ᱃ˈᦏᇣㄎҹሩ˖˄1˅߂ٷԆ
ӪⲴ⌘୶ḷ˗˄2˅㠚֯⭘⸕୶૱⢩ᴹⲴ〠ǃव㻵ǃ㻵▒ˈᡆ㘵֯⭘о⸕୶૱䘁լⲴ〠ǃव㻵ǃ㻵▒ˈ
䙐ᡀ઼ԆӪⲴ⸕୶૱⏶ˈ֯䍝Ҡ㘵䈟䇔Ѫᱟ䈕⸕୶૱˗˄3˅㠚֯⭘ԆӪⲴԱъ〠ᡆ㘵ဃˈᕅӪ䈟䇔
ѪᱟԆӪⲴ୶૱˗˄4˅൘୶૱к՚䙐ᡆ㘵߂⭘䇔䇱ḷᘇǃՈḷᘇㅹ䍘䟿ḷᘇˈ՚䙐ӗൠˈሩ୶૱䍘䟿ᕅӪ䈟䀓
Ⲵ㲊ٷ㺘⽪Ǆ”
2017 ᒤǉ৽н↓ᖃㄎҹ⌅Ǌㅜ 6 ᶑ˖“㓿㩕㘵нᗇᇎᯭлࡇ⏶㹼ѪˈᕅӪ䈟䇔ѪᱟԆӪ୶૱ᡆ㘵оԆӪᆈ൘⢩ᇊ㚄
㌫˖˄1˅㠚֯⭘оԆӪᴹаᇊᖡ૽Ⲵ୶૱〠ǃव㻵ǃ㻵▒ㅹ਼ᡆ㘵䘁լⲴḷ䇶˄2˅㠚֯⭘ԆӪᴹаᇊᖡ૽
ⲴԱъ〠˄वᤜㆰ〠ǃᆇਧㅹ˅ǃ⽮Պ㓴㓷〠˄वᤜㆰ〠ㅹ˅ǃဃ˄वᤜㅄǃ㢪ǃ䈁ㅹ˅˗˄3˅㠚
֯⭘ԆӪᴹаᇊᖡ૽Ⲵฏѫփ䜘࠶ǃ㖁ㄉ〠ǃ㖁亥ㅹ˗˄4˅ަԆ䏣ԕᕅӪ䈟䇔ѪᱟԆӪ୶૱ᡆ㘵оԆӪᆈ൘⢩
ᇊ㚄㌫Ⲵ⏶㹼Ѫ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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ᕐ㢣ॾ



2017 ᒤᱟǉ৽පᯝ⌅Ǌᇎᯭੁ㓥␡ᯩੁਁኅⲴаᒤˈ㓿⍾ᆖ࠶᷀൘ㄎҹ᭯ㆆ・⌅઼ᢗ⌅ѝ
㔗㔝ਁᥕ⵰䟽㾱⭘ˈ㓿⍾ᆖѪṸԦⲴ࠶઼᷀ࡔߣᨀҶ䟽㾱Ⲵ⨶䇪ᐕާǄйབྷᢗ⌅ᵪᶴ઼ਨ
⌅㌫㔏൘䗷৫аᒤ䘋а↕ሶ㓿⍾࠶᷀ᓄ⭘ࡠਨ⌅ᇎ䐥ѝ৫ˈ䍟ᖫǉ৽පᯝ⌅ǊⲴйབྷᇇᰘ˖
ⴁⶓ઼㿴ࡦᐲ൪ㄎҹ〙ᒿˈ⺞؍Աъѻ䰤࠶ݵኅᔰㄎҹ઼؍ᣔ⎸䍩㘵⾿࡙Ǆ

аǃйབྷᢗ⌅ᵪᶴ৽පᯝ・⌅ǃᢗ⌅઼ᓄ⭘㓿⍾࠶᷀Ⲵᛵߥ
˄а˅୶࣑䜘
୶࣑䜘৽පᯝተѫ㇑㓿㩕㘵䳶ѝ⭣ⲴޣᣕоᇑḕǄ2017 ᒤˈ୶࣑䜘ޡ᭦ࡠ㓿㩕㘵䳶ѝ⭣
ᣕ 400 Ԧˈަѝ・Ṹ 353 Ԧˈᇑ㔃 344 ԦǄᇑ㔃ṸԦѝˈ䱴ᶑԦᢩ߶ 7 Ԧˈࡋǉ৽පᯝ⌅Ǌᇎ
ᯭԕᶕᯠ儈˗䟽བྷ༽ᵲṸԦᱮ㪇ཊˈ䶎ㆰ᱃ṸԦঐ∄ 30%˗ࡦ䙐ъṸԦঐ∄䎵䗷 50%ˈަԆ
㹼ъ࠶ᐳཊॆݳᴤ࣐᰾ᱮ˗ຳཆᒦ䍝ᤱ㔝⍫䏳ˈ㖾⅗ᰕԱъӽѪᒦ䍝ѫփ˗Ӕ᱃㿴⁑ᱮ㪇䮯ˈ
䠁仍 100 ӯݳӪ≁ᐱԕкṸԦঐ∄䎵䗷 20%Ǆ
୶࣑䜘䱴ᶑԦᢩ߶“䲦∿оᶌ䛖ਸᒦṸ”ǃ“࣐䱣о㩘ᯟரᖫ䫮㛕ਸᒦṸ”ǃ“傜༛ส᭦䍝≹
๑ই㖾Ṹ”ǃ“ᜐᲞ᭦䍝йᱏᢃঠᵪъ࣑Ṹ”ǃ“ঊ䙊᭦䍝ঊ、Ṹ”ǃ“ᰕᴸݹ᭦䍝⸭૱㛑ᵳṸ”઼“䍍

ᕐ㢣ॾˈ⨳ޘ㓿⍾䈒ޜਨ㪓һᙫ㓿⨶Ǆ⭥ᆀ䛞㇡˖vzhang@globaleconomicsgroup.co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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ݻ亯оᐤᗧਸᒦṸ”ㅹ 7 Ԧާᴹ䟽བྷᖡ૽Ⲵ䐘ഭᒦ䍝ˈ㾱≲⭣ᣕᯩ䟷ਆ䍴ӗ઼ᢰᵟㅹ᧚ᯭˈ
؍ᣔߌॆǃ㡚䘀ǃᢃঠᵪǃ䙊ؑǃॺሬփㅹᐲ൪ޜᒣㄎҹˈ㔤ᣔ⎸䍩㘵࡙⳺Ǆ1
൘ᰐᶑԦᢩ߶ǃ䱴ᶑԦᢩ߶઼⾱→Ⲵཊ䎧ṸԦѝˈ୶࣑䜘ṸԦᇑ⨶ᇈઈ઼ཆ㚈уᇦഒ䱏㔗
㔝䟷⭘⧠ԓѫ⍱Ⲵㄎҹ࠶᷀Ṷ઼ᷦᯩ⌅ˈᴹӋṸԦࡉ䟷ਆࡽ⋯Ⲵ㓿⍾࠶᷀ᐕާˈࠪڊҶሩᇒ
㿲઼ࡔⲴ↓ޜᯝǄ䲿⵰ṸԦᇑ⨶㓿傼Ⲵ〟㍟઼ṸԦ䳮ᓖⲴ࣐␡ˈ୶࣑䜘ޜᔰⲴṸԦᇑ⨶㔃᷌ҏ
ሩᴤ࣐䈖ᇎ઼ާփˈަᇑ⨶㔃᷌ѫ㾱⏥ⴆޣᐲ൪⭼ᇊǃᐲ൪䳶ѝᓖǃㄎҹᦏᇣ⨶䇪ǃҠᯩ
઼࣯࣋ᐲ൪䘋ޕᛵߥㅹᇩǄѫ㾱֯⭘Ⲵᯩ⌅वਜ਼ᒦ䍝ࡽਾᐲ൪䳶ѝᓖ䎛㣜䗮ቄ—䎛ᐼᴬᤷᮠ
˄HHI˅઼ᐲ൪ԭ仍࠶᷀ǃԧṬޣ㌫ᮠǃᒦ䍝⁑ᤏǃ࡙⏖ޣ㌫ᮠǃഎᖂ࠶᷀ǃ⏘ԧ࣋ᤷᮠ
UPP/GUPPIǃ䈤᰾ᙗԧṬк⏘⍻䈅ㅹǄ
2017 ᒤ୶࣑䜘ᇑ㔃Ⲵ䱴ᶑԦṸԦѝˈ“࣐䱣о㩘ᯟரᖫ䫮㛕ਸᒦṸ”亷ާԓ㺘ᙗǄ2⭡䈕Ṹ
ਟԕⴻࠪˈ୶࣑䜘൘ᒦ䍝ᇑḕкᴤ⌘ޣѝഭഭӗъ઼ᐲ൪Ⲵ⢩ᖱԕ৺ᒦ䍝ሩഭᐲ൪Ⲵᖡ૽ˈ
ሩҾ䐘ഭᒦ䍝㘼䀰ˈঅ㓟ሩ⨳ޘӗъⲴ࠶᷀ᱟнཏⲴˈᰐ䇪ᱟ൘ᒦ䍝⭣ᣕ䘈ᱟᮁ⍾ᯩṸ䇮䇑ˈ
䜭㾱࠶࠶ݵ઼᷀㘳㲁ѝഭഭӗъ઼ᐲ൪Ⲵ⤜⢩ᙗˈӾ㘼ᗇࠪ⎸䲔୶࣑䜘ㄎҹⲴ⌘ޣᴰ֣ᯩṸǄ
↔ཆˈ2017 ᒤ୶࣑䜘᰾ᱮ࣐བྷҶሩᓄᣕᵚᣕṸԦⲴⴁ㇑઼༴㖊ˈޜޡᐳҶ 6 䎧ᓄᣕᵚᣕⲴ
༴㖊ߣᇊҖˈ⎹৺ॆᐕǃᵪ⭥ǃ⊭䝽ǃⸯӗǃ५⯇ㅹཊњ㹼ъˈ㖊䠁Ӿ 15 зݳ㠣 30 зݳнㅹˈ
ᡰ⎹৺Աъवᤜ˖ᓧ᰾ᯟ˄ѝഭ˅ᣅ䍴ᴹ䲀ޜਨˋ㽴䱣ᓧ䊚ᵪ⭥ᐕ〻ᴹ䲀ޜਨǃ丙ഭྕ⪏ӊṚ
ᔿՊ⽮ˋᗧኡ傜ᶕ㾯ӊޜਨǃᒯ俉᧗㛑ᴹ䲀ޜਨˋ◣བྷ࡙ӊ⌋◣ᴹ䲀ޜਨǃ㖾ᒤབྷڕᓧӗ
ъ˄䳶ഒ˅ᴹ䲀ޜਨˋк⎧ཙӯ䍴ӗ㇑⨶ᴹ䲀ޜਨˋк⎧㔤䙄ᣅ䍴ѝᗳˋ䬝ڕᓧփỰ㇑⨶䳶
ഒᴹ䲀ޜਨǃ㣌⒆ᐲᔪ䇮ᣅ䍴ᴹ䲀ޜਨˋཷ⪎ᯠ㜭Ⓚ⊭䖖ᢰᵟᴹ䲀ޜਨˋṚᔿՊ⽮ᆹᐍ⭥ᵪǃ
ᯟ㔤ㆆӊ⍢⿱Ӫᴹ䲀ޜਨˋ┘⎧৯┘⎧ᣅ䍴ᔰਁᴹ䲀ޜਨǄሩҾ䈕ᣕᵚᣕԱъⲴⴁ㇑઼䈳ḕˈ
୶࣑䜘਼ṧӾㄎҹ࠶᷀Ⲵ䀂ᓖᇑḕ䟽⛩ޣᗳⲴ䰞仈ˈ㓿⍾࠶਼᷀ṧ䍟クᇑḕⲴᮤњ䗷〻Ǆ䲔Ҷ
ᓄሩᇑḕѝ⎹৺⌅ᖻ઼㓿⍾࠶᷀Ⲵ䰞仈ˈ㻛䈳ḕԱъ䘈㾱ᆼᡀ↓ᑨⲴ⭣ᣕ〻ᒿǄ

˄Ҽ˅ਁ᭩င
ഭᇦਁኅ઼᭩䶙ငઈՊԧṬⴁⶓỰḕо৽පᯝተѫ㇑оԧṬⲴޣපᯝ㹼ѪǄ2017 ᒤޘᒤˈ
ഭᇦਁ᭩ငޡḕ࣎৽පᯝṸԦ䎵 80 䎧ˈ㖊⋑䠁仍䎵䗷 5 ӯݳǄަѝ䘈ࡋ䙐Ҷᮠњ“ㅜа”ˈवᤜ

1. “Ǐ2017 ᒤ୶࣑ᐕᒤ㓸㔬䘠ѻҍǐ䍟ᖫᯠਁኅ⨶ᘥ ᇎྭڊᯠᰦԓ৽පᯝᐕ”ˈѝॾӪ≁઼ޡഭ୶࣑䜘ˈ2018 ᒤ
1 ᴸ 9 ᰕˈ㖁൰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1/20180102696433.shtmlǄ
2. ǉ୶࣑䜘 ޜ2017 ᒤㅜ 75 ਧ ޣҾ䱴࣐䲀ࡦᙗᶑԦᢩ߶࣐䱣ޜਨо㩘ᯟரᖫ䫮㛕ޜਨਸᒦṸ㓿㩕㘵䳶ѝ৽පᯝᇑ
ḕߣᇊⲴޜǊˈѝॾӪ≁઼ޡഭ୶࣑䜘ˈ2018 ᒤ 2 ᴸ 12 ᰕˈ㖁൰
http://yunnan.mofcom.gov.cn/article/sjwangshangzw/201802/20180202711834.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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൘㚊≟҉✟ṁ㜲ԧṬපᯝṸѝˈሩ 18 ᇦ PVC Աъ༴ԕ㖊Ⅾޡ䇑 4.57 ӯࡋˈݳлҶǉ৽පᯝ⌅Ǌ
ᇎᯭԕᶕᢗ⌅䜘䰘ሩഭԱъᔰࠪⲴᴰབྷаㅄ㖊অ˗൘ኡ㾯⭥࣋ԧṬපᯝṸѝˈ俆⅑ሩ⭥࣋㹼
ъ䘋㹼༴㖊ˈҏᱟሩབྷරഭᴹԱъǃѝཞԱъᔰࠪⲴ俆ㅄ㖊অǄ 1
2017 ᒤࡍˈਁ᭩င᧕ࡠѮᣕˈ৽᱐䜘࠶㚊≟҉✟ṁ㜲˄“PVC”˅㓿㩕㘵ᇎᯭԧṬපᯝˈ㚄
ਸ᧘儈 PVC 䬰ԧṬˈ࣐䟽ҶԕަѪᶀᯉⲴл⑨Աъᡀᵜ䍏ᣵˈᦏᇣҶ⎸䍩㘵ਸ⌅ᵳ⳺Ǆ㓿
䗷䈳ḕਁ⧠ˈ18 ᇦ⎹ṸԱъ൘ 2016 ᒤ䬰 PVC ӗ૱Ⲵ䗷〻ѝ䙊䗷ᗞؑ㗔ཊ⅑䗮ᡀҶ㔏а⏘ԧ
Ⲵපᯝॿ䇞ˈሩн਼ᇒᡧ४࡛ሩᖵǃ⏘ᑵн਼ˈն਼аᇒᡧӾ PVC ᓄ୶༴䈒ᗇⲴԧṬа
㠤ˈሬ㠤 PVC ᐲ൪ԧṬ᰾ᱮк⏘Ǆ⎹ṸԱъ⭏ӗⲴ PVC ᙫ䟿ঐޘഭᙫӗ䟿Ⲵഋ࠶ѻйˈሩ
ޣᐲ൪ㄎҹӗ⭏ᐘབྷᖡ૽Ǆ9 ᴸ 25 ᰕˈਁ᭩ငሩ 18 ᇦ⎹ṸԱъ༴ԕ 2016 ᒤᓖޣᐲ൪䬰仍
1%ˉ2%Ⲵ㖊Ⅾˈޡ䇑 4.57 ӯݳǄ2
ਁ᭩င䘈ሩ⎉⊏ᯠ䎋、㦟ъᴹ䲀ޜਨ઼ཙ⍕≹ᗧေ㦟ъᴹ䲀ޜਨ┕⭘ަ൘ᔲ✏㛬ᯉ㦟ᐲ
൪Ⲵ᭟䝽ൠսˈᇎᯭԧṬපᯝ㹼Ѫ䘋㹼Ҷ㹼᭯༴㖊Ǆ≹ᗧေޜਨ઼ᯠ䎋、ޜਨ䮯ᵏঐഭᔲ✏
㛬ᯉ㦟ᐲ൪Ⲵй࠶ѻҼԕкԭ仍ˈ䶒ሩՇཊⲴᔲ✏㛬ࡦࡲ⭏ӗলᇦˈ≹ᗧေ઼ᯠ䎋、ሩᐲ൪
ᴹ䖳ᕪⲴ᧗ࡦ࣋ǄҼ㘵┕⭘ᐲ൪᭟䝽ൠսˈԕнޜᒣ儈ԧ䬰ᔲ✏㛬ᯉ㦟˗ᒦф⋑ᴹ↓ᖃ⨶
⭡ˈᤂ㔍ੁл⑨ࡦࡲԱъ䬰ᔲ✏㛬ᯉ㦟ǄҼ㘵࠶࡛о╽ൺ䲶㡌઼५㦟ᴹ䲀ޜਨ䗮ᡀ⤜ᇦव
䬰ॿ䇞ˈӵੁ䲶㡌઼ޜਨ৺ަᤷᇊⲴࡦࡲԱъǃ୶ъޜਨࠪᔲ✏㛬ᯉ㦟, ⋑ᴹ↓ᖃ⨶⭡ˈᤂ
㔍ੁަԆࡦࡲԱъࠪᔲ✏㛬ᯉ㦟Ǆ2017 ᒤ 7 ᴸ 28 ᰕˈਁ᭩ငߣᇊሩ≹ᗧေ઼ᯠ䎋、࠶࡛
༴ԕަ 2016 ᒤޣᐲ൪䬰仍 2ˁⲴ㖊ⅮǄ 3
ਁ᭩င਼ᰦབྷ࣋ḕ༴Ҷаᢩ┕⭘㹼᭯ᵳ࣋䲀ࡦᐲ൪ㄎҹ㹼ѪⲴঅսˈ⎹৺ेӜտᡯ〟ޜ䠁
㇑⨶ѝᗳǃवཤᐲտᡯ؍䳌઼ᡯቻ㇑⨶ተǃѼ⎧ᐲտᡯ઼ґᔪ䇮ငઈՊǃ㾯ᆹᐲᡯ㇑ተㅹа
ᢩঅս┕⭘㹼᭯ᵳ࣋䲀ࡦᐲ൪ㄎҹ㹼Ѫˈवᤜ䙊䗷㹼᭯⇥ᤷᇊ䇴ՠޜਨ᧕Ҽᡯ䇴ՠъ࣑ˈ
䲀ᇊ᧘㦀Աъ᧕ᡯቻ㔤؞ᐕ〻ㅹ䰞仈Ǆ
ਁ᭩င䘈བྷ࣋᭟ᤱൠᯩᵪᶴሩපᯝ㹼Ѫ䘋㹼䈳ḕ઼༴⨶Ǆ2017 ᒤ 7 ᴸˈਁ᭩ငᤷሬ⎉⊏ⴱ
⢙ԧተሩᶝᐎᐲᇼ䱣४䙐㓨ॿՊ㓴㓷 17 ᇦ䙐㓨Աъ䗮ᡀᒦᇎᯭধㆂⲭᶯ㓨ԧṬපᯝॿ䇞аṸ
ࠪ༴⨶ߣᇊǄᇼ䱣४䙐㓨ॿՊ㓴㓷⎉⊏呯ǃ⎉⊏ᯠ㜌བྷǃ⎉⊏᱕㜌ǃ⎉⊏йᱏ㓨ъㅹ 17 ᇦ
䙐㓨Աъਜᔰ㹼ъՊ䇞ˈ୶ॿ਼ޡк䈳ধㆂⲭᶯ㓨ԧṬˈᒦ䗮ᡀॿ䇞ˈᧂ䲔ǃ䲀ࡦҶধㆂⲭᶯ

1. “ਁ᭩င˖Ӻᒤ৽පᯝᐕሶӾ࣐ᘛ᧘䘋ޜᒣㄎҹᇑḕࡦᓖ”ˈǉ㓿⍾৲㘳ᣕǊˈ2018 ᒤ 1 ᴸ 30 ᰕˈ㖁൰
http://www.dzwww.com/xinwen/guoneixinwen/201801/t20180130_16982410.htmǄ
2. “18 ᇦ㚊≟҉✟ṁ㜲㓿㩕㘵ᇎᯭԧṬපᯝ㻛⌅ḕ༴”ˈഭᇦਁኅ઼᭩䶙ငઈՊˈ2017 ᒤ 9 ᴸ 27 ᰕˈ㖁൰
http://www.ndrc.gov.cn/xwzx/xwfb/201709/t20170927_861737.htmlǄ
3.ǉഭᇦਁኅ઼᭩䶙ငઈՊ㹼᭯༴㖊ߣᇊҖǒ2017Ǔ1 ਧǊˈഭᇦਁኅ઼᭩䶙ငઈՊˈ2017 ᒤ 7 ᴸ 28 ᰕˈ㖁൰
http://jjs.ndrc.gov.cn/fjgld/201708/t20170815_857737.html˗ǉഭᇦਁኅ઼᭩䶙ငઈՊ㹼᭯༴㖊ߣᇊҖǒ2017Ǔ2 ਧǊˈ
ഭᇦਁኅ઼᭩䶙ငઈՊˈ2017 ᒤ 7 ᴸ 28 ᰕˈ㖁൰ http://jjs.ndrc.gov.cn/fjgld/201708/t20170815_857735.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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㓨ᐲ൪Ⲵㄎҹˈ䘍⌅᧘ࣘҶধㆂⲭᶯ㓨ԧṬк⏘ˈ࣐Ҷঠࡧǃव㻵ㅹл⑨Աъ䍏ᣵˈᦏᇣҶ
⎸䍩㘵࡙⳺Ǆഐ↔ˈᢗ⌅ᵪᶴሩᇼ䱣४䙐㓨ॿՊ⌅䬰ⲫ䇠ˈሩ 17 ᇦԱъ࠶࡛༴ԕ 2016 ᒤ
ᓖধㆂⲭᶯ㓨䬰仍 1%Ⲵ㖊Ⅾˈਸ䇑 778 зݳǄ 1

˄й˅ᐕ୶ᙫተ
ഭᇦᐕ୶ᙫተ৽පᯝо৽н↓ᖃㄎҹᢗ⌅ተѫ㇑䶎ԧṬⲴපᯝ㹼ѪǄ2017 ᒤѝॾӪ≁઼ޡ
ഭഭᇦᐕ୶㹼᭯㇑⨶ᙫተ˄“ᐕ୶ᙫተ”˅ޜᐳҶ 13 䎧ㄎҹᢗ⌅ަˈޜѝवᤜ 7 ԭ㹼᭯༴㖊ߣ
ᇊҖǃ5 ԭ㓸→䈳ḕߣᇊҖ઼ 1 ԭѝ→䈳ḕߣᇊҖǄ൘ 7 䎧㹼᭯༴㖊ṸԦѝˈ3 䎧⎹৺⁚ੁපᯝ
ॿ䇞ˈ4 䎧ᴹ⭘┕ޣᐲ൪᭟䝽ൠսˈ⎹৺✏㣡⠶ㄩǃ≤࣑ǃ५㦟ǃ؍䲙ǃ⟳≄ǃ⭥ؑㅹཊњ亶ฏǄ
५⯇㹼ъⴞࡽᱟᐕ୶ᙫተᢗ⌅Ⲵ䟽⛩ѻаǄ↖≹ᯠޤ㋮㤡५㦟ᴹ䲀ޜਨ┕⭘ᐲ൪᭟䝽ൠս
ṸࡉᱟᖃһӪ࡙⭘ަ൘㦟⭘≤ᶘ䞨⭢䞟ᯉ㦟ᐲ൪Ⲵ᭟䝽ൠսˈ䱴࣐Ӕ᱃ᶑԦˈᢠҡҶᯉ㦟
઼ᡀ૱㦟ᐲ൪Ⲵㄎҹ〙ᒿˈ࣐Ҷᡀ૱㦟⭏ӗলᇦⲴ䍏ᣵˈᒦᴰ㓸ᦏᇣҶ⎸䍩㘵Ⲵ࡙⳺Ǆ 2

Ҽǃ⌅䲒ਨ⌅ᓄ⭘㓿⍾࠶᷀Ⲵᛵߥ
ǉ৽පᯝ⌅Ǌ㠚ᇎᯭԕᶕˈ৽පᯝ≁һ䇹䇬ᢞ╄ҶѮ䏣䖫䟽Ⲵ䀂㢢Ǆᴰ儈Ӫ≁⌅䲒Ҿ 2012
ᒤ 5 ᴸ 3 ᰕ亱ᐳҶǉޣҾᇑ⨶ഐපᯝ㹼ѪᕅਁⲴ≁һ㓐㓧ṸԦᓄ⭘⌅ᖻ㤕ᒢ䰞仈Ⲵ㿴ᇊǊˈ3ަ
ѝㅜ 13 ᶑ⢩࡛ᕪ䈳ˈᖃһӪਟੁ⌅䲒⭣䈧ငᢈуъᵪᶴᡆ㘵уъӪઈቡṸԦⲴу䰘ᙗ䰞仈ࠪڊ
ᐲ൪䈳ḕᡆ㘵㓿⍾࠶᷀ᣕˈӪ≁⌅䲒ਟ৲➗≁һ䇹䇬⌅৺ޣਨ⌅䀓䟺ᴹޣ䢤ᇊ㔃䇪Ⲵ㿴ᇊˈ
ሩ䈕ᐲ൪䈳ḕᡆ㓿⍾࠶᷀ᣕ䘋㹼ᇑḕࡔᯝǄ䈕ਨ⌅䀓䟺Ѫ㓿⍾࠶᷀൘৽පᯝ≁һ䇹䇬ѝⲴᓄ
⭘ᨀҶ⌅ᖻᦞǄ
2017 ᒤѝഭⲴ৽පᯝ䇹䇬亶ฏӽ❦ॱ࠶⍫䏳ˈᴹᰦᖰᖰо⸕䇶ӗᵳ㔃ਸǄ2017 ᒤ 1 ᴸˈ
ेӜ⸕ӗ⌅䲒ਇ⨶㤩᷌䇹儈䙊┕⭘ᐲ൪᭟䝽ൠս৺ḷ߶ᗵ㾱у࡙ᇎᯭ䇨ਟᶑԦ㓐㓧єṸǄ൘┕
⭘ᐲ൪᭟䝽ൠս㓐㓧Ṹѝˈ㤩᷌ޜਨ㍒䎄㓿⍾ᦏཡ 10 ӯݳӪ≁ᐱǄṸԦ⛩❖Ⲵ⌘ޣ൘Ҿḷ߶ᗵ

1. “17 ᇦ䙐㓨ԱъᇎᯭԧṬපᯝ㻛༴㖊 778 зˈ”ݳഭᇦਁኅ઼᭩䶙ငઈՊˈ2017 ᒤ 7 ᴸ 10 ᰕˈ㖁൰
http://www.ndrc.gov.cn/xwzx/xwfb/201707/t20170710_854194.htmlǄ
2. ǉㄎҹᢗ⌅ ޜ2017 ᒤ 4 ਧ ↖≹ᯠޤ㋮㤡५㦟ᴹ䲀ޜਨ┕⭘ᐲ൪᭟䝽ൠսṸǊˈഭᇦᐕ୶㹼᭯㇑⨶ᙫተˈ2017 ᒤ
2 ᴸ 10 ᰕˈ㖁൰ http://home.saic.gov.cn/fldyfbzdjz/jzzfgg/201703/t20170309_232297.htmlǄ
3. ǉޣҾᇑ⨶ഐපᯝ㹼ѪᕅਁⲴ≁һ㓐㓧ṸԦᓄ⭘⌅ᖻ㤕ᒢ䰞仈Ⲵ㿴ᇊǊˈ⌅䟺ǒ2012Ǔ5 ਧˈ㖁൰
http://www.chinacourt.org/law/detail/2012/05/id/145752.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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㾱у࡙䇨ਟ䍩⭘઼䇨ਟᶑԦᱟ䗷儈˗у࡙ᵳӪᱟᤂ㔍ੁḀӋḷ߶ᢰᵟᇎᯭ㘵ᨀ䇨ਟˈᱟ
䲀ᇊ㻛䇨ਟӪ֯⭘ަᨀⲴᡆᢩ߶֯⭘Ⲵӗ૱/ᴽ࣑ˈᱟᆈ൘ަԆᦞǉ৽පᯝ⌅Ǌㅜॱг
ᶑㅜаⅮㅜӄ亩Ⲵ㔁㹼Ѫ઼нਸ⨶Ӕ᱃ᶑԦˈᱟሩ㻛䇨ਟӪᇎᯭᐞ࡛ᖵ䙷ˈу࡙ᵳӪᱟ
ን㹼 FRAND ѹ࣑ㅹǄ1
2017 ᒤ 9 ᴸˈഭ⸣⋩㌫㔏俆ֻ৽පᯝṸⲴӁই唾⭏⢙㜭Ⓚ㛑ԭᴹ䲀ޜਨ䇹ѝഭ⸣ॆ䬰
ᴹ䲀ޜਨӁই⸣⋩࠶ޜਨᤂ㔍Ӕ᱃ṸᇓࡔǄӁই儈䲒ࠪڊҼᇑࡔߣˈ傣എ⭏⢙Ḥ⋩⭏ӗ୶—
—Ӂই唾⭏⢙㜭Ⓚ㛑ԭᴹ䲀ޜਨ˄ԕлㆰ〠Ӂই唾˅Ⲵޘ䜘䈧≲ˈ㔤ᤱࡔǄ䘉ᱟѪᮠн
ཊⲴ⭡আᯩ䎧䇹▌൘ҠᯩⲴᤂ㔍Ӕ᱃ⲴṸֻǄ൘䈕Ṹѝˈ 㻛㚈䈧㓿⍾ᆖуᇦѪަ䗙ᣔǄৼᯩ
ҹ䇪Ⲵ❖⛩൘ҾˈӔ᱃ቊᵚ䘋ޕᇎ䍘ᙗ୶〻ᒿǃ“৽පᯝ⌅”ᡰ㿴ࡦⲴᤂ㔍Ӕ᱃а㡜ᤷᤂ㔍ᨀ
㘼䶎ᤂ㔍䍝Ҡˈ৽පᯝ⌅Ⲵ䘲⭘ሩҾ↔Ṹᒦнਸ䘲Ǆ2
2017 ᒤᓅˈ⎧ইⴱ儈㓗Ӫ≁⌅䲒˄“⎧ই儈䲒”˅ቡ㼅⌠ޜਨ䇹⎧ই⢙ԧተṸࠪ㓸ᇑࡔߣˈ
俆⅑൘ਨ⌅ቲ䶒к↓䶒㛟ᇊҶ㹼᭯ᢗ⌅ᵪޣ൘䇔ᇊ㓥ੁԧṬපᯝॿ䇞ᰦਟԕ䘲⭘“ࡉ⾱→+ֻ
ཆ䉱”ݽࡉǄ 䮯ᵏԕᶕˈਨ⌅㌫㔏൘༴⨶䭀䛖䇹ᕪ⭏Ṹѝ⺞・Ҷ䪸ሩ㓥ੁԧṬපᯝॿ䇞Ⲵ”ਸ
⨶࠶᷀˄rule of reason˅”ࡉˈо㹼᭯ᢗ⌅Ⲵ”ᵜ䓛䘍⌅˄per-se illegal˅”Ⲵ䇔ᇊᙍ䐟ᆈ൘ᐞᔲˈ
⎧ইⴱ⢙ԧተṸԦփ⧠Ҷ⌅䲒ሩ㹼᭯ᢗ⌅ᵪ࠶ޣ᷀ᙍ䐟Ⲵ䇔ਟˈሩਨ⌅ᇎ䐥ӗ⭏␡䘌ᖡ૽Ǆ

йǃᙫ㔃
㔬кᡰ䘠ˈ㓿⍾࠶᷀൘৽පᯝ・⌅ǃᢗ⌅઼ਨ⌅ᖃѝঐᦞ䟽㾱ൠսˈᰐ䇪ᡁഭ᭯ᓌ৽පᯝ
ᢗ⌅ᵪᶴ䘈ᱟਨ⌅㌫㔏ˈ൷䇔䇶ࡠ㓿⍾࠶᷀Ⲵ䟽㾱ᙗˈ㔗䈒㓿⍾ᆖ㘵Ѫަᨀ⨶䇪઼ᇎ䇱
࠶᷀Ⲵˈᦞ㘼ᖃһӪ઼Աъҏ㓧㓧о㓿⍾ᆖ㘵ਸˈӾ㓿⍾ᆖ⨶䇪઼ᮠᦞࠪਁˈ൘৽පᯝṸ
ԦⲴᇑ⨶ѝ࠶ݵኅᔰ䈖ቭⲴᇊ䟿઼ᇊᙗ࠶᷀ˈѪ、ᆖࡔṸᨀҶ᭟ᤱǄ

1. “㤩᷌䇹儈䙊┕⭘ᐲ൪᭟䝽ൠս ㍒䎄䙮 10 ӯˈ”ݳᯠ⎚ˈ2017 ᒤ 1 ᴸ 25 ᰕˈ㖁൰ http://tech.sina.com.cn/it/2017-0125/doc-ifxzyxmu8016452.shtmlǄ
2. “⸣⋩පᯝㅜаṸѝ⸣ॆ㜌䇹 ሶੁᴰ儈⌅⭣䈧ᇑ”ˈǉ⇿ᰕ㓿⍾ᯠ䰫Ǌˈ2017 ᒤ 9 ᴸ 14 ᰕˈ㖁൰
http://finance.sina.com.cn/chanjing/gsnews/2017-09-14/doc-ifykyfwq7079205.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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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Ⲵ・⌅ਁኅоᇎ䐥


䜝



аǃᾲ㿸
2017 ᒤˈѝഭⲴу࡙⭣䈧ᮠ䟿ࡋᯠ儈Ǆਁ᰾у࡙⭣䈧䗮 1381594 Ԧˈᇎ⭘ᯠරу࡙⭣䈧
䗮 1687593 Ԧˈཆ㿲䇮䇑у࡙⭣䈧䟿䗮 628658 Ԧ 1Ǆ䘉㓴ᮠᦞӾањח䶒৽᱐Ҷѝഭ᭯ᓌ઼ഭ
≁ሩу࡙ࡦᓖⲴ䟽㿶〻ᓖ䎺ᶕ䎺儈Ǆ❦㘼ˈṩᦞᴹޣᣕ䚃 2ˈѝഭഭਁ᰾у࡙Ⲵᒣ൷ሯભѪ 3.8
ᒤˈᇎ⭘ᯠරу࡙Ѫ 3.5 ᒤˈཆ㿲䇮䇑у࡙Ѫ 3.2 ᒤˈу࡙ᇎᯭ⦷ӵঐᦸᵳу࡙Ⲵ 2%Ǆ⭡↔ਟ
⸕ˈѝഭഭу࡙Ⲵ䍘䟿ቊᆈ൘ᖸབྷ䰞仈ˈ㠣ቁབྷ䜘࠶ഭу࡙㕪ѿᐲ൪ԧ٬Ǆ䪸ሩ䘉ᛵߥˈ
ѝഭഭ࣑䲒൘ǉ“ॱйӄ”ഭᇦ⸕䇶ӗᵳ؍ᣔо䘀⭘㿴ࡂǊ3ѝᨀࠪҶᇎᯭу࡙䍘䟿ᨀॷᐕ〻Ⲵ᧚
ᯭǄഭᇦ⸕䇶ӗᵳተҏᨀࠪҶᓄ᧚ᯭˈ∄ྲ൘ᯠ؞䇒ⲴǉޣҾ㿴㤳у࡙⭣䈧㹼ѪⲴ㤕ᒢ㿴ᇊǊ
4

ѝˈሩᨀӔཊԦᇩ᰾ᱮ਼Ⲵ⭣䈧ˈ᰾ᱮᢴ㻝⧠ᴹᢰᵟⲴ⭣䈧ˈ㕆䙐ᇎ傼ᮠᦞᡆᢰᵟ᭸᷌ᨀ

ӔཊԦ⭣䈧ˈሶᶀᯉǃ㓴࠶ǃ䝽∄ǃ䴦䜘ԦㅹㆰঅᴯᦒᡆࠁਾᨀӔཊԦ⭣䈧ˈԕ䇑㇇ᵪ䲿
ᵪ⭏ᡀⲴӗ૱ᖒ⣦ˈമṸᡆ㢢ᖙㅹ⭣䈧ཊ亩у࡙Ⲵ㹼ѪᇊᙗѪ䶎↓ᑨ⭣䈧ˈᒦ൘аᇊ〻ᓖкᕪ
ॆҶሩ䘉㹼ѪⲴ༴⨶᧚ᯭǄ䲿⵰⭼ሩ䘉⧠䊑䟽㿶〻ᓖⲴ࣐ˈᡁԜؑѝഭу࡙Ⲵ䍘䟿
Պ䙀⑀ᨀ儈Ǆ
൘・⌅ᯩ䶒ˈу࡙⌅ㅜഋ⅑؞䇒ᐕӽ❦൘䘋㹼ѝ˗・⌅ᵪޣҏӾњᯩ䶒ቡ⧠ᴹⲴ؞䇒
ᯩṸޜᔰᖱ䈒㿱Ǆ൘ਨ⌅ᯩ䶒ˈᴰ儈Ӫ≁⌅䲒൘ᙫ㔃ेӜǃк⎧઼ᒯᐎйњ⸕䇶ӗᵳ⌅䲒䘀

䜝ˈѝഭӪ≁བྷᆖ⌅ᆖ䲒ᮉᦸǄ⭥ᆀ䛞㇡˖guohe@ruc.edu.cnǄ
1. ഭᇦ⸕䇶ӗᵳተਁኅ㿴ࡂਨǉѝഭу࡙㔏䇑ㆰ㾱ᮠᦞ 2017 ᒤǊˈ㿱ഭᇦ⸕䇶ӗᵳተ㖁ㄉ
http://www.sipo.gov.cn/docs/20180411102303821791.pdfˈ2018 ᒤ 4 ᴸ 30 ᰕ䇯䰞Ǆ
2. 㿱ѝഭ⽮Պ、ᆖ䲒ਁᐳⲴ⌅⋫㬍ⳞҖǉѝഭ⌅⋫ਁኅᣕ 2017Ǌǃǉ2014 ᒤᓖѝഭᴹ᭸у࡙ᒤᓖᣕǊㅹǄ
3. 㿱ѝഭ᭯ᓌ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3/content_5159483.htmˈ2018 ᒤ 4 ᴸ 30 ᰕ䇯䰞Ǆ
4. 㿱ഭᇦ⸕䇶ӗᵳተ㖁ㄉ http://www.sipo.gov.cn/zcfg/zcfgflfg/flfgzl/zlbmgz/1020136.htmˈ2018 ᒤ 4 ᴸ 30 ᰕ䇯䰞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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㹼йᒤⲴ㓿傼Ⲵสкˈᢩ߶൘ޘഭ 15 њᐲ䇮・䐘ൠ४㇑䗆ᵳⲴ⸕䇶ӗᵳ⌅ᓝˈ࣋ҹ㕃䀓у
࡙ㅹ⎹৺ᢰᵟᙗ⸕䇶ӗᵳⲴṸԦⲴਨ⌅ᇑࡔḷ߶н਼аⲴ⸋˗о↔਼ᰦ䘈⵰࣋ㆩ༷ᔪ・ޘഭ
㔏аⲴ⸕䇶ӗᵳк䇹⌅䲒Ѫ㓸ᇑ⌅䲒ˈԕᵏӾṩᵜк㔏ау࡙ㅹᢰᵟᙗṸԦⲴᴰ㓸ᇑࡔḷ߶Ǆ
൘ 2017 ᒤ 10 ᴸ 8 ᰕˈѝޡѝཞ࣎ޜǃഭ࣑䲒࣎ޜ㚄ਸਁᐳҶǉޣҾ␡ॆᇑ䇴ᇑᢩࡦ
ᓖ᭩䶙啃࣡㦟૱५⯇ಘỠࡋᯠⲴ㿱Ǌˈަѝㅜ 16 ᶑ᰾⺞ᨀࠪҶ᧒㍒ᔪ・㦟૱у࡙䬮᧕ࡦᓖǄ
䘉ᱟѝഭᇈᯩቡу࡙䬮᧕ࡦᓖ䰞仈㔉ࠪⲴᴰާᵳေᙗⲴ㺘ᘱǄᦞ↔ਟԕ亴䇑ˈ䘉а䰞仈ሶ൘у
࡙⌅؞䇒ѝˈ㔃ਸ㦟૱؍ᣔᵏ㺕ࡦگᓖԕ৺ᰒᴹⲴ Bolar ֻཆᶑⅮㅹ㔬ਸ㘳㲁Ǆ
↔ཆˈᴰ儈⌅䲒䘈ޜᐳҶㅜ 16 ᢩᤷሬᙗṸֻˈ䈕ᢩޘ䜘ṸԦ൷⎹৺⸕䇶ӗᵳˈަѝवᤜץ
⣟у࡙ᵳ઼Ἵ⢙ᯠ૱ᵳⲴṸֻㅹ 1Ǆѝཞߋင㻵༷ਁኅ䜘ഭ䱢⸕䇶ӗᵳተ䳶ѝ䀓ᇶҶ 3000 ։
Ԧഭ䱢у࡙ˈᒦ俆⅑ਁᐳ䀓ᇶഭ䱢у࡙ؑ 2346 Ԧ 2Ǆ䲿⵰ഭ䱢у࡙䀓ᇶࡦᓖⲴᇎᯭˈ࣯ᗵᕪ
ॆ઼࣐ᘛ“ߋ䖜≁”࣋ᓖ઼䙏ᓖǄ

Ҽǃ・⌅о᭯ㆆਁኅ
2017 ᒤˈѝഭ൘ᴹޣу࡙Ⲵ・⌅઼᭯ㆆᯩ䶒ਁᐳҶа㌫ࡇާᴹ㿴㤳⭘Ⲵ᮷ԦǄ䘉ަѝሩ
у࡙ࡦᓖᇎᯭᖡ૽ᴰབྷⲴѫ㾱ᴹेӜ儈㓗Ӫ≁⌅䲒ਁᐳⲴ㓿䗷؞䇒Ⲵǉу࡙ץᵳᇑࡔᤷইǊ઼
ഭᇦ⸕䇶ӗᵳተᯠ؞䇒Ⲵǉу࡙ᇑḕᤷইǊǄл䶒࠶࡛ቡ؞䇒ᇩ࣐ԕӻ㓽Ǆ
ेӜ儈㓗Ӫ≁⌅䲒ਁᐳҶᯠ؞䇒Ⲵǉу࡙ץᵳࡔᇊᤷইǊˈᱟѝഭ⌅䲒ޜᐳⲴᴰѪޘ䶒Ⲵ
ץᵳࡔᯝ㿴㤳ᙗ᮷ԦǄ䈕᮷Ԧޡ䇑 2 з։ᆇˈ࠶ਁ᰾ǃᇎ⭘ᯠරу࡙ᵳ؍ᣔ㤳തⲴ⺞ᇊǃਁ
᰾ᇎ⭘ᯠරу࡙ᵳⲴץᵳࡔᇊǃཆ㿲䇮䇑у࡙ᵳⲴ؍ᣔ㤳തⲴ⺞ᇊǃཆ㿲䇮䇑у࡙Ⲵץᵳࡔᇊǃ
ץᵳ㹼ѪⲴ䇔ᇊ઼ץᵳᣇ䗙ㅹޝњ䜘࠶Ǆ
↔⅑؞䇒Ⲵǉу࡙ץᵳࡔᇊᤷইǊⴤ᧕੨᭦Ҷ䘁ᒤᶕ⌅䲒㌫㔏൘у࡙ṸԦᇑࡔѝⲴ㓿傼ˈ
֯ޣ㿴ᇊ䇮䇑ᗇᴤ࣐ᆼழˈфᴤާᙗǄާփ㘼䀰ˈ↔⅑؞䇒Ⲵᇩѫ㾱वᤜԕлࠐњᯩ
䶒˖ㅜаˈ᤹➗ᴰ儈Ӫ≁⌅䲒亱ᐳⲴǉޣҾᇑ⨶ץ⣟у࡙ᵳ㓐㓧ṸԦᓄ⭘⌅ᖻ㤕ᒢ䰞仈Ⲵ䀓䟺
˄Ҽ˅ǊⲴ㿴ᇊˈሩнቭа㠤Ⲵ㺘䘠Ҷ䈳ᮤˈྲץ਼ޡᵳо䰤᧕ץᵳⲴࡔᇊ䰞仈ǃཆ㿲䇮
䇑у࡙ץᵳࡔᯝⲴᇑ⨶㿴ࡉㅹǄㅜҼˈ࣐Ҷᵳ࡙㾱≲䀓䟺ⲴⴞⲴᙗ䀓䟺ࡉˈ਼ᰦ䘈㘳㲁Ҷ
֯⭘⧟ຳ⢩ᖱㅹᢰᵟᇩⲴ䀓䟺ᯩ⌅ᯩ䶒ⲴᇩǄㅜйˈሩㅹ਼ץᵳࡔᯝⲴ㿴ࡉҶ䘋а↕Ⲵ

1. 㿱ѝഭ⌅䲒㖁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3/id/2575036.shtmlˈ2018 ᒤ 4 ᴸ 30 ᰕ䇯䰞Ǆ
2. 㿱ѝഭߋ㖁 https://www.81.cn/jmywyl/2017-04/03/content_7549413.htmˈhtt2018 ᒤ 4 ᴸ 30 ᰕ䇯䰞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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㓶ॆˈሩ࣏㜭ᙗ䲀ᇊ⢩ᖱⲴ䀓䟺㿴ࡉҶޘ䶒Ⲵ㿴ᇊǄㅜഋˈ࣐ᡆᆼழҶ䘁ᒤᶕ൘у࡙ץᵳ
ᇑࡔѝࠪ⧠Ⲵᯠᛵߥˈྲу䰘䪸ሩ⎹৺䇑㇇ᵪ〻ᒿⲴу࡙ǃ⎹৺മᖒ⭘ᡧ⭼䶒Ⲵཆ㿲䇮䇑у࡙
൘ץᵳࡔᯝᰦ䴰㾱㘳㲁Ⲵഐ㍐ㅹˈ৸ྲᴹޣḷ߶ᗵ㾱у࡙ԕ৺ؑ䙊ؑ亶ฏⲴץᵳࡔᯝⲴ⢩↺
㿴ࡉㅹǄሩҾᶕⲴǉу࡙ץᵳࡔᇊᤷইǊˈ؞䇒ਾⲴ⡸ᵜ൘ਨ⌅ᇎ䐥ѝᴤާᴹਟᙗˈ
фо⧠ᇎ㚄㌫ᴤ࣐㍗ᇶǄ
2017 ᒤ 4 ᴸ 1 ᰕˈᯠ؞䇒Ⲵǉу࡙ᇑḕᤷইǊ⭏᭸Ǆ↔⅑؞䇒Ⲵᇩѫ㾱փ⧠൘ԕлࠐњ
ᯩ䶒˖ㅜаˈޣҾ୶ъ⁑ᔿⲴу࡙⭣䈧ˈྲ᷌ަᵳ࡙㾱≲ѝᰒवਜ਼୶ъ㿴ࡉᡆᯩ⌅Ⲵᇩˈ৸
ᴹᢰᵟ⢩ᖱⲴᇩˈࡉнᓄᖃ䘲⭘у࡙⌅ㅜ 25 ᶑǄᦒ䀰ѻˈ䘉㊫⭣䈧ᆈ൘㧧ᗇу࡙Ⲵਟ㜭ᙗǄ
ㅜҼˈሩ⎹৺䇑㇇ᵪ〻ᒿⲴਁ᰾䟷ਆҶ䖳ѪᇭᇩⲴ⌅ڊǄާփ㺘⧠൘˖俆ˈݸਟԕ䟷ਆ“ӻ
䍘+䇑㇇ᵪ〻ᒿ⍱〻”Ⲵ߉⌅߉ᵳ࡙㾱≲˗ަ⅑ˈ᰾⺞“〻ᒿ”ਟԕѪ㻵㖞ᵳ࡙㾱≲Ⲵ㓴ᡀ䜘
࠶ˈণ“ᡰ䘠㓴ᡀ䜘࠶нӵਟԕवᤜ⺜Ԧˈ䘈ਟԕवᤜ〻ᒿ”Ǆ
ㅜйˈ൘䘲ᖃᶑԦлݱ䇨ॆᆖ亶ฏਁ᰾⭣䈧Ӫ൘⭣䈧ᰕਾ㺕ݵᨀӔᇎ傼ᮠᦞˈն“㺕Ӕᇎ傼
ᮠᦞᡰ䇱᰾Ⲵᢰᵟ᭸᷌ᓄᖃᱟᡰᢰᵟ亶ฏᢰᵟӪઈ㜭ཏӾу࡙⭣䈧ޜᔰⲴᇩѝᗇࡠⲴ”Ǆ
ㅜഋˈ൘ᇓу࡙ᵳᰐ᭸䈧≲ᇑḕѝˈݱ䇨у࡙ᵳӪ൘ᰐ᭸ᇓ〻ᒿѝሶަԆᵳ࡙㾱≲ѝ
Ⲵᢰᵟ⢩ᖱ㺕ݵ䘋ᶕԕ䲀㕙䈕ᵳ࡙㾱≲Ⲵ؍ᣔ㤳തǄ䘉а᭩ਈᱟу࡙ᵳӪⲴ⾿丣ˈࡉу࡙ᵳ
Ӫᖸ䳮൘⭣䈧у࡙ᰦ亴⍻ᰕਾⲴᓄ⭘ԕ৺оѻⲴޣᰐ᭸ᇓ䈧≲Ǆ
↔ཆˈǉᇑḕᤷইǊ䘈ቡᇑḕ䗷〻ѝ⌅䲒ਁࠪⲴޘ؍ᡆ⾱Ԕԕ৺ᢙབྷޜՇḕ䰵у࡙⭣䈧઼
ᇑḕ᮷ԦⲴ㤳തㅹ䰞仈ڊҶ䘲ᖃ؞᭩Ǆ

йǃ䟽㾱Ṹֻ
˄1˅㾯⭥ᦧ䙊ޜਨо㍒ቬ〫ࣘ䙊ؑ˄ѝഭ˅ޜਨץ⣟у࡙ᵳ㓐㓧

1

㾯ᆹ㾯⭥ᦧ䙊ᰐ㓯㖁㔌䙊ؑ㛑ԭᴹ䲀ޜਨ˄ԕлㆰ〠㾯⭥ᦧ䙊ޜਨ˅Ҿ 2015 ᒤ 7 ᴸ൘ेӜ
⸕䇶ӗᵳ⌅䲒䎧䇹㍒ቬ〫ࣘ䙊ؑӗ૱˄ѝഭ˅ᴹ䲀ޜਨ˄ԕлㆰ〠㍒ቬޜਨ˅ץ⣟Ҷަ⭣䈧Ⲵ
“аᰐ㓯ተฏ㖁〫ࣘ䇮༷ᆹޕ᧕ޘ৺ᮠᦞ؍ᇶ䙊ؑⲴᯩ⌅”Ⲵਁ᰾у࡙ˈᒦ㍒䎄 3336 зݳӪ≁
ᐱǄаᴸਾˈ㍒ቬޜਨੁഭᇦ⸕䇶ӗᵳተу࡙༽ᇑငઈՊᨀ䎧ᰐ᭸ᇓ䈧≲ˈ㾱≲ᇓ㾯⭥ᦧ
䙊ޜਨⲴ䈕у࡙ᵳᰐ᭸Ǆ2016 ᒤ 3 ᴸˈу࡙༽ᇑငઈՊࠪڊ㔤ᤱ䈕у࡙ᵳᴹ᭸ⲴߣᇊǄ2017 ᒤ

1. 㿱ेӜ⸕䇶ӗᵳ⌅䲒≁һࡔߣҖ˄2015˅Ӝ⸕≁ࡍᆇㅜ 1194 ਧˈ䈕ṸⲴ㻱ࡔᰕᵏѪ 2017 ᒤ 3 ᴸ 22 ᰕ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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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ᴸˈेӜ⸕䇶ӗᵳ⌅䲒ࠪаᇑࡔߣˈ䇔ᇊ㍒ቬޜਨץ⣟㾯⭥ᦧ䙊ޜਨⲴу࡙ᵳˈᒦࡔԔ㍒ቬ
ޜਨ䎄گ㾯⭥ᦧ䙊ޜਨ㓿⍾ᦏཡ઼ਸ⨶Ⲵ䇹䇬᭟ࠪޡ䇑 910 зݳӪ≁ᐱǄ
䈕ṸⲴ❖⛩ѫ㾱䳶ѝ൘ԕлєњ䰞仈к˖ㅜаˈץᵳ䇔ᇊ䰞仈Ǆ俆ˈݸ൘Ⲵ⎹Ṹу࡙
ᵳⲴ᭸࣋㤳ത䇔ᇊᯩ䶒ˈ⭡ҾᵜṸу࡙ᵳ࡙㾱≲ᡰ᧿䘠Ⲵ䙊ؑᯩ⌅⎹৺ཊᯩˈণ䴰㾱〫ࣘ㓸ㄟ
⭘ᡧǃᰐ㓯᧕ޕᴽ࣑ᨀ㘵ǃ䇔䇱ᴽ࣑ಘᨀ㘵йᯩѫփ㠚ᆼᡀᓄ㹼Ѫ㜭ᇎ⧠ᵜṸу࡙
ᵳ࡙㾱≲ᡰ᧿䘠Ⲵᯩ⌅ˈ᭵㘼ӗ⭏Ҷྲօⴻᖵ㍒ቬޜਨѪ〫ࣘ㓸ㄟⲴࡦ䙐୶аᯩᨀ〫ࣘ㓸
ㄟⲴ㹼Ѫ൘ץ⣟⌅ѝⲴᙗ䍘Ⲵ䰞仈Ǆ䘉ަѝ⎹৺ྲօ⧠➗㹼⌅ᖻ㿴ᇊ⭼ᇊץ਼ޡᵳǃᑞࣙᡆ
ᕅ䈡ץᵳǃ䰤᧕ץᵳㅹ㹼ѪⲴ䰞仈Ǆަ⅑ˈ㻛൘〫ࣘ㓸ㄟ൘ޕ㖁Ự⍻ѝᇎᯭᵜṸу࡙ㅹ㹼Ѫ
㜭㻛㿶ץᵳֻཆǃ〫ࣘ㓸ㄟѝޣ㣟⡷㌫䙊䗷↓ᑨⲴᐲ൪䚃䍝ޕㅹץᵳᣇ䗙ᱟᡀ・ㅹ
䰞仈ǄेӜ⸕䇶ӗᵳ⌅䲒൘ަࡔߣҖѝ൷䙀аቡ䘉Ӌ䰞仈ࠪҶ䇔ᇊǄ
ㅜҼˈ⭡ҾᵜṸу࡙ḷ߶ᗵ㾱у࡙ˈ᭵ᱟᓄᖃਁ᭮⾱Ԕǃԕ৺ྲօ⺞ᇊᦏᇣ䎄گ䰞仈
ӖᡀѪᇑ⨶ѝᴰѪᕅӪⲴ⌘ޣ䰞仈ǄᵜṸᡰ⎹৺Ⲵ䙊ؑᢰᵟḷ߶Ѫѝഭഭᇦḷ߶ GB15629.112003/XG1-2006Ǆྲօ༴⨶ḷ߶ᗵ㾱у࡙ᵳӪⲴ⾱Ԕ䈧≲ˈᱟ䘁ᒤᶕ䙊ؑ亶ฏу࡙ṸԦѝᴰާҹ
䇞Ⲵ䈍仈ǄᵜṸѝণу࡙ᵳӪᐢ㓿ࠪڊҶ“ޜᒣǃਸ⨶ǃᰐ↗㿶”˄FRAND˅䈪ˈ⌅䲒൘
䇔ᇊ㻛൘ৼᯩⲴ䈸ࡔѝᆈ൘䗷䭉Ⲵสкˈⴤ᧕ࠪڊҶץ→ڌᇣⲴࡔߣˈ㘼нᱟӵӵࡔߣᦏ
ᇣ䎄گǄ䘉аࡔߣሩԱъ㹼ѪⲴᖡ૽нਟሿ㿶Ǆ

˄2˅ഭᇦ⸕䇶ӗᵳተу࡙༽ᇑငઈՊоेӜз⭏㦟ъᴹ䲀䍓ԫޜਨǃㅜай
ޡṚᔿՊ⽮ਁ᰾у࡙ᵳᰐ᭸㹼᭯㓐㓧 1
ेӜз⭏㦟ъᴹ䲀䍓ԫޜਨ˄ԕлㆰ〠ेӜз⭏ޜਨ˅ԕㅜайޡṚᔿՊ⽮㌫Ⲵ“⭘Ҿ⋫
⯇ᡆ亴䱢儈㹰⯷Ⲵ㦟⢙㓴ਸ⢙Ⲵࡦ༷ᯩ⌅”ਁ᰾у࡙нާ༷ࡋ䙐ᙗㅹѪ⭡ˈੁഭᇦ⸕䇶ӗᵳተ
у࡙༽ᇑငઈՊ˄ԕлㆰ〠у࡙༽ᇑငઈՊ˅ᨀࠪᰐ᭸ᇓ䈧≲Ǆ䈕у࡙ᵳ࡙㾱≲ԕ傜ᓃӰᯩ
ᔿ߉Ǆ2010 ᒤ 8 ᴸ 30 ᰕㅜайޡṚᔿՊ⽮ᨀӔⲴᵳ࡙㾱≲Җᴯᦒ亥ࡐ䲔Ҷᵳ࡙㾱≲ 1 ѝ“ᡆ
ަਟ㦟⭘Ⲵⴀᡆ䞟”ѝⲴ“ᡆ䞟”єᆇǃR4 ᇊѹлⲴ“ާᴹ 1 㠣 6 њ⻣ᆀⲴ✧ส”ǃR5 ᇊѹл
䲔㗗ส઼ᔿ COOR5a ཆⲴަԆᢰᵟᯩṸǄу࡙༽ᇑငઈՊ൘ਓཤᇑ⨶䗷〻ѝ⸕ㅜайޡṚᔿ
Պ⽮ˈሩҾࡐ䲔ᵳ࡙㾱≲ 1 ѝ“ᡆ䞟”Ⲵ؞᭩Ҹԕ䇔ਟ˗նަ։؞᭩нㅖਸу࡙⌅ᴹޣнᗇ䎵䎺
⭣䈧䇠䖭㤳ത䘋㹼؞᭩Ⲵޣ㿴ᇊˈ᭵нҸ᧕ਇǄ2011 ᒤ 1 ᴸ 14 ᰕˈㅜайޡṚᔿՊ⽮ᨀ
ӔҶᵳ࡙㾱≲؞᭩᮷ᵜˈަѝࡐ䲔ᵳ࡙㾱≲ 1 ѝⲴ“ᡆ䞟”Ǆу࡙༽ᇑငઈՊࠪㅜ 16266 ਧᰐ

1. ᴰ儈Ӫ≁⌅䲒㹼᭯ࡔߣҖ˄2016˅ᴰ儈⌅㹼 41 ਧ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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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ᇓ䈧≲ᇑḕߣᇊ˄ㆰ〠ㅜ 16266 ਧߣᇊ˅ˈ䇔Ѫ⎹Ṹу࡙ᵳ࡙㾱≲ 1 ∄Ҿ䇱ᦞ 1 ާᴹࡋ
䙐ᙗˈ᭵㔤ᤱ⎹Ṹу࡙ᵳᴹ᭸ǄेӜз⭏ޜਨнᴽ䈕ߣᇊˈᨀ䎧㹼᭯䇹䇬㾱≲䬰䈕ߣᇊǄ
аᇑ⌅䲒䇔Ѫˈу࡙༽ᇑငઈՊߣᇊᒦᰐнᖃˈ䙲ࡔߣ㔤ᤱㅜ 16266 ਧߣᇊǄेӜз⭏ޜ
ਨнᴽˈᨀ䎧к䇹ǄҼᇑ⌅䲒䇔Ѫˈ⭡Ҿ傜ᓃӰᵳ࡙㾱≲ҾᒦࡇᢰᵟᯩṸⲴ⢩↺㊫රˈ᭵ㅜ
айޡṚᔿՊ⽮ 2010 ᒤ 8 ᴸ 30 ᰕᨀӔⲴᵳ࡙㾱≲؞᭩᮷ᵜ㕙ሿҶу࡙ᵳ؍ᣔⲴ㤳തˈнᶴᡀ
䎵㤳ത؞᭩˗⎹Ṹу࡙ᵳ࡙㾱≲ᡰ⏥ⴆⲴањާփᇎᯭֻⲴ᭸᷌о⧠ᴹᢰᵟⲴ䇱ᦞ 1 ѝᇎᯭֻ
329 Ⲵᢰᵟ᭸᷌ᖃˈഐ↔ˈ⎹Ṹу࡙ᵳ࡙㾱≲ 1 ᵚਆᗇ亴ᯉнࡠⲴᢰᵟ᭸᷌ˈнާ༷ࡋ䙐ᙗˈ
䙲ࡔߣ䬰аᇑࡔߣ઼ㅜ 16266 ਧߣᇊˈ䍓Ԕу࡙༽ᇑငઈՊ䟽ᯠࠪߣᇊǄу࡙༽ᇑငઈՊ
нᴽ䈕ࡔߣˈ䙲ੁᴰ儈Ӫ≁⌅䲒⭣䈧ᇑǄ
ᴰ儈Ӫ≁⌅䲒൘㻱ᇊᨀᇑᒦ㓿ᇑ⨶ਾ䇔Ѫˈԕ傜ᓃӰᵳ࡙㾱≲㺘䗮Ⲵॆਸ⢙ᓄᖃ㻛⨶䀓Ѫ
аᾲᤜᙗⲴᢰᵟᯩṸˈ㘼нᱟՇཊॆਸ⢙Ⲵ䳶ਸ˗нᓄᖃഐሩ傜ᓃӰᵳ࡙㾱≲Ⲵ؞᭩㘼ӗ⭏
ާᴹᯠᙗ㜭઼⭘Ⲵа㊫ᡆঅњॆਸ⢙ˈնҏ㾱࠶ݵ㘳䟿њṸഐ㍐Ǆ㠣Ҿԕ傜ᓃӰᯩᔿ㺘䗮Ⲵ
ॆਸ⢙ᵳ࡙㾱≲Ⲵࡋ䙐ᙗࡔᯝˈӽᓄ᤹ࡋ䙐ᙗࡔᯝⲴสᵜᯩ⌅ˈণу࡙ᇑḕᤷইᡰ㿴ᇊⲴ“й↕
⌅”˗ᯉнࡠⲴᢰᵟ᭸᷌ᱟࡋ䙐ᙗࡔᯝⲴ䖵ࣙഐ㍐ˈ䙊ᑨнᇌ䐘䗷“й↕⌅”㘼ⴤ᧕䘲⭘ާᴹ
ᯉнࡠⲴᢰᵟ᭸᷌ᶕࡔᯝу࡙⭣䈧ᱟާᴹࡋ䙐ᙗǄᴰ儈Ӫ≁⌅䲒ᴰ㓸ࡔߣ䬰Ҽᇑࡔߣˈ㔤
ᤱаᇑࡔߣǄᴰ儈⌅䲒ⲴࡔߣӾањᯩ䶒䀓ߣҶ傜ᓃӰᵳ࡙㾱≲Ⲵᙗ䍘ǃᰐ᭸〻ᒿѝᵳ࡙㾱≲
؞᭩ⲴᶑԦ৺ࡋ䙐ᙗⲴࡔᯝᯩ⌅ㅹ䰞仈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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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Ҽㄐ

୶ḷ⌅Ⲵ・⌅ਁኅоᇎ䐥


ᕐᒯ㢟



аǃᾲ㿸
ѝഭǉᴰ儈Ӫ≁⌅䲒ޣҾᇑ⨶୶ḷᦸᵳ⺞ᵳ㹼᭯ṸԦ㤕ᒢ䰞仈Ⲵ㿴ᇊǊ2017 ᒤ 3 ᴸ 1 ᰕᔰ
ᯭ㹼ˈ䈕㿴ᇊሩҾ㔏а୶ḷᦸᵳ⺞ᵳ⌅ᖻ䘲⭘ḷ߶ާᴹ䟽㾱ѹǄѪ䘋а↕㿴㤳઼୶ྭڊḷ
ᇑḕ઼୶ḷᇑ⨶ᐕˈ᧘䘋୶ḷ⌘ॆ࡙ׯ᭩䶙ˈᨀॷ୶ḷޡޜᴽ࣑≤ᒣˈ2017 ᒤˈഭᇦᐕ
୶㹼᭯㇑⨶ᙫተ˄ԕлㆰ〠“ᐕ୶ᙫተ”˅ݸਾਁᐳҶ؞䇒ਾⲴǉ୶ḷᇑḕ৺ᇑ⨶ḷ߶ǊǃǉޣҾ
䈳ᮤ୶ḷ⌘᭦䍩ḷ߶ⲴޜǊǃǉޣҾㆰॆ傜ᗧ䟼୶ḷഭ䱵⌘⭣䈧ᶀᯉ઼㔝Ⲵ䙊⸕Ǌ઼
ǉޣҾ␡ॆ୶ḷ⌘ॆ࡙ׯ᭩䶙࠷ᇎᨀ儈୶ḷ⌘᭸⦷Ⲵ㿱Ǌˈ䘋а↕ᤃኅ୶ḷ⭣䈧䚃ˈ
वᤜငᢈൠᯩਇ⨶୶ḷ⌘⭣䈧ǃ䇮・Ӝཆ୶ḷᇑḕॿѝᗳ઼᧘㹼㖁к⭣䈧ǄѪ᧘䘋૱⡼ᡈ
⮕ǃਁኅ㠚ѫ⸕䇶ӗᵳⲴ૱⡼ˈ2017 ᒤ 4 ᴸ 24 ᰕˈഭ࣑䲒ᢩ߶㠚 2017 ᒤᔰˈሶ⇿ᒤ 5 ᴸ 10
ᰕ䇮・Ѫ“ѝഭ૱⡼ᰕ”Ǆ5 ᴸ 17 ᰕˈᐕ୶ᙫተޜᐳǉޣҾ␡ޕᇎᯭ୶ḷ૱⡼ᡈ⮕᧘䘋ѝഭ૱⡼
ᔪ䇮Ⲵ㿱ǊǄ6 ᴸ 24 ᰕˈഭᇦᐕ୶ᙫተተ䮯ᕐ㤵㺘⽪ˈ㾱൘㓐↓᭯ᓌᴯԱъ䍘䟿㛼ҖⲴ⧠䊑ˈ
Ჲ⸕ڌ૱⡼઼㪇૱⡼Ⲵ䇴∄Ǆ

Ҽǃ・⌅о᭯ㆆਁኅ
˄1˅ᴰ儈Ӫ≁⌅䲒䲒˖㔏а୶ḷᦸᵳ⺞ᵳ⌅ᖻ䘲⭘ḷ߶

ᕐᒯ㢟ˈѝഭӪ≁བྷᆖ⌅ᆖ䲒࢟ᮉᦸǄ⭥ᆀ䛞㇡˖zhangguangliang@hotmail.co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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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ᒤ 3 ᴸ 1 ᰕˈǉᴰ儈Ӫ≁⌅䲒ޣҾᇑ⨶୶ḷᦸᵳ⺞ᵳ㹼᭯ṸԦ㤕ᒢ䰞仈Ⲵ㿴ᇊǊ˄ԕ
лㆰ〠ǉ㿴ᇊǊ˅ᔰᯭ㹼Ǆǉ㿴ᇊǊ ޡ31 ᶑˈѫ㾱⎹৺ᇑḕ㤳തǃᱮ㪇⢩ᖱࡔᯝǃ傠୶ḷ
؍ᣔǃ൘ݸᵳ࡙؍ᣔㅹᇎփᇩˈԕ৺䘍৽⌅ᇊ〻ᒿǃаһн⨶ㅹ〻ᒿᇩˈሩ୶ḷᦸᵳ⺞
ᵳ㹼᭯ṸԦᡰ⎹৺Ⲵ䟽㾱䰞仈઼ᇑࡔᇎ䐥ѝⲴ䳮⛩䰞仈䘋㹼Ҷ᰾ᲠǄǉ㿴ᇊǊᕪॆᇎ䍘ᙗ䀓ߣ
㓐㓧ˈ᰾⺞Ҷሩ⏶ਟ㜭ᙗⲴࡔᯝᯩ⌅ǃ൘ݸᵳ࡙Ⲵᔰ᭮ᙗ઼н↓ᖃ⇥Ⲵ᧘ᇊㅹˈᱟሩਨ⌅
ᇎ䐥ѝ㓿傼Ⲵᙫ㔃ˈ֯ᗇޣ㿴ᇊᴤѪᆼழǄǉ㿴ᇊǊᱟ൘ 2010 ᒤᴰ儈⌅ǉޣҾᇑ⨶୶ḷᦸᵳ
⺞ᵳ㹼᭯ṸԦ㤕ᒢ䰞仈Ⲵ㿱ǊⲴสкࡦᇊⲴˈሩҾ㔏а୶ḷᦸᵳ⺞ᵳ⌅ᖻ䘲⭘ḷ߶ާᴹ䟽
㾱ѹǄ

˄2˅ഭᇦᐕ୶ᙫተ˖ᆼழ୶ḷᇑḕ઼ᇑ⨶ᐕ
1˅ᇑḕ৺ᇑ⨶ḷ߶؞䇒
2017 ᒤ 1 ᴸ 4 ᰕˈᐕ୶ᙫተਁᐳᯠ؞䇒ਾⲴǉ୶ḷᇑḕ৺ᇑ⨶ḷ߶Ǌˈԕ䘋а↕㿴㤳઼ڊ
ྭ୶ḷᇑḕ઼୶ḷᇑ⨶ᐕˈ᧘䘋୶ḷ⌘ॆ࡙ׯ᭩䶙ˈᨀॷ୶ḷޡޜᴽ࣑≤ᒣǄ↔⅑؞䇒Ⲵ
ǉḷ߶ǊᯠҶ༠丣୶ḷᇑḕǃᇑḕ㿱Җ൘ᇑḕᇎ࣑ѝⲴ䘀⭘ǃǉ୶ḷ⌅Ǌㅜ 19 ᶑㅜ 4 Ⅾ઼
ㅜ 50 ᶑⲴ䘲⭘ǃㅜ 15 ᶑㅜ 2 ⅮⲴᇑ⨶ǃ࡙ᇣޣ㌫ӪⲴ䇔ᇊḷ߶ㅹᇩˈᒦ䪸ሩǉ୶ḷ⌅Ǌㅜ
10 ᶑⲴ䜘࠶؞᭩ሩᇑḕḷ߶䘋㹼Ҷᓄ؞䇒Ǆ

 ⌘᭦䍩߿ॺ
2017 ᒤ 3 ᴸ 30 ᰕˈᐕ୶ᙫተ୶ḷተਁᐳǉޣҾ䈳ᮤ୶ḷ⌘᭦䍩ḷ߶ⲴޜǊˈᇓᐳ㠚
2017 ᒤ 4 ᴸ 1 ᰕ䎧ˈ୶ḷ⌘᭦䍩ḷ߶䱽վ 50%Ǆާփ᭦䍩亩ⴞ৺ḷ߶Ѫ:ਇ⨶୶ḷ⌘䍩 300
ݳǃ㺕ਁ୶ḷ⌘䇱䍩 500 ݳǃਇ⨶䖜䇙⌘୶ḷ䍩 500 ݳǃਇ⨶୶ḷ㔝ኅ⌘䍩 1000 ݳǃਇ
⨶㔝ኅ⌘䘏ᔦ䍩 250 ݳǃਇ⨶୶ḷ䇴ᇑ䍩 750 ݳǃਈᴤ䍩 250 ݳǃࠪާ୶ḷ䇱᰾䍩 50 ݳǃਇ
⨶䳶փ୶ḷ⌘䍩 1500 ݳǃਇ⨶䇱᰾୶ḷ⌘䍩 1500 ݳǃ୶ḷᔲ䇞䍩 500 ݳǃ䬰୶ḷ䍩 500
ݳǃ୶ḷ֯⭘䇨ਟਸ਼༷Ṹ䍩 150 ݳǄ

3) ਇ⨶䚃ᤃኅ
ᦞǉᐕ୶ᙫተޣҾབྷ࣋᧘䘋୶ḷ⌘ॆ࡙ׯ᭩䶙Ⲵ㿱Ǌˈᐕ୶ᙫተ 2017 ᒤ䘋а↕ᤃኅ
୶ḷ⭣䈧䚃ˈငᢈൠᯩਇ⨶୶ḷ⌘⭣䈧ˈ䇮・Ӝཆ୶ḷᇑḕॿѝᗳˈ᧘㹼㖁к⭣䈧Ǆ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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୶ᙫተ䱶㔝䇮・ҶㅜҼǃйǃഋᢩൠᯩ୶ḷਇ⨶デਓǄ୶ḷ㖁к⭣䈧ਇ⨶ъ࣑㤳ത⭡୶ḷ⌘
⭣䈧ᢙབྷ㠣୶ḷਈᴤǃ㔝ኅǃ䖜䇙ǃ⌘䬰ǃ䇨ਟ༷Ṹㅹ 23 亩ˈᇎ⧠Ҷ“ഋњ㖁к”ˈণ㖁к⭣䈧ǃ
㖁кḕ䈒ǃ㖁кޜǃ㖁к㕤䍩Ǆк⎧୶ḷᇑḕॿѝᗳǃ䟽ᒶ୶ḷᇑḕॿѝᗳㅹ୶ḷᇑḕ
ॿѝᗳⲴ㔗䘀㹼Ǆ

4) 傜ᗧ䟼⌘⭣䈧ㆰॆ
2017 ᒤ 8 ᴸ 23 ᰕˈᐕ୶ᙫተ୶ḷተޜᐳҶǉޣҾㆰॆ傜ᗧ䟼୶ḷഭ䱵⌘⭣䈧ᶀᯉ઼
㔝Ⲵ䙊⸕ǊǄާփ㿴ᇊྲл˖аǃ൘࣎⨶傜ᗧ䟼୶ḷഭ䱵⌘ᯠ⭣䈧ъ࣑ᰦˈᰐ享ᨀӔǉ୶ḷ
⌘⭣䈧ਇ⨶䙊⸕ҖǊ༽ঠԦᡆǉ୶ḷ⌘䇱Ǌ༽ঠԦˈԕ䈕ተ୶ḷᇑḕ㌫㔏Ⲵਇ⨶ᡆ⌘ؑ
Ѫ߶˗ሩส୶ḷ㓿䗷ਈᴤǃ䖜䇙ǃ㔝ኅㅹਾ㔝〻ᒿⲴˈᰐ享ᨀӔส୶ḷṨ߶ਈᴤǃ䖜䇙ǃ
㔝ኅㅹ䇱᰾᮷Ԧ༽ঠԦ˗ѝ᮷⭣䈧Җѝᐢປ߉⭣䈧Ӫ㤡᮷〠Ⲵˈᰐ享ᨀӔ㤡᮷〠䇱᰾ǄҼǃ
൘࣎⨶傜ᗧ䟼୶ḷഭ䱵⌘亩ਾ㔝ъ࣑ᰦˈᰐ享ᨀӔц⭼⸕䇶ӗᵳ㓴㓷ഭ䱵ተ亱ਁⲴǉഭ䱵
⌘䇱Ǌ༽ঠԦ˗䖜䇙ѝ᮷⭣䈧Җѝᐢປ߉ਇ䇙Ӫ㤡᮷〠Ⲵˈᰐ享ᨀӔ㤡᮷〠䇱᰾Ǆйǃ
࣎⨶⌘Ӫ〠઼/ᡆൠ൰ਈᴤъ࣑ᰦˈнԕส୶ḷⲴṨ߶ਈᴤѪࡽᨀǄྲส୶ḷᐢ㓿Ṩ߶
ਈᴤˈᰐ享ᨀӔṨ߶ਈᴤ䇱᰾༽ঠԦ˗ྲส୶ḷቊᵚṨ߶ਈᴤˈ⭣䈧ӪਟᨀӔⲫ䇠ᵪޣਈᴤ
Ṩ߶᮷Ԧ༽ঠԦᡆⲫ䇠ᵪޣᇈᯩ㖁ㄉл䖭ᢃঠⲴޣẓṸѪਈᴤ䇱᰾᮷ԦǄ

5) ⌘ॆ࡙ׯ᭩䶙␡ॆ
2017 ᒤ 11 ᴸ 17 ᰕˈᐕ୶ᙫተਁᐳǉޣҾ␡ॆ୶ḷ⌘ॆ࡙ׯ᭩䶙࠷ᇎᨀ儈୶ḷ⌘᭸⦷
Ⲵ㿱Ǌ˄ԕлㆰ〠ǉ୶ḷ⌘㿱Ǌ˅Ǆǉ୶ḷ⌘㿱Ǌ㿴ᇊˈ൘ 2017 ᒤᓅᇎ⧠୶ḷ⌘
⭣䈧ਇ⨶䙊⸕Җਁ᭮ᰦ䰤㕙ࡠ 2 њᴸǃ୶ḷ⌘ᇑḕઘᵏ㕙ࡠ 8 њᴸⲴสкˈ2018 ᒤᓅ
ࡽᇎ⧠ԕлⴞḷ˖୶ḷ⌘⭣䈧ਇ⨶䙊⸕Җਁ᭮ᰦ䰤㕙ࡠ 1 њᴸˈ୶ḷ⌘ᇑḕઘᵏ㕙ࡠ
6 њᴸˈ୶ḷ䖜䇙ᇑḕઘᵏ㕙ࡠ 4 њᴸˈ୶ḷਈᴤǃ㔝ኅᇑḕઘᵏ㕙ࡠ 2 њᴸˈ୶ḷỰ㍒
ⴢᵏ㕙ࡠ 2 њᴸǄǉ୶ḷ⌘㿱Ǌ䘈㿴ᇊҶԕлᇩ˖࣐ᘛᔪ䇮୶ḷᇑḕॿѝᗳˈᨀॷ
ൠᯩ୶ḷਇ⨶デਓᴽ࣑≤ᒣˈ࣐ᕪሩ୶ḷᇑḕॿѝᗳⲴᤷሬоⴁ㇑˗Ոॆᇑḕ⍱〻ˈᨀ儈
ᇑḕ᭸⦷˗ᕪॆᢰᵟ᭟᫁ˈᨀॷᲪ㜭≤ᒣ˗᧘ࣘ⌅ᖻ؞᭩ˈཟᇎ᭩䶙ส˗࣐ᕪᇓՐᕅሬˈ׳
䘋⽮Պ˗⋫ޡ㋮ᗳ㓴㓷ᇎᯭˈ⺞؍᭩䶙ᡀ᭸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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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䇴ᇑ㻱ߣ᮷Җޜᔰ
2017 ᒤ 12 ᴸ 28 ᰕˈᐕ୶ᙫተ୶ḷ䇴ᇑ㻱ߣ᮷Җޘ䶒ণᰦޜᔰ㌫㔏↓ᔿк㓯䘀㹼ˈ୶䇴င
ࠪⲴᡰᴹ㻱ߣ᮷Җˈ䲔➗ᴹޣ㿴ᇊнҸޜᔰⲴᛵᖒཆˈሶޘ䜘㠚ࣘޜᐳˈѫࣘ᧕ਇ⽮Պⴁ
ⶓǄ㌫㔏↓ᔿ䘀㹼ਾˈ୶䇴ငࠪⲴ傣എ༽ᇑߣᇊҖǃнҸ⌘༽ᇑߣᇊҖǃᰐ᭸ᇓ䈧≲㻱
ᇊҖǃᰐ᭸ᇓ༽ᇑߣᇊҖǃ䬰༽ᇑߣᇊҖԕ৺ަԆާᴹ㓸㔃䇴ᇑ〻ᒿ⭘Ⲵ᮷Җˈሶ㠚Ӕ
䛞ѻᰕ䎧 20 њᐕᰕˈޘ䜘൘୶䇴င㖁ㄉⲴǉ䇴ᇑ᮷ҖǊḿⴞޜᔰǄ

˄3˅୶ḷᐕޣ䜘䰘˖᧘䘋ѝഭ૱⡼ᔪ䇮
1˅䇮・“ѝഭ૱⡼ᰕ”
ഭ࣑䲒 2017 ᒤ 4 ᴸ 24 ᰕᢩ߶˖㠚 2017 ᒤᔰˈሶ⇿ᒤ 5 ᴸ 10 ᰕ䇮・Ѫ“ѝഭ૱⡼ᰕ”Ǆ
ާփᐕ⭡ഭᇦਁ᭩င୶ᴹޣ䜘䰘㓴㓷ᇎᯭǄ“ѝഭ૱⡼ᰕ”Ⲵ䇮・ˈᴹࣙҾᨀ儈㠚ѫ૱⡼ᖡ૽
઼࣋䇔⸕ᓖǄ

2 ) ␡ޕᇎᯭ୶ḷ૱⡼ᡈ⮕
2017 ᒤ 5 ᴸ 17 ᰕˈᐕ୶ᙫተޜᐳǉޣҾ␡ޕᇎᯭ୶ḷ૱⡼ᡈ⮕᧘䘋ѝഭ૱⡼ᔪ䇮Ⲵ㿱Ǌ
˄ԕлㆰ〠ǉ૱⡼ᔪ䇮㿱Ǌ˅Ǆѫ㾱ᇩྲл˖аǃ␡ॆ୶ḷ⌘㇑⨶փࡦ᭩䶙ˈवᤜᤱ㔝
᧘䘋୶ḷ⌘ॆ࡙ׯǃ࣐ᕪ୶ḷ⌘փࡦᵪࡦᔪ䇮઼ᆼழ୶ḷ⺞ᵳ〻ᒿǄҼǃ࠷ᇎ࣐ᕪ⌘୶
ḷ㹼᭯؍ᣔˈवᤜ࣐བྷ⌘୶ḷу⭘ᵳ؍ᣔ࣋ᓖǃ᧘䘋୶ḷⴁ㇑㿴㤳ॆ઼࣐ᕪ୶ḷᢗ⌅ॿǄ
йǃޘ䶒ᶴᔪ૱⡼ษ㛢ᴽ࣑փ㌫ˈवᤜ㿴㤳ਁኅ୶ḷ૱⡼ᴽ࣑ъǃ࠶㊫ᤷሬԱъᇎᯭ୶ḷ૱⡼
ᡈ⮕ǃᨀ儈Աъ୶ḷ૱⡼䍴ӗ䘀⭘㜭࣋ǃᔰኅ୶ḷ૱⡼ࡋъࡋᯠสൠᔪ䇮઼㿴㤳ਁኅ୶ḷ૱⡼
ԧ٬䇴ԧփ㌫Ǆഋǃ㔏ㆩ᧘䘋ӗъ४ฏ૱⡼ᔪ䇮ˈवᤜ࣐ᕪ䜘䰘㹼ъॿǃ᧘䘋ߌъ૱⡼ॆᔪ
䇮ǃᨀॷࡦ䙐ъ૱⡼ᔪ䇮≤ᒣǃ׳䘋ᴽ࣑ъ૱⡼ਁኅ઼ޘڕ४ฏ୶ḷ૱⡼ษ㛢ࡦᓖǄӄǃབྷ࣋
ᔰᤃ૱⡼ਁኅഭ䱵オ䰤ˈवᤜ৲оᶴᔪᴤ࣐ޜᒣਸ⨶Ⲵ୶ḷ亶ฏഭ䱵㿴ࡉփ㌫ǃ࣐ᕪ୶ḷ૱⡼
ሩཆਸᵪࡦᔪ䇮ǃ᭟ᤱԱъ䘀⭘୶ḷ૱⡼৲оഭ䱵ㄎҹǃࣙ࣋Աъᨀॷ୶ḷ૱⡼ഭ䱵ᖡ૽࣋
઼ޘڕԱъ୶ḷ⎧ཆ㔤ᵳॿ䈳ᵪࡦǄޝǃ㓴㓷ᇎᯭ઼؍䳌᧚ᯭˈवᤜ࣐ᕪ㓴㓷亶ሬǃ࣐ᕪᇓՐ
ᕅሬǃ࣐ᕪ⨶䇪⹄ウǃ࣐ᕪӪษޫ઼࣐ᕪ㓿䍩؍䳌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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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Ჲ
Ჲ⸕ڌ૱⡼㪇૱⡼䇴∄
2017 ᒤ 6 ᴸ 24 ᰕˈഭᇦᐕ୶ᙫተተ䮯ᕐ㤵㺘⽪ˈ൘᧘䘋૱⡼׳䘋䍘䟿䰞仈ᯩ䶒ˈ㾱㓐↓
᭯ᓌᴯԱъ䍘䟿㛼ҖⲴ⧠䊑Ǆ䗷৫ᴹൠ᭯ᓌབྷ䟿Ⲵ䇴∄㪇૱⡼ǃ⸕૱⡼ˈ䘉ᢝᴢҶ᭯ᓌ
઼ᐲ൪Ⲵޣ㌫ˈ⸕૱⡼઼㪇૱⡼ᓄ䈕൘ᐲ൪ㄎҹѝ⭡⎸䍩㘵ᶕ䇔ਟⲴˈ㘼нᱟ⭡᭯ᓌᶕ䇔
ਟǄ“ᡁԜ⧠൘ᐢ㓿䙊⸕ޘഭⴱǃᐲǃ㠚⋫४Ჲ⸕ڌ૱⡼઼㪇૱⡼Ⲵ䇴∄Ǆ”


йǃ䟽㾱Ṹֻ
˄1˅“に㣡俉”୶ḷץᵳ㓐㓧Ṹ
⾿ᐎ㊣লѪㅜ 1298859 ਧ“に㣡俉 DAOHUAXIANG”⌘୶ḷ˄ণ⎹Ṹ୶ḷ˅у⭘ᵳӪˈ
1998 ᒤ 3 ᴸᨀࠪ⭣䈧⎹Ṹ୶ḷˈҾ 1999 ᒤ 7 ᴸ 28 ᰕ㧧߶⌘ˈṨᇊ֯⭘୶૱Ѫㅜ 30 ㊫བྷ㊣Ǆ
2009 ᒤ 3 ᴸ 18 ᰕˈ唁嗉⊏ⴱߌ⢙૱ᇑᇊငઈՊࠪާⲴǉ唁嗉⊏ⴱߌ⢙૱ᇑᇊ䇱ҖǊ
䇠䖭˖૱〠Ѫ“ӄՈに 4 ਧ”ˈԓਧѪ“に㣡俉 2 ਧ”ˈ᧘ᒯ४ฏѪ唁嗉⊏ⴱӄᑨᐲᒣ㠚
⍱♼Ⓓ४ᨂ〗ṭษǄ2014 ᒤˈ⾿ᐎ㊣লԕӄᑨᐲ䠁⾿⌠ߌъ㛑ԭᴹ䲀ޜਨ˄ԕлㆰ〠ӄᑨޜਨ˅
⭏ӗǃ䬰ˈ⾿ᔪᯠॾ䜭㔬ਸⲮ䍗ᴹ䲀ޜਨ⾿ᐎ䠁ኡབྷᲟ࠶ᓇ˄ԕлㆰ〠བྷᲟ࠶ᓇ˅䬰
Ⲵ“҄ᇦབྷ䲒に㣡俉㊣”ץᇣަ୶ḷᵳѪ⭡ˈᨀ䎧䇹䇬Ǆаᇑ⌅䲒䇔Ѫˈ“に㣡俉”нᶴᡀ䙊⭘
〠ˈӄᑨޜਨᵚ㓿䇨ਟˈ൘ӗ૱व㻵㺻к֯⭘о⎹Ṹ୶ḷ䶎ᑨ䘁լⲴḷᘇˈᇩ᱃䈟ሬ⎸䍩㘵ˈ
ץᇣҶ⎹Ṹ୶ḷᵳǄҼᇑ⌅䲒䇔ѪˈสҾӄᑨᐲ䘉а⢩ᇊⲴൠ⨶Ἵ⧟ຳᡰӗ⭏Ⲵ“に㣡俉”བྷ
㊣Ҿ㓖ᇊ؇ᡀⲴ䙊⭘〠ˈӄᑨޜਨ൘ަ⭏ӗǃ䬰Ⲵབྷ㊣ӗ૱व㻵к֯⭘“に㣡俉”᮷ᆇ৺
丣ԕ㺘᰾བྷ㊣૱ᶕⓀⲴ㹼ѪᓄҾ↓ᖃ֯⭘ǄҼᇑ⌅䲒䙲᭩ࡔ䬰аᇑࡔߣˈ傣എ⾿ᐎ㊣
লޘ䜘䇹䇬䈧≲Ǆ⾿ᐎ㊣লнᴽˈੁᴰ儈Ӫ≁⌅䲒⭣䈧ᇑǄᴰ儈Ӫ≁⌅䲒ᨀᇑᵜṸਾ䇔Ѫˈ
ӄᑨޜਨᒦᰐ䇱ᦞ䇱᰾“に㣡俉”Ҿ⌅ᇊⲴ䙊⭘〠Ǆߌ⢙૱ᇑᇊ࣎⌅㿴ᇊⲴ䙊⭘〠о
୶ḷ⌅ѹкⲴ䙊⭘〠ਜ਼ѹᒦнᆼˈ਼ޘн㜭ӵԕᇑᇊⲴޜ〠Ѫˈᦞ䇔ᇊ䈕〠
Ҿ୶ḷ⌅ѹкⲴ䙊⭘〠ǄᇑᇊⲴޜԓਧѪ“に㣡俉 2 ਧ”ˈᒦ䶎“に㣡俉”ˈ൘⎹Ṹ୶ḷ
ᵳᐢ൘Ⲵ⌘ݸᛵߥлˈн㜭ⴤ᧕䇱᰾“に㣡俉”Ѫ⌅ᇊ䙊⭘〠Ǆᴰ儈Ӫ≁⌅䲒䙲ࡔߣ䬰Ҽ
ᇑࡔߣˈ㔤ᤱаᇑࡔߣǄ
ᵜṸ㻱ࡔ㾱ᰘᱟ аǃ૱ᇑᇊ࣎⌅㿴ᇊⲴ䙊⭘〠о୶ḷ⌅ѹкⲴ䙊⭘〠ਜ਼ѹᒦн
ᆼˈ਼ޘн㜭ӵԕᇑᇊⲴޜ૱〠Ѫˈᦞ䇔ᇊ䈕〠Ҿ୶ḷ⌅ѹкⲴ⌅ᇊ䙊⭘
〠ǄҼǃӗ૱Ⲵޣᐲ൪ᒦн䲀Ҿ⢩ᇊ४ฏ㘼ᱟ⎹৺ޘഭ㤳തⲴˈᓄԕޘഭ㤳തޜޣՇⲴ
䙊ᑨ䇔䇶Ѫḷ߶ࡔᯝᱟҾ㓖ᇊ؇ᡀⲴ䙊⭘〠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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ᵜṸ⎹৺⌘୶ḷу⭘ᵳо૱〠ѻ䰤Ⲵޣ㌫ǃ䙊⭘〠Ⲵࡔᯝḷ߶ㅹ䰞仈Ǆᴰ儈Ӫ≁
⌅䲒䙊䗷ሩ⌅ᇊ䙊⭘〠о㓖ᇊ؇ᡀ䙊⭘〠Ⲵࡔᯝḷ߶ǃ⌘୶ḷу⭘ᵳо૱〠ѻ䰤Ⲵ
४࡛о㚄㌫ㅹ䟽㾱⌅ᖻ䰞仈Ⲵ䱀䟺ˈ᰾⺞Ҷ↔㊫ṸԦⲴ㻱ࡔḷ߶˗ф䖳ྭൠᒣ㺑Ҷ⌘୶ḷᵳ
Ӫо૱〠֯⭘Ӫѻ䰤Ⲵ࡙⳺ޣ㌫ˈ൘؍࠶ݵᣔ୶ḷᵳⲴࡽᨀлˈ㔤ᣔҶޜᒣᴹᒿⲴᐲ൪ㄎ
ҹ〙ᒿǄᵜṸޕ䘹“2017 ᒤѝഭ⌅䲒 10 བྷ⸕䇶ӗᵳṸԦ”Ǆ

˄2˅ “ь仾”୶ḷץᵳ㓐㓧Ṹ
к⎧Ḥ⋩ᵪ㛑ԭᴹ䲀ޜਨ˄ԕлㆰ〠кḤޜਨ˅ӛᴹ֯⭘൘ㅜ 7 ㊫Ḥ⋩ᵪㅹ୶૱кⲴㅜ
100579 ਧǃㅜ 624089 ਧⲴ“ь仾”୶ḷǄㅜ 100579 ਧ୶ḷ⌘Ҿ 1962 ᒤˈ൘ᐲ൪кӛᴹ䖳儈⸕
ᓖ઼୶ъؑ䂹Ǆ2013 ᒤˈঠᓖቬ㾯ӊԱъ PTADIPERKASABUANA ԕ“DONGFENG˄ь仾˅”
୶ḷ৺ḷᘇ˄䇱Җਧ⸱˖IDM000089328˅ᤱᴹӪⲴ䓛ԭˈငᢈ⊏㣿ᑨ֣䠁ጠࣘ࣋ᵪỠᴹ䲀ޜਨ
˄ԕлㆰ〠ᑨ֣ޜਨ˅ԕ“DONGFENG˄ь仾˅”୶ḷ৺ḷᘇ⭏ӗḤ⋩ᵪ৺Ḥ⋩ᵪ㓴Ԧˈࠪਓ㠣
䘋ࠪਓ୶ˈնӵਟԕ൘ঠᓖቬ㾯ӊ䬰ǄкḤޜਨԕᑨ֣ޜਨץ⣟⌘୶ḷу⭘ᵳѪ⭡ᨀ䎧䇹
䇬Ǆаᇑ⌅䲒䇔Ѫ˖൘ᇊ⡼࣐ᐕ䗷〻ѝˈޘ䜘⭘Ҿຳཆ䬰ǃ൘ᡁഭຳн䘋ޕᐲ൪⍱䙊亶ฏ
Ⲵ䱴࣐୶ḷ㹼Ѫˈ൘ᡁഭຳнާᴹ䇶࡛୶૱ᶕⓀⲴ࣏㜭ˈഐ㘼нᶴᡀ୶ḷ⌅ѹкⲴ୶ḷ֯
⭘㹼Ѫˈ᭵ᑨ֣ޜਨⲴ㹼Ѫᵚ㩭ޕкḤޜਨ⎹Ṹ୶ḷᵳⲴ؍ᣔ㤳തˈнᶴᡀץᵳǄкḤޜਨн
ᴽаᇑࡔߣˈᨀ䎧к䇹ǄҼᇑ⌅䲒䇔Ѫ˖൘ࠪᇊ⡼࣐ᐕнץᵳ䇔ᇊᰦˈ㾱ԕഭ࣐ᐕԱъሩ
ຳཆငᢈ䍤⡼Ⲵ୶ḷᵜ䓛ᐢቭࡠਸ⨶Ⲵᇑḕᡆ⌘ѹ࣑ѪࡽᨀǄᑨ֣ޜਨ㌫᰾⸕кḤޜਨ⎹Ṹ
“ь仾”୶ḷѪ傠୶ḷˈӽ❦᧕ਇຳཆငᢈˈ൘㻛᧗ץᵳӗ૱Ḥ⋩ᵪ৺Ḥ⋩ᵪ㓴Ԧк֯⭘ок
Ḥޜਨ“ь仾”୶ḷ਼Ⲵ୶ḷˈᵚቭࡠਸ⨶⌘о䚯䇙ѹ࣑ˈᇎ䍘ᙗᦏᇣҶкḤޜਨⲴ࡙⳺ˈ
ץ⣟ҶкḤޜਨⲴ⌘୶ḷу⭘ᵳǄᑨ֣ޜਨнᴽҼᇑࡔߣˈੁᴰ儈Ӫ≁⌅䲒⭣䈧ᇑǄᴰ儈
Ӫ≁⌅䲒䇔Ѫˈ୶ḷⲴᵜ䍘ᙗᱟަ䇶࡛ᙗᡆᤷ⽪ᙗˈަสᵜ࣏㜭ᱟ⭘Ҿ४࠶୶૱ᡆ㘵ᴽ࣑Ⲵ
ᶕⓀǄа㡜ᶕ䇢ˈн⭘Ҿ䇶࡛ᡆ४࠶ᶕⓀⲴ୶ḷ֯⭘㹼ѪˈнՊሩ୶૱ᡆᴽ࣑ⲴᶕⓀӗ⭏䈟ሬ
ᡆᕅਁ⏶ˈԕ㠤ᖡ૽୶ḷਁᥕᤷ⽪୶૱ᡆᴽ࣑ᶕⓀⲴ࣏㜭ˈнᶴᡀ୶ḷ⌅ѹкⲴץᵳ㹼ѪǄ
ᴰ儈Ӫ≁⌅䲒䙲ࡔߣ䬰Ҽᇑࡔߣˈ㔤ᤱаᇑࡔߣǄ
ᵜṸ㻱ࡔ㾱ᰘᱟˈаǃ䶎䇶࡛୶૱ᶕⓀѹкⲴ֯⭘㹼Ѫˈнᶴᡀ୶ḷ⌅ѹкⲴ୶ḷ֯
⭘㹼Ѫˈн㩭୶ޕḷᵳⲴ؍ᣔ㤳തǄҼǃӪ≁⌅䲒ᇑ⨶୶ḷץᵳ㓐㓧ṸԦᓄᖃ㔃ਸഭ䱵㓿䍨ᖒ
࣯ਁኅⲴᇒ㿲⧠ᇎˈሩ⢩ᇊᰦᵏ⢩ᇊᐲ൪ⲴӔ᱃ᖒᔿ䘋㹼ާփ࠶᷀Ǆ
ᵜṸⲴިරѹ൘Ҿˈаǃ⅑᰾⺞Ҷᇊ⡼࣐ᐕѪаᑨ㿱Ⲵǃਸ⌅Ⲵഭ䱵䍨᱃ᖒᔿˈ
䲔䶎ᴹ৽䇱ᦞᱮ⽪᧕ਇငᢈᯩᵚቭਸ⨶⌘ѹ࣑ˈަਇᢈ࣐ᐕ㹼ѪሩԆӪ୶ḷᵳ䙐ᡀҶᇎ䍘
ᙗⲴᦏᇣˈа㡜ᛵߥлнᓄ䇔ᇊަк䘠㹼ѪץᇣҶ୶ḷᵳǄҼǃ൘㓿⍾ਁኅॆ⨳ޘ〻ᓖнᯝ࣐
␡ˈഭ䱵䍨᱃࠶ᐕо㓿䍨ਸᰕ⳺㍗ᇶⲴ༽ᵲᖒ࣯лˈӪ≁⌅䲒ᇑ⨶୶ḷץᵳ㓐㓧ṸԦᓄᖃ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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ਸഭ䱵㓿䍨ᖒ࣯ਁኅⲴᇒ㿲⧠ᇎˈሩ⢩ᇊᰦᵏ⢩ᇊᐲ൪ⲴӔ᱃ᖒᔿ䘋㹼ާփ࠶᷀ˈ߶⺞ࡔᯝ
ޣ㹼ѪሩҾ୶ḷᵳӪਸ⌅ᵳ⳺Ⲵᇎ䱵ᖡ૽ˈ㜭ᴤѪ߶⺞䘲⭘⌅ᖻǄ

˄3˅“ᯠॾᆇި”୶ḷץᵳ৺н↓ᖃㄎҹ㓐㓧Ṹ
୶࣑ঠҖ侶ᴹ䲀ޜਨ˄ԕлㆰ〠୶࣑ঠҖ侶˅㠚 1957 ᒤ㠣Ӻ䘎㔝ࠪ⡸ǉᯠॾᆇިǊ䙊㹼⡸
ᵜ㠣ㅜ 11 ⡸ˈᡚ㠣 2016 ᒤǉᯠॾᆇިǊਁ⨳ޘ㹼䟿䎵䗷 5.67 ӯˈ㧧ᗇ“ᴰਇ⅒䗾Ⲵᆇި”ਹ
ቬᯟц⭼㓚ᖅ৺“ᴰ䬰ⲴҖ˄ᇊᵏ؞䇒˅”ਹቬᯟц⭼㓚ᖅㅹཊ亩㦓䂹Ǆ୶࣑ঠҖ侶䇹〠ॾ䈝
ᮉᆖࠪ⡸⽮ᴹ䲀䍓ԫޜਨ˄ԕлㆰ〠ॾ䈝ࠪ⡸⽮˅⭏ӗǃ䬰“ᯠॾᆇި”䗎ҖⲴ㹼ѪץᇣҶ୶
࣑ঠҖ侶“ᯠॾᆇި”ᵚ⌘傠୶ḷˈфॾ䈝ࠪ⡸⽮֯⭘୶࣑ঠҖ侶ǉᯠॾᆇިǊ˄ㅜ 11 ⡸˅
⸕୶૱⢩ᴹव㻵㻵▒Ⲵ㹼Ѫᐢᶴᡀн↓ᖃㄎҹǄᇑ⨶⌅䲒䇔Ѫˈ“ᯠॾᆇި”ާᴹᤷ⽪୶૱ᶕ
ⓀⲴѹ઼⭘ˈާ༷୶ḷⲴᱮ㪇⢩ᖱˈфᐢ൘ޘഭ㤳ത㻛ޜޣՇᒯѪ⸕ᲃˈ᭵ਟԕ䇔ᇊ
“ᯠॾᆇި”Ѫᵚ⌘傠୶ḷǄॾ䈝ࠪ⡸⽮൘䗎ި୶૱к֯⭘䘁լⲴ㻵▒䇮䇑ˈ䏣ԕ֯ޣ
ޜՇሩ୶૱ᶕⓀӗ⭏⏶ǃ䈟䇔ˈᶴᡀ৽н↓ᖃㄎҹ⌅ㅜӄᶑㅜ˄Ҽ˅亩㿴ᇊⲴн↓ᖃㄎҹ㹼
ѪǄᇑ⨶⌅䲒䙲ࡔߣॾ䈝ࠪ⡸⽮・ণץ→ڌᵳ㹼Ѫǃ⎸䲔ᖡ૽ᒦ䎄࣑୶گঠҖ侶㓿⍾ᦏཡǄ
ᵜṸⲴ㻱ࡔ㾱ᰘᱟˈаǃ؍ᤱ⵰ӗ૱઼૱⡼ਸᙗⲴ୶૱〠ˈྲ᷌ᐢ㓿൘⎸ޣ䍩㘵
ѝᖒᡀҶっᇊⲴ䇔⸕㚄㌫ˈާᴹᤷ⽪୶૱ᶕⓀⲴѹ઼⭘ˈާ༷୶ḷⲴᱮ㪇⢩ᖱǄҼǃ୶ḷ
⌅ሩ୶ḷ⤜ঐ֯⭘ᵳ࡙Ⲵ؍ᣔⲴᱟ୶ḷᵜ䓛㘼䶎୶ḷ䱴⵰Ⲵ୶૱ˈнՊ䙐ᡀපᯝǄ
ᵜṸᱟ⎹৺ᵚ⌘傠୶ḷ؍ᣔⲴިරṸֻˈ⎹৺һᇎ䇔ᇊǃ⌅ᖻ䘲⭘৺࡙⳺ᒣ㺑ㅹ༽ᵲ
䰞仈ǄᵜṸ⺞・Ҷሩ“ᯠॾᆇި”䘉㊫ެާӗ૱઼૱⡼ਸᙗⲴ୶૱〠ᱟާ༷୶ḷᱮ㪇⢩
ᖱⲴ㻱ࡔḷ߶Ǆ൘㔉Ҹ“ᯠॾᆇި”ᵚ⌘傠୶ḷ؍ᣔⲴ਼ᰦˈ⌘䟽ᒣ㺑ަоࠪ⡸㹼ъ↓ᑨⲴ
㓿㩕㇑⨶〙ᒿǃ׳䘋⸕䇶᮷ॆՐѻ䰤Ⲵޣ㌫Ǆࡔߣ᰾⺞ᤷࠪˈ୶ḷ⌅ሩ୶ḷ⤜ঐ֯⭘ᵳ࡙Ⲵ
؍ᣔⲴᱟ୶ḷᵜ䓛㘼䶎୶ḷ䱴⵰Ⲵ୶૱ˈ㔉Ҹ୶࣑ঠҖ侶⤜ঐ֯⭘“ᯠॾᆇި”୶ḷⲴᵳ࡙ᒦн
ᱟ㔉Ҹަࠪ⡸ᆇި㊫䗎ҖⲴуᴹᵳˈнՊ䙐ᡀ䗎Җ㹼ъⲴපᯝǄᵜṸޕ䘹“2017 ᒤѝഭ⌅䲒 10
བྷ⸕䇶ӗᵳṸԦ”Ǆ

˄4˅“䐟㱾”୶ḷץᵳ㓐㓧Ṹ
䐟㱾ޜਨᤕᴹҾ 1996 ᒤǃ2004 ᒤ઼ 2005 ᒤ൘ѝഭຳ⭣䈧⌘Ҷㅜ 3514202 ਧ“䐟㱾”୶
ḷǃㅜ 4309460 ਧ“LANDROVER”୶ḷˈԕк୶ḷ൷Ṩᇊ֯⭘൘ㅜ 12 ㊫“䱶ൠᵪࣘ䖖䖶”ㅹ୶૱
кǄᒯᐎᐲཻ࣋伏૱ᴹ䲀ޜਨ˄ԕлㆰ〠ཻ࣋ޜਨ˅൘㖁ㄉǃᇎփᓇѝᇓՐ䬰ަ“䐟㱾㔤⭏㍐
侞ᯉ”ˈޣӗ૱ǃव㻵ⴂ৺㖁亥ᇓՐк֯⭘Ⲵ㻛䇹ḷ䇶वᤜ“䐟㱾”ǃ“LANDROVER”ǃ“Landrover
56

ㅜҼ䜘࠶

䐟㱾”৺клᧂࡇⲴ“䐟㱾 LandRover”ㅹǄ䐟㱾ޜਨԕཻ࣋ޜਨⲴ㹼ѪᶴᡀץᵳѪ⭡ˈᨀ䎧䇹䇬Ǆ
аᇑ⌅䲒ࡔԔཻ࣋ޜਨץ→ڌᵳᒦੁ䐟㱾ޜਨ䎄گ㓿⍾ᦏཡоਸ⨶㔤ᵳᔰ᭟Ӫ≁ᐱ 120 зݳǄ
Ҽᇑ⌅䲒䇔Ѫˈ䐟㱾ޜਨᨀӔⲴ䇱ᦞᐢ㓿䏣ԕ䇱᰾ˈ⎹Ṹ୶ḷᐢѪѝഭຳ⽮ՊޜՇᒯѪ⸕ᲃˈ
䗮ࡠ傠〻ᓖǄ㻛䇹ץᵳ㹼ѪࡺᕡҶ䐟㱾ޜਨ⎹Ṹ傠୶ḷᡰާᴹⲴᱮ㪇ᙗ઼㢟ྭ୶䂹ˈᦏᇣ
䐟㱾ޜਨⲴ࡙⳺ˈᓄҸࡦ→ǄҼᇑ⌅䲒䙲ࡔߣ傣എк䇹ǃ㔤ᤱࡔǄ
ᵜṸⲴ㻱ࡔ㾱ᰘᱟˈሩҾѫ㿲ᚦ᰾ᱮⲴަץᵳ㹼Ѫˈ㾱ᖠᱮࡦ→ᚦഔ〟୶ḷ㹼ѪⲴਨ
⌅ᘱᓖǄ
ᵜṸᱟ傠୶ḷ䐘㊫؍ᣔǃ࣐བྷ⸕䇶ӗᵳ؍ᣔ࣋ᓖⲴިරṸֻǄ⢩↺ѻ༴൘Ҿˈཻ࣋ޜਨ
䲔ᵜṸ㻛䇹ץᵳḷ䇶ཆˈ䘈ᇎᯭҶབྷ䟿⎹⸕Աъо⸕Ӫ⢙Ⲵ୶ḷᣒ⌘㹼Ѫˈץᵳ㹼ѪⲴѫ
㿲ᚦ᰾ᱮǄ൘ޣҾ䎄گᮠ仍⺞ᇊа㢲ѝˈᵜṸ㻱ࡔޘ䶒ǃ䈖ቭ䇪䘠Ҷ⺞ᇊ 120 зݳ䎄گᮠ仍
Ⲵһᇎо⌅ᖻˈᦞᖠᱮҶࡦ→ᚦഔ〟୶ḷ㹼ѪⲴਨ⌅ᘱᓖǄᵜṸ൘࣐བྷ傠୶ḷ؍ᣔ࣋ᓖǃ
㿴ࡦ୶ḷᚦᣒ⌘㹼Ѫǃᕅሬ⽮ՊޜՇሺ䟽⸕䇶ӗᵳㅹᯩ䶒ˈާᴹ㢟ྭⲴ㻱ࡔሬੁо⽪㤳᭸᷌Ǆ
ᵜṸޕ䘹“2017 ᒤѝഭ⌅䲒 10 བྷ⸕䇶ӗᵳṸԦ”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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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йㄐ

㪇ᵳ⌅Ⲵ・⌅ਁኅоᇎ䐥


ᵾ⩋ / ᵾ䬝䖙



аǃᾲ㿸
2017 ᒤˈѝഭ൘㪇ᵳ・⌅亶ฏᒦᰐཚཊᯠⲴ䘋ኅˈն㹼᭯ᵪޣӽࠪਠҶнቁᯠⲴ᭯ㆆǄ
ഭ࣑䲒⸕䇶ӗᵳᡈ⮕ᇎᯭᐕ䜘䱵㚄ᑝՊ䇞࣎ޜᇔਁᐳҶǉ2017 ᒤ␡ޕᇎᯭഭᇦ⸕䇶ӗᵳᡈ⮕
࣐ᘛᔪ䇮⸕䇶ӗᵳᕪഭ᧘䘋䇑ࡂǊǄഭᇦ⡸ᵳተਁᐳҶǉ⡸ᵳᐕ“ॱйӄ”㿴ࡂǊˈሩ᧕лᶕӄ
ᒤѝഭⲴ⡸ᵳᐕ䘋㹼Ҷ㿴ࡂǄഭᇦ⡸ᵳተ䘈ᓏ→Ҷ䜘࠶㿴ㄐǃ㿴㤳ᙗ᮷ԦǄਖཆˈ൘㪇ᵳ
ⲫ䇠ᯩ䶒ˈഭᇦ⡸ᵳተ䘋а↕㿴㤳Ҷ⭥ᆀ⡸૱ⲫ䇠䇱ҖⲴ㿴ᇊˈѝഭ⡸ᵳ؍ᣔѝᗳࡉᔰڌ
ᖱ䖟Ԧ㪇ᵳⲴⲫ䇠䍩⭘Ǆ൘ਨ⌅亶ฏˈࠪ⧠ҶаӋާᴹ䖳བྷᖡ૽Ⲵ䟽㾱Ṹֻˈަѝቔަᱟк
⎧⎖ь⌅䲒൘“к⎧⦴䴶ၡҀؑ、ᢰᴹ䲀ޜਨ䇹ेӜᯠॾݸ䬻᮷ॆՐჂᴹ䲀ޜਨㅹ”аṸⲴࡔ
ߣѝˈሩ᮷ᆇ૱ⲴӪ⢙ᖒ䊑ㅹ㾱㍐ᱟਇ㪇ᵳ⌅؍ᣔㅹ䰞仈ࠪҶഎᓄˈ٬ᗇ⌘ޣǄ

Ҽǃ・⌅о᭯ㆆਁኅ
˄1˅2017 ᒤ 1 ᴸ 25 ᰕˈഭᇦ⡸ᵳተਁᐳǉޣҾঠਁǇ⡸ᵳᐕ“ॱйӄ”㿴ࡂǈⲴ䙊⸕ǊǄ
䙊⸕ঠਁҶǉ⡸ᵳᐕ“ॱйӄ”㿴ࡂǊˈᇩवᤜ⡸ᵳᐕਁኅ⧟ຳǃᤷሬᙍᜣǃสᵜࡉ઼ਁ
ኅⴞḷǃ䟽⛩ԫ࣑ǃ؍䳌᧚ᯭㅹˈᒦ䱴“ॱйӄ”ᰦᵏ⡸ᵳᐕ亩ⴞˈѪ“ॱйӄ”ᵏ䰤Ⲵ⡸ᵳᐕ
ᤷ᰾ҶᯩੁǄ

ᵾ⩋ˈѝഭӪ≁བྷᆖ⌅ᆖ䲒ᮉᦸˈ⭥ᆀ䛞㇡˖lichen2003@ruc.edu.cnǄ
ᵾ䬝䖙ˈѝഭӪ≁བྷᆖ⌅ᆖ䲒ঊ༛⹄ウ⭏ˈ⭥ᆀ䛞㇡˖limx09@126.co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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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 ᒤ 3 ᴸ 29 ᰕˈѝഭ⡸ᵳ؍ᣔѝᗳਁᐳǉޣҾڌᖱ䖟Ԧ㪇ᵳⲫ䇠㕤䍩ᴹޣһ亩
Ⲵ䙊ǊǄ䙊⸕㿴ᇊˈ2017 ᒤ 4 ᴸ 1 ᰕ䎧нਁ᭮ⲫ䇠ǃḕ䈒⭣䈧Ⲵ㕤䍩䙊⸕ҖǄⲫ䇠ǃḕ䈒
⭣䈧ᶀᯉㅖਸਇ⨶㾱≲Ⲵˈਁ᭮ਇ⨶䙊⸕ҖǃҸԕਇ⨶Ǆ
˄3˅2017 ᒤ 6 ᴸ 5 ᰕˈഭᇦ⡸ᵳተਁᐳǉޣҾ㿴㤳⭥ᆀ⡸૱ⲫ䇠䇱ҖⲴ䙊⸕ǊǄ䙊⸕Ⲵ
ѫ㾱ᇩवᤜ˖ഭᇦ⡸ᵳተ઼ⴱ㓗⡸ᵳ㹼᭯㇑⨶䜘䰘ਟԕࡦਁ⭥ᆀ⡸૱ⲫ䇠䇱Җ˗н਼
૱ⲫ䇠ᵪ⭥Ⲵާࠪޣᆀ⡸૱ⲫ䇠䇱Җˈަ⌅ᖻ᭸࣋ᆼ˗਼ޘ૱ⲫ䇠ᵪ⭥Ⲵާࠪޣᆀ⡸
૱ⲫ䇠䇱Җˈо਼а૱Ⲵ㓨䍘⡸ⲫ䇠䇱ҖⲴ⌅ᖻ᭸࣋ᆼ⭥˗਼ޘᆀ⡸૱ⲫ䇠䇱Җ享᤹➗
ഭᇦ⡸ᵳተǉޣҾ㿴㤳૱ⲫ䇠䇱ҖⲴ䙊⸕Ǌࡦਁǃࠪާˈнᗇ᭩ਈǃࡐԫօؑ˗ṩᦞਨ
⌅ǃ⎧ޣㅹᵪޣ㿴ᇊᡆ㘵㾱≲ԕ৺ޣᵳ࡙Ӫ䈧≲ˈ૱ⲫ䇠ᵪ⭥ާࠪޣᆀ⡸૱ⲫ䇠䇱ҖⲴ
਼ᰦˈᓄᖃࠪާ㓨䍘⡸૱ⲫ䇠䇱ҖǄ
˄4˅2017 ᒤ 6 ᴸ 23 ᰕˈഭ࣑䲒⸕䇶ӗᵳᡈ⮕ᇎᯭᐕ䜘䱵㚄ᑝՊ䇞࣎ޜᇔਁᐳǉ2017 ᒤ
␡ޕᇎᯭഭᇦ⸕䇶ӗᵳᡈ⮕࣐ᘛᔪ䇮⸕䇶ӗᵳᕪഭ᧘䘋䇑ࡂǊǄ䇑ࡂवᤜ᧘䘋㪇ᵳ⌅ㅜй⅑
؞䇒ǃ࣐ᕪ㖁㔌ץᵳⴇ⡸⋫⨶ㅹ⎹৺㪇ᵳ⌅ⲴᇩǄ
˄5˅2017 ᒤ 9 ᴸˈ䪸ሩ㖁㔌ᴽ࣑୶ҹཪ丣Ҁ૱㪇ᵳ⤜ᇦ䇨ਟǃᣜᦸᵳ䍩⭘Ⲵ⧠䊑ˈ
ഭᇦ⡸ᵳተ㓖䈸Ҷѫ㾱㖁㔌丣Ҁᴽ࣑୶৺ຳཆ丣Ҁޜਨˈ㾱≲ሩ㖁㔌丣Ҁ૱䚯⤜ݽᇦᦸᵳˈ
ᕅሬᔪ・ㅖਸᐲ൪㿴ᖻ઼ഭ䱵ᜟֻⲴ㖁㔌丣Ҁ⡸ᵳᦸᵳ઼䘀㩕⁑ᔿǄ
˄6˅2017 ᒤ 12 ᴸ 11 ᰕˈഭᇦ⡸ᵳተਁᐳǉޣҾᓏ→䜘࠶㿴ㄐǃ㿴㤳ᙗ᮷ԦⲴߣᇊǊǄߣ
ᇊᓏ→Ҷǉഭཆ㪇ᵳ䇔䇱ᵪᶴ൘ѝഭ䇮・ᑨ傫ԓ㺘ᵪᶴ㇑⨶࣎⌅Ǌ˄ഭᵳ㚄ǒ1996Ǔ35 ਧ˅
઼ǉޣҾ࣐ᕪሩഭཆ㪇ᵳ䇔䇱ᵪᶴѝഭᑨ傫ԓ㺘ᵪᶴ䘋㹼㇑⨶Ⲵ㿱Ǌ
˄ഭᵳǒ2000Ǔ24 ਧ˅Ǆ

йǃ䟽㾱Ṹֻ
˄1˅к⎧⦴䴶ၡҀؑ、ᢰᴹ䲀ޜਨ䇹ेӜᯠॾݸ䬻᮷ॆՐჂᴹ䲀ޜਨㅹ㪇ᵳץᵳ৺н
↓ᖃㄎҹ㓐㓧Ṹ
к⎧⦴䴶ၡҀؑ、ᢰᴹ䲀ޜਨӾ㻛ᕐ⢗䟾༴ਇ䇙ਆᗇҶǉ公੩⚟Ǌ㌫ࡇሿ䈤Ⲵ㪇
䍒ӗᵳǄᕐ⢗䟾൘ѻਾࡋⲴǉ᪨䠁ṑሹǊѝ֯⭘Ҷоǉ公੩⚟Ǌ㌫ࡇሿ䈤ѝ਼ⲴӪ⢙
〠ǃޣ㌫ǃⴇໃ㿴⸙ǃ⾱ᗼㅹ㾱㍐Ǆ䇔Ѫǉ᪨䠁ṑሹǊаҖབྷ䟿֯⭘Ҷǉ公੩⚟Ǌ㌫ࡇሿ
䈤ⲴӪ⢙〠ǃӪ⢙ᖒ䊑ǃӪ⢙ޣ㌫ǃⴇໃᯩ⌅ǃⴇໃ䴰䚥ᗚⲴ⾱ᗼ㿴⸙ㅹ⤜ࡋᙗ㺘䗮㾱㍐ˈ
ץ⣟ҶӛᴹⲴ╄㓾ᵳˈ਼ᰦҏᴹ䘍䈊ᇎؑ⭘઼ޜ䇔Ⲵ୶ъ䚃ᗧˈᶴᡀн↓ᖃㄎҹ㹼Ѫ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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㻛䗙〠ˈǉ᪨䠁ṑሹǊⲴ᭵һᛵ㢲ǃ᭵һᇩоǉ公੩⚟Ǌ㌫ࡇሿ䈤ᆼޘн਼ˈᰦ䰤㓯
ҏ⋑ᴹᔦ㔝ǉ公੩⚟Ǌ㌫ࡇሿ䈤ˈ㘼ᱟа䜘ޘᯠࡋⲴᯠ૱ǄѫᕐⲴӪ⢙ᖒ䊑ǃⴇໃⲴ
㿴⸙઼⾱ᗼㅹᒦ䶎᭵һᛵ㢲ˈҾᙍᜣ㤳⮤Ǆᕐ⢗䟾֯⭘㠚ᐡࡋⲴӪ⢙ᖒ䊑ǃ䇮ᇊǃᯩ⌅
ࡋˈᱟ㹼ъѝ㘵㔗㔝ࡋⲴ↓ᑨᯩᔿˈᒦн䘍৽୶ъՖ⨶䚃ᗧǄ
⌅䲒䇔Ѫˈṩᦞ㪇ᵳ“ᙍᜣо㺘䗮Ҽ࠶⌅”ࡉˈਇ㪇ᵳ⌅؍ᣔⲴ૱ᗵ享ᱟ㜭ཏ㻛Ԇ
Ӫᇒ㿲ᝏ⸕Ⲵཆ൘㺘䗮Ǆᇎ䐥ѝˈਇ؍ᣔⲴ㺘䗮онਇ؍ᣔⲴᙍᜣ㿲ᘥᖰᖰ䴰㾱ṩᦞ૱Ⲵ
㊫ǃᙗ䍘઼⢩⛩ㅹࠪڊњṸ䇔ᇊǄ⎹Ṹ૱ѝⲴӪ⢙ᖒ䊑ㅹ㾱㍐Ⓚ㠚᮷ᆇ૱ˈ᮷ᆇ૱ѝⲴ
Ӫ⢙ᖒ䊑ㅹ㾱㍐ᖰᖰਚᱟ૱ᛵ㢲ኅᔰⲴჂӻ઼㘵ਉ䘠᭵һⲴᐕާˈӾ㘼䳮ԕᶴᡀ㺘䗮ᵜ䓛Ǆ
ਚᴹᖃӪ⢙ᖒ䊑ㅹ㾱㍐൘૱ᛵ㢲ኅᔰ䗷〻ѝ㧧ᗇ࠶ݵ㘼⤜⢩Ⲵ᧿䘠ˈᒦ⭡↔ᡀѪ૱᭵һ
ᇩᵜ䓛ᰦˈᴹਟ㜭㧧ᗇ㪇ᵳ⌅؍ᣔǄᔰ૱ᛵ㢲ⲴӪ⢙〠оޣ㌫ㅹ㾱㍐ˈഐަ䗷Ҿㆰ
অˈᖰᖰ䳮ԕѪ㺘䗮ਇࡠ㪇ᵳ⌅Ⲵ؍ᣔǄ㻛᧗ץᵳമҖ㲭❦֯⭘Ҷоᵳ࡙૱਼Ⲵ
Ӫ⢙〠ǃޣ㌫ǃⴇໃ㿴⸙ǃ⾱ᗼㅹ㾱㍐ˈն㻛᧗ץᵳമҖᴹ㠚ᐡ⤜・Ⲵᛵ㢲઼㺘䗮ᇩˈ㻛
᧗ץᵳമҖሶ䘉Ӌ㾱㍐઼㠚ᐡⲴᛵ㢲㓴ਸѻਾᖒᡀҶањޘᯠⲴ᭵һᇩˈ䘉њ᭵һᇩо
૱൘ᛵ㢲кᒦн਼ᡆլˈҏᰐԫօᔦ㔝ޣ㌫Ǆ᭵ᵜṸѫᕐަᵳ࡙૱ѝӪ⢙ᖒ䊑ǃ
ⴇໃ㿴⸙ǃ⾱ᗼਇ㪇ᵳ⌅؍ᣔⲴᦞн䏣ˈޣҾ㻛ץᇣ㪇ᵳⲴѫᕐˈ⌅䲒нҸ᭟ᤱǄ
⌅䲒䘈䇔ѪˈᡰѫᕐⲴӪ⢙ᖒ䊑ㅹ㾱㍐ᮤփ䎧ࡠҶǉ公੩⚟Ǌ㌫ࡇሿ䈤Ⲵḷ䇶ᙗ⭘ˈ
ণ֯нਇ㪇ᵳ⌅Ⲵ؍ᣔˈަᮤփӽᴹਟ㜭ਇࡠ৽н↓ᖃㄎҹ⌅Ⲵ؍ᣔǄ䘉ᱟ⭡Ҿ൘䈫㘵㗔փ
ѝӪ⢙ᖒ䊑ㅹ㾱㍐о૱ѻ䰤ᐢ㓿ᔪ・䎧Ҷ䖳ѪっᇊⲴ㚄㌫ˈާ༷Ҷ⢩ᇊⲴᤷԓ઼䇶࡛࣏㜭ˈ
䘉а࣏㜭֯ަ᰾ᱮ४࡛Ҿа㡜㪇ᵳ؍ᣔᇒփǄ⢩࡛ᱟ䘉ṧⲴӪ⢙ᖒ䊑ㅹ㾱㍐ᱮ❦ާ༷䖳儈Ⲵ
୶ъᐲ൪ԧ٬ˈ࡙⭘䘉ӋӪ⢙ᖒ䊑ㅹ㾱㍐ࡋᯠⲴ૱ˈᆼޘਟԕُࣙަᐲ൪ਧਜ࣋о੨ᕅ࣋
ᨀ儈ᯠⲴ༠䂹ˈ䖫㘼᱃Ѯൠ੨ᕅࡠⲴབྷ䟿㊹эˈᒦ⭡↔㧧ਆ㓿⍾࡙⳺ˈᕪㄎҹՈ࣯Ǆ
ᱮ❦ˈᯠ૱ࡋᰦሩӪ⢙ᖒ䊑ㅹ㾱㍐Ⲵ֯⭘ᓄᖃ䚥ᗚ㹼ъ㿴㤳ˈሩ䘉а֯⭘㹼ѪⲴ⌅ᖻ
䈳ᮤ㾱㘳㲁֯⭘ӪⲴ䓛ԭǃ֯⭘ⲴⴞⲴǃⲴᙗ䍘ǃ֯⭘ሩᐲ൪Ⲵ▌൘ᖡ૽ㅹഐ㍐ˈа
ᯩ䶒ᓄ࠶ݵሺ䟽Ⲵ↓ᖃᵳ⳺ˈਖаᯩ䶒ҏ㾱؍䳌ࡋ઼䇴䇪Ⲵ㠚⭡ˈӾ㘼׳䘋᮷ॆՐˈ
᧘ࣘ᮷ॆ㑱㦓ǄᵜṸᡰѫᕐⲴӪ⢙ᖒ䊑ǃⴇໃ㿴⸙৺⾱ᗼㅹ㾱㍐俆ݸᱟ⭡㘵ᵜӪণ㻛
ᕐ⢗䟾ࡋˈ൘䘉Ӌ㾱㍐нᶴᡀ㺘䗮ˈнҾ㪇䍒ӗᵳ؍ᣔ㤳തⲴᛵߥлˈ㻛ᕐ⢗䟾Ѫ
㪇Ⲵ㘵ˈᴹᵳ֯⭘ަ൘㪇ሿ䈤ѝࡋⲴ䘉Ӌ㾱㍐ࡋࠪᯠⲴ૱Ǆ㻛ᕐ⢗䟾࡙⭘㠚ᐡ
ࡋ䙐Ⲵ䘉Ӌ㾱㍐ࡋࠪн਼Ҿᵳ࡙૱㺘䗮Ⲵᯠ૱Ⲵ㹼Ѫᒦᰐнᖃˈѫᕐ㻛֯⭘ަᵳ
࡙૱к䘠㾱㍐Ⲵ㹼Ѫᶴᡀн↓ᖃㄎҹˈᦞн䏣ˈ⌅䲒нҸ᭟ᤱǄ1
ᵜṸ٬ᗇ⌘ޣѻ༴൘Ҿ˖a.⌅䲒䇔ᇊ᮷ᆇ૱ѝⲴӪ⢙ᖒ䊑ㅹ㾱㍐䳮ԕঅ⤜ᶴᡀ㺘䗮ˈਚᴹ
㔃ਸ૱ᛵ㢲ˈᴹਟ㜭㧧ᗇ㪇ᵳ⌅؍ᣔǄb.⌅䲒ᨀࠪˈ᮷ᆇ૱ѝⲴӪ⢙ᖒ䊑ㅹ㾱㍐ਟ㜭Պ

1. к⎧ᐲ⎖ьᯠ४Ӫ≁⌅䲒˄2015˅⎖≁й˄⸕˅ࡍᆇㅜ 838 ਧ≁һࡔߣҖ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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䎧ࡠḷ䇶ᙗ⭘ˈਇࡠ৽н↓ᖃㄎҹ⌅Ⲵ؍ᣔǄc. ⌅䲒ᨀࠪˈᯠ૱ࡋᰦሩӪ⢙ᖒ䊑ㅹ
㾱㍐Ⲵ֯⭘ᓄᖃ䚥ᗚ㹼ъ㿴㤳ˈሩ䘉а֯⭘㹼ѪⲴ⌅ᖻ䈳ᮤᰒ㾱ሺ䟽Ⲵ↓ᖃᵳ⳺ˈҏ㾱؍
䳌ࡋ㠚⭡Ǆd.⌅䲒䇔Ѫˈ㘵ᴹᵳ֯⭘ަ૱ѝⲴḀӋ㾱㍐ࡋᯠⲴ૱Ǆ䘉㺘᰾⌅䲒䇔ˈ
㘵൘䖜䇙૱Ⲵ㪇ᵳѻਾˈࡋ䈕૱㔝䳶Ⲵ㹼ѪнҾн↓ᖃㄎҹǄ“ᵜṸ㻛ᱟҹ䇬
૱Ⲵ㘵”䘉аһᇎሩҾ㻱ࡔ・൪䎧ࡠҶ䟽㾱ᖡ૽ˈ৽᱐ࠪ⌅䲒ሩҾࡋ㠚⭡о୶ъ࡙⳺Ⲵߢケ
ᡰᤱⲴԧ٬ਆੁ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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䠁⎧ߋ



аǃᾲ㿸
2017 ᒤ 11 ᴸ 4 ᰕˈޘഭӪབྷᑨငՊ䙊䗷ǉ৽н↓ᖃㄎҹ⌅Ǌ؞䇒Ṹˈ䘉ҏᱟ䈕⌅㠚ࡦᇊ
ԕᶕশᰦ 24 ᒤ䘋㹼俆⅑؞䇒ˈѹ䟽བྷǄަѝ⎹৺୶ъ〈ᇶⲴޣ㿴ᇊ䖳ԕᖰᴹ䖳བྷਈॆˈҏ
ᱟᵜᒤᓖ୶ъ〈ᇶ・⌅ਁኅⲴᴰ䟽㾱ᇩǄӾᴰ儈Ӫ≁⌅䲒о䜘࠶ⴱ儈㓗Ӫ≁⌅䲒ޜᐳⲴ 2017
ᒤިර⸕䇶ӗᵳṸֻᶕⴻˈ୶ъ〈ᇶ㓐㓧ṸԦᡰঐᮠ䟿ᒦнཊǄ䘉䟼䘹ᤙӻ㓽є䎧ṸԦ˖аᱟ
咔ᐲ৽ݹᶀᯉᴹ䲀ޜਨоᆻ䎵ǃ咔᰾⢩、ᢰᴹ䲀ޜਨㅹץᇣ୶ъ〈ᇶ㓐㓧ṸˈҼᱟॾ
ྕ⊭䖖ᴽ࣑ޜਨ䇹↖≹䱯䟼⊭䖖ᴽ࣑ޜਨㅹץᇣ୶ъ〈ᇶ㓐㓧ṸǄ䘉є䎧ṸԦ䜭ᱟഐઈᐕ䐣
ᡆ㙼㘼ᕅਁˈᒦфᡰ⎹৺Ⲵ䜭ᱟޣҾᇒᡧঅǃӔ᱃ᮠᦞㅹ㓿㩕ؑˈ❦㘼ᆳԜⲴࡔߣ㔃᷌
তᡚ❦৽Ǆ

Ҽǃ・⌅ਁኅ
2017 ᒤ 11 ᴸ 4 ᰕˈㅜॱҼቺޘഭӪ≁ԓ㺘བྷՊᑨ࣑ငઈՊㅜйॱ⅑Պ䇞䙊䗷Ҷǉ৽н↓
ᖃㄎҹ⌅Ǌ؞䇒ṸǄᯠ؞䇒Ⲵ“ǉ৽н↓ᖃㄎҹ⌅Ǌ”Ҿ 2018 ᒤ 1 ᴸ 1 ᰕ䎧ᯭ㹼ǄᯠⲴǉ৽↓ᖃ
ㄎҹ⌅Ǌ˄ԕлㆰ〠 2017 ᒤ⌅˅ޣҾ୶ъ〈ᇶⲴ㿴ᇊˈѫ㾱൘ㅜ 9 ᶑǃㅜ 17 ᶑоㅜ 21 ᶑǄᆳ
Ԝ∄Ҿ 1993 ᒤ䈕⌅ᖻⲴޣ㿴ᇊˈਁ⭏Ҷᱮ㪇ⲴਈॆǄ

䠁⎧ߋˈѝഭӪ≁བྷᆖ⌅ᆖ䲒ᮉᦸǄ⭥ᆀ䛞㇡˖jinhaijun@ruc.edu.cnǄ

62

ㅜҼ䜘࠶

˄1˅୶ъ〈ᇶⲴᇊѹ〽ᴹ䈳ᮤǄ2017 ᒤ⌅ㅜ 9 ᶑㅜ 3 Ⅾ㿴ᇊˈ“ᵜ⌅ᡰ〠Ⲵ୶ъ〈ᇶˈᱟ
ᤷнѪޜՇᡰ⸕ᚹǃާᴹ୶ъԧ٬ᒦ㓿ᵳ࡙Ӫ䟷ਆᓄ؍ᇶ᧚ᯭⲴᢰᵟ઼ؑ㓿㩕ؑ”Ǆᆳࡐ
䲔Ҷ 1993 ᒤ⌅ѝⲴ“㜭Ѫᵳ࡙Ӫᑖᶕ㓿⍾࡙⳺”䘉ṧⲴ㺘䘠ˈնสᵜਜ਼ѹнਈǄ
˄2˅ޣҾץᇣ୶ъ〈ᇶ㹼ѪѫփⲴҹ䇞ӽ❦ᆈ൘Ǆ2017 ᒤ⌅ㅜ 9 ᶑㅜ 1 Ⅾоㅜ 2 Ⅾ࠶࡛
㿴ᇊҶє㊫ץᵳ㹼ѪǄㅜ 1 Ⅾᱟ㓿㩕㘵ץᇣ୶ъ〈ᇶⲴ㹼Ѫˈ࠶Ѫйᛵᖒ˖“˄а˅ԕⴇコǃ
䍯䍲ǃⅪ䇸ǃ㛱䘛ᡆ㘵ަԆн↓ᖃ⇥㧧ਆᵳ࡙ӪⲴ୶ъ〈ᇶ˗˄Ҽ˅ᣛ䵢ǃ֯⭘ᡆ㘵ݱ䇨Ԇ
Ӫ֯⭘ԕࡽ亩⇥㧧ਆⲴᵳ࡙ӪⲴ୶ъ〈ᇶ˗˄й˅䘍৽㓖ᇊᡆ㘵䘍৽ᵳ࡙Ӫᴹ؍ޣᆸ୶ъ〈
ᇶⲴ㾱≲ˈᣛ䵢ǃ֯⭘ᡆ㘵ݱ䇨ԆӪ֯⭘ަᡰᦼᨑⲴ୶ъ〈ᇶǄ”∄Ҿ 1993 ᒤ⌅ˈ൘ㅜ˄а˅
ᛵᖒᡰࡇѮⲴн↓ᖃ⇥ѝˈሶ“࡙䈡”ᴤ᭩Ѫ“䍯䍲”ˈ࣐Ҷ“Ⅺ䇸”㹼Ѫˈަ։нਈǄㅜ 2 Ⅾ
ᱟ㓿㩕㘵㿶Ѫץᇣ୶ъ〈ᇶⲴ㹼Ѫˈণ“ㅜйӪ᰾⸕ᡆ㘵ᓄ⸕୶ъ〈ᇶᵳ࡙ӪⲴઈᐕǃࡽઈᐕᡆ
㘵ަԆঅսǃњӪᇎᯭࡽⅮᡰࡇ䘍⌅㹼Ѫˈӽ㧧ਆǃᣛ䵢ǃ֯⭘ᡆ㘵ݱ䇨ԆӪ֯⭘䈕୶ъ〈ᇶ
Ⲵˈ㿶Ѫץ⣟୶ъ〈ᇶǄ”Ӿ㺘䶒ᶕⴻˈ䘉а㿴ᇊо 1993 ᒤ⌅∄ˈ䲔⢩࡛ᤷ᰾“୶ъ〈ᇶᵳ࡙
ӪⲴઈᐕǃࡽઈᐕᡆ㘵ަԆঅսǃњӪᇎᯭࡽⅮᡰࡇ䘍⌅㹼Ѫ”ѻཆˈࠐѾᵚᴤ᭩ˈնަѝত
ᆈ൘ᐘབྷҹ䇞Ǆ
Ѫօ൘↔༴㾱у䰘ࡇѮ“ઈᐕǃࡽઈᐕ”˛Ӿ 2017 ᒤޘഭӪབྷᑨငՊㅜҼ⅑ᇑ䇞䈕⌅ᖻ؞䇒
ⲴᛵߥᶕⴻˈᶕⲴ㥹Ṹᱟሶ୶ъ〈ᇶ؍ᣔⲴᶑⅮ䇮ѪєᶑˈаᶑᱟޣҾ㓿㩕㘵ץ⣟୶ъ〈ᇶ
Ⲵᛵᖒˈਖаᶑᱟቡ⾱→୶ъ〈ᇶᵳ࡙ӪⲴઈᐕǃࡽઈᐕץ⣟୶ъ〈ᇶˈԕ৺ഭᇦᵪޣᐕӪ
ઈ઼ᖻᐸǃ⌘Պ䇑ᐸㅹуъӪઈ؍ᆸ୶ъ〈ᇶⲴѹ࣑у䰘Ҹԕ㿴ᇊˈᒦሶ䘍㘵“㿶Ѫץᇣ୶ъ
〈ᇶ”Ǆնᱟˈ䈕㥹ṸⲴޣ㿴ᇊ“ਇࡠ䜘࠶ᑨငՊ㓴ᡀӪઈ઼䜘䰘ǃԱъⲴ৽ሩˈ⨶⭡ᱟǉ৽н
↓ᖃㄎҹ⌅Ǌ㿴㤳Ⲵѫփᱟ㓿㩕㘵ˈ୶ъ〈ᇶᵳ࡙ӪⲴઈᐕǃࡽઈᐕˈнҾ㓿㩕㘵ˈሩҾަ
ץ⣟୶ъ〈ᇶⲴ㹼Ѫˈᵳ࡙Ӫਟ䙊䗷ަԆ⌅ᖻ䙄ᖴ㧧ᗇᮁ⍾˗ᴹⲴᨀࠪˈ⌅ޣᖻሩഭᇦᵪޣ
ᐕӪઈˈᖻᐸǃ⌘Պ䇑ᐸㅹуъӪઈⲴ୶ъ〈ᇶ؍ᇶѹ࣑ᐢ㓿Ҷ㿴ᇊˈᵜ⌅䟽༽㿴ᇊ⋑
ᴹᗵ㾱”Ǆഐ↔ˈ⌅ᖻငઈՊ㓿⹄ウˈᴰ㓸ᔪ䇞ࡐ䲔؞䇒㥹ṸⲴਖаᶑ㿴ᇊˈ਼ᰦሶᓄᇩ䈳
ᮤ㓣Ⲵࡽⴞޕㅜ 9 ᶑㅜ 2 ⅮǄ
˄3˅⌅ᖻ؍ᣔоץᵳᮁ⍾࣋ᓖ᰾ᱮᨀ儈Ǆ2017 ᒤ⌅ㅜ 17 ᶑ㿴ᇊ㓿㩕㘵䘍৽⌅ᖻ㿴ᇊѹ࣑
ᡰᓄᖃᣵⲴ≁һ䍓ԫˈवᤜ᤹ץᵳሬ㠤Ⲵᇎ䱵ᦏཡ઼ץᵳ㧧࡙Ѫ䇑㇇ᦏᇣ䎄ˈᦞⲴگᒦ
ф൘ㅜ 4 Ⅾѝ䪸ሩץᇣ୶ъ〈ᇶⲴ㹼Ѫˈу䰘㿴ᇊҶᴰ儈ਟ䗮 300 з⌅Ⲵݳᇊᮠ仍䎄گǄ਼ᰦˈ
ㅜ 21 ᶑ㿴ᇊҶץ⣟୶ъ〈ᇶⲴ㹼᭯䍓ԫˈণ䍓Ԕ→ڌ䘍⌅㹼Ѫˈᒦਟ༴ԕ 10 зݳԕк 50 зݳ
ԕлⲴ㖊Ⅾ˗ᛵ㢲ѕ䟽Ⲵˈ༴ 50 зݳԕк 300 зݳԕлⲴ㖊Ⅾ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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йǃ䟽㾱Ṹֻ
˄1˅咔ᐲ৽ݹᶀᯉᴹ䲀ޜਨоᆻ䎵ǃ咔᰾⢩、ᢰᴹ䲀ޜਨץᇣ୶ъ
〈ᇶ㓐㓧Ṹ
ᆻ䎵㠚 2006 ᒤ䎧൘咔ᐲ৽ݹᶀᯉᴹ䲀ޜਨ˄ԕлㆰ〠৽ݹᶀᯉޜਨ˅ԫъ࣑ઈˈѫ㾱
䍏䍓䜘࠶ⴱԭⲴ䬰৺ᇒᡧᤃኅᐕǄ৽ݹᶀᯉޜਨоᆻ䎵ݸਾㆮ䇒єԭࣣࣘਸ਼ˈᒦ㓖ᇊ
ᴹ؍ᇶᶑⅮ઼ㄎъ䲀ࡦᶑⅮǄ৽ݹᶀᯉޜਨሩަ㓿㩕ؑࡦᇊᴹ؍ᇶࡦᓖˈሩᇒᡧ৺▌൘ᇒᡧ
ؑ䟷ਆҶᗵ㾱Ⲵ؍ᇶ᧚ᯭˈ਼ᰦੁᆻ䎵৺ަԆъ࣑ઈ᭟ԈҶ؍ᇶ䍩⭘Ǆ咔ᐲ⅓୶䍨ᴹ
䲀ޜਨ˄ԕлㆰ〠⅓ޜਨˈণ咔᰾⢩、ᢰᴹ䲀ޜਨࡽ䓛˅ᡀ・Ҿ 2011 ᒤ 6 ᴸ 22 ᰕˈ㓿
㩕㤳തѪ䫒ᶀǃᔪᶀǃӄ䠁Ӕ⭥ǃ⎲ᶯǃ৽ݹᣔḿǄ
൘⅓ޜਨ㓿㩕ᵏ䰤ˈᆻ䎵ԕᆻ㘄ѹ৲о࣎⨶⅓ޜਨᐕ୶ⲫ䇠㔝ⲴޣᐕǄ
⅓ޜਨ䬦㹼ᖰᶕ䍖ⴞᱮ⽪ˈ㠚 2011 ᒤ 8 ᴸ 1 ᰕ㠣 2015 ᒤ 7 ᴸ 31 ᰕᵏ䰤ˈ⅓ޜਨо৽ݹᶀᯉ
ޜਨⲴཊㅄӔ᱃ᇒᡧ䟽ਸˈᆻ䎵ԕњӪѹӾ⅓ޜਨ䍖ᡧਆⅮཊ⅑Ǆ৽ݹᶀᯉޜਨ䙲ԕץ
ᇣ୶ъ〈ᇶѪ⭡ˈሶᆻ䎵ㅹ䇹㠣⌅䲒Ǆ
аᇑ⌅䲒䇔Ѫˈᆻ䎵ǃ⅓ޜਨሩ৽ݹᶀᯉޜਨⲴ୶ъ〈ᇶᶴᡀץ਼ޡᵳǄҼᇑ⌅䲒䇔
Ѫˈṩᦞ৽ݹᶀᯉޜਨᡰᨀⲴӔ᱃䇠ᖅ৺ᇒᡧᶕᖰ⾘ᦞˈަѝ“૱”“㿴Ṭ”“ᮠ䟿”㜭ཏ䈤᰾ᇒ
ᡧⲴ⤜⢩䴰≲ˈ“ᡀӔᰕᵏ”㜭ཏ৽᱐ᇒᡧ㾱䍗Ⲵ㿴ᖻˈ“অԧ”㜭ཏ䈤᰾ᇒᡧሩԧṬⲴਇ㜭࣋
઼ԧṬᡀӔᓅ㓯ˈ“༷⌘”৽᱐ҶᇒᡧⲴ⢩↺ؑǄ䘉ӋᇩᶴᡀҶ৽ݹᶀᯉޜਨ㓿㩕ؑⲴ〈
ᇶ⛩Ǆк䘠㓿㩕ؑ⎹৺Ⲵᇒᡧᐢо৽ݹᶀᯉޜਨᖒᡀҶっᇊⲴ䍗䚃ˈ؍ᤱ⵰㢟ྭⲴӔ᱃
ޣ㌫ˈ൘⭏ӗ㓿㩕ѝާᴹᇎ⭘ᙗˈ㜭ཏѪ৽ݹᶀᯉޜਨᑖᶕ㓿⍾࡙⳺ǃㄎҹՈ࣯Ǆ৽ݹᶀᯉޜ
ਨѪк䘠㓿㩕ؑࡦᇊҶާփⲴ؍ᇶࡦᓖˈሩᇒᡧ৺▌൘ᇒᡧؑ䟷ਆҶᗵ㾱Ⲵ؍ᇶ᧚ᯭˈᒦ
оᆻ䎵᰾⺞㓖ᇊҶ؍ᇶᶑⅮǃㄎъ䲀ࡦᶑⅮˈੁᆻ䎵৺ަԆъ࣑ઈ᭟ԈҶᓄⲴ؍ᇶ䍩⭘ˈ
ਟԕ䇱᰾৽ݹᶀᯉޜਨѪк䘠㓿㩕ؑ䟷ਆҶਸ⨶؍ᇶ᧚ᯭǄ㔬кˈਟԕ䇔ᇊ৽ݹᶀᯉޜਨࡦ
Ⲵᇒᡧঅᶴᡀ୶ъ〈ᇶǄᆻ䎵䍏ᴹሩ৽ݹᶀᯉޜਨⲴᘐᇎѹ࣑ˈަѝवᤜሩᐕѝ᧕䀖
ࡠⲴ㓿㩕ؑ䘋㹼؍ᇶⲴѹ࣑ˈަ᰾⸕ޜਨⲴޣ㇑⨶㿴ᇊ৺ᇒᡧঅⲴ䶎ޜᔰᙗ઼୶ъԧ٬ˈ
նӽ⿱㠚о৽ݹᶀᯉޜਨⲴᇒᡧ䘋㹼Ӕ᱃ˈфо⅓ޜਨᶕᖰ仁㑱ˈᶴᡀᣛ䵢ǃ֯⭘ǃݱ䇨Ԇ
Ӫ֯⭘৽ݹᶀᯉޜਨ㓿㩕ؑⲴ㹼ѪˈץᇣҶ৽ݹᶀᯉޜਨⲴ୶ъ〈ᇶǄ⅓ޜਨн↓ᖃൠ㧧
ਆǃ֯⭘Ҷᆻ䎵ᡰᦼᨑⲴ৽ݹᶀᯉޜਨᤕᴹⲴ୶ъ〈ᇶǄᆻ䎵ǃ⅓ޜਨሩ৽ݹᶀᯉޜਨ
Ⲵ୶ъ〈ᇶᶴᡀץ਼ޡᵳǄ
⋣ইⴱ咔ᐲѝ㓗Ӫ≁⌅䲒ࠪ˄2015˅咔≁ࡍᆇㅜ 96 ਧаᇑ≁һࡔߣҖˈࡔߣᆻ䎵ǃ
⅓ޜਨሩ৽ݹᶀᯉޜਨⲴ୶ъ〈ᇶᶴᡀץ਼ޡᵳ˗・ণץ→ڌᵳ㹼Ѫˈᒦ൘єᒤн߶֯⭘
咔ᐲ৽ݹᶀᯉᴹ䲀ޜਨᡰᤕᴹⲴ୶ъ〈ᇶ˗਼ޡ䎄گ咔ᐲ৽ݹᶀᯉᴹ䲀ޜਨ㓿⍾ᦏཡ 35 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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ݳǄ⋣ইⴱ儈㓗Ӫ≁⌅䲒ࠪ˄2016˅䊛≁㓸 347 ਧҼᇑ≁һࡔߣҖˈࡔߣ傣എк䇹ˈ㔤ᤱ
ࡔǄ
ᵜṸᱟ⎹৺୶ъ〈ᇶ؍ᣔⲴިරṸֻǄ୶ъ〈ᇶṸԦഐ䇱ᦞ༽ᵲǃ䳀㭭ˈ䙊ᑨᇑ⨶䳮ᓖ䖳
བྷǄ⢩࡛ᱟˈഐઈᐕ㙼ㅹᑖᶕⲴ୶ъ〈ᇶ؍ᣔ䰞仈аⴤᱟਨ⌅ᇎ䐥ѝⲴ䳮⛩ǄᵜṸࡔߣሩ୶
ъ〈ᇶṸԦѝ“нѪޜՇᡰ⸕ᚹ”“؍ᇶ᧚ᯭ”“୶ъԧ٬”ԕ৺䎄گ䍓ԫⲴ⺞ᇊㅹ䟽㾱⌅ᖻ䰞仈ˈ
㔃ਸṸᛵ䘋㹼Ҷ㓶㠤઼ޘ䶒Ⲵ䱀䟺ˈሩ㊫լṸԦⲴᇑ⨶ާᴹ䖳ᕪⲴ㿴ࡉᤷᕅѹǄ䈕Ṹҏഐ↔
ᴰ儈Ӫ≁⌅䲒ࡇ ޕ2017 ᒤѝഭ⌅䲒 50 བྷިර⸕䇶ӗᵳṸֻǄ਼ᰦˈᵜṸᱟṩᦞ 1993 ᒤǉ৽н
↓ᖃㄎҹ⌅ǊࡔߣⲴˈഐ↔ˈ᤹➗ਨ⌅ᇎ䐥Ⲵˈ⌅ڊሶ⋴䵢୶ъ〈ᇶⲴઈᐕо࡙⭘୶ъ〈ᇶⲴ
㓿㩕㘵ࡇѪ਼ޡ㻛ᒦ䘭ウަץ਼ޡᵳ䍓ԫǄնᱟˈ⭡Ҿ 2017 ᒤǉ৽нᖃㄎҹ⌅Ǌㅜ 9 ᶑⲴᯠ
㿴ᇊˈ⢩࡛ᱟަѝㅜ 3 Ⅾˈ᰾⺞㿴ᇊ㓿㩕㘵Ѫץ⣟୶ъ〈ᇶᵳ࡙Ⲵ䍓ԫѫփˈ䛓ѸˈӺਾ㜭
ሶ୶ъ〈ᇶᵳ࡙ӪⲴઈᐕᡆࡽઈᐕѪץᇣ୶ъ〈ᇶṸԦⲴ਼ޡ㻛ˈᒦфࡔߣަоѪㄎҹ
ሩⲴԱъᶴᡀץ਼ޡᵳǃᣵ䘎ᑖ䍓ԫˈሶᡀѪਨ⌅ᖃѝⲴањ䳮仈Ǆ

˄2˅ेӜॾྕ⊭䖖ᴽ࣑ᴹ䲀ޜਨ↖≹࠶ޜਨ䇹↖≹䱯䟼⊭䖖ᴽ࣑ᴹ䲀ޜਨǃ
㙲傿ǃᶌ㧩ץᇣ୶ъ〈ᇶ㓐㓧Ṹ
ेӜॾྕ⊭䖖ᴽ࣑ᴹ䲀ޜਨ↖≹࠶ޜਨ˄ԕлㆰ〠ॾྕ࠶ޜਨ˅Ⲵ㓿㩕㤳തѪ⊭䖖㻵侠ǃ
⊭䖖䝽ԦⲴ䬰ǃᢰᵟᴽ࣑ǃᢰᵟ䈒ㅹǄ൘㓿㩕䗷〻ѝˈॾྕ࠶ޜਨ䙊䗷ަ“ᆹᗳъ࣑ᴽ࣑㇑
⨶ᒣਠ”㌫㔏ሩަ㓿㩕઼ؑᇒᡧؑ䘋㹼㇑⨶Ǆ2016 ᒤ 2 ᴸᓅˈᶌ㧩ޕ㙼ॾྕ࠶ޜਨǄ਼ᒤ 3
ᴸ 1 ᰕˈॾྕ࠶ޜਨоᶌ㧩ㆮ䇒ǉࣣࣘਸ਼ҖǊˈ䈕ॿ䇞㓖ᇊᶌ㧩ᣵԫॾྕ࠶ޜਨᇒᡧ㓿⨶Ǆ
਼ᰕˈৼᯩ䘈ㆮ䇒ǉ㙼ъ㿴㤳䈪ҖǊˈᶌ㧩ੁॾྕ࠶ޜਨ䈪ሩ䬰৺ᴽ࣑䗷〻ѝ㧧⸕Ⲵᇒ
ᡧؑ؍ᇶǄк䘠ਸ਼ǃ䈪Җㆮ䇒ਾˈᶌ㧩ޕ㙼ॾྕ࠶ޜਨˈ㻛ॾྕ࠶ޜਨᤷ⍮㠣ަਸ 4S
ᓇ—ᇼቄޜਨӾһ⊭䖖ޫ؍ъ࣑Ǆ2016 ᒤ 9 ᴸ 1 ᰕˈᶌ㧩ԕ“њӪഐ”Ѫ⭡ᨀࠪ㙼⭣䈧Ǆ਼
ᰕˈॾྕ࠶ޜਨоᶌ㧩ㆮ䇒Ҷǉ؍ᇶॿ䇞Ǌˈ䈕؍ᇶॿ䇞㓖ᇊ㠚ㆮ㖢ѻᰕ䎧䮯ᵏᴹ᭸ˈнԕᐕ
㔃ᶏㅹᛵߥ㓸→Ǆ↔ਾˈᶌ㧩㙼ॾྕ࠶ޜਨˈॾྕ࠶ޜਨᵚੁަ᭟Ԉ㺕گ䠁Ǆᶌ㧩о㙲傿
㌫ཛޣ㌫Ǆᶌ㧩Ӿॾྕ࠶ޜਨ㙼ਾˈ䘋ޕ㙲傿ᣵԫ⌅ᇊԓ㺘ӪⲴ↖≹䱯䟼⊭䖖ᴽ࣑ᴹ䲀ޜ
ਨ˄ԕлㆰ〠䱯䟼ޜਨ˅ᐕǄ䱯䟼ޜਨоॾྕ࠶ޜਨⲴ㓿㩕㤳തสᵜ਼Ǆᶌ㧩䘋ޕ䱯䟼ޜ
ਨਾˈॾྕ࠶ޜਨਁ⧠оަᆈ൘ਸޣ㌫Ⲵ 4S ᓇ—ᆹཷьᵜᓇ㓿㩕ъ㔙л━ˈ⯁о䱯䟼ޜਨǃ
㙲傿ǃᶌ㧩й㘵ᴹˈޣ䙲ੁ⌅䲒䎧䇹Ǆ
⌅䲒㓿ᇑ⨶䇔ѪˈᵜṸ㻛ᱟᶴᡀץ⣟୶ъ〈ᇶˈѫ㾱⎹৺ԕлєњ䰞仈˖
ㅜањ䰞仈ᱟˈޣҾॾྕ࠶ޜਨ൘ᵜṸѝѫᕐⲴᇊԧㆆ⮕઼ᇒᡧঅᱟᶴᡀަ୶ъ〈ᇶ
Ⲵ䰞仈Ǆަаˈᇊԧㆆ⮕઼ᇒᡧঅ䜭Ҿ㓿㩕ؑˈᆈ൘ᡀѪ୶ъ〈ᇶⲴਟ㜭Ǆնॾྕ࠶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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ਨᵚᨀӔ䇱ᦞ䇱᰾ᇊԧㆆ⮕Ⲵᇩǃ⢩ᖱǃ㤳ത৺䈕㓿㩕ؑᆈ൘Ⲵ䖭փˈ᭵ᰐ⌅ࡔᯝॾྕ࠶
ޜਨᡰѫᕐⲴᇊԧㆆ⮕ᱟᶴᡀ৽н↓ᖃㄎҹ⌅ѹкⲴ୶ъ〈ᇶ৺䴰㾱؍ᣔⲴਟ㜭ᙗǄަҼˈ
ॾྕ࠶ޜਨᡰ䇹ᇒᡧঅ䇠䖭Ҷॾྕ࠶ޜਨⲴᴽ࣑ሩ䊑ǃᴽ࣑ᇩǃ㚄㌫ᯩᔿㅹؑˈާᴹ⢩
ᇊᙗˈоॾྕ࠶ޜਨᨀⲴ⢩ᇊᴽ࣑ᇶнਟ࠶ˈҾ⭡ॾྕ࠶ޜਨ⤜ᴹǃ⤜ӛⲴᇒᡧؑǄ䈕
ᇒᡧؑᆈۘҾॾྕ࠶ޜਨᡰᴹⲴ“ᆹᗳъ࣑ᴽ࣑㇑⨶ᒣਠ”㌫㔏ѻѝˈॾྕ࠶ޜਨሩ䈕㌫㔏䟷
ਆҶᓄⲴ㇑᧗᧚ᯭˈᶴᡀǉ৽н↓ᖃㄎҹ⌅ǊѹкⲴ୶ъ〈ᇶˈᓄਇ⌅ᖻⲴ؍ᣔǄަйˈ
؍ᇶѹ࣑ᱟ⌅ᇊѹ࣑ˈㄎъ⾱→ѹ࣑ᱟ㓖ᇊѹ࣑Ǆॾྕ࠶ޜਨᵚੁᶌ㧩᭟Ԉ؍ᇶሩԧᒦнਟԕ
ᢙኅѪሩަਇ䳷ᵏ䰤ᦼᨑⲴॾྕ࠶ޜਨⲴ⎹Ṹ㓿㩕〈ᇶ䲿ᣛ䵢ǃ࡙⭘ᡆᦸᵳԆӪ࡙⭘Ǆ
ㅜҼњ䰞仈ᱟˈޣҾॾྕ࠶ޜਨѫᕐй㻛䶎⌅㧧ਆǃ࡙⭘ަ䇹〠Ⲵ୶ъ〈ᇶᱟᡀ・Ⲵ
䰞仈Ǆަаˈᶌ㧩ԫ㙼ॾྕ࠶ޜਨᵏ䰤ˈᵚੁޜਨྲᇎ䱸䘠㙲傿൘䱯䟼ޜਨᐕⲴһᇎˈᆈ൘
㧧ਆॾྕ࠶ޜਨ⎹ṸᇒᡧঅⲴѫ㿲ࣘഐǄᶌ㧩о㙲傿㌫ཛޣ㌫ˈ䱯䟼ޜਨоॾྕ࠶ޜਨᆈ
൘਼Ⲵᐲ൪ㄎҹޣ㌫Ǆᶌ㧩Ӿॾྕ࠶ޜਨ㙼ਾ䘋ޕ㙲傿ᡰ൘Ⲵ䱯䟼ޜਨˈ⭡↔ਟԕ䇔ᇊ㙲
傿઼䱯䟼ޜਨާᴹ᧕䀖ॾྕ࠶ޜਨ⎹ṸᇒᡧঅⲴਟ㜭ᙗǄަҼˈॾྕ࠶ޜਨᒦᰐ䇱ᦞ䇱᰾䱯
䟼ޜਨᡰ㓿㩕Ⲵᇒᡧоॾྕ࠶ޜਨ⎹Ṹᇒᡧঅ䖭᰾Ⲵᇒᡧᆈ൘Ӕ৹ᡆ㘵䟽ਸⲴᛵᖒ˗਼ᰦˈ
ॾྕ࠶ޜਨᒦᵚ䇱᰾оަਸ 4S ᓇ—ᆹཷьᵜᓇъ㔙л━Ⲵഐᶕ㠚Ҿй㻛Ⲵ㻛䇹㹼Ѫˈ
ᡆой㻛Ⲵ㻛䇹㹼Ѫᆈ൘ഐ᷌ޣ㌫Ǆഐ↔ˈॾྕ࠶ޜਨᒦ⋑ᴹᆼᡀሩަ䇹〠Ⲵ䱯䟼ޜਨⲴᇒ
ᡧоॾྕ࠶ޜਨ⎹ṸᇒᡧঅѝⲴᇒᡧ਼фާᴹഐ᷌ޣ㌫ⲴѮ䇱䍓ԫǄ
⒆ेⴱ↖≹ᐲ⊏≹४Ӫ≁⌅䲒ࠪ˄2017˅䜲 0103 ≁ࡍ 3785 ਧаᇑ≁һࡔߣҖˈࡔߣ
䍕䇹ˈ傣എ䇹䇬䈧≲ǄᵜṸৼᯩᖃһӪ൷ᵚк䇹ˈ䈕ࡔߣᐢ㓿⭏᭸ǄᵜṸ㻛ࡇѪ 2017 ᒤ
⒆ेⴱ⌅䲒ॱབྷ⸕䇶ӗᵳṸԦǄޣҾަ⌅ᖻоᇎ䐥ѹˈ࣎⌅ᇈᴮᨀࠪҶྲл䇴䇪Ǆ
俆ˈݸᵜṸ〟ᶱഎᓄҶᯠ㓿⍾ᖒᘱл⊭䖖ᴽ࣑㹼ъ⢩࡛ᱟ⊭䖖䴦ᐲ൪ਾᴽ࣑㹼ъ㙼
ઈᐕоᇒᡧঅ؍ᣔⲴ✝⛩䰞仈ˈާᴹᯠ仆ᙗǄᦞӻ㓽ˈ↔㊫ץᵳṸԦ൘ޘഭቊቁ㿱ˈഐ↔
ᵜṸⲴᇑ⨶઼㻱ࡔ༷ਇ㹼ъ㓿㩕㘵ǃ㹼ъӾъӪઈǃ㹼ъॿՊˈ⢩࡛ᱟ⽮ՊޜՇ઼ޣჂփⲴ
⌘ޣǄᵜṸ㲭ԕ䍕䇹㘼㔃ᶏˈն⌅䲒䘈ᱟቡ⊭䖖䴦ᴽ࣑㹼ъ㙼ઈᐕㄎъ䲀ࡦо୶ъ〈
ᇶ؍ᣔ䰞仈ੁ⊭ޣ䖖㹼ъॿՊਁࠪҶਨ⌅ᔪ䇞ˈᕅሬᐲ൪ѫփ⌅ᔪ・୶ޘڕъ〈ᇶ㇑⨶ࡦ
ᓖˈᗇࡠҶ⊭䖖㹼ъॿՊⲴ〟ᶱഎᓄˈਆᗇҶ㢟ྭⲴ⽮Պ᭸᷌Ǆ
ަ⅑ˈᵜṸৈҶ୶ъ〈ᇶ⢩࡛ᱟ㓿㩕〈ᇶṸԦⲴ㻱ࡔ㾱㍐ѻ䰤Ⲵޣ㌫ˈ㓶ॆҶṸԦᖃһ
ӪⲴѮ䇱䍓ԫⲴ࠶䝽ˈ᰾⺞Ҷᇑ⨶䈕㊫୶ъ〈ᇶṸԦⲴสᵜ㻱ࡔ㿴ࡉˈѪ䈕㊫ṸԦᇑ⨶ᨀҶ
䖳ѪᲠⲴᇑ⨶ᙍ䐟઼ѕᇶⲴ㻱ࡔ䙫䗁ǄަаˈᇒᡧঅҾ㓿㩕ѝᖒᡀⲴᇒᡧؑˈ䇠䖭Ҷ
ᵳ࡙ӪⲴᴽ࣑ሩ䊑ǃᴽ࣑ᇩǃ㚄㌫ᯩᔿㅹᇩˈоᵳ࡙ӪᨀⲴ⢩ᇊᴽ࣑ᇶнਟ࠶ˈާᴹу
ᴹᙗ઼४࡛ᙗ⢩ᖱˈਟԕ䇔ᇊѪ୶ъ〈ᇶǄᵳ࡙ӪሶᇒᡧؑᆈۘҾᴽ࣑㇑⨶ᒣਠ㌫㔏ѝˈᒦ
ሩⲫᖅؑѫփǃᯩᔿǃ䇮༷䘋㹼Ҷ䲀ᇊ઼᧗ࡦˈሩ᧕䀖ؑⲴӪઈᡰ䍏؍ᇶѹ࣑ҸԕҶ⸕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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ਟԕ䇔ᇊᵳ࡙Ӫ䟷ਆҶ؍ᇶ᧚ᯭǄަҼˈץ⣟୶ъ〈ᇶ㹼ѪⲴ䇔ᇊᓄ䚥ᗚ“᧕䀖+ᇎ䍘ᙗլ”㿴
ࡉˈᵳ࡙Ӫ䲔ሩ㻛䇹ץᵳӪ᧕䀖୶ъ〈ᇶⲴਟ㜭ᙗᣵѮ䇱䍓ԫཆˈ䘈享ᣵ㻛䇹ץᵳӪ㓿㩕
Ⲵᇒᡧоᵳ࡙Ӫ⎹ṸᇒᡧঅѝⲴᇒᡧᆈ൘Ӕ৹ᡆ㘵䟽ਸⲴѮ䇱䍓ԫǄަйˈ൘䇔ᇊץᵳ㹼Ѫ
Ⲵѫ㿲䗷䭉ᯩ䶒ˈᕪ䈳㙼ઈᐕᓄᖃᣵⲴ؍ᆸᐕঅսⲴ୶ъ〈ᇶⲴ⌅ᇊѹ࣑ˈ䱀᰾Ҷǉ৽
н↓ᖃㄎҹ⌅Ǌоǉਸ਼⌅Ǌǃǉࣣࣘ⌅Ǌǃǉࣣࣘਸ਼⌅Ǌѻ䰤Ⲵޣ㚄ޣ㌫ˈᒦᴰ㓸᰾⺞୶ъ
〈ᇶṸԦѝઈᐕ؍ᇶѹ࣑Ⲵ⌅ᇊѹ઼࣑ㄎъ䲀ࡦⲴ㓖ᇊѹ࣑Ⲵԧ٬ս䱦Ǆ؍ᇶѹ࣑ᱟ⌅ᇊѹ࣑ˈ
ㄎъ⾱→ѹ࣑ᱟ㓖ᇊѹ࣑Ǆᵳ࡙Ӫᵚੁ㙼ઈᐕ᭟Ԉ؍ᇶሩԧᒦнਟԕᢙኅѪ㙼ઈᐕሩަਇ
䳷ᵏ䰤ᦼᨑⲴ୶ъ〈ᇶਟԕ䲿ᣛ䵢ǃ࡙⭘ᡆᦸᵳԆӪ֯⭘ˈࡉਟԕ䇔ᇊ㙼ઈᐕѫ㿲кާ
ᴹ䗷䭉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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ѝഭㄎҹ⌅Ⲵਁኅоᇎ䐥

ㅜаㄐ ⾱→පᯝॿ䇞㹼ѪⲴ・⌅ਁኅоᇎ䐥
ㅜҼㄐ ⾱→┕⭘ᐲ൪᭟䝽ൠս㹼ѪⲴ・⌅ਁኅоᇎ䐥
ㅜйㄐ ᧗ࡦ㓿㩕㘵䳶ѝ㹼ѪⲴ・⌅ਁኅоᇎ䐥
ㅜഋㄐ ⾱→㹼᭯පᯝ㹼ѪⲴ・⌅ਁኅоᇎ䐥
ㅜӄㄐ ⾱→н↓ᖃㄎҹ㹼ѪⲴ・⌅ਁኅоᇎ䐥
ㅜޝㄐ о⸕䇶ӗᵳᴹ৽Ⲵޣපᯝ⌅・⌅ਁኅоᇎ䐥

68

ㅜй䜘࠶

ㅜаㄐ

⾱→පᯝॿ䇞㹼ѪⲴ・⌅ਁኅоᇎ䐥


䉝㺱



аǃᾲ㿸
2017 ᒤˈѝഭ൘පᯝॿ䇞Ⲵ・⌅ǃᢗ⌅ԕ৺䇹䇬ᯩ䶒䜭ਆᗇҶ䟽㾱Ⲵᡀ᷌Ǆ・⌅ᯩ䶒ˈഭ
ᇦਁኅ઼᭩䶙ငઈՊ˄ԕлㆰ〠ഭᇦਁ᭩င˅ࡦᇊҶǉ㹼ъॿՊԧṬ㹼ѪᤷইǊ઼ǉ⸝㕪㦟૱
઼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Ǆ൘ᡁഭˈ䇨ཊපᯝॿ䇞ѫ㾱⭡㹼ъॿՊ㓴㓷䗮ᡀᒦᇎᯭⲴˈ
ഭᇦਁ᭩ငࡦᇊǉ㹼ъॿՊԧṬ㹼ѪᤷইǊࡉᱟѪҶᴤྭൠሩ㹼ъॿՊⲴԧṬ㹼Ѫ䘋㹼ᴹ᭸ᕅ
ሬǄ㘼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Ⲵᱟާփॿ䇞㹼Ѫˈ䘉㺘᰾ᡁഭපᯝॿ
䇞Ⲵ・⌅ᴤާ䪸ሩᙗˈᐢ㓿䖜ੁҶ䛓Ӌㄎҹ䰞仈ᴤѪケࠪⲴ⢩↺㹼ъǄ
൘ᢗ⌅ᯩ䶒ˈਁ᭩ငǃഭᇦᐕ୶ᙫተ઼ൠᯩ৽පᯝᢗ⌅ᵪᶴ〟ᶱኅᔰ৽පᯝᢗ⌅ˈḕ༴Ҷ
Շཊපᯝॿ䇞ⲴṸԦˈ⎹৺Ⲵ亶ฏवᤜᵪࣘ䖖Ự⍻ǃ⭥ؑǃ⢙ъ䇴ՠǃ䙐㓨ǃ⭥࣋ǃ㚊≟҉✟
ṁ㜲ǃᵪࣘ䖖傮傦ษ䇝ǃ؍䲙ǃ٬〾ਁ⾘㌫㔏Ⲵ䬰઼ᴽ࣑ㅹㅹǄ㓿㩕㘵䗮ᡀපᯝॿ䇞Ⲵᯩ
ᔿҏࠪ⧠ҶᯠⲴࣘᘱˈ⽮ӔჂփᐢ㓿ᡀѪ㓿㩕㘵䗮ᡀපᯝॿ䇞Ⲵ䟽㾱ᒣਠǄ৽පᯝᢗ⌅ᵪᶴҏ
俆⅑ሩ㹼ъॿՊ䘲⭘ҶᴰѪѕহⲴ༴㖊᧚ᯭˈণሩཊ⅑㓴㓷㓿㩕㘵䗮ᡀᒦᇎᯭපᯝॿ䇞Ⲵ㹼ъ
ॿՊ䬰ަⲫ䇠Ǆ
൘ਨ⌅ᇎ䐥ᯩ䶒ˈ⌅䲒ᇑ⨶Ҷཊ䎧පᯝॿ䇞ṸԦǄަѝާᴹިරѹⲴṸԦᱟ⭡⎧ইⴱ⎧
ਓᐲѝ㓗Ӫ≁⌅䲒ԕ৺⎧ইⴱ儈㓗Ӫ≁⌅䲒ᇑ⨶Ⲵ⎧ই㼅⌠ޜਨഐнᴽ⎧ইⴱ⢙ԧተࠪⲴ༴
㖊ߣᇊ㘼ᨀ䎧Ⲵ㹼᭯䇹䇬ṸԦˈ䘉ᱟᡁഭ俆䎧㓥ੁපᯝॿ䇞㹼᭯䇹䇬ṸԦǄ䈕Ṹ䳶ѝኅ⧠Ҷ৽
පᯝᢗ⌅ᵪᶴԕ৺⌅䲒ሩҾ㓥ੁපᯝॿ䇞䇔ᇊᯩ䶒Ⲵ㿲⛩৺ᡰᆈ൘Ⲵҹ䇞Ǆ

䉝㺱ˈѝഭ⽮Պ、ᆖ䲒བྷᆖ⌅ᆖ䲒ࣙ⨶ᮉᦸˈ⌅ᆖঊ༛Ǆ⭥ᆀ䛞㇡˖tanyuan8702@163.co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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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ᒤѝഭ൘පᯝॿ䇞Ⲵ・⌅ǃᢗ⌅ԕ৺ਨ⌅ᯩ䶒䜭ᴹᒿኅᔰˈਆᗇҶԔӪⷙⴞⲴᡀ㔙Ǆ
਼ᰦˈ৽පᯝᢗ⌅ԕ৺ਨ⌅ᇎ䐥ѝᡰ৽᱐ࠪᶕⲴ䰞仈ˈቔަᱟޣҾ㓥ੁපᯝॿ䇞ᡰᆈ൘Ⲵҹ䇞ˈ
ӏ䴰⨶䇪кࠪഎᓄǄ2017 ᒤˈѝഭᒦ⋑ᴹḕ༴аӋާᴹ䟽བྷ⽮Պᖡ૽࣋Ⲵපᯝॿ䇞ṸԦˈ䘉
ҏ㺘᰾ѝഭ൘පᯝॿ䇞ṸԦⲴḕ༴ᯩ䶒䙀⑀䘋ޕаᑨᘱॆǄնᱟˈ൘ᢗ⌅઼ਨ⌅ѝᡰ৽᱐ࠪ
ᶕⲴаӋᯠ䰞仈ˈতާᴹॱ࠶䟽㾱Ⲵԧ٬Ǆ

Ҽǃ・⌅о᭯ㆆਁኅ
൘ѝഭˈ䪸ሩපᯝॿ䇞ኅᔰᢗ⌅Ⲵᵪᶴˈ൘ѝཞቲ䶒Ѫഭᇦਁ᭩င઼ഭᇦᐕ୶ᙫተˈ൘ൠ
ᯩᓄⲴѪⴱ㓗ਁ᭩ငᵪⴱ઼ޣ㓗ᐕ୶䜘䰘Ǆᴹޣපᯝॿ䇞Ⲵ・⌅৺ޣ᭯ㆆⲴࡦᇊˈࡉѫ㾱
ᱟ⭡ഭᇦਁ᭩င઼ഭᇦᐕ୶ᙫተ䍏䍓ⲴǄഭᇦᐕ୶ᙫተ൘ 2017 ᒤᒦ⋑ᴹ൘පᯝॿ䇞ᯩ䶒ኅᔰ・
⌅઼᭯ㆆࡦᇊᐕˈ㘼ഭᇦਁ᭩ငࡉ㔗㔝൘ޣ㿴ࡉⲴࡦᇊᯩ䶒ਆᗇ䱦⇥ᙗᡀ᷌ˈѫ㾱㺘⧠ྲ
лǄ

˄1˅ഭᇦਁ᭩ငǉ㹼ъॿՊԧṬ㹼ѪᤷইǊ
2017 ᒤ 7 ᴸ 20 ᰕˈഭᇦਁ᭩ငਁᐳǉ㹼ъॿՊԧṬ㹼ѪᤷইǊˈ1 ᰘ൘啃઼ّ࣡ሬ㹼ъॿ
ՊӾһᴹࣙҾ㹼ъਁኅǃᐲ൪ㄎҹ઼㔤ᣔ⎸䍩㘵ਸ⌅ᵳ⳺ⲴԧṬ㹼Ѫˈ਼ᰦሩ㹼ъॿՊӾһⲴ
ਟ㜭䘍৽ǉ৽පᯝ⌅ǊǃǉԧṬ⌅Ǌ઼ǉԧṬ䘍⌅㹼Ѫ㹼᭯༴㖊㿴ᇊǊㅹ⌅ᖻ⌅㿴ⲴԧṬ㹼Ѫ
Ⲵ⌅ᖻ仾䲙Ҹԕᨀ⽪ˈᤷᕅ㹼ъॿՊ䇴ՠަ㊫ԧṬ㹼ѪⲴਸ⌅ᙗǄ䈕ǉᤷইǊѫ㾱⭘Ҿᤷᕅ
㹼ъॿՊӾһⲴԕлԧṬ㹼Ѫ˖˄1˅㹼ъॿՊӾһⲴ⎹৺ᡆ㘵ᖡ૽Պઈԕ৺ަԆ㓿㩕㘵ⲴԧṬ
㹼Ѫ˗˄2˅㹼ъॿՊਁᐳԧṬؑⲴ㹼Ѫ˗˄3˅㹼ъॿՊѻ䰤ӔᦒԧṬؑᡆ㘵䟷ਆ㚄ਸ㹼
ࣘⲴ㹼Ѫ˗˄4˅䬰୶૱ǃᨀᴹگᴽ࣑Ⲵ㹼ѪǄ䈕ǉᤷইǊᴹࣙҾ㿴㤳㹼ъॿՊⲴԧṬ㹼Ѫˈ
ᕅሬ㹼ъॿՊ൘׳䘋㹼ъǃӗъڕᓧਁኅˈ㔤ᣔᐲ൪ԧṬ〙ᒿ઼ޜᒣㄎҹㅹᯩ䶒ਁ࠶ݵᥕ⭘Ǆ

˄2˅ഭᇦਁ᭩င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
2017 ᒤ 11 ᴸ 16 ᰕˈഭᇦਁ᭩ငਁᐳ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ˈ2 ᰘ൘
ሩ㓿㩕㘵൘⸝㕪㦟૱઼ᯉ㦟⭏ӗǃ㓿㩕ǃᨀᴽ࣑䗷〻ѝਟ㜭ࠪ⧠ⲴԧṬ䘍⌅仾䲙Ҹԕᨀ⽪ˈ

1. ഭᇦਁ᭩င㖁ㄉ˖ǉ㹼ъॿՊԧṬ㹼ѪᤷইǊhttp://jjs.ndrc.gov.cn/zcfg/201707/w02017070725565585873203.pdfǄ
2. ഭᇦਁ᭩င㖁ㄉ˖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ˈ
http://jjs.ndrc.gov.cn/zcfg/201711/W020171123358148881623.pdf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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ᒦѪ㓿㩕㘵䇴ՠ㊫ԧṬ㹼ѪⲴਸ⌅ᙗ㔉ҸᤷᕅǄ൘ޣᐲ൪Ⲵ⭼ᇊᯩ䶒ˈǉᤷইǊᤷࠪˈ⭼
ᇊ⎹৺⸝㕪㦟૱઼ᯉ㦟Ⲵޣᐲ൪㾱䚥ᗚޣᐲ൪⭼ᇊⲴа㡜ࡉ઼ᯩ⌅ˈ਼ᰦ䴰㾱㘳㲁५
㦟亶ฏⲴ⢩↺ᙗ઼њṸާփᛵᖒǄǉᤷইǊㅜഋᶑ⾱→ާᴹㄎҹޣ㌫Ⲵ⸝㕪㦟૱઼ᯉ㦟㓿
㩕㘵䗮ᡀ⁚ੁԧṬපᯝॿ䇞ˈޡवᤜॱᛵᖒǄㅜӄᶑ⾱→⸝㕪㦟૱઼ᯉ㦟㓿㩕㘵оӔ᱃
ሩӪ䗮ᡀ㓥ੁԧṬපᯝॿ䇞Ǆㅜޝᶑ㿴ᇊˈ⸝㕪㦟૱઼ᯉ㦟㓿㩕㘵ਟԕ⌅ѫᕐපᯝॿ䇞䉱
ݽǄ䈕ǉᤷইǊᴹࣙҾ㿴㤳⸝㕪㦟૱઼ᯉ㦟ᐲ൪ԧṬ㹼Ѫˈᔪ・㦟૱઼ᯉ㦟ᐲ൪Ⲵޜᒣㄎ
ҹ⧟ຳˈ؍ᣔ⎸䍩㘵Ⲵ࡙⳺Ǆ

йǃ䟽㾱Ṹֻ
˄1˅⎉⊏ⴱᶝᐎᐲᇼ䱣४䙐㓨ъॿՊ㓴㓷䗮ᡀᒦᇎᯭԧṬපᯝॿ䇞Ṹ

1

2017 ᒤ 7 ᴸ 10 ᰕˈഭᇦਁ᭩ငਁᐳˈޜ䙊ᣕަᤷሬ⎉⊏ⴱ⢙ԧተሩᶝᐎᐲᇼ䱣४䙐㓨
ॿՊ㓴㓷 17 ᇦ䙐㓨Աъ䗮ᡀᒦᇎᯭধㆂⲭ㓨ᶯԧṬॿ䇞аṸᐢ㓿ࠪ༴⨶ߣᇊˈሩᇼ䱣४䙐㓨
ॿՊ⌅䬰ⲫ䇠ˈሩ 17 ᇦԱъ㖊Ⅾ 778 зݳǄ
2016 ᒤ 10 ᴸ 28 ᰕˈᇼ䱣४䙐㓨ॿՊ㓴㓷 17 ᇦ䙐㓨Աъਜᔰ㹼ъՊ䇞ˈ୶ॿ਼ޡк䈳ধ
ㆂⲭᶯ㓨ԧṬˈᒦ䗮ᡀԕлॿ䇞˖“1ǃሩᵜ⅑ԧṬ䈳ᮤˈԱъᓄ㠚㿹ᢗ㹼ࡠս˗2ǃ䈳ԧ࠶䱦⇥
ᢗ㹼ˈ俆⅑⇿к䈳 200 ˈݳ⢩↺ᛵߥݱ䇨 50 ݳԕ⎞ࣘ˗3ǃᵜ⅑䈳ԧ㌫ধㆂԧṬ˗4ǃԱъ
䰤ӂⴁⶓˈਁ⧠䰞仈৺ᰦ䙊ᣕॿՊ〈Җ༴ˈ〈Җ༴ሶ᤹‘㠚ᖻ㿴ࡉ’䘋㹼Ựḕ઼༴⨶Ǆ”൘䗮ᡀ
පᯝॿ䇞ѻࡽˈধㆂⲭ㓨ᶯᴸᓖ൷ԧѪ 2470 ⇿ݳǄ䗮ᡀපᯝॿ䇞ਾⲴ⅑ᴸˈҏণ 2016 ᒤ 11
ᴸˈ⎹ṸԱъ൷᤹➗පᯝॿ䇞к䈳Ҷ䬰ԧṬˈк䈳䠁仍࠶࡛Ѫ⇿ 70 ݳ㠣 270 ݳᐖਣˈᴸᓖ
൷ԧѪ⇿ 2640 ˗ݳ2016 ᒤ 12 ᴸˈ⎹ṸԱъ㔗㔝к䈳䬰ԧṬˈᴸᓖ൷ԧѪ⇿ 3049 ˈݳ
∄䗮ᡀॿ䇞ࡽ⇿㍟䇑к⏘ 579 ˈݳ㍟䇑к⏘ᑵᓖ㓖Ѫ 23%Ǆᇼ䱣४䙐㓨ॿՊ㓴㓷ᵜ㹼ъ㓿㩕
㘵䗮ᡀපᯝॿ䇞Ⲵ㹼Ѫ䘍৽Ҷǉ৽පᯝ⌅Ǌㅜ 16 ᶑⲴ㿴ᇊˈ 2 㘼 17 ᇦ⎹ṸԱъ൘㹼ъॿՊⲴ
㓴㓷л䗮ᡀᒦᇎᯭපᯝॿ䇞ˈ䘍৽Ҷǉ৽පᯝ⌅Ǌㅜ 13 ᶑⲴ㿴ᇊǄ
⭡Ҿᇼ䱣४䙐㓨ॿՊ൘ 2010 ᒤቡഐѪ㓴㓷Աъ䗮ᡀᒦᇎᯭපᯝॿ䇞㘼ਇࡠ䗷㹼᭯༴㖊ˈഐ
↔↔⅑৸㓴㓷Աъ䗮ᡀᒦᇎᯭපᯝॿ䇞Ҿ㍟⣟ˈ৽පᯝᢗ⌅ᵪᶴߣᇊሩަӾ䟽༴㖊ˈ⭡⽮Պ
ഒփⲫ䇠㇑⨶ᵪ⌅ޣ䬰ⲫ䇠ǄሩҾ৲о䗮ᡀපᯝॿ䇞Ⲵ 17 ᇦ⎹ṸԱъˈ৽පᯝᢗ⌅ᵪᶴ䇔

1. ഭᇦਁ᭩င㖁ㄉ˖“17 ᇦ䙐㓨ԱъᇎᯭԧṬපᯝ㻛༴㖊 778 зˈ”ݳ
http://www.ndrc.gov.cn/xwzx/xwfb/201707/t20170710_854194.htmlǄ
2. ǉ৽පᯝ⌅Ǌㅜ 16 ᶑ㿴ᇊ˖“㹼ъॿՊнᗇ㓴㓷ᵜ㹼ъⲴ㓿㩕㘵Ӿһᵜㄐ⾱→Ⲵපᯝ㹼Ѫ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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Ѫˈ䘉ӋԱъᡰᇎᯭⲴපᯝ㹼ѪⲴᤱ㔝ᰦ䰤ਚᴹєњᴸˈᒦфᆳԜ㜭䝽ਸ䈳ḕˈ〟ᶱᮤ᭩ˈഐ
↔ߣᇊሩᆳԜ࠶࡛༴ԕкаᒤᓖধㆂⲭ㓨ᶯ䬰仍 1%Ⲵ㖊Ⅾˈਸ䇑 778 зݳǄ
ᵜṸ٬ᗇ⌘ޣѻ༴൘Ҿ˖䘉ᱟᡁഭ俆ֻ㹼ъॿՊഐ㓴㓷䗮ᡀᒦᇎᯭපᯝॿ䇞㘼㻛䬰ⲫ䇠
ⲴṸԦˈᱟ㹼ъॿՊᡰ䶒ѤⲴᴰѪѕ䟽Ⲵ༴㖊Ǆ1৽පᯝᢗ⌅ᵪᶴ൘⺞ᇊ㹼᭯༴㖊Ⲵ㊫઼ᮠ仍
ᰦˈՊ㘳㲁䘍⌅㘵Ⲵ䘍⌅ᛵ㢲ˈሩҾ㍟⣟Ⲵ㹼ъॿՊˈ࣐䟽ሩަⲴ༴㖊ˈሩᛵ㢲䖳䖫Ⲵ⎹Ṹ
Աъˈࡉ߿䖫༴㖊Ǆ

˄2˅18 ᇦ㚊≟҉✟ṁ㜲㓿㩕㘵ᇎᯭԧṬපᯝॿ䇞Ṹ 2
2017 ᒤ 9 ᴸ 27 ᰕˈഭᇦਁ᭩ငਁᐳˈޜᣛ䵢Ҷަḕ༴ 18 ᇦ㚊≟҉✟ṁ㜲㓿㩕㘵ᇎᯭԧ
ṬපᯝⲴṸԦǄ
2017 ᒤᒤࡍˈഭᇦਁ᭩င᧕ࡠѮᣕˈ৽᱐䜘࠶㚊≟҉✟ṁ㜲˄ԕлㆰ〠“PVC”˅㓿㩕㘵ᇎ
ᯭԧṬපᯝॿ䇞㹼Ѫˈ㚄ਸ᧘儈 PVC 䬰ԧṬˈ࣐䟽ҶԕަѪᶀᯉⲴл⑨Աъᡀᵜ䍏ᣵˈᦏ
ᇣҶ⎸䍩㘵ਸ⌅ᵳ⳺Ǆ᧕ࡠѮᣕਾˈഭᇦਁኅ᭩䶙င䲿ণᔰኅҶ৽පᯝ䈳ḕǄ䈳ḕਁ⧠ˈ18 ᇦ
⎹ṸԱъ൘ 2016 ᒤ䬰 PVC ӗ૱Ⲵ䗷〻ѝ䙊䗷ᗞؑ㗔ཊ⅑䗮ᡀҶ㔏а⏘ԧⲴපᯝॿ䇞ˈሬ㠤
PVC ᐲ൪ԧṬ᰾ᱮк⏘Ǆ
ᦞ䈳ḕˈ2016 ᒤ 3 ᴸ㠣 12 ᴸᵏ䰤ˈ⎹ṸԱъԕ“㾯े≟⻡㚄ਸփ”Ⲵѹݸਾਜᔰ 6 ⅑Պ
䇞ˈӔ⍱ᐲ൪㹼ᛵǃ䇘䇪ӗ䟿䬰䟿ˈᒦ䙊䗷ᗞؑ㗔䗮ᡀҶ 13 ⅑ԧṬපᯝॿ䇞ˈ਼ޡ㚄᧘儈Ҷ
PVC ԧǄަѝ⒆ेᇌॆ䳶ഒᴹ䲀䍓ԫޜਨǃѝⴀਹॆⴀ⌠ޠ䳶ഒᴹ䲀ޜਨ࠶࡛Ѫ“〈Җ䮯অ
ս”઼“⨶һ䮯অս”ˈݸਾ⢥ཤ㓴㓷Ҷ“㾯े≟⻡㚄ਸփ”Ⲵ 6 ⅑Պ䇞ˈᒦ䙊䗷ᗞؑ㗔ཊ⅑ѫࣘᨀ
䇞⏘ԧˈ൘ṸԦѝ䎧ѫሬ⭘Ǆަᆳ 16 ᇦ⎹ṸԱъ৲࣐Ҷ“㾯े≟⻡㚄ਸփ”Պ䇞ˈᒦ൘ᗞؑ㗔
ѝ૽ᓄǃ᭟ᤱк䘠єᇦ⢥ཤঅսਁࠪⲴ⏘ԧᨀ䇞Ǆ൘ᇎ䱵䬰䗷〻ѝˈᡰᴹ⎹ṸԱъ൷ᇎᯭҶ
䗮ᡀⲴපᯝॿ䇞Ǆ⎹ṸԱъ৫ᒤ㍟䇑⭏ӗ PVC 䗮 1200 зˈ㓖ঐޘഭᙫӗ䟿ഋ࠶ѻйˈަ㓿
㩕㹼Ѫሩ PVC 㹼ъާᴹ䟽㾱ᖡ૽Ǆ⎹ṸԱъⲴк䘠㹼Ѫᐢ䘍৽ǉ৽පᯝ⌅Ǌˈഭᇦਁኅ᭩䶙င
⌅ሩ 18 ᇦ⎹ṸԱъ༴ԕ 2016 ᒤᓖޣᐲ൪䬰仍 1%—2%Ⲵ㖊Ⅾˈޡ䇑 4.57 ӯݳǄ
ᵜṸ٬ᗇ⌘ޣѻ༴൘Ҿ˖ᵜṸѝˈ㓿㩕㘵䙊䗷⽮ӔჂփᗞؑ㗔䗮ᡀපᯝॿ䇞ˈ䘉ᱟ俆䎧㻛
ḕࠪⲴ䙊䗷⽮ӔჂփ䗮ᡀපᯝॿ䇞ⲴṸԦǄ䲿⵰䘁Ӌᒤᶕ⽮ӔჂփⲴᘛ䙏ਁኅˈ⽮ӔჂփҏᡀ

1. ǉ৽පᯝ⌅Ǌㅜ 46 ᶑㅜ 3 Ⅾ㿴ᇊ˖“㹼ъॿՊ䘍৽ᵜ⌅㿴ᇊˈ㓴㓷ᵜ㹼ъⲴ㓿㩕㘵䗮ᡀපᯝॿ䇞Ⲵˈ৽පᯝᢗ⌅ᵪ
ᶴਟԕ༴ӄॱзݳԕлⲴ㖊Ⅾ;ᛵ㢲ѕ䟽Ⲵˈ⽮Պഒփⲫ䇠㇑⨶ᵪޣਟԕ⌅䬰ⲫ䇠Ǆ”
2. ഭᇦਁ᭩င㖁ㄉ˖“18 ᇦ㚊≟҉✟ṁ㜲㓿㩕㘵ᇎᯭԧṬපᯝ㻛⌅ḕ༴”ˈ
http://www.ndrc.gov.cn/xwzx/xwfb/201709/t20170927_861737.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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ѪԱъ䗮ᡀපᯝॿ䇞Ⲵа䟽㾱ᯩᔿǄ৽පᯝᢗ⌅ᵪᶴⲴⴁ㇑ҏнӵӵተ䲀ҾՐ㔏Ⲵ“㓯л”ˈ
ሩҾ㓿㩕㘵䙊䗷“㓯к”ᯩᔿ䗮ᡀපᯝॿ䇞Ⲵ㹼Ѫҏ䘋㹼ҶѕᇶⲴⴁ㇑Ǆ

˄3˅⎧ইⴱ㼅⌠ޜਨо㓿䬰୶䗮ᡀ㓥ੁපᯝॿ䇞Ṹ 1
2017 ᒤ 2 ᴸ 28 ᰕˈ⎧ইⴱ⢙ԧተࠪ㹼᭯༴㖊ߣᇊҖˈ䇔ᇊ㼅⌠ޜਨоަ㓿䬰୶䗮ᡀ㓥
ੁපᯝॿ䇞ˈሩަ༴ԕ 20 зⲴݳ㖊ⅮǄ⎧ইⴱ⢙ԧተ㓿䗷䈳ḕਁ⧠ˈ㼅⌠ޜਨҾ 2014 ᒤǃ2015
ᒤо㓿䬰୶ㆮ䇒㔏аṬᔿ᮷ᵜⲴǉ侢ᯉӗ૱䬰ਸ਼Ǌˈަѝ㿴ᇊ㓿䬰୶ᓄᖃѪ㼅⌠ޜਨ؍ᇶ
䇙࡙ḷ߶ˈᒦфᴽӾ㼅⌠ޜਨᡰࡦᇊⲴ䬰ᤷሬԧˈࡉ㼅⌠ޜਨሶᴹᵳ߿ቁަ䇙࡙Ǆ⎧ইⴱ
⢙ԧተ䇔Ѫ䘉а㹼Ѫᧂ䲔䲀ࡦ㓿䬰୶䬰਼а૱⡼“㼅⌠"劬侢ᯉѻ䰤ⲴԧṬㄎҹˈ䘍৽Ҷǉѝ
ॾӪ≁઼ޡഭ৽පᯝ⌅Ǌㅜॱഋᶑㅜ˄а˅亩Ⲵ㿴ᇊˈᶴᡀҶоӔ᱃ሩӪ䗮ᡀ“പᇊੁㅜйӪ
䖜୶૱ⲴԧṬ”පᯝॿ䇞Ⲵ㹼ѪǄ
㼅⌠ޜਨнᴽ⎧ইⴱ⢙ԧተⲴ༴㖊ˈ⎧ੁ⌅ਓᐲѝ㓗Ӫ≁⌅䲒䎧䇹Ǆ⌅䲒䇔ѪˈሩҾ৽
පᯝ⌅ㅜॱഋᶑᡰ㿴ᇊⲴ㓥ੁපᯝॿ䇞Ⲵ䇔ᇊˈн㜭ӵԕ㓿㩕㘵оӔ᱃ሩӪᱟ䗮ᡀҶപᇊ
ᡆ㘵䲀ᇊ䖜ԧṬॿ䇞Ѫˈᦞ㘼䴰㾱㔃ਸ䈕⌅ㅜॱйᶑㅜҼⅮᡰ㿴ᇊⲴᇩˈ䘋а↕㔬ਸ㘳
㲁ޣԧṬॿ䇞ᱟާᴹᧂ䲔ǃ䲀ࡦㄎҹ᭸᷌Ǆ⌅䲒䇔Ѫˈ൘㔬ਸ㘳㲁㼅⌠ޜਨⲴ㓿㩕㿴⁑ǃ
㼅⌠ޜਨо㓿䬰୶ㆮ䇒ਸ਼亩лⲴ劬侢ᯉ൘ޣᐲ൪ᡰঐԭ仍ǃ劬侢ᯉ൘ᐲ൪кⲴㄎҹ≤ᒣǃ
䈕㓖ᇊሩӗ૱㔉ᮠ䟿઼ԧṬⲴᖡ૽〻ᓖǃ䈕㓖ᇊሩᐲ൪㹼ᛵⲴᖡ૽ㅹഐ㍐ԕਾ䇔Ѫˈ䈕ॿ䇞
нާᴹᧂ䲔ǃ䲀ࡦㄎҹⲴ᭸᷌ˈഐ↔нᶴᡀපᯝॿ䇞ˈࡔԔ䬰⎧ইⴱ⢙ԧተⲴ༴㖊ߣᇊǄ
⎧ইⴱ⢙ԧተнᴽ⌅䲒Ⲵࡔߣˈੁ⎧ইⴱ儈㓗Ӫ≁⌅䲒ᨀ䎧к䇹ǄҼᇑ⌅䲒䇔ѪˈѪᇎ⧠
৽පᯝ⌅亴䱢઼ࡦ→පᯝ㹼Ѫǃ㔤ᣔ⎸䍩㘵઼⽮Պ⳺࡙ޡޜㅹ・⌅ⴞⲴˈ൘ᰐ⌅ᶑ᰾⺞㿴ᇊⲴ
ᛵߥлˈн㜭ᗇࠪ৽පᯝᢗ⌅ᵪᶴᡰ䇔ᇊⲴ㓥ੁපᯝॿ䇞ᗵ享ԕᧂ䲔ǃ䲀ࡦㄎҹѪᶴᡀ㾱Ԧ䘉
а㔃䇪ǄҼᇑ⌅䲒ഐ↔䬰Ҷаᇑ⌅䲒ⲴࡔߣǄ
ᵜṸ⎹৺ⲴањṨᗳҹ䇞䰞仈ቡᱟˈ㓥ੁපᯝॿ䇞Ⲵ䇔ᇊᱟᗵ享ԕަާᴹᧂ䲔ǃ䲀ࡦㄎ
ҹⲴ᭸᷌Ѫ㾱ԦǄ൘ᵜṸѝˈ৽පᯝᢗ⌅ᵪᶴ䇔Ѫˈ㓥ੁපᯝॿ䇞а㓿ㆮ䇒ণᶴᡀපᯝॿ䇞ˈ
н䴰㾱ṩᦞᱟᆈ൘ᧂ䲔ǃ䲀ࡦㄎҹ᭸᷌ᶕ⺞ᇊᱟᶴᡀපᯝॿ䇞Ǆаᇑ⌅䲒䇔ѪˈሩҾ㓥
ੁපᯝॿ䇞Ⲵ䇔ᇊˈн㜭ӵԕ㓿㩕㘵оӔ᱃ሩӪᱟ䗮ᡀҶപᇊᡆ㘵䲀ᇊ䖜ԧṬॿ䇞Ѫ
ᦞˈ㘼䴰㾱䘋а↕㔬ਸ㘳㲁ޣԧṬॿ䇞ᱟާᴹᧂ䲔ǃ䲀ࡦㄎҹ᭸᷌ǄҼᇑ⌅䲒䇔Ѫˈ㹼᭯
ᵪޣ൘䇔ᇊ㓥ੁපᯝॿ䇞ᰦо≁һѫփѫᕐපᯝ㹼Ѫ䙐ᡀⲴᇎ䱵ᦏཡᰦᒦн਼ˈ⎹৺පᯝ㹼
ѪⲴ≁һṸԦԕ䙐ᡀᇎ䱵ᦏཡѪࡽᨀˈ㘼䙐ᡀᇎ䱵ᦏཡ৸享ԕ䈕පᯝ㹼Ѫާᴹᡆӗ⭏ᧂ䲔ǃ䲀

1. ⎧ইⴱ儈㓗Ӫ≁⌅䲒˄2017˅⩬㹼㓸 1180 ਧ㹼᭯ࡔߣҖ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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ࡦㄎҹ᭸᷌ѪࡽᨀǄնᱟˈ৽පᯝᢗ⌅ᵪᶴࠪ㹼᭯༴㖊ߣᇊᰐ䴰ԕ㓥ੁපᯝॿ䇞ާᴹᧂ䲔ǃ
䲀ࡦㄎҹ᭸᷌Ѫࡽᨀˈᴤᰐ䴰ԕ㔉ԆӪ䙐ᡀᦏཡѪࡽᨀǄ
ᵜṸ٬ᗇ⌘ޣѻ༴൘Ҿ˖ᵜṸᱟᡁഭ俆䎧㓥ੁපᯝॿ䇞㹼᭯䇹䇬ṸԦǄሩҾ৽පᯝᢗ⌅ᵪ
ᶴ䪸ሩ㓥ੁපᯝॿ䇞ṸԦࠪⲴ༴㖊ߣᇊˈᖃһӪᔰ䘹ᤙ䙊䗷ᨀ䎧㹼᭯䇹䇬Ⲵᯩᔿᶕ㔤ᣔ㠚
䓛Ⲵ࡙⳺Ǆ㘼ሩҾ㓥ੁපᯝॿ䇞ᱟᗵ享ާᴹᧂ䲔ǃ䲀ࡦㄎҹⲴ᭸᷌ˈ৽පᯝᢗ⌅ᵪᶴԕ৺⌅
䲒ᆈ൘н਼Ⲵ㿲⛩ˈ⭊㠣ਨ⌅ᵪޣ䜘ҏᆈ൘н਼Ⲵ㿱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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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Ҽㄐ

⾱→┕⭘ᐲ൪᭟䝽ൠս㹼ѪⲴ・⌅ਁኅоᇎ䐥


㪓ㄳㄳ



аǃᾲ㿸
2017 ᒤˈѝഭ┕⭘ᐲ൪᭟䝽ൠսࡦᓖⲴਁኅփ⧠൘・⌅ǃ᭯ㆆ઼ᇎᯭйњቲ䶒Ǆ൘・⌅ቲ
䶒ˈ1993 ᒤǉ৽н↓ᖃㄎҹ⌅Ǌㅜޝᶑ⭘ޜԱъ䲀ᇊӔ᱃ǃㅜॱаᶑվҾᡀᵜԧ䬰ǃㅜॱҼ
ᶑᩝ䘉й亩㿴ᇊˈоǉ৽පᯝ⌅Ǌѝ┕⭘ᐲ൪᭟䝽ൠսࡦᓖᆈ൘Ӕ৹Ǆ2017 ᒤ؞䇒Ⲵǉ৽н
↓ᖃㄎҹ⌅Ǌࡐ䲔Ҷк䘠й亩㿴ᇊǄ൘᭯ㆆቲ䶒ˈഭ࣑䲒Ҿ 2017 ᒤਁᐳǉ“ॱйӄ”ᐲ൪ⴁ㇑㿴
ࡂǊˈᕪ䈳㾱࣐བྷ৽පᯝ⌅ǃ৽н↓ᖃㄎҹ⌅ǃԧṬ⌅ㅹᢗ⌅࣋ᓖˈѕ㚳ḕ༴䗮ᡀᇎᯭපᯝॿ
䇞ǃ┕⭘ᐲ൪᭟䝽ൠս㹼ѪǄ൘ᇎᯭቲ䶒ˈഭᇦᐕ୶ᙫተ઼ਁ᭩င㖁ㄉޜޡᐳ 11 Ԧ┕⭘ᐲ൪᭟
䝽ൠս㹼᭯ᢗ⌅ṸԦˈަѝˈਁ᭩င㖁ㄉޜᐳ 2 Ԧˈഭᇦᐕ୶ᙫተ㖁ㄉޜᐳ 9 ԦǄᡚ㠣 2018 ᒤ
5 ᴸ 1 ᰕˈᵜ᮷㘵൘ѝഭ㻱ࡔ᮷Җ㖁ᩌ㍒ࠪ 131 Ԧ 2017 ᒤ༴⨶Ⲵ┕⭘ᐲ൪᭟䝽ൠս≁һ㓐
㓧ˈަѝᴹ 127 Ԧ⎹৺ѝഭӂ㚄㖁㔌ؑѝᗳฏ⌘㓐㓧Ǆ䘉Ӌ㹼᭯ᢗ⌅઼≁һ㓐㓧ṸԦ
⧠ࠪѝഭ┕⭘ᐲ൪᭟䝽ൠսࡦᓖǃнޜᒣӔ᱃ࡦᓖ઼ޜᒣㄎҹᇑḕࡦᓖѻ䰤ӂॿ䈳Ⲵ䳮仈Ǆ

Ҽǃ・⌅о᭯ㆆਁኅ
˄1˅ǉ৽н↓ᖃㄎҹ⌅Ǌ
1993 ᒤǉ৽н↓ᖃㄎҹ⌅Ǌㅜޝᶑ㿴ᇊ˖
Ā⭘ޜԱъᡆ㘵ަԆާ⌅ᴹ⤜ঐൠսⲴ㓿㩕㘵ˈ
нᗇ䲀ᇊԆӪ䍝ҠަᤷᇊⲴ㓿㩕㘵Ⲵ୶૱ˈԕᧂᥔަԆ㓿㩕㘵ⲴޜᒣㄎҹǄāㅜॱаᶑ㿴ᇊ˖

㪓ㄳㄳˈ⌅ᆖঊ༛ˈॾь᭯⌅བྷᆖ⸕䇶ӗᵳᆖ䲒䇢ᐸǄ⭥ᆀ䛞㇡: tungtutu@hotmail.co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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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㓿㩕㘵нᗇԕᧂᥔㄎҹሩѪⴞⲴˈԕվҾᡀᵜⲴԧṬ䬰୶૱ǄᴹлࡇᛵᖒѻаⲴˈн
Ҿн↓ᖃㄎҹ㹼Ѫ˖˄а˅䬰勌⍫୶૱˗˄Ҽ˅༴⨶ᴹ᭸ᵏ䲀ণሶࡠᵏⲴ୶૱ᡆ㘵ަԆ〟
Ⲵ୶૱˗˄й˅ᆓ㢲ᙗ䱽ԧ˗˄ഋ˅ഐگ٪࣑ǃ䖜ӗǃⅷъ䱽ԧ䬰୶૱ǄāㅜॱҼᶑ㿴ᇊ˖
Ā㓿㩕㘵䬰 ୶૱ˈнᗇ䘍㛼䍝Ҡ㘵Ⲵᝯᩝ୶૱ᡆ㘵䱴࣐ަԆнਸ⨶ⲴᶑԦǄā
2016 ᒤ 2 ᴸ 25 ᰕǉ৽н↓ᖃㄎҹ⌅˄؞䇒㥹Ṹ䘱ᇑは˅Ǌㅜޝᶑ㿴ᇊ˖Ā㓿㩕㘵нᗇ࡙⭘
ሩՈ࣯ൠսˈᇎᯭлࡇнޜᒣӔ᱃㹼Ѫ˖˄а˅⋑ᴹ↓ᖃ⨶⭡ˈ䲀ᇊӔ᱃ሩᯩⲴӔ᱃ሩ䊑˗
˄Ҽ˅⋑ᴹ↓ᖃ⨶⭡ˈ䲀ᇊӔ᱃ሩᯩ䍝ҠަᤷᇊⲴ୶૱˗˄й˅⋑ᴹ↓ᖃ⨶⭡ˈ䲀ᇊӔ᱃
ሩᯩоަԆ㓿㩕㘵ⲴӔ᱃ᶑԦ˗˄ഋ˅┕᭦䍩⭘ᡆ㘵нਸ⨶ൠ㾱≲Ӕ᱃ሩᯩᨀަԆ㓿⍾࡙
⳺˗˄ӄ˅䱴࣐ަԆнਸ⨶ⲴӔ᱃ᶑԦǄᵜ⌅ᡰ〠ⲴሩՈ࣯ൠսˈᱟᤷ൘ާփӔ᱃䗷〻ѝˈ
Ӕ᱃аᯩ൘䍴䠁ǃᢰᵟǃᐲ൪߶ޕǃ䬰䚃ǃᶀᯉ䟷䍝ㅹᯩ䶒༴ҾՈ࣯ൠսˈӔ᱃ሩᯩ
ሩ䈕㓿㩕㘵ާᴹ䎆ᙗˈ䳮ԕ䖜ੁަԆ㓿㩕㘵Ǆā
൘ 2017 ᒤ 11 ᴸ 4 ᰕǉ৽н↓ᖃㄎҹ⌅Ǌѝˈ1993 ᒤǉ৽н↓ᖃㄎҹ⌅Ǌㅜޝᶑ⭘ޜԱъ
䲀ᇊӔ᱃ǃㅜॱаᶑվҾᡀᵜԧ䬰઼ㅜॱҼᶑᩝˈԕ৺ 2016 ᒤǉ৽н↓ᖃㄎҹ⌅˄؞䇒㥹
Ṹ䘱ᇑは˅Ǌㅜޝᶑ┕⭘ሩՈ࣯ൠս൷㻛ࡐ䲔Ǆ

˄2˅1997 ᒤǉԧṬ⌅Ǌ
ㅜॱഋᶑ 㓿㩕㘵нᗇᴹлࡇн↓ᖃԧṬ㹼Ѫ˖
˄а˅ӂѢ䙊ˈ㓥ᐲ൪ԧṬˈᦏᇣަԆ㓿㩕㘵ᡆ㘵⎸䍩㘵Ⲵਸ⌅ᵳ⳺˗
˄Ҽ˅൘⌅䱽ԧ༴⨶勌⍫୶૱ǃᆓ㢲ᙗ୶૱ǃ〟୶૱ㅹ୶૱ཆˈѪҶᧂᥔㄎҹሩᡆ
㘵⤜ঐᐲ൪ˈԕվҾᡀᵜⲴԧṬٮ䬰ˈᢠҡ↓ᑨⲴ⭏ӗ㓿㩕〙ᒿˈᦏᇣഭᇦ࡙⳺ᡆ㘵ަԆ㓿㩕
㘵Ⲵਸ⌅ᵳ⳺˗
˄й˅䙐ǃᮓᐳ⏘ԧؑˈᣜԧṬˈ᧘ࣘ୶૱ԧṬ䗷儈к⏘Ⲵ˗
˄ഋ˅࡙⭘㲊Ⲵٷᡆ㘵֯Ӫ䈟䀓ⲴԧṬ⇥ˈ䈡僇⎸䍩㘵ᡆ㘵ަԆ㓿㩕㘵оަ䘋㹼Ӕ᱃˗
˄ӄ˅ᨀ୶਼૱ᡆ㘵ᴽ࣑ˈሩާᴹ਼ㅹӔ᱃ᶑԦⲴަԆ㓿㩕㘵ᇎ㹼ԧṬ↗㿶˗
˄˅ޝ䟷ਆᣜ儈ㅹ㓗ᡆ㘵վㅹ㓗ㅹ⇥᭦䍝ǃ䬰୶૱ᡆ㘵ᨀᴽ࣑ˈਈᨀ儈ᡆ㘵
վԧṬ˗
˄г˅䘍৽⌅ᖻǃ⌅㿴Ⲵ㿴ᇊ⢏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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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ޛᖻǃ㹼᭯⌅㿴⾱→ⲴަԆн↓ᖃԧṬ㹼ѪǄ

˄3˅2017 ᒤ 1 ᴸ 12 ᰕǉ“ॱйӄ”ᐲ൪ⴁ㇑㿴ࡂǊ
䪸ሩ㓿⍾ਁኅѝⲴケࠪ䰞仈ˈᢺ⭘ޜԱъǃ⌅ᇎ㹼у㩕уআⲴ㹼ъѪⴁ㇑䟽⛩ˈ࣐ᕪ
ሩ≤ǃ⭥ǃ≄ǃ✏㥹ǃ䛞᭯ㅹ㹼ъⲴⴁ㇑ˈѕহᢃࠫ┕᭦䍩⭘ǃᕪ䘛Ӕ᱃ǃᩝ୶૱ǃ
䱴࣐нਸ⨶Ӕ᱃ᶑԦㅹ䲀ࡦㄎҹ઼පᯝ㹼ѪǄ

˄4˅2017 ᒤ 11 ᴸ 16 ᰕ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Ǌ˄ഭᇦਁ
ኅ઼᭩䶙ငઈՊ ޜ2017 ᒤㅜ 20 ਧ˅
ㅜҼᶑ ޣᐲ൪⭼ᇊ
⭼ᇊ⎹৺⸝㕪㦟૱઼ᯉ㦟Ⲵޣᐲ൪㾱䚥ᗚޣᐲ൪⭼ᇊⲴа㡜ࡉ઼ᯩ⌅ˈণ䙊ᑨ䴰
㾱⭼ᇊ୶ޣ૱ᐲ൪઼ޣൠฏᐲ൪ˈ਼ᰦ䴰㾱㘳㲁५㦟亶ฏⲴ⢩↺ᙗ઼њṸާփᛵᖒǄ
˄а˅୶ޣ૱ᐲ൪⭼ᇊǄ
⭼ᇊ୶ޣ૱ᐲ൪ᰦˈᓄѫ㾱㘳㲁䴰≲ᴯԓˈᗵ㾱ᰦ䘋㹼㔉ᴯԓ࠶᷀Ǆ䴰≲ᴯԓਟ㘳㲁
Ⲵഐ㍐वᤜնн䲀Ҿ㦟⢙Ⲵ࣏㜭ᙗǃԧṬᐞᔲǃԈ䍩ѫփǃޣӗ૱䍘䟿ḷ߶ǃ⋫⯇ᯩᔿǃ
Ѥᒺ⭘㦟⭘઼ྭٿ㦟ѫփሩ䈕㦟⢙Ⲵ䎆〻ᓖǄ㦟૱઼ᯉ㦟䘈䴰㘳㲁䈕૱ਟࡦ༷㦟ࡲᡆ㘵
㓸ㄟ㦟૱Ⲵ㊫ǃ⭘䙄ǃ⋫⯇᭸᷌ㅹǄ㔉ᴯԓࡉ䴰㘳㲁ަԆ㦟૱઼ᯉ㦟⭏ӗԱъ㧧ᗇ⭏ӗ
䍴䍘Ⲵ䳮᱃〻ᓖǃ᭩䙐⭏ӗ䇮ᯭᡆ㘵⍱〻ᐕ㢪ⲴᣅޕᡀᵜǃᣵⲴ仾䲙ǃ䖜ӗ䴰㾱Ⲵᰦ䰤ԕ৺
䖜ӗਾᡰᨀӗ૱Ⲵᐲ൪ㄎҹ࣋ǃ䬰䚃ㅹഐ㍐Ǆ
˄Ҽ˅ޣൠฏᐲ൪⭼ᇊǄ
⭼ᇊޣൠฏᐲ൪ᰦˈӾ䴰≲ᴯԓ䀂ᓖᓄ㘳㲁㦟૱઼ᯉ㦟Ⲵ䟽䟿䖫ǃԧ٬儈ǃ䴰㾱ߧ㯿
䘀䗃Ⲵ䘀䗃⢩⛩઼䘀䗃ᡀᵜǃཊᮠ䴰≲㘵䘹ᤙ㦟૱઼ᯉ㦟Ⲵᇎ䱵४ฏǃн਼ൠฏⲴ㦟૱઼
ᯉ㦟䟷䍝᭯ㆆǃⴁ㇑᭯ㆆǃ⧟؍㾱≲઼〾᭦᭯ㆆㅹഐ㍐ǄӾ㔉ᴯԓ䀂ᓖˈᓄ㘳㲁ަԆൠฏ㓿
㩕㘵䖜ੁ䈕ൠฏᓄޣ㦟૱઼ᯉ㦟Ⲵণᰦᙗ઼ਟ㹼ᙗԕ৺䖜ᦒᡀᵜㅹǄ
ᖃഐ㓿㩕㘵ㄎҹⲴᐲ൪㤳തнཏᲠᡆн᱃⺞ᇊǃؑнሩ〠ㅹഐ䳮ԕ䘋㹼Ⲵ࠶ݵ䴰≲
ᴯԓᡆ㘵㔉ᴯԓ࠶᷀ᰦˈਟ䟷⭘ٷᇊපᯝ㘵⍻䈅ㅹ࠶᷀ᯩ⌅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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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гᶑ 䇔ᇊ㓿㩕㘵ާᴹᐲ൪᭟䝽ൠսⲴ㘳㲁ഐ㍐
䇔ᇊ⸝㕪㦟૱઼ᯉ㦟㓿㩕㘵ާᴹᐲ൪᭟䝽ൠսˈᓄ㔬ਸ㘳㲁лࡇഐ㍐˖
˄а˅㓿㩕㘵൘ޣᐲ൪Ⲵᐲ൪ԭ仍ˈԕ৺ޣᐲ൪Ⲵㄎҹ⣦ߥ˗
˄Ҽ˅㓿㩕㘵᧗ࡦ䬰ᐲ൪ᡆ㘵ᶀᯉ䟷䍝ᐲ൪Ⲵ㜭࣋˗
˄й˅㓿㩕㘵Ⲵ䍒઼࣋ᢰᵟᶑԦ˗
˄ഋ˅ަԆ㓿㩕㘵ሩ䈕㓿㩕㘵൘Ӕ᱃кⲴ䎆〻ᓖ˗
˄ӄ˅ަԆ㓿㩕㘵䘋ޣޕᐲ൪Ⲵ䳮᱃〻ᓖ˗
˄˅ޝо䇔ᇊ䈕㓿㩕㘵ᐲ൪᭟䝽ൠսᴹަⲴޣԆഐ㍐Ǆ
൘⸝㕪㦟૱઼ᯉ㦟亶ฏˈᐲ൪ԭ仍ᱟ㺑䟿㓿㩕㘵ᐲ൪࣋䟿Ⲵޣ䭞㾱㍐Ǆ䇴ՠᐲ൪ԭ仍ᰦ
ਟԕ㘳㲁㓿㩕㘵Ⲵᇎ䱵ӗ㜭ǃ▌൘ӗ㜭ǃ⸕䇶ӗᵳㅹᖡ૽ഐ㍐Ǆ↔ཆˈᢗ⌅ᵪޣሶ㘳䟿ᴹ䇱ᦞ
䇱᰾㓿㩕㘵ሩޣԱъ䘋㹼ᇎ䍘᧗ࡦԕਆᗇᐲ൪᭟䝽ൠսⲴᛵᖒǄ
ㅖਸǉ৽පᯝ⌅Ǌㅜॱҍᶑ㿴ᇊⲴᐲ൪ԭ仍ḷ߶Ⲵ⸝㕪㦟૱઼ᯉ㦟㓿㩕㘵ˈਟԕ᧘ᇊަ
ާᴹᐲ൪᭟䝽ൠսˈᴹ䇱ᦞ䇱᰾нާᴹᐲ൪᭟䝽ൠսⲴ䲔ཆǄ
ㅜޛᶑ 䇔ᇊ㓿㩕㘵┕⭘ᐲ൪᭟䝽ൠսԕнޜᒣⲴ儈ԧᡆ㘵վԧ䘋㹼Ӕ᱃Ⲵ㘳㲁ഐ㍐
ާᴹᐲ൪᭟䝽ൠսⲴ㓿㩕㘵ԕнޜᒣⲴ儈ԧ䬰ᡆ㘵ԕнޜᒣⲴվԧ䍝Ҡ⸝㕪㦟૱઼ᯉ
㦟ˈҾǉ৽පᯝ⌅Ǌᡰ⾱→Ⲵ㹼ѪǄ䇔ᇊ“нޜᒣⲴ儈ԧ”઼“нޜᒣⲴվԧ”ˈਟԕ㘳㲁лࡇഐ
㍐˖
˄а˅䬰ԧṬᡆ㘵䍝ҠԧṬᱟ᰾ᱮ儈Ҿᡆ㘵վҾ਼ᵏަԆ㓿㩕㘵䬰ᡆ㘵䍝Ҡ਼⸝
㕪㦟૱઼ᯉ㦟ⲴԧṬ˗
˄Ҽ˅൘ᐲ൪⧟ຳっᇊǃᡀᵜᵚਇᱮ㪇ᖡ૽Ⲵᛵߥлˈᱟ䎵䗷↓ᑨᑵᓖᨀ儈䬰ԧṬᡆ
㘵䱽վ䍝ҠԧṬ˗
˄й˅䬰⸝㕪㦟૱઼ᯉ㦟Ⲵᨀԧᑵᓖᱟ᰾ᱮ儈Ҿᡀᵜ䮯ᑵᓖˈᡆ㘵䍝Ҡ⸝㕪㦟૱
઼ᯉ㦟Ⲵ䱽ԧᑵᓖᱟ᰾ᱮ儈ҾӔ᱃ሩӪᡀᵜ䱽վᑵᓖ˗
˄ഋ˅൘਼аൠฏᐲ൪н਼ᰦ䰤४⇥䘋㹼ԧṬ∄䖳ˈᡆ㘵൘਼аᰦ䰤४⇥н਼ൠฏᐲ
൪䘋㹼ԧṬ∄䖳,ᱟᆈ൘䗷儈ԧ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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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ӄ˅䴰㾱㘳㲁ⲴަԆޣഐ㍐Ǆ
ㅜҍᶑ 䇔ᇊ㓿㩕㘵┕⭘ᐲ൪᭟䝽ൠսᤂ㔍Ӕ᱃Ⲵ㘳㲁ഐ㍐
ާᴹᐲ൪᭟䝽ൠսⲴ⸝㕪㦟૱઼ᯉ㦟㓿㩕㘵ˈ⋑ᴹ↓ᖃ⨶⭡ˈ䙊䗷䇮ᇊ䗷儈Ⲵ䬰ԧṬ
ᡆ㘵䗷վⲴ䍝ҠԧṬㅹᯩᔿˈਈᤂ㔍оӔ᱃ሩӪ䘋㹼Ӕ᱃ˈҾǉ৽පᯝ⌅Ǌᡰ⾱→Ⲵ㹼
ѪǄ
࠶᷀ᤂ㔍Ӕ᱃ᱟާᴹ↓ᖃ⨶⭡ˈ൘њṸѝṩᦞާփᛵߥਟԕ㘳㲁лࡇഐ㍐˖
˄а˅Ӕ᱃ሩӪᆈ൘н㢟୶ъ䇠ᖅˈᡆ㘵ࠪ⧠㓿㩕⣦ߥᤱ㔝ᚦॆㅹᛵߥˈਟ㜭Պ㔉Ӕ᱃
ᆹޘ䙐ᡀ䖳བྷ仾䲙˗
˄Ҽ˅Ӕ᱃ሩӪ㜭ཏԕਸ⨶ԧṬੁަԆ㓿㩕㘵䍝Ҡ਼⸝㕪㦟૱઼ᯉ㦟ǃᴯԓ⸝㕪㦟
૱઼ᯉ㦟ˈᡆ㘵㜭ཏԕਸ⨶ⲴԧṬੁަԆ㓿㩕㘵ࠪ⸝ޣ㕪㦟૱઼ᯉ㦟˗
˄й˅Ӕ᱃ሩӪᨀࠪⲴӔ᱃ᶑԦྲव㻵ǃ䘀䗃઼ӗ૱⢩ᙗㅹнㅖਸ䙊ᑨⲴᐲ൪Ӕ᱃Ґᜟ˗
˄ഋ˅㓿㩕㘵⧠ᴹӗ㜭ᰐ⌅┑䏣ᐲ൪ᓄˈᡆ㘵ӗ૱䴰ᨀ⭏ӗ㠚⭘ˈᒦфަᓄᡆ㘵㠚
⭘㹼Ѫ⋑ᴹѕ䟽ᧂ䲔л⑨ᐲ൪Ⲵㄎҹ˗
˄ӄ˅䴰㾱㘳㲁ⲴަԆޣഐ㍐Ǆ
ㅜॱᶑ 䇔ᇊ㓿㩕㘵┕⭘ᐲ൪᭟䝽ൠս䲀ᇊӔ᱃Ⲵ㘳㲁ഐ㍐
ާᴹᐲ൪᭟䝽ൠսⲴ⸝㕪㦟૱઼ᯉ㦟㓿㩕㘵ˈ⋑ᴹ↓ᖃ⨶⭡ˈ䙊䗷ԧṬ㺕䍤ǃԧṬᣈᢓ
ԕ৺䙊䗷⤜ᇦӔ᱃㓥ԧṬㅹ⇥䲀ᇊӔ᱃ሩӪਚ㜭оަ䘋㹼Ӕ᱃ᡆ㘵ਚ㜭оަᤷᇊⲴ㓿㩕
㘵䘋㹼Ӕ᱃ˈҾǉ৽පᯝ⌅Ǌᡰ⾱→Ⲵ㹼ѪǄ
ㅜॱаᶑ 㓿㩕㘵┕⭘ᐲ൪᭟䝽ൠս䱴࣐нਸ⨶䍩⭘
ާᴹᐲ൪᭟䝽ൠսⲴ⸝㕪㦟૱઼ᯉ㦟㓿㩕㘵ˈ൘Ӕ᱃ԧṬѻཆ䱴࣐нਸ⨶Ⲵ䍩⭘ˈҾ
ǉ৽පᯝ⌅Ǌᡰ⾱→Ⲵ㹼ѪǄ
ㅜॱҼᶑ 㓿㩕㘵┕⭘ᐲ൪᭟䝽ൠսᇎ㹼ᐞ࡛ᖵ䙷
ާᴹᐲ൪᭟䝽ൠսⲴ⸝㕪㦟૱઼ᯉ㦟㓿㩕㘵ˈ⋑ᴹ↓ᖃ⨶⭡ˈሩᶑԦ਼ⲴӔ᱃ሩӪ
൘Ӕ᱃ԧṬㅹӔ᱃ᶑԦкᇎ㹼ᐞ࡛ᖵ䙷ˈҾǉ৽පᯝ⌅Ǌᡰ⾱→Ⲵ㹼ѪǄ
ㅜॱйᶑ 㓿㩕㘵䘍৽ǉԧṬ⌅ǊⲴ㹼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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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㕪㦟૱઼ᯉ㦟㓿㩕㘵ᴹлࡇᛵᖒѻаⲴˈҾǉԧṬ⌅Ǌᡰ⾱→Ⲵ㹼Ѫ˖
˄а˅⸝㕪㦟૱઼ᯉ㦟㓿㩕㘵䙐ǃᮓᐳ⏘ԧؑˈ᧘ࣘ⸝㕪㦟૱઼ᯉ㦟ԧṬ䗷ᘛǃ
䗷儈к⏘ˈᢠҡᐲ൪ԧṬ〙ᒿ˗
˄Ҽ˅䲔⭏ӗ㠚⭘ཆˈ⸝㕪㦟૱઼ᯉ㦟㓿㩕㘵䎵ࠪ↓ᑨᆈۘᮠ䟿ᡆ㘵ᆈۘઘᵏˈབྷ䟿ഔ
〟ᐲ൪ᓄ㍗ᕐǃԧṬਁ⭏ᔲᑨ⌒ࣘⲴ⸝㕪㦟૱઼ᯉ㦟ˈ᧘ࣘ⸝㕪㦟૱઼ᯉ㦟ԧṬ䗷ᘛǃ
䗷儈к⏘ˈ㓿ԧṬѫ㇑䜘䰘䈛ӽ㔗㔝ഔ〟˗
˄й˅⸝㕪㦟૱઼ᯉ㦟㓿㩕㘵࡙⭘ަԆ⇥ᣜԧṬˈ᧘ࣘ⸝㕪㦟૱઼ᯉ㦟ԧṬ䗷ᘛǃ
䗷儈к⏘˗
˄ഋ˅⸝㕪㦟૱઼ᯉ㦟㓿㩕㘵ӂѢ䙊ˈ㓥⸝㕪㦟૱઼ᯉ㦟ᐲ൪ԧṬˈᦏᇣަԆ㓿
㩕㘵ᡆ㘵⎸䍩㘵ਸ⌅ᵳ⳺˗
˄ӄ˅⸝㕪㦟૱઼ᯉ㦟㓿㩕㘵࡙⭘㲊Ⲵٷᡆ㘵֯Ӫ䈟䀓ⲴԧṬ⇥ˈ䈡僇⎸䍩㘵ᡆ㘵ަ
Ԇ㓿㩕㘵оަ䘋㹼Ӕ᱃˗
˄⸝˅ޝ㕪㦟૱઼ᯉ㦟㓿㩕㘵нᢗ㹼᭯ᓌᤷሬԧǃ᭯ᓌᇊԧ˗
˄г˅⸝㕪㦟૱઼ᯉ㦟㓿㩕㘵нᢗ㹼⌅ᇊⲴԧṬᒢ亴᧚ᯭǃ㍗ᙕ᧚ᯭ˗
˄⸝˅ޛ㕪㦟૱઼ᯉ㦟㓿㩕㘵䘍৽᰾⸱ḷԧ㿴ᇊǄ

йǃ䟽㾱Ṹֻ
˄1˅⊏ॾ㹽≤࣑ᴹ䲀ޜਨ┕⭘ᐲ൪᭟䝽ൠսṸ

1

ᵜṸ㹼᭯ሩӪ⊏ॾ㹽≤࣑ᴹ䲀ޜਨˈ䙊䗷⊏ᐲӪ≁᭯ᓌᦸᵳˈ㧧ᗇ⊏४ฏⲴ
≤⢩䇨⤜ᇦ㓿㩕ᵳˈ㓿㩕ᵏ䲀 30 ᒤˈᱟ⊏४ᡰ䗆४ฏ㤳തୟаⲴ≤⢩䇨㓿㩕㘵ˈާ༷४ฏ
⭘ޜ≤Աъ㠚❦පᯝⲴнਟᴯԓ઼ᰐ䘹ᤙᙗǄ

1. ഭᇦᐕ୶ᙫተㄎҹᢗ⌅ ޜ2017 ᒤ 3 ਧˈ⊏ॾ㹽≤࣑ᴹ䲀ޜਨ┕⭘ᐲ൪᭟䝽ൠսṸˈ㣿ᐕ୶Ṹǒ2016Ǔ00050
ਧ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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㹼᭯ሩӪ൘≤㓿㩕ѝˈ࡙⭘ަ൘⊏४㤳തޡޜ㠚ᶕ≤≤ᴽ࣑Ⲵ᭟䝽ൠսˈ᰾⽪
ᡆ᳇⽪ᡯൠӗᔰਁԱъሶ㔉≤ᆹ㻵ᐕ〻ǃҼ⅑≤ᐕ〻ǃ᧕≤㻵㺘ᐕ〻ㅹӔ⭡ަޘ䍴ᆀޜਨ
⊏ॾ㹽ᔪㆁᐕ〻ᆹ㻵ᴹ䲀ޜਨᡆަᤷᇊⲴԱъᯭᐕǄሩ≤ᐕ〻ᡰ䴰Ⲵ≤㺘ǃ㇑ᶀㅹѫ㾱ᶀᯉ
઼䇮༷ˈ㾱≲ᡯൠӗᔰਁԱъǃᯭᐕঅսᗵ享֯⭘ᖃһӪᨀᡆᤷᇊⲴ૱⡼ǃল୶Ǆ
㹼᭯ሩӪ൘ᨀ≤ᴽ࣑䗷〻ѝ䱴࣐ަԆнਸ⨶Ӕ᱃ᶑԦⲴ㹼Ѫᰐ↓ᖃ⨶⭡ˈᧂ䲔ǃ䲀
ࡦҶ≤ᐕ〻ᯭᐕǃᶀᯉ䇮༷ᐲ൪ѝަԆਸ⌅㓿㩕㘵ⲴޜᒣㄎҹǄ㠚ᶕ≤≤ᐕ〻Ⲵᯭᐕǃᶀ
ᯉ䇮༷ᐲ൪ᵜᓄᱟᔰ᭮Ⲵㄎҹᐲ൪ˈਚ㾱ާ༷⌅ᇊ䍴䍘Ⲵ㓿㩕㘵ᡆ㘵ㅖਸഭᇦǃ㹼ъǃൠᯩḷ
߶㿴㤳Ⲵᶀᯉ䇮༷䜭ਟԕ䘋ޕ䈕ᐲ൪ޜᒣㄎҹǄ⊏४ާ༷ᡯቻᔪㆁᐕ〻ᯭᐕᙫवй㓗ᡆᐲ
᭯⭘ޜᐕ〻ᙫवй㓗৺ԕк䍴䍘䇱ҖⲴԱъᴹ 90 ᇦᐖਣˈՇཊᡯൠӗᔰਁԱъҏབྷཊާ༷
≤ᐕ〻ᯭᐕ䍴䍘Ǆབྷ䟿ާ༷≤ᐕ〻ᯭᐕ䍴䍘ⲴԱъ઼ㅖਸḷ߶㿴㤳Ⲵᶀᯉ䇮༷ᓄ୶㻛ᧂ䲔
൘ᵜṸޣൠฏᐲ൪ㄎҹѻཆˈнޜᒣൠ䲀ࡦҶ↔㊫୶૱ᡆᴽ࣑ⲴㄎҹǄ
ᵜṸ٬ᗇ⌘ޣѻ༴൘Ҿ˖1993 ᒤǉ৽н↓ᖃㄎҹ⌅Ǌㅜޝᶑ⭘ޜԱъ䲀ᇊӔ᱃ᶑⅮ㻛 2017
ᒤǉ৽н↓ᖃㄎҹ⌅Ǌࡐ䲔ԕਾˈㄎҹᢗ⌅ᵪᶴሶ䘲⭘ǉ৽පᯝ⌅ǊѝⲴ┕⭘ᐲ൪᭟䝽ൠսᶑ
Ⅾ㿴ࡦ↔㊫㹼ѪǄѪҶ䇱᰾↔㊫㹼Ѫާᴹ৽පᯝ⌅кⲴ䘍⌅ᙗˈㄎҹᢗ⌅ᵪᶴ䴰䇱᰾㓿㩕㘵ާ
ᴹᐲ൪᭟䝽ൠսǃᇎᯭҶ䲀ᇊӔ᱃Ⲵ㹼Ѫǃ䈕㹼Ѫާᴹᧂ䲔䲀ࡦㄎҹⲴ᭸᷌ᒦфнާᴹ↓ᖃ⨶
⭡ǄᵜṸኅ⽪Ҷࠪㄎҹᢗ⌅ᵪᶴ䇱᰾⢩ᇊ㹼Ѫާᴹᧂ䲔䲀ࡦㄎҹ᭸᷌ⲴާփᯩᔿǄ䈕ᯩᔿᱟ
ਸ⨶ˈᱟᴹᗵ㾱䘋а↕ᕅޕ㓿⍾ᆖ࠶᷀ˈ٬ᗇ␡⹄ޕウǄ

˄2˅䜁ᶠㅹоѝഭӂ㚄㖁㔌ؑѝᗳㅹපᯝ㓐㓧 1
㻛ѝഭӂ㚄㖁㔌ؑѝᗳҾ 1997 ᒤ 6 ᴸ 3 ᰕᡀ・ˈ㓿ؑӗъ䜘˄⧠ᐕъ઼ؑॆ
䜘˅ᦸᵳˈѪѝഭഭᇦ亦㓗ฏ“.cn”৺ѝ᮷ฏ⌘㇑⨶ᵪᶴˈ䍏䍓䘀㹼ǃ㔤ᣔ઼㇑⨶“.cn”
઼ѝ᮷ฏᴽ࣑ಘǄ2002 ᒤ 12 ᴸ 12 ᰕˈѝഭӂ㚄㖁㔌ؑѝᗳਁᐳǉޣҾ cn Ҽ㓗ฏ⌘
ᇎᯭᯩṸⲴ䙊Ǌˈᇩवᤜ˖䘍৽ǉѝഭӂ㚄㖁㔌ฏ㇑⨶࣎⌅Ǌㅜॱҍᶑ㿴ᇊⲴ䇽≷нᗇ
⌘Ѫ CN ฏǄѪҶ؍䳌ฏ㌫㔏っᇊᙗ઼ਟᔦኅᙗˈ؍ᣔˈ⳺࡙ޡޜሩ䜘࠶䇽≷䟷ਆ䲀ࡦ
⌘᧚ᯭǄ⭣䈧⌘䲀ࡦ⌘Ⲵ〠ˈᓄᖃੁ⌘ᴽ࣑ᵪᶴᨀࠪ⌘⭣䈧ˈ⭡ѝഭӂ㚄㖁㔌ؑ
ѝᗳṩᦞฏ㌫㔏Ⲵᇎ䱵䴰㾱ᡆ㘵ṩᦞ⭣䈧㘵Ⲵާփᛵߥߣᇊᱟ߶Ҹ⌘Ǆ

1. ेӜ⸕䇶ӗᵳ⌅䲒˄2015˅Ӝ⸕≁ࡍᆇㅜ 1140 ਧ≁һࡔߣ˗ेӜᐲ儈㓗Ӫ≁⌅䲒˄2017˅Ӝ≁㓸 380 ਧ≁һࡔߣ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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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ᒤ 6 ᴸ 24 ᰕˈ䜁ᶠᴮቡ⎹Ṹฏੁѝഭӂ㚄㖁㔌ؑѝᗳᨀӔ⌘⭣䈧ˈն
ѝഭӂ㚄㖁㔌ؑѝᗳԕ⎹ṸฏҾѪ䙊ॆᐲӪ≁᭯ᓌ亴⮉Ѫ⭡ᵚҸ⌘Ǆ䇔Ѫˈ㻛
ᤂ㔍⌘Ⲵ㹼Ѫᶴᡀ┕⭘ᐲ൪᭟䝽ൠսǄ
аᇑ⌅䲒䇔Ѫˈ䜁ᶠᒦᵚቡĀ.cnāฏ⌘ᴽ࣑оަԆฏ⌘ᴽ࣑ѻ䰤Ⲵᴯԓޣ㌫ԕ
৺ൠฏᐲ൪㤳തㅹ䘋㹼Ѯ䇱ˈҏᵚѮ䇱⭼ᇊᵜṸޣᐲ൪ǃӂ㚄㖁ѝᗳ൘ަѫᕐⲴޣᐲ൪ѝ
ާᴹᐲ൪᭟䝽ൠսǃԕ৺ӂ㚄㖁ѝᗳᤂ㔍⌘Ⲵ㹼Ѫሩօᐲ൪ӗ⭏Ҷօᧂ䲔ᡆ䲀ࡦㄎҹⲴ
᭸᷌Ǆഐ↔ˈ൘Ṹ䇱ᦞᰐ⌅䇱᰾ӂ㚄㖁ѝᗳⲴ㻛䇹㹼ѪҾ৽පᯝ⌅ㅜॱгᶑㅜаⅮㅜ˄й˅
亩㿴ᇊѻᛵᖒǄ
Ҽᇑ⌅䲒䇔Ѫˈн㜭ሶ⌅ᖻǃ⌅㿴ᦸᵳⲴާᴹ㇑⨶ޡޜһ࣑㙼㜭Ⲵ㓴㓷ㅹ਼Ҿ㓿㩕㘵ˈᴤ
н㜭ᦞ↔Ѫ䇔ᇊ㓿㩕㘵ᱟާᴹᐲ൪᭟䝽ൠսⲴᦞǄ䜁ᶠสҾӂ㚄㖁ѝᗳᴹᵳߣᇊᱟ
߶Ҹ⭣䈧㘵⌘ฏˈԕ৺ަᡰӾһⲴฏ㇑⨶㙼㜭㘼ѫᕐӂ㚄㖁ѝᗳާᴹᐲ൪᭟䝽ൠսˈҾ
⌅ᰐᦞˈᵜ䲒ሩ↔нҸ᭟ᤱǄഐ↔ˈ䜁ᶠӽ䴰ቡᵜṸⲴާփޣᐲ൪㤳തԕ৺ӂ㚄㖁ѝᗳᱟ
ާᴹ᭟䝽ൠսѮ䇱Ǆ
ᵜṸ٬ᗇ⌘ޣѻ༴൘Ҿ˖ሩҾާᴹ㇑⨶ޡޜһ࣑㙼㜭Ⲵ㓴㓷ᡰ亱ᐳⲴ᭯ㆆ᧚ᯭˈǉ৽පᯝ
⌅Ǌѝ┕⭘ᐲ൪᭟䝽ൠսࡦᓖᓄᖃྲօ䘋㹼㿴ࡦǄ2017 ᒤ 10 ᴸ 23 ᰕˈਁ᭩ငㅹӄ䜘䰘㚄ਸਁ
ᐳǉޜᒣㄎҹᇑḕࡦᓖᇎᯭ㓶ࡉ˄Ჲ㹼˅ǊǄ䈕ᇎᯭ㓶ࡉ᰾⺞㿴ᇊˈ㹼᭯ᵪޣԕ৺⌅ᖻ⌅㿴ᦸ
ᵳⲴާᴹ㇑⨶ޡޜһ࣑㙼㜭Ⲵ㓴㓷ˈ൘ࡦᇊᐲ൪߶ޕǃӗъਁኅǃ ᤋ୶ᕅ䍴ǃᤋḷᣅḷǃ᭯ᓌ
䟷䍝ǃ㓿㩕㹼Ѫ㿴㤳ǃ䍴䍘ḷ߶ㅹ⎹৺ᐲ൪ѫփ㓿⍾⍫ࣘⲴ㿴ㄐǃ㿴㤳ᙗ᮷Ԧ઼ަԆ᭯ㆆ᧚ᯭ
ᰦˈᓄᖃ䘋㹼ޜᒣㄎҹᇑḕˈ䇴ՠሩᐲ൪ㄎҹⲴᖡ૽ˈ䱢→ᧂ䲔ǃ䲀ࡦᐲ൪ㄎҹǄ❦㘼ˈޜᒣ
ㄎҹᇑḕࡦᓖਚᨀҶһࡽⲴ亴䱢ᙗ᧚ᯭˈྲօѪޜᒣㄎҹᇑḕࡦᓖᨀਨ⌅؍䳌ˈᇎ⧠ޜᒣ
ㄎҹᇑḕⲴਨ⌅ॆᱟѝഭᐲ൪ⴁ㇑ࡦᓖᡰ䶒ѤⲴ䳮仈ѻа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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᧗ࡦ㓿㩕㘵䳶ѝ㹼ѪⲴ・⌅ਁኅоᇎ䐥


Adrian EMCH



аǃᾲ㿸
୶࣑䜘৽පᯝተᱟѝഭ䍏䍓ᒦ䍝ᇑḕⲴ৽පᯝᵪᶴˈ↔ཆ୶࣑䜘䘈䙊䗷ࡦᇊ㓿㩕㘵䳶ѝᇑ
ḕⲴᇎᯭ㓶ࡉԕᆼழᒦ䍝ᇑḕࡦᓖǄ1㠚ǉ৽පᯝ⌅Ǌᇎᯭ㠣 2017 ᒤᵛˈ৽පᯝተޡᇑ㔃㓖 2050
ֻ⭣ᣕˈަѝ䱴ᶑԦᢩ߶ 35 Ԧˈ⾱→ 2 ԦǄ2 2017 ᒤˈᦞ㔏䇑ᮠᦞᱮ⽪ˈ୶࣑䜘ᇑ㔃 344 ԦṸ
Ԧˈ∄ 2016 ᒤл䱽Ҷ 13%ˈ 3ަѝवᤜгԦ䱴ᶑԦᢩ߶ṸԦ˖䲦∿оᶌ䛖ਸᒦṸǃ࣐䱣о㩘
ᯟரᖫ䫮㛕ਸᒦṸǃ傜༛ส᭦䍝≹๑ই㖾ṸǃᜐᲞ᭦䍝йᱏᢃঠᵪъ࣑Ṹǃঊ䙊᭦䍝ঊ、Ṹǃ
ᰕᴸݹ᭦䍝⸭૱㛑ᵳṸ઼䍍ݻ亯оᐤᗧਸᒦṸǄ42017 ᒤ⋑ᴹ㻛⾱→ⲴṸԦǄ2017 ᒤˈ୶࣑䜘

Adrian EMCHˈHogan Lovells ᖻᐸһ࣑ᡰेӜ࣎ޜᇔਸՉӪǄ⭥ᆀ䛞㇡˖adrian.emch@hoganlovells.comǄ
1. ṩᦞ 2018 ᒤ 3 ᴸѝޡѝཞঠਁⲴǉ␡ॆ઼ފഭᇦᵪᶴ᭩䶙ᯩṸǊˈ୶࣑䜘৽පᯝተሶ઼ਁ᭩ငԧṬⴁⶓỰḕо৽ප
ተԕ৺ഭ࣑䲒৽පᯝငઈՊа䎧ˈᮤਸᒦޕᯠ䇮・Ⲵഭᇦᐲ൪ⴁⶓ㇑⨶ተǄhttp://www.gov.cn/zhengce/201803/21/content_5276191.htm#1Ǆ
2. ǉ୶࣑䜘ޣҾ⾱→ਟਓਟҀޜਨ᭦䍝ѝഭ≷ⓀޜਨᇑḕߣᇊⲴޜǊˈѝॾӪ≁઼ޡഭ୶࣑䜘[ ޜ2009 ᒤ]ㅜ 22
ਧ 2009 ᒤ 3 ᴸ 18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0903/20090306108494.shtml˗ǉ୶࣑䜘ޣҾ⾱→傜
༛สǃൠѝ⎧㡚䘀ǃ䗮伎䇮・㖁㔌ѝᗳ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4 ᒤㅜ 46 ਧˈ2014 ᒤ 6
ᴸ 17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406/20140600628586.shtmlǄ
3. ୶࣑䜘ᯠ䰫ਁᐳˈǉ2017 ᒤ୶࣑ᐕᒤ㓸㔬䘠ѻҍ 䍟ᖫᯠਁኅ⨶ᘥ ᇎྭڊᯠᰦԓ৽පᯝᐕǊˈ2018 ᒤ 1 ᴸ 9
ᰕˈ৲㿱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1/20180102696433.shtmlǄ
4. ǉޣҾ䱴࣐䲀ࡦᙗᶑԦᢩ߶䍍ݻ亯-䘚䠁ޜਨо㖾ഭᐤᗧޜਨਸᒦṸ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7 ᒤㅜ 92 ਧˈ2017 ᒤ 12 ᴸ 27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12/20171202691390.shtml˗
ǉޣҾ䱴࣐䲀ࡦᙗᶑԦᢩ߶ᰕᴸॺݹሬփࡦ䙐㛑ԭᴹ䲀ޜਨ᭦䍝⸭૱㋮ᇶᐕъ㛑ԭᴹ䲀ޜਨ㛑ᵳṸ㓿㩕㘵䳶ѝ৽පᯝ
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7 ᒤㅜ 81 ਧˈ2017 ᒤ 11 ᴸ 24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11/20171102675701.shtml˗ ǉޣҾ䱴࣐䲀ࡦᙗᶑԦᢩ߶傜༛ส㡚䘀ޜਨ᭦䍝
≹๑ই㖾㡩࣑䳶ഒ㛑ᵳṸ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7 ᒤㅜ 77 ਧˈ2017 ᒤ 11 ᴸ 7 ᰕˈ৲
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11/20171102667566.shtml˗ ǉޣҾ䱴࣐䲀ࡦᙗᶑԦᢩ߶࣐䱣ޜਨо㩘ᯟர
ᖫ䫮㛕ޜਨਸᒦṸ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7 ᒤㅜ 75 ਧˈ2017 ᒤ 11 ᴸ 6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11/20171102666641.shtml˗ ǉޣҾ䱴࣐䲀ࡦᙗᶑԦᢩ߶ᜐᲞޜਨ᭦䍝й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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䘋а↕᭩䘋ᒦ࣐ᘛᒦ䍝ᇑḕ䗷〻ˈᒦ㕙⸝ᒣ൷ᇑṨ⍱〻——2017 ᒤˈᒣ൷・Ṹᰦ䰤઼ᇑ㔃ᰦ䰤
਼∄㕙⸝ 14.2%઼ 8%ˈ97.8%Ⲵㆰ᱃ṸԦ൘ࡍ↕ᇑḕ䱦⇥ᇑ㔃Ǆ↔ཆˈ୶࣑䜘ҏ㔗㔝㖊н⭣
ᣕ㹼ѪǄ

Ҽǃ・⌅ਁኅ
୶࣑䜘䙊䗷ࡦᇊ઼؞䇒৽පᯝ⌅ᇎᯭ㓶ࡉⲴᯩᔿ㔗㔝ᆼழᒦ䍝ᇑḕࡦᓖǄ2017 ᒤˈ୶࣑䜘
ᆼᡀҶǉ㓿㩕㘵䳶ѝᇑḕ࣎⌅ǊⲴ؞䇒㥹Ṹˈԕ׳䘋〻ᒿᙗ㿴ࡉⲴ䘋а↕ᆼழǄ୶࣑䜘䘈оഭ
ᇦਁኅ઼᭩䶙ငઈՊǃ䍒᭯䜘ǃഭᇦᐕ୶㹼᭯㇑⨶ᙫተਁ਼ޡᐳǉޜᒣㄎҹᇑḕࡦᓖᇎᯭ㓶ࡉ
˄Ჲ㹼ᇎᯭ˅Ǌˈ䘋а↕࣐ᕪޜᒣㄎҹᇑḕࡦᓖǄ 1
൘ഭ䱵৽පᯝਸᯩ䶒ˈ2017 ᒤ୶࣑䜘о㤡ഭǃ㾯⨝⢉ǃᐤ㾯ㅹ৽පᯝᢗ⌅ᵪᶴㆮ㖢৽ප
ᯝ༷ᘈᖅˈ৲࣐ᐤ㾯䠁⹆ഭᇦབྷՊᒦㆮ㖢ǉ䠁⹆ഭᇦㄎҹᵪᶴ亶ሬӪ㚄ਸ༠᰾Ǌˈᒦо㖾ഭǃ
⅗ⴏǃই䶎ǃঠᓖㅹਨ⌅䗆४ቡ 20 ։䎧䐘ഭᒦ䍝ṸԦᔰኅਸˈ਼ޡ㔤ᣔᐲ൪ㄎҹǄ

2

2017 ᒤˈ㲭❦ᇑṸᮠ䟿ᙫփл䱽ˈն୶࣑䜘ᇑ㔃ҶгԦ䱴ᶑԦᢩ߶ṸԦˈࡋǉ৽පᯝ⌅Ǌ
㠚 2008 ᒤᇎᯭԕᶕᯠ儈Ǆ2017 ᒤˈ㲭❦䟽བྷ༽ᵲṸԦᱮ㪇ཊˈն୶࣑䜘㔗㔝᧘ࣘ䘲⭘ㆰ᱃
ṸԦ〻ᒿᇑ⨶ṸԦˈ䈕〻ᒿҾ 2014 ᒤкॺᒤ᧘ࠪǄ൘ㆰ᱃ṸԦ〻ᒿѝˈ⋑ᴹ᰾ᱮ৽පᯝ䰞仈Ⲵ
ṸԦ䙊ᑨਟԕ൘ㅜа䱦⇥㔃Ṹ(・ṸѻਾⲴйॱཙ)Ǆ2017 ᒤˈ൘ᇑ⨶ᆼ㔃ṸԦѝˈㆰ᱃ṸԦ
ঐ∄㓖Ѫ 70%Ǆ 3

ᆀᴹ䲀ޜਨ䜘࠶ъ࣑Ṹ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7 ᒤㅜ 58 ਧˈ2017 ᒤ 10 ᴸ 5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10/20171002654063.shtml˗ ǉޣҾ䱴࣐䲀ࡦᙗᶑԦᢩ߶ঊ䙊ᴹ䲀ޜਨ᭦䍝ঊ
、䙊䇟㌫㔏ޜਨ㛑ᵳṸ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ˈ୶࣑䜘 ޜ2017 ᒤㅜ 46 ਧˈ2017 ᒤ 8 ᴸ 22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8/20170802632065.shtml˗ ǉޣҾ䱴࣐䲀ࡦᙗᶑԦᢩ߶䲦∿ॆᆖޜਨоᶌ䛖
ޜਨਸᒦṸ㓿㩕㘵䳶ѝ৽පᯝᇑḕߣᇊⲴޜǊ,୶࣑䜘 ޜ2017 ᒤㅜ 25 ਧˈ2017 ᒤ 4 ᴸ 29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5/20170502568075.shtmlǄ
1. Notice on Issuing the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Competition Review System (for Interim
Implementation), [2017] Fa Gai Wei Jia Jian No. 1849, see http://www.gov.cn/xinwen/201710/5234731.htmǄ
2. ୶࣑䜘ᯠ䰫ਁᐳˈǉ2017 ᒤ୶࣑ᐕᒤ㓸㔬䘠ѻҍ 䍟ᖫᯠਁኅ⨶ᘥ ᇎྭڊᯠᰦԓ৽පᯝᐕǊˈ2018 ᒤ 1 ᴸ 9
ᰕˈ৲㿱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1/20180102696433.shtmlǄ
3. "਼к⌘ā or to "୶࣑䜘ᯠ䰫ਁᐳˈǉ2017 ᒤ୶࣑ᐕᒤ㓸㔬䘠ѻҍ 䍟ᖫᯠਁኅ⨶ᘥ ᇎྭڊᯠᰦԓ৽පᯝᐕ
Ǌˈ2018 ᒤ 1 ᴸ 9 ᰕˈ৲㿱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1/20180102696433.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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йǃ䟽㾱ṸԦ
˄1˅䲦∿оᶌ䛖ਸᒦṸ
2017 ᒤ 5 ᴸˈ୶࣑䜘䱴ᶑԦᢩ߶Ҷ䲦∿оᶌ䛖ਸᒦṸǄṩᦞ୶࣑䜘Ⲵ䇴ՠˈ䈕Ӕ᱃൘≤に
䘹ᤙᙗ䲔㥹ࡲᐲ൪ǃ≤にᵰ㲛ࡲᐲ൪ǃ䞨ޡ㚊⢙ᐲ൪઼㚊⢙ᐲ൪ਟ㜭ާᴹᧂ䲔ǃ䲀ࡦㄎҹ᭸
᷌Ǆ❦㘼ˈ୶࣑䜘䇔Ѫ⭣ᣕৼᯩᨀӔⲴ䲀ࡦᙗᶑԦᴰ㓸ᯩṸਟԕ⎸䲔↔亩㓿㩕㘵䳶ѝሩㄎҹ䙐
ᡀⲴн࡙ᖡ૽ˈഐ↔୶࣑䜘ᴰ㓸ߣᇊ䱴࣐ԕл䲀ࡦᶑԦᢩ߶↔亩㓿㩕㘵䳶ѝǄަѝѫ㾱Ⲵ䲀ࡦ
ᶑԦᱟ൘≤に䘹ᤙᙗ䲔㥹ࡲᐲ൪઼≤にᵰ㲛ࡲᐲ൪㾱≲ᶌ䛖䘋㹼а㌫ࡇ㔃ᶴ઼㹼Ѫᮁ⍾ˈԕ৺
㾱≲䲦∿ᆼަޘ䞨ޡ㚊⢙ъ઼࣑㚊⢙ъ࣑Ǆ

˄2˅࣐䱣о㩘ᯟரᖫ䫮㛕ਸᒦṸ
2017 ᒤ 11 ᴸˈ୶࣑䜘䱴ᶑԦᢩ߶Ҷєᇦ࣐བྷޜਨ࣐䱣о㩘ᯟரᖫ䫮㛕ਸᒦṸǄӔ᱃
ৼᯩ൷Ѫ䫮㛕⭏ӗ୶ˈфਚ⭏ӗ઼䬰≟ॆ䫮ˈഐ↔୶࣑䜘䟽⛩㘳ሏ≟ॆ䫮ᐲ൪Ǆ≟ॆ䫮ӗ૱
Ⲵޣൠฏᐲ൪Ѫˈ⨳ޘնᵜṸ䟽⛩㘳ሏሩѝഭᐲ൪Ⲵᖡ૽Ǆ㓿ᇑḕˈ୶࣑䜘䇔ѪӔ᱃ሶᕪ
Ӕ᱃ৼᯩሩॆ≟⨳ޘ䫮ᐲ൪Ⲵ᧗ࡦ࣋ˈࡺᕡѝഭ≟ॆ䫮ᐲ൪ⲴҠᯩ䇞ԧ㜭࣋ˈф≟ॆ䫮ᐲ൪䘋
ޕෂ䖳儈ˈ⸝ᵏᖸ䳮ࠪ⧠ᯠⲴᐲ൪䘋ޕ㘵Ǆഐ↔ˈ୶࣑䜘สҾ㩘ᯟரᖫ䫮㛕ሶަ൘
ԕ㢢ࡇॆᐕǃ䱯՟䫮㛕઼Ც࡙ॆᆖⸯъⲴ㛑ԭˈԕ৺ሶަ൘ѝഭ A ޜਨⲴ㛑ᵳᵳ⳺ਈᡀа
ਇ䲀ࡦⲴᣅ䍴ᵳ⳺Ⲵ䲀ࡦᙗᶑԦˈᢩ߶Ҷᵜ⅑Ӕ᱃Ǆ

˄3˅傜༛ส᭦䍝≹๑ই㖾Ṹ
2017 ᒤ 11 ᴸˈ୶࣑䜘䱴ᶑԦᢩ߶Ҷ傜༛ส᭦䍝≹๑ই㖾 100%㛑ᵳṸǄ㓿ᇑḕˈ୶࣑䜘䇔
Ѫˈ䳶ѝਾˈ傜༛ส㡚䘀ਟ㜭䙊䗷≹๑ই㖾൘䘌ь—ই㖾㾯⎧የ㡚㓯ǃ䘌ь—ই㖾ь⎧የ㡚㓯
৲࣐Ⲵ㡩㡦ޡӛॿ䇞˄vessel sharing agreements˅ࡺᕡᲞ䙊઼ߧ㯿䳶㻵㇡⨝䖞䘀䗃ᐲ൪ㄎҹˈф
傜༛ส㡚䘀ਟ㜭Պ൘䘌ь—ই㖾㾯⎧የ㡚㓯ߧ㯿䳶㻵㇡⨝䖞䘀䗃ᴽ࣑ᐲ൪ᇎᯭঅᯩ䶒ᨀԧㅹᧂ
䲔ǃ䲀ࡦㄎҹⲴ㹼ѪǄഐ↔ˈṩᦞ傜༛สᨀⲴ䱴࣐䲀ࡦᙗᶑԦᔪ䇞ᯩṸˈ୶࣑䜘㾱≲ަን㹼
वᤜ䘰ࠪḀӋ㡩㡦ޡӛॿ䇞ǃнᗇ࣐ޕᯠⲴ㡩㡦ޡӛॿ䇞઼ࡺ߿䘀䗃㜭࣋ㅹ㹼Ѫᮁ⍾ˈᒦสҾ
↔ᢩ߶Ҷᵜ⅑Ӕ᱃Ǆ

85

ㅜй䜘࠶

˄4˅ᜐᲞ᭦䍝йᱏᢃঠᵪъ࣑Ṹ
2017 ᒤ 10 ᴸˈ୶࣑䜘䱴ᶑԦᢩ߶ҶᜐᲞ᭦䍝йᱏᢃঠᵪъ࣑ޘ䜘㛑ᵳ઼䍴ӗṸǄ୶࣑䜘
ѫ㾱ᇑḕҶᢃঠᵪӗ૱઼ᢃঠᵪ㙇ᶀӗ૱ˈ䢤Ҿ൘ѝഭ A4 ᑵ䶒◰ݹᢃঠᵪᐲ൪кˈӔ᱃ৼᯩ
Ⲵਸᒦᐲ൪ԭ仍Ѫ[50-55]%Ǆ ୶࣑䜘䇔Ѫˈᵜ⅑Ӕ᱃ሶ䘋а↕ᕪᜐᲞ൘ѝഭ A4 ᑵ䶒◰ݹᢃ
ঠᵪᐲ൪Ⲵ᧗ࡦ࣋ˈ֯ަᴹ㜭઼࣋ࣘᵪӾһᧂ䲔ǃ䲀ࡦㄎҹⲴ㹼Ѫ˗਼ᰦˈ୶࣑䜘䇔ѪӔ᱃ᆼ
ᡀਾᜐᲞᴹ㜭઼࣋ࣘᵪ䘋㹼㙇ᶀᩝˈӾ㘼ᧂ䲔ǃ䲀ࡦѝഭ A4 ᑵ䶒◰ݹᢃঠ㙇ᶀᐲ൪ㄎҹˈᦏ
ᇣ⎸䍩㘵࡙⳺Ǆᦞ↔ˈ୶࣑䜘㾱≲ᜐᲞን㹼㔗㔝ԕޜᒣǃਸ⨶Ⲵ䍗ᶑԦ䬰 A4 ◰ݹᢃঠᵪӗ
૱ㅹ㹼Ѫᮁ⍾ѹ࣑ˈᒦสҾ䘉Ӌ䲀ࡦᙗᶑԦᢩ߶Ҷᵜ⅑Ӕ᱃Ǆ

˄5˅ঊ䙊᭦䍝ঊ、Ṹ
2017 ᒤ 8 ᴸˈ୶࣑䜘䱴ᶑԦᢩ߶Ҷঊ䙊᭦䍝ঊ、ޘ䜘㛑ᵳṸǄ ᦞᇑḕˈ୶࣑䜘䇔Ѫᵜ⅑
᭦䍝ਟ㜭ሩ⨳ޘ৺ѝഭݹ㓔䙊䚃Ӕᦒᵪԕ৺ݹ㓔䙊䚃䘲䝽ಘᐲ൪ާᴹᧂ䲔ǃ䲀ࡦㄎҹⲴ᭸᷌Ǆ
ഐ↔ˈṩᦞঊ䙊ੁ୶࣑䜘ᨀӔⲴ䱴࣐䲀ࡦᙗᶑԦᔪ䇞ᴰ㓸ᯩṸˈ୶࣑䜘ߣᇊ䱴࣐䲀ࡦᙗᶑԦᢩ
߶↔亩䳶ѝǄ䘉Ӌ䲀ࡦᙗѹ࣑ѫ㾱ᱟ䇙ঊ、䈪ሩㅜйᯩݹ㓔䙊䚃䘲䝽ಘ؍ᤱᰐ↗㿶ѹ࣑ˈф
ሩަ؍ᇶؑ؍ᤱ䱢⚛້᧚ᯭǄᒦ਼ᰦሩㅜйᯩݹ㓔䙊䚃Ӕᦒᵪ؍ᇶؑ؍ᤱ䱢⚛້᧚ᯭˈф
൘ѝഭнӾһԫօᖒᔿⲴᩝ઼㔁䬰㹼ѪǄ

˄6˅ᰕᴸݹ᭦䍝⸭૱㛑ᵳṸ
2017 ᒤ 11 ᴸˈ୶࣑䜘䱴ᶑԦᢩ߶Ҷᰕᴸݹ᭦䍝⸭૱㛑ᵳṸǄ㓿䈳ḕˈӔ᱃ৼᯩ൷Ӿһॺ
ሬփሱ㻵⍻䈅˄ԕлㆰ〠ሱ⍻˅ԓᐕᴽ࣑ˈъ࣑ᆈ൘⁚ੁ䟽ਐǄ㲭❦䲿⵰ሱ⍻ᢰᵟнᯝਁኅˈ
ᐢ╄ਈࠪཊᢰᵟ㊫රˈն୶࣑䜘ᴰ㓸⭼ᇊᵜṸ୶ޣ૱ᐲ൪Ѫॺሬփሱ⍻ԓᐕᴽ࣑ᐲ൪ˈ㘼
нڊ䘋а↕㓶࠶ˈᵜṸޣൠฏᐲ൪Ѫ⨳ޘᐲ൪Ǆ䢤Ҿ↔亩㓿㩕㘵䳶ѝሩ⨳ޘሱ㻵⍻䈅ԓᐕᴽ
࣑ᐲ൪ਟ㜭ާᴹᧂ䲔ǃ䲀ࡦㄎҹⲴ᭸᷌ˈ୶࣑䜘ṩᦞӔ᱃ᯩᨀӔⲴ䱴࣐䲀ࡦᙗᶑԦᔪ䇞ˈ㾱≲
ᰕᴸ⸭઼ݹ૱൘ 24 њᴸⲴ䲀ࡦᵏን㹼аᇊѹ࣑ˈᒦสҾ↔ᢩ߶Ҷᵜ⅑Ӕ᱃Ǆ

˄7˅䍍ݻ亯оᐤᗧਸᒦṸ
2017 ᒤ 12 ᴸˈ୶࣑䜘䱴ᶑԦᢩ߶Ҷ䍍ݻ亯оᐤᗧਸᒦṸǄ㓿䈳ḕˈ⭣ᣕᯩ൘ѝഭ㋇䪸ク
ࡪ⍫փ㓴㓷ỰḕಘỠᐲ൪ᆈ൘⁚ੁ䟽ਐˈ୶ޣ૱ᐲ൪⭼ᇊѪ㋇䪸クࡪ⍫ỰಘỠᐲ൪ˈޣ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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ฏᐲ൪ѪѝഭǄ䢤Ҿ↔亩㓿㩕㘵䳶ѝሩѝഭ㋇䪸クࡪ⍫ỰಘỠᐲ൪ਟ㜭ާᴹᧂ䲔ǃ䲀ࡦㄎҹⲴ
᭸᷌ˈṩᦞ⭣ᣕᯩੁ୶࣑䜘ᨀӔⲴ䲀ࡦᙗᶑԦᔪ䇞ᴰ㓸はˈ୶࣑䜘ߣᇊ䱴࣐䲀ࡦᙗᶑԦᢩ߶↔
亩䳶ѝˈ㾱≲䍍ݻ亯оᐤᗧᇎᯭ䳶ѝਾᇎփ䍍ݻ亯൘⨳ޘ㤳തⲴ䖟㓴㓷㋇䪸クࡪ⍫փ㓴㓷
Ự ḕӗ૱㓯৺ަ䖟㓴㓷㋇䪸クࡪ⍫փ㓴㓷Ựḕ⹄ਁӗ૱ˈᒦ൘йњᴸࡠ䘲ṬҠᇦǄ

˄8˅ሩн⭣ᣕⲴ㖊᧚ᯭ
2017 ᒤˈ୶࣑䜘൘㖁ㄉкޜᐳҶޝњ㹼᭯༴㖊ߣᇊˈሩ“ᓧ᰾ᯟѝഭоᓧ䊚䇮・ਸ㩕Աъ
Ṹ”ǃ“丙ഭྕ⪏ӊ᭦䍝ᗧኡ傜ᶕ㾯ӊ㛑ᵳṸ”ǃ“ᒯ俉᭦䍝◣བྷ࡙ӊ⌋◣㛑ᵳṸ”ǃ“㖾ᒤབྷڕ
ᓧ᭦䍝䬝փỰṸ”ǃ“㣌⒆ᔪᣅǃཷ⪎ᯠ㜭Ⓚ઼ᆹᐍ⭥ᵪ䇮・ਸ㩕ԱъṸ”઼“ᯟ㔤ㆆӊ⍢о┘
⎧ᣅ䍴䇮・ਸ㩕ԱъṸ”䘉ޝ䎧ᵚ⭣⌅ᣕṸԦޜᔰࠪ༴㖊Ǆ1൘䘉ޝ䎧ᵚ᤹㾱≲⭣ᣕṸԦ
䟼ˈ䲔Ҷ“㖾ᒤབྷڕᓧ᭦䍝䬝փỰṸ”ᱟ୶࣑䜘ṩᦞㅜйᯩѮᣕᔰ䈳ḕԕཆˈަ։൷Ѫ⎹Ṹ
Աъһਾѫࣘ㺕ᣕᡆ㘵ѫࣘੁ୶࣑䜘䈒㘼ࣘǄ઼ԕࡽаṧˈ୶࣑䜘Ⲵ㖊Ⅾ䠁仍ᒦнᱟᖸ儈ˈ
൷൘Ӫ≁ᐱ 15 зࡠ 30 зѻ䰤Ǆ൘ሩ䘉ޝ䎧ṸԦⲴᇑḕѝˈ୶࣑䜘൷⋑ᴹਁ⧠䘉ӋӔ᱃Պӗ⭏
ᧂ䲔ǃ䲀ࡦㄎҹⲴᖡ૽Ǆ

1. ǉᯟ㔤ㆆӊ⍢⿱Ӫᴹ䲀ޜਨо┘⎧৯┘⎧ᣅ䍴ᔰਁᴹ䲀ޜਨ䇮・ਸ㩕ԱъṸǊˈ୶࣑䜘㹼᭯༴㖊ߣᇊҖ˄୶⌅࠭
[2017]410 ਧ˅ˈ2017 ᒤ 7 ᴸ 11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7/20170702612619.shtml˗ǉ㣌⒆
ᐲᔪ䇮ᣅ䍴ᴹ䲀ޜਨǃཷ⪎ᯠ㜭Ⓚ⊭䖖ᢰᵟᴹ䲀ޜਨ઼ṚᔿՊ⽮ᆹᐍ⭥ᵪ䇮・ਸ㩕ԱъṸǊˈ୶࣑䜘㹼᭯༴㖊ߣᇊҖ
˄୶⌅࠭[2017]408 ਧ˅ˈ2017 ᒤ 7 ᴸ 11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7/20170702612611.shtml˗ǉ㖾ᒤབྷڕᓧӗъ˄䳶ഒ˅ᴹ䲀ޜਨǃк⎧ཙӯ
䍴ӗ㇑⨶ᴹ䲀ޜਨǃк⎧㔤䙄ᣅ䍴ѝᗳݸਾ᭦䍝䬝ڕᓧփỰ㇑⨶䳶ഒᴹ䲀ޜਨ㛑ᵳṸǊˈ୶࣑䜘㹼᭯༴㖊ߣᇊҖ
˄୶⌅࠭[2017]206 ਧ˅ˈ2017 ᒤ 5 ᴸ 5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5/20170502573416.shtml˗
ǉᒯьⴱᒯ俉᧗㛑ᴹ䲀ޜਨ᭦䍝◣བྷ࡙ӊ⌋◣ᴹ䲀ޜਨޘ䜘㛑ᵳṸǊˈ୶࣑䜘㹼᭯༴㖊ߣᇊҖ˄୶⌅࠭
[2017]205 ਧ˅ˈ2017 ᒤ 5 ᴸ 5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5/20170502573413.shtml˗ ǉ丙ഭ
ྕ⪏ӊṚᔿՊ⽮᭦䍝ᗧኡ傜ᶕ㾯ӊޜਨޘ䜘㛑ᵳṸǊˈ୶࣑䜘㹼᭯༴㖊ߣᇊҖ˄୶⌅࠭[2017]171 ਧ˅ˈ2017 ᒤ 4 ᴸ
21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5/20170502568693.shtml; ǉᓧ᰾ᯟ˄ѝഭ˅ᣅ䍴ᴹ䲀ޜਨо㽴
䱣ᓧ䊚ᵪ⭥ᐕ〻ᴹ䲀ޜਨ䇮・ਸ㩕ԱъṸǊˈ୶࣑䜘㹼᭯༴㖊ߣᇊҖ˄୶⌅࠭[2017]6 ਧ˅ˈ2017 ᒤ 1 ᴸ 9 ᰕˈ৲㿱
http://fldj.mofcom.gov.cn/article/ztxx/201704/20170402556103.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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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㹼᭯පᯝ㹼ѪⲴ・⌅ਁኅоᇎ䐥


ᆏ䳱े



аǃᾲ㿸
2017 ᒤˈѝഭ⾱→㹼᭯පᯝ㹼ѪⲴ・⌅ԕ৺ᇎ䐥Ӟ⛩仁⧠ǄѪҶᴹ᭸ൠ亴䱢઼㿴ࡦ㹼᭯ප
ᯝ㹼Ѫˈ・⌅ᐕѫ㾱㚊❖Ҿᆼழޜᒣㄎҹᇑḕࡦᓖˈ⢩࡛ᱟഭᇦਁኅ᭩䶙ငǃ䍒᭯䜘ǃ୶࣑
䜘ǃഭᇦᐕ୶ᙫተǃഭ࣑䲒⌅ࡦ࣎ 2017 ᒤ 10 ᴸ 23 ᰕ㚄ਸঠਁⲴǉޜᒣㄎҹᇑḕࡦᓖᇎᯭ㓶ࡉ
(Ჲ㹼)Ǌˈ֯ޜᒣㄎҹⲴᇑḕѫփǃᇑḕሩ䊑ǃᇑḕࡉԕ৺ᇑḕḷ߶䙀↕᰾Რˈᴹ࣋ൠ᧘ࣘҶ
ޜᒣㄎҹᇑḕࡦᓖⲴᇎᯭǄо↔਼ᰦˈབྷ䟿Ⲵ㹼᭯පᯝ㹼Ѫ㻛ḕ༴ˈቔަᱟഭᇦਁኅ᭩䶙ငᤷ
ሬޘഭⴱԧṬѫ㇑䜘䰘 2017 ᒤ࣎ޡ㔃ޜᐳ 56 Ԧ┕⭘㹼᭯ᵳ࣋ᧂ䲔䲀ࡦㄎҹṸˈ㓐↓Ҷаᢩ
ൠᯩ᭯ᓌ䜘䰘൘⭘ޜһъǃѝӻᴽ࣑ǃ५㦟㇑⨶ǃӔ䙊䘀䗃ㅹ亶ฏᇎᯭⲴᤷᇊӔ᱃ǃൠᯩ؍ᣔ
ㅹ㹼Ѫˈ൘ޘഭѳ㠣ц⭼㤳തӗ⭏Ҷ䖳བྷᖡ૽Ǆ2017 ᒤ 6 ᴸ 28 ᰕˈᒯьⴱ儈㓗Ӫ≁⌅䲒ሩ
ᒯь␡ൣᐲᯟ㔤ቄ、ᢰᴹ䲀ޜਨ䇹ᒯьⴱᮉ㛢⎹ჼ㹼᭯පᯝаṸࠪҼᇑࡔߣˈ䈕Ṹᱟѝഭ
ǉ৽පᯝ⌅Ǌ亱ᐳᇎᯭԕᶕˈ俆њ䘋ޕᇎ䍘ਨ⌅ᇑ⨶〻ᒿⲴ㹼᭯පᯝ䇹䇬ṸԦˈѹ␡䘌䟽བྷǄ

Ҽǃ・⌅о᭯ㆆਁኅ
2017 ᒤ 1 ᴸ 24 ᰕˈഭ࣑䲒ঠਁǉഭ࣑䲒࣎ޜޣҾ਼ᔪ・ޜᒣㄎҹᇑḕᐕ䜘䱵㚄ᑝ
Պ䇞ࡦᓖⲴ࠭Ǌˈ਼⭡ഭᇦਁ᭩င⢥ཤᔪ・ޜᒣㄎҹᇑḕᐕ䜘䱵㚄ᑝՊ䇞ࡦᓖˈ਼ᰦሩ䈕

ᆏ䳱ेˈѝഭӪ≁བྷᆖ⌅ᆖ䲒ᮉᦸˈѝ丙ᐲ൪᳘㿴ࡦ⌅⹄ウѝᗳ˄MRLC˅ငઈˈ⭥ᆀ䛞㇡˖mengyb@ruc.edu.cn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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ࡦᓖⲴѫ㾱㙼䍓ǃᡀઈঅսǃᐕ㿴ࡉ઼ᐕ㾱≲ࠪڊ㿴ᇊǄ䈕ࡦᓖⲴᔪ・ሶᴹ࡙Ҿ䜘င൘
ޜᒣㄎҹᇑḕᐕᯩ䶒㔏ㆩ䝽ਸˈ䘋а↕᧘ࣘᐲ൪ㄎҹ〙ᒿⲴ㿴㤳઼ᆼழǄ
2017 ᒤ 7 ᴸ 3 ᰕˈഭᇦਁ᭩ငǃ䍒᭯䜘ǃ୶࣑䜘ǃᐕ୶ᙫተ㚄ਸਁᐳǉ᧘䘋㩭ᇎޜᒣㄎҹ
ᇑḕࡦᓖ 2017 ᒤᐕ䟽⛩Ⲵ䙊⸕Ǌˈ䟽⛩ᇩवᤜ˖ࠪਠޜᒣㄎҹᇑḕࡦᓖᇎᯭ㓶ࡉ˗ঠਁ
2017-2018 ᒤ⨶ᆈ䟿᭯ㆆ᧚ᯭᐕᯩṸ˗ᔰኅᧂ䲔䲀ࡦㄎҹᆈ䟿᭯ㆆ᧚ᯭⲴ⨶ᐕ˗࠷ᇎ
ྭڊ䟿᭯ㆆ᧚ᯭⲴᇑḕᐕ˗㓴㓷ᔰኅ㩭ᇎޜᒣㄎҹᇑḕࡦᓖу亩ⶓሬ˗࣐ᕪޜᒣㄎҹᇑḕ
ࡦᓖᇓՐษ䇝Ǆ
2017 ᒤ 10 ᴸ 23 ᰕˈഭᇦਁ᭩ငǃ䍒᭯䜘ǃ୶࣑䜘㚄ਸਁᐳǉޜᒣㄎҹᇑḕࡦᓖᇎᯭ㓶ࡉ
˄Ჲ㹼˅Ǌˈ㾱≲㹼᭯ᵪޣԕ৺⌅ᖻ⌅㿴ᦸᵳⲴާᴹ㇑⨶ޡޜһ࣑㙼㜭Ⲵ㓴㓷ˈ൘ࡦᇊᐲ൪߶
ޕǃӗъਁኅǃᤋ୶ᕅ䍴ǃᤋḷᣅḷǃ᭯ᓌ䟷䍝ǃ㓿㩕㹼Ѫ㿴㤳ǃ䍴䍘ḷ߶ㅹ⎹৺ᐲ൪ѫփ㓿
⍾⍫ࣘⲴ㿴ㄐǃ㿴㤳ᙗ᮷Ԧ઼ަԆ᭯ㆆ᧚ᯭᰦˈᓄᖃ䘋㹼ޜᒣㄎҹᇑḕˈ䇴ՠሩᐲ൪ㄎҹⲴᖡ
૽ˈ䱢→ᧂ䲔ǃ䲀ࡦᐲ൪ㄎҹǄ㓿ᇑḕ䇔Ѫнާᴹᧂ䲔ǃ䲀ࡦㄎҹ᭸᷌Ⲵˈਟԕᇎᯭ˗ާᴹᧂ
䲔ǃ䲀ࡦㄎҹ᭸᷌ⲴˈᓄᖃнҸࠪਠᡆ㘵䈳ᮤ㠣ㅖਸޣ㾱≲ਾࠪਠ˗ᵚ㓿ޜᒣㄎҹᇑḕⲴˈ
нᗇࠪਠǄԕཊњ䜘䰘ѹ㚄ਸࡦᇊࠪਠⲴ᭯ㆆ᧚ᯭˈ⭡⢥ཤ䜘䰘䍏䍓ޜᒣㄎҹᇑḕˈަԆ䜘
䰘൘㠚㙼䍓㤳ത৲оޜᒣㄎҹᇑḕǄǉޜᒣㄎҹᇑḕࡦᓖᇎᯭ㓶ࡉ˄Ჲ㹼˅Ǌ䘈ԕуㄐⲴ
ᖒᔿሶޜᒣㄎҹᇑḕḷ߶࠶Ѫᐲ൪߶઼ޕ䘰ࠪḷ߶ǃ୶૱઼㾱㍐㠚⭡⍱ࣘḷ߶ǃᖡ૽⭏ӗ㓿㩕
ᡀᵜḷ߶઼ᖡ૽⭏ӗ㓿㩕㹼Ѫḷ߶࠶࡛䘋㹼Ҷާփ㿴ᇊˈሩ᭯ㆆࡦᇊᵪާޣᴹᤷሬǃᕅሬ઼㿴
㤳⭘Ǆ
2017 ᒤ 12 ᴸ 5 ᰕˈഭᇦਁኅ᭩䶙ငǃ䍒᭯䜘ǃ୶࣑䜘Պ਼ᴹޣ䜘䰘ঠਁҶǉ2017-2018 ᒤ
⨶⧠㹼ᧂ䲔䲀ࡦㄎҹ᭯ㆆ᧚ᯭⲴᐕᯩṸǊˈ㾱≲ഭ࣑䲒䜘䰘઼ൠᯩ㓗Ӫ≁᭯ᓌ৺ᡰ
䜘䰘᤹➗“䈱ࡦᇊǃ䈱⨶”ࡉˈሩ⧠㹼㿴ㄐǃ㿴㤳ᙗ᮷Ԧ઼ަԆ᭯ㆆ᧚ᯭѝਜ਼ᴹⲴൠᯩ؍ᣔǃ
ᤷᇊӔ᱃ǃᐲ൪ෂㅹᇩ䘋㹼⨶Ǆ䟽⛩वᤜ˖䇮㖞нਸ⨶઼↗㿶ᙗⲴ߶઼ޕ䘰ࠪᶑԦ˗䲀
ᇊ㓿㩕ǃ䍝Ҡǃ֯⭘⢩ᇊ㓿㩕㘵ᨀ୶Ⲵ૱઼ᴽ࣑˗ሩཆൠ઼䘋ਓ୶૱ǃᴽ࣑ᇎ㹼↗㿶ᙗԧṬ
઼↗㿶ᙗ㺕䍤᭯ㆆ˗䲀ࡦཆൠ઼䘋ਓ୶૱ǃᴽ࣑䘋ޕᵜൠᐲ൪ᡆ㘵䱫⺽ᵜൠ୶૱䘀ࠪǃᴽ࣑䗃
ࠪ˗ᧂᯕᡆ㘵䲀ࡦཆൠ㓿㩕㘵৲࣐ᵜൠᤋḷᣅḷ⍫ࣘ˗ᕪࡦ㓿㩕㘵Ӿһǉ৽පᯝ⌅Ǌ㿴ᇊⲴප
ᯝ㹼ѪǄ

йǃ䟽㾱Ṹֻ
2017 ᒤˈѝഭ৽පᯝᢗ⌅ᵪᶴ↓൘ԕࡽᡰᵚᴹⲴ࣋ᓖḕ༴㹼᭯පᯝ㹼Ѫˈ࣋മሶᵳ࣋ޣ䘋
ㅬᆀˈൠᯩ᭯ᓌҏ൘࣐བྷ㠚ḕ㠚㓐࣋ᓖǄᦞнᆼޘ㔏䇑ˈ䲔ഭᇦਁኅ᭩䶙ငᤷሬޘഭⴱԧ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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ѫ㇑䜘䰘࣎ޡ㔃ޜᐳ 56 Ԧ┕⭘㹼᭯ᵳ࣋ᧂ䲔䲀ࡦㄎҹṸԦཆˈޘഭᐕ୶䜘䰘䈳ḕ 13 䎧㹼᭯ප
ᯝṸԦˈޘഭ㓗⌅䲒ޡᇑ㔃 5 䎧㹼᭯පᯝṸԦˈަѝнѿިරṸֻǄ

˄ 1˅␡ൣᐲছ䇑င䈪㓐↓・ޜ५䲒㦟૱䳶ഒ䟷䍝᭩䶙䈅⛩ѝ┕⭘㹼᭯ᵳ
࣋ᧂ䲔䲀ࡦㄎҹ㹼ѪṸ
ѝഭ・ޜ५䲒㦟૱䳶ѝ䟷䍝Ⲵѫ㾱ᯩᔿᱟ“ⴱ㓗ৼؑሱޕതǃൠᐲ५⯇ᵪᶴ㚄ਸᑖ䟿䟷䍝”ˈ
ն਼ᰦҏӗ⭏Ҷ“Ҽ⅑䇞ԧ”ㅹ䰞仈Ǆ㦟૱䳶ഒ䟷䍝˄Group Purchasing Organizationˈㆰ〠“GPO”˅
ᱟѪҶᕕ㺕㦟૱䳶ѝ䟷䍝ࡦᓖⲴн䏣㘼ᕅ䘋Ⲵ䟷䍝ᯠᯩᔿˈѫ㾱൘ᡁഭк⎧ᐲǃ␡ൣᐲоаӋ
ൠᐲ㓗䟷䍝㚄ਸփ䘋㹼䈅⛩ˈк⎧ᐲ઼␡ൣᐲᱟѝഭ俆⅑䟷⭘ GPO 㦟૱䟷䍝ᯩᔿⲴ䈅⛩ᐲˈ
фєൠⲴ⌅ڊᒦн਼Ǆ
2017 ᒤ 4 ᴸ 7 ᰕˈഭᇦਁኅ᭩䶙င㖁ㄉਁᐳⲴǉ␡ൣᐲছ䇑င䈪㓐↓・ޜ५䲒㦟૱䳶ഒ
䟷䍝᭩䶙䈅⛩ѝ┕⭘㹼᭯ᵳ࣋ᧂ䲔䲀ࡦㄎҹ㹼ѪǊ᮷ѝᤷࠪˈ␡ൣᐲছ䇑င൘᧘㹼・ޜ५䲒㦟
૱䳶ഒ䟷䍝᭩䶙䈅⛩䗷〻ѝˈ⎹ჼ┕⭘㹼᭯ᵳ࣋ᧂ䲔䲀ࡦㄎҹǄ㓿ḕˈ␡ൣᐲছ䇑ငᆈ൘ԕл
䘍৽ǉ৽පᯝ⌅ǊⲴ㹼Ѫ˖˄1˅ਚݱ䇨аᇦ䳶ഒ䟷䍝㓴㓷˄㓿䚤䘹Ѫޘ㦟㖁㦟ъ˅ᨀ㦟૱䳶
ഒ䟷䍝ᴽ࣑Ǆ䳶ഒ䟷䍝㓴㓷ਇ५䲒ငᢈԓѪ䍝Ҡᡰ䴰㦟૱ǃᨀഒ䍝ᴽ࣑ˈࠑㅖਸഭᇦ㿴ᇊ䍴
䍘ǃ㜭ཏѪ५䲒ᨀഒ䍝ᴽ࣑Ⲵ㓿㩕㘵ˈ䜭ਟԕᒣㅹ䘋␡ޕൣᐲ・ޜ५䲒㦟૱䳶ഒ䟷䍝ᐲ൪Ǆ
њ䳶ഒ䟷䍝㓴㓷ѻ䰤ᆈ൘ㄎҹˈ㜭ᨀᴤྭǃᴤᴹ᭸⦷Ⲵᴽ࣑Ǆ␡ൣᐲছ䇑င䙊䗷䚤䘹ˈ
Ӿㅖਸ䍴䍘ⲴԱъѝ⺞ᇊаᇦ䳶ഒ䟷䍝㓴㓷ˈ֯ަԆᴹ㜭࣋ǃᴹᝯᨀ㦟૱䳶ഒ䟷䍝ᴽ࣑Ⲵ
㓿㩕㘵㻛ᧂ䲔൘ཆˈሬ㠤␡ൣᐲ・ޜ५䲒㦟૱䳶ഒ䟷䍝ᐲ൪ਚᴹаᇦ㓿㩕㘵ˈ⋑ᴹㄎҹǄ˄2˅
䲀ᇊ␡ൣᐲ・ޜ५䲒ǃ㦟૱⭏ӗԱъ֯⭘ޘ㦟㖁㦟ъᨀⲴᴽ࣑Ǆަаᱟ䲀ᇊ␡ൣᐲᡰᴹ・ޜ
५䲒ਚ㜭䙊䗷ޘ㦟㖁㦟ъˈн㜭䘹ᤙަԆާ༷ᶑԦⲴ䳶ഒ䟷䍝㓴㓷ˈҏн㜭൘ⴱ㓗㦟૱䳶ѝ䟷
䍝ᒣਠк㠚㹼䟷䍝ǄަҼᱟਈ䲀ᇊ㦟૱⭏ӗԱъਚ㜭䙊䗷ޘ㦟㖁㦟ъੁ␡ൣᐲ・ޜ५䲒䬰
ⴞᖅ㦟૱ˈн㜭䙊䗷ⴱ㓗㦟૱䳶ѝ䟷䍝ᒣਠ䬰ˈൿҶ㦟૱ᐲ൪↓ᑨⲴㄎҹ〙ᒿǄ˄3˅㦟
૱䝽䘱Աъ⭡ޘ㦟㖁㦟ъᤷᇊˈ䘍㛼Ҷǉഭ࣑䲒࣎ޜޣҾᆼழ・ޜ५䲒㦟૱䳶ѝ䟷䍝ᐕⲴ
ᤷሬ㿱Ǌ˄ഭ࣎ਁ[2015]7 ਧ˅ޣҾ㦟૱⭏ӗԱъ㠚ѫ䘹ᤙ䝽䘱ԱъⲴ㿴ᇊǄ␡ൣᐲছ䇑ငⲴ
к䘠⌅ڊ䘍৽Ҷǉ৽පᯝ⌅Ǌㅜ 8 ᶑ“㹼᭯ᵪ⌅઼ޣᖻǃ⌅㿴ᦸᵳⲴާᴹ㇑⨶ޡޜһ࣑㙼㜭Ⲵ㓴
㓷нᗇ┕⭘㹼᭯ᵳ࣋ˈᧂ䲔ǃ䲀ࡦㄎҹ”ǃㅜ 32 ᶑ“㹼᭯ᵪޣнᗇ┕⭘㹼᭯ᵳ࣋ˈ䲀ᇊᡆ㘵ਈ
䲀ᇊঅսᡆ㘵њӪ㓿㩕ǃ䍝Ҡǃ֯⭘ަᤷᇊⲴ㓿㩕㘵ᨀ୶Ⲵ૱”ㅹ㿴ᇊˈᶴᡀ┕⭘㹼᭯ᵳ࣋ᧂ
䲔ǃ䲀ࡦㄎҹⲴ㹼ѪǄ
␡ൣᐲছ䇑င䇔䇶ࡠк䘠ᧂ⌅ڊ䲔䲀ࡦҶ␡ൣᐲ・ޜ५䲒㦟૱䳶ഒ䟷䍝ᐲ൪Ⲵޜᒣㄎҹˈ
ᨀࠪ 3 亩ާփᮤ᭩᧚ᯭˈণ˄1˅⺞・ޜ؍५䲒㦟૱䟷䍝㠚ѫᵳǄ൘ඊᤱ䳶ѝ䟷䍝Ⲵࡉлˈሩ
・ޜ५䲒㦟૱䟷䍝нᕪࡦᙗ㾱≲ˈݱ䇨・ޜ५䲒㠚ѫ䘹ᤙငᢈ⧠ᴹ䳶ഒ䟷䍝㓴㓷˄ণޘ㦟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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㦟ъ˅ᡆ൘ᒯьⴱᒣਠ䟷䍝Ǆ˄2˅؞䇒ᆼழ・ޜ५䲒㦟૱䳶ഒ䟷䍝㦟૱䝽䘱ࡦޣᓖˈᚒ༽㦟
૱⭏ӗԱъ䘹ᤙ⺞ᇊ䝽䘱ԱъⲴ㠚ѫᵳǄ˄3˅⺞؍㦟૱⭏ӗԱъ㠚ѫᵳˈݱ䇨㦟૱⭏ӗԱъ㠚
ѫ䘹ᤙ⧠ᴹ䳶ഒ䟷䍝㓴㓷ᡆަԆ䟷䍝ᒣਠੁ␡ൣᐲ・ޜ५䲒䬰ⴞᖅ㦟૱Ǆ↔ཆˈ␡ൣᐲছ
䇑င䈪ሶ൘䈅⛩ᵏ؞᭩ᆼழޣ᭯ㆆ᮷Ԧˈ֯ަㅖਸǉ৽පᯝ⌅Ǌ઼ǉޣҾ൘ᐲ൪փ㌫ᔪ
䇮ѝᔪ・ޜᒣㄎҹᇑḕࡦᓖⲴ㿱Ǌ˄ഭਁ[2016]34 ਧ˅Ⲵ㿴ᇊˈ᭟ᤱㅖਸᶑԦⲴ䳶ഒ䟷䍝㓴
㓷䘋ޣޕᐲ൪ˈ᧘䘋㦟૱䳶ഒ䟷䍝⁑ᔿⲴ㿴㤳ᴹᒿਁኅǄ
Ӿѝഭⴞࡽ㦟૱䳶ഒ䟷䍝⁑ᔿ䈅⛩Ⲵࡦᓖ䇮䇑઼䘀㹼᭸᷌ᶕ㿲ሏˈ൘㦟૱䳶ഒ䟷䍝㓴㓷Ⲵ
⺞ᇊǃᣅḷ㦟૱Ⲵ䇴ᇑǃ䱽䍩ⴞḷⲴࡦᇊԕ৺㦟૱䝽䘱ԱъⲴ⺞ᇊㅹ⧟㢲ˈ࠶࡛ᆈ൘ᶴᡀ䲀ࡦ
Ӕ᱃ǃ४ฏሱ䬱ǃᕪࡦ㓿㩕㘵䲀ࡦㄎҹㅹ㹼᭯පᯝ㹼ѪⲴਟ㜭ᙗǄѪҶ䚯ݽᖃࡽ䈅⛩ᯩṸѝਟ
㜭⎹৺Ⲵ㹼᭯පᯝ䰞仈ˈছ䇑ငㅹ㹼᭯ѫփᓄᖃ⢩࡛⌘ᵳ࣋Ⲵ㿴㤳㹼֯ˈн㜭䎵䎺⌅ᇊ㙼ᵳˈ
ҏн㜭нਸ⨶㹼֯㙼ᵳൿᐲ൪ㄎҹ〙ᒿˈᓄᖃ䚯⺞ݽᇊୟаⲴ GPO 䍏䍓ޘ䜘Ⲵ䳶ഒ䟷䍝ᐕ
ˈ䚯ݽ൘ GPO ሩ㦟૱䘋㹼䇴ᇑⲴ䗷〻ѝ㔉Ҹ䪸ሩᵜൠԱъⲴ➗亮ᙗ㿱ˈ䚯᧕ⴤݽ㔉 GPO
л䗮нਸ⨶Ⲵ䱽䍩ⴞḷˈ䚯ݽᤷᇊ GPO ᶕ⺞ᇊ㦟૱Ⲵ䝽䘱Աъˈ䟽㿶ޜᒣㄎҹᇑḕࡦᓖⲴ㩭
ᇎˈӾṩⓀк䱢→ᑖᴹᧂ䲔ǃ䲀ࡦㄎҹᇩⲴ᭯ㆆࠪਠˈ਼ᰦҏሩ GPO 䘋㹼ਸ⨶㓖ᶏˈ䱢→ަ
┕⭘ᐲ൪᭟䝽ൠսˈᦏᇣᐲ൪ㄎҹǄ

˄2˅ᒯьⴱ␡ൣᐲᯟ㔤ቄ、ᢰᴹ䲀ޜਨ䇹ᒯьⴱᮉ㛢┕⭘㹼᭯ᵳ࣋ᧂ䲔䲀
ࡦㄎҹ㹼ѪṸ
ᵜṸӾ 2014 ᒤᒯьⴱ␡ൣᐲᯟ㔤ቄ、ᢰᴹ䲀ޜਨ˄ԕлㆰ〠ᯟ㔤ቄޜਨ˅䎧䇹ˈࡠ 2017
ᒤ 6 ᴸ 28 ᰕᒯьⴱ儈㓗Ӫ≁⌅䲒ࠪҼᇑࡔߣˈশᰦйᒤཊᰦ䰤ˈᱟѝഭǉ৽පᯝ⌅Ǌ㿴ࡦ㹼
᭯පᯝ㹼ѪⲴḷᘇᙗṸֻǄ
2013 ᒤ 1 ᴸ 17 ᰕˈᮉ㛢䜘лਁᮉ㙼ᡀ࠭˄2013˅2 ਧǉᮉ㛢䜘ޣҾᡀ・ 2013-2015 ᒤޘഭ
㙼ъ䲒ṑᢰ㜭བྷ䎋㓴㓷ငઈՊ઼ᢗ㹼ငઈՊⲴ䙊⸕Ǌˈߣᇊᡀ・ 2013-2015 ᒤޘഭ㙼ъ䲒ṑᢰ
㜭བྷ䎋㓴㓷ငઈՊ઼ᢗ㹼ငઈՊǄ2014 ᒤ 2 ᴸ 15 ᰕˈབྷ䎋ᢗငՊ࣎ޜᇔޜᐳⲴǉ2014 ᒤޘഭ
㙼ъ䲒ṑᢰ㜭བྷ䎋䎋亩㿴〻㕆ࡦ㾱≲Ⲵ䙊⸕Ǌ㿴ᇊҶ 2014 ᒤޘഭ㙼ъ䲒ṑᢰ㜭བྷ䎋䎋〻ᇎᯭⲴ
ާփᯩṸ઼᭯ㆆ㿴ᇊˈᒦ䲿ਾޜᐳҶǉ2014 ᒤޘഭ㙼ъ䲒ṑᢰ㜭བྷ䎋“ᐕ〻䙐ԧสᵜᢰ㜭”䎋亩
㿴〻Ǌˈ䈕㿴〻ㅜޝᶑㅜ 8 亩㿴ᇊ˖“ㄎ䎋ᡰ䴰Ⲵ⺜Ԧǃ䖟Ԧ઼䖵ࣙᐕާ㔏а⭡ᨀ䎎ࣙⲴ䖟Ԧ
ޜਨᨀ”Ǆㅜҍᶑㅜ˄а˅亩㿴ᇊ˖䖟Ԧ㾱≲˖˄1˅ᒯ㚄䗮൏ᔪ㇇䟿䖟Ԧ GCL2013˗˄2˅ᒯ
㚄䗮䫒ㅻ㇇䟿䖟Ԧ GGJ2013˗˄3˅ᒯ㚄䗮ᆹ㻵㇇䟿䖟Ԧ GQI2013ǄޣҾ“ഭ䎋”㓴ငՊᤷᇊ֯⭘
ᒯ㚄䗮䖟Ԧ〻ᒿⲴˈ⌅ڊᯟ㔤ቄޜਨ൘ 2014 ᒤ 4 ᴸ 16 ᰕੁᮉ㛢䜘ᨀ䎧Ҷ㹼᭯༽䇞ˈ⭡Ҿᇊ
Ҿ 6 ᴸ 13 ᰕѮ࣎Ⲵᐕ〻䙐ԧᢰ㜭Ⲵ“ഭ䎋”⋑ᴹѮ㹼ˈᯟ㔤ቄޜਨ൘ 2014 ᒤ 6 ᴸ 18 ᰕഎҶ㹼
᭯༽䇞⭣䈧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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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ᒤ 4 ᴸˈԕᒯьⴱᮉ㛢ǃ儈㙼䲒ṑǃ㹼ъԱъㅹ㓴ᡀⲴᐕ〻䙐ԧᒯьⴱ“ᐕ〻䙐ԧส
ᵜᢰ㜭”䘹ᤄ䎋㓴ငՊᤷᇊ䎋һ䖟Ԧ֯⭘ᒯ㚄䗮䖟ԦǄ2014 ᒤ 4 ᴸ 29 ᰕˈᯟ㔤ቄޜਨሶᒯ
ьⴱᮉ㛢䇹㠣ᒯᐎᐲѝ㓗Ӫ≁⌅䲒ˈ䇔Ѫᒯьⴱᮉ㛢┕⭘㹼᭯ᵳ࣋䲀ᇊǃਈ䲀ᇊ৲䎋㘵
䍝Ҡǃ֯⭘ަᤷᇊⲴᒯ㚄䗮ޜਨ⤜ᇦ䖟Ԧ઼ᓄ䇮༷ˈ⎹ჼ䘍৽ޜᔰǃޜᒣ઼⌅Ⲵ↓ޜᇊ〻ᒿˈ
䈕ᤷᇊ㹼Ѫнާᴹԫօ⌅ᖻˈᦞѕ䟽ᢝᴢᐕ〻䙐ԧޣӗ૱㹼ъⲴᐲ൪ㄎҹ〙ᒿˈץᇣҶᯟ
㔤ቄޜਨⲴޜᒣㄎҹᵳ࡙Ǆ䈧≲⌅䲒⺞䇔൘ⴱ㓗䎋४“ᐕ〻䙐ԧสᵜᢰ㜭∄䎋”ѝˈᒯьⴱᮉ㛢
┕⭘㹼᭯ᵳ࣋ᤷᇊᡆਈᤷᇊ֯⭘ᒯ㚄䗮ޜਨ⤜ᇦ䖟Ԧ઼ᓄ䇮༷Ⲵާփ㹼᭯㹼Ѫ䘍⌅Ǆᒯ
ьⴱᮉ㛢䇔Ѫˈᒯьⴱ䘹ᤄབྷ䎋Ⲵ亩䎋һ㿴〻ᱟԕᮉ㛢䜘᮷ԦѪˈⲴᦞᮉ㛢䜘ѫ㇑Ⲵ
“ഭ䎋”㓴ငՊ࣎ޜᇔ൘ 2014 ᒤ 4 ᴸ 2 ᰕਁᐳҶǉ“ᐕ〻䙐ԧสᵜᢰ㜭”䎋亩㿴〻Ǌˈ᰾⺞㿴ᇊ֯
⭘⭡ᒯ㚄䗮⤜ᇦᨀⲴ䖟ԦǄᵜṸ䇹䇬ㅜйӪᒯ㚄䗮ޜਨ䇔Ѫˈᒯ㚄䗮ޜਨ൘ 2014 ᒤ 2 ᴸ 27
ᰕ৲࣐Ҷޜᔰ䚤䘹ㆄ䗙Պˈ㓿䗷䚤䘹ˈ㓴ငՊᴰ㓸⺞ᇊᒯ㚄䗮Ѫ“ᐕ〻䙐ԧสᵜᢰ㜭”䎋亩ᨀ
ㄎ䎋ᒣਠǃ䖟Ԧ઼ᢰᵟ᭟ᤱˈᯟ㔤ቄޜਨ઼к⎧励⨝䖟Ԧᴹ䲀ޜਨҏ৲࣐Ҷᵜ⅑䚤䘹ˈᡰԕн
ᆈ൘┕⭘㹼᭯ᵳ࣋䰞仈Ǆ2015 ᒤ 2 ᴸ 2 ᰕˈᒯьⴱѝ㓗Ӫ≁⌅䲒Ҿࠪаᇑࡔߣ˖⺞䇔㻛ᒯ
ьⴱᮉ㛢ᤷᇊ൘ 2014 ᒤޘഭ㙼ъ䲒ṑᢰ㜭བྷ䎋儈㙼㓴ᒯьⴱ䘹ᤄ䎋ᐕ〻䙐ԧสᵜᢰ㜭䎋亩
ѝ⤜ᇦ֯⭘ㅜйӪᒯ㚄䗮䖟Ԧ㛑ԭᴹ䲀ޜਨޣ䖟ԦⲴ㹼Ѫ䘍⌅˗傣എ␡ൣᐲᯟ㔤ቄ、ᢰ
ᴹ䲀ޜਨⲴ䎄گ䈧≲Ǆ㻛ᒯьⴱᮉ㛢઼ㅜйӪᒯ㚄䗮䖟Ԧ㛑ԭᴹ䲀ޜਨк䇹Ǆ2017 ᒤ 6 ᴸ
22 ᰕˈᒯьⴱ儈㓗Ӫ≁⌅䲒ࠪڊҼᇑࡔߣˈ䇔ᇊᒯьⴱᮉ㛢ᤷᇊᒯ㚄䗮ޜਨ䖟ԦѪ⤜ᇦ৲䎋
䖟ԦⲴ㹼ѪҾ┕⭘㹼᭯ᵳ࣋ˈᧂ䲔䲀ࡦㄎҹⲴ㹼Ѫˈ傣എҶᒯьⴱᮉ㛢઼ᒯ㚄䗮䖟Ԧ㛑ԭ
ᴹ䲀ޜਨⲴк䇹䈧≲ˈ㔤ᤱаᇑࡔߣǄ
ᵜṸⲴҹ䇞❖⛩ѫ㾱ᱟ˖˄1˅䈕ṸᱟҾ㹼᭯䇹䇬ⲴਇṸ㤳ത˛⌅䲒䇔Ѫ⎹ṸⲴᐕ〻䙐
ԧสᵜᢰ㜭䎋亩㌫ᒯьⴱᮉ㛢ѫ࣎ˈфк䘠䎋亩ᢰᵟ㿴㤳઼ㄎ䎋㿴〻㓿ᒯьⴱᮉ㛢ᇑṨ䙊
䗷ਾҸԕޜᐳˈᒯьⴱᮉ㛢ާᴹሩ㙼ъᢰᵟ䲒ṑѮ࣎䎋һ⍫ࣘ䘋㹼㇑⨶Ⲵ㙼䍓ˈަ൘⎹Ṹ
Ⲵᐕ〻䙐ԧสᵜᢰ㜭䎋亩ѝᤷᇊ⤜ᇦ֯⭘⭡ᒯ㚄䗮ޜਨݽ䍩ᨀޣ䖟ԦⲴ㹼Ѫᱟ㹼֯㹼᭯㙼
ᵳⲴ㹼᭯㹼Ѫˈ᭵Ҿ㹼᭯䇹䇬ਇṸ㤳തǄ˄2˅ᒯьⴱᮉ㛢ᱟѪ䘲Ṭ㻛˛аǃҼᇑ⌅䲒
ሩ䘉њ䰞仈⋑ᴹ䗷ཊ䱀䘠ˈն൘ᱟҾ㹼᭯䇹䇬ਇṸ㤳തѝ൷䇔Ѫˈ⎹ṸⲴᐕ〻䙐ԧสᵜᢰ
㜭䎋亩㌫ᒯьⴱᮉ㛢ѫ࣎ˈфк䘠䎋亩ᢰᵟ㿴㤳઼ㄎ䎋㿴〻㓿ᒯьⴱᮉ㛢ᇑṨ䙊䗷ਾҸ
ԕޜᐳˈ൘⎹ṸⲴᐕ〻䙐ԧสᵜᢰ㜭䎋亩ѝᤷᇊ⤜ᇦ֯⭘ㅜйӪޣ䖟ԦⲴ㹼Ѫᱟᒯьⴱᮉ㛢
㹼֯㹼᭯㙼ᵳⲴ㹼᭯㹼ѪˈӾ㘼䇔Ѫᒯьⴱᮉ㛢ᱟ䘲ṬⲴ㻛Ǆ˄й˅ᒯьⴱᮉ㛢ᤷᇊ
⤜ᇦ֯⭘ᒯ㚄䗮䖟Ԧ㛑ԭᴹ䲀ޜਨ䖟Ԧ㹼Ѫᱟᶴᡀ“㹼᭯ᵪ⭘┕ޣ㹼᭯ᵳ࣋ˈᧂ䲔ǃ䲀ࡦㄎҹ
Ⲵ㹼Ѫ”˛Ҽᇑ⌅䲒䇔Ѫ˖㹼᭯ᵪ⭘┕ޣ㹼᭯ᵳ࣋ˈᧂ䲔ǃ䲀ࡦㄎҹᓄާ༷ԕлйњ㾱Ԧ˖ަа
ᱟѫփᱟ㹼᭯ѫփ˗ަҼᱟ㹼᭯ᵪޣ৺ޣ㓴㓷ᴹ䲀ᇊᡆ㘵ਈ䲀ᇊঅսᡆ㘵њӪ㓿㩕ǃ䍝Ҡǃ
֯⭘ަᤷᇊⲴ㓿㩕㘵ᨀ୶૱Ⲵ㹼Ѫ˗ަйᱟ㹼᭯ᵪޣ৺ޣ㓴㓷൘ᇎᯭк䘠㹼Ѫ䗷〻ѝ┕⭘
㹼᭯ᵳ࣋ˈᒦфӗ⭏Ҷᧂ䲔ǃ䲀ࡦㄎҹⲴ᭸᷌ˈᦏᇣᐲ൪ㄎҹ〙ᒿǄҼᇑࡔߣ䟽⛩ሩ“┕⭘㹼᭯
ᵳ࣋ǃᧂ䲔䲀ࡦㄎҹ”䘉њ㾱Ԧኅᔰ䇪䇱ˈ䇔Ѫᒯьⴱᮉ㛢ᤷᇊӔ᱃Ⲵ㹼Ѫ൘⋑ᴹ⌅ᖻ᰾⺞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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ᇊⲴᛵߥлˈᓄ䈕㓿䗷ޜᔰǃޜᒣⲴㄎҹᙗ䘹ᤙ〻ᒿᶕߣᇊޣ䖟Ԧˈ䲔䶎ᴹ↓ᖃ⨶⭡ˈࡉ
ᶴᡀᵳ࣋┕⭘Ǆᒯьⴱᮉ㛢൘ᤷᇊ⤜ᇦ֯⭘ᒯ㚄䗮ޜਨ䖟Ԧ᮷Ԧѝˈ㲭❦уᇦ㓴Պ䇞ߣᇊо
ഭ䎋؍ᤱа㠤ˈնᱟ⋑ᴹ㓿䗷ਸ⌅ᙗоਸ⨶ᙗ䇪䇱ˈҏ⋑ᴹަԆ䇱ᦞঠ䇱Ǆਖཆˈᒯьⴱᮉ㛢
ᤷᇊ⤜ᇦӔ᱃Ⲵ㹼Ѫਾ᷌ᧂ䲔ҶަԆㄎҹ㘵ޜᒣㄎҹᵳ࡙ˈ਼ᰦਟሬ㠤ᖒᡀ৲䎋ᆖṑᐸ⭏
ᓄⲴ֯⭘Ґᜟˈሩᨀ儈ᒯ㚄䗮ޜਨⲴᐲ൪༠䂹ᴹᶱ֣᭸᷌ˈӾ㘼ᨀ儈Ҷᒯ㚄䗮ޜਨ䖟ԦⲴᐲ൪
ঐᴹԭ仍ˈሬ㠤ᯟ㔤ቄޜਨㅹ਼㊫ㄎҹ㘵Ⲵӗ૱ᐲ൪ԭ仍л䱽ˈ䘋㘼ᦏᇣᐲ൪ㄎҹ〙ᒿˈӗ⭏
ᧂ䲔ǃ䲀ࡦㄎҹ᭸᷌Ǆഐ↔ˈᒯьⴱᮉ㛢ᤷᇊ֯⭘ᒯ㚄䗮ޜਨޣ䖟ԦҾ┕⭘㹼᭯ᵳ࣋ˈ
ᧂ䲔ǃ䲀ࡦㄎҹ㹼ѪǄ
ᵜṸ㺘᰾ѝഭ⌅䲒ഐަ࡙⳺Ⲵ䎵❦ᙗ઼⤜・ᙗˈ൘㿴ࡦ㹼᭯පᯝ㹼ѪⲴᇎ䐥ѝᔰਁᥕ
ᶕ䟽㾱Ⲵ⭘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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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ᖃㄎҹ㹼ѪⲴ・⌅ਁኅоᇎ䐥


ည⎧᭮



аǃᾲ㿸
2017 ᒤ 11 ᴸ 4 ᰕˈㅜॱҼቺޘഭӪ≁ԓ㺘བྷՊᑨ࣑ငઈՊㅜйॱ⅑Պ䇞؞䇒ǉѝॾӪ≁
઼ޡഭ৽н↓ᖃㄎҹ⌅Ǌˈ㠚 2018 ᒤ 1 ᴸ 1 ᰕ䎧ᯭ㹼Ǆ䈕⌅Ⲵ؞䇒ˈᴹࣙҾᓄሩ㓿⍾⽮Պਁኅ
Ⲵᯠਁኅ৺н↓ᖃㄎҹ㹼ѪⲴᯠਈॆˈᆼழ⌅ᖻ㿴ࡉˈ؍䳌ㄎҹ〙ᒿ৺ᐲ൪ѫփⲴਸ⌅ᵳ⳺Ǆ
2017 ᒤˈǉ৽н↓ᖃㄎҹ⌅ǊⲴᢗ⌅઼ਨ⌅ᐕ㔗㔝っ↕᧘䘋Ǆޜᔰᮠᦞᱮ⽪ˈॱޛབྷԕᶕⲴ
ӄᒤѝ˄2013-2017 ᒤ˅ˈᐕ୶઼ᐲ൪ⴁ㇑䜘䰘ޡḕ༴ 15.3 зԦн↓ᖃㄎҹṸԦǄ1ޘഭ⌅䲒ਇ
⨶н↓ᖃㄎҹ≁һаᇑṸԦ 2429 Ԧˈ∄ 2016 ᒤкॷ 6.26%Ǆ

Ҽǃ・⌅о᭯ㆆਁኅ
ᯠ؞䇒Ⲵǉ৽н↓ᖃㄎҹ⌅ǊᆼழҶ“н↓ᖃㄎҹ”ᾲᘥˈᒦ൘ 11 н↓ᖃㄎҹ㹼ѪⲴส
кˈࡐ䲔Ҷ䲀䍝ᧂᥔ㹼Ѫǃ䱽ԧᧂᥔ㹼Ѫǃᩝ㹼Ѫǃ䙊䈻ᣅḷ㹼Ѫ৺┕⭘㹼᭯ᵳ࣋䲀ࡦㄎ
ҹ㹼Ѫㅹ 5 ᛵᖒˈ࣐Ҷӂ㚄㖁н↓ᖃㄎҹ㹼Ѫ㊫රˈᒦሩ⏶㹼Ѫǃ୶ъ䍯䍲㹼Ѫǃ䈟ሬ
ᙗᇓՐ㹼Ѫǃץ⣟୶ъ〈ᇶ㹼Ѫǃнᖃᴹ྆䬰㹼Ѫԕ৺୶ъ䇻⇱㹼Ѫ䘋㹼Ҷ䘲ᓖ؞᭩Ǆ↔ཆˈ
䈕⌅䘈࣐ⴁⶓỰḕ䜘䰘ᢗ⌅᧚ᯭǃ㿴㤳ަᢗ⌅㹼ѪˈѠᇼᒦ࣐ᕪሩн↓ᖃㄎҹ㹼ѪⲴ༴㖊
⇥઼࣋ᓖǄ

ည⎧᭮ˈѝഭӪ≁བྷᆖ⌅ᆖ䲒࢟ᮉᦸǄ⭥ᆀ䛞㇡˖yaohaifang@ruc.edu.cnǄ
1. ᕐ㤵ˈǉ␡ޕ䍟ᖫ㩭ᇎॱⲴފҍབྷ㋮⾎ ࣚ࣋ᔰࡋᯠᰦԓᐕ୶઼ᐲ൪ⴁ㇑ᐕᯠተ䶒ǊˈᶕⓀ˖
http://www.saic.gov.cn/fldyfbzdjz/gzdt/201712/t20171230_271527.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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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ᒤˈഭ࣑䲒ঠਁǉ“ॱйӄ”ᐲ൪ⴁ㇑㿴ࡂǊ˄ഭਁ[2017]6 ਧ˅ˈ㛟ᇊ“৽පᯝ઼৽н
↓ᖃㄎҹᢗ⌅ᡀ᭸ᱮ㪇”ˈ㾱≲㔗㔝“ѕহᢃࠫԯ߂ǃ㲊ٷᇓՐǃԧṬⅪ䇸ǃ୶ъ䍯䍲ǃ䘍⌅ᴹ྆
䬰ǃץ⣟୶ъ〈ᇶǃ㓿㩕ᰐਸ⌅ᶕⓀ䘋ਓ䍗⢙ㅹн↓ᖃㄎҹ㹼ѪǄ”ǉഭ࣑䲒࣎ޜޣҾ਼
ᔪ・ᐲ൪ⴁ㇑䜘䱵㚄ᑝՊ䇞ࡦᓖⲴ࠭Ǌ˄ഭ࣎࠭[2017]118 ਧ˅਼“ᔪ・⭡ᐕ୶ᙫተ⢥ཤⲴᐲ
൪ⴁ㇑䜘䱵㚄ᑝՊ䇞ࡦᓖ”ˈ᧘䘋ǉ“ॱйӄ”ᐲ൪ⴁ㇑㿴ࡂǊⲴᴹ᭸ᇎᯭǄ
ഭᇦᐕ୶ᙫተǃഭᇦਁ᭩ငǃᐕъ઼ؑॆ䜘ㅹ㚄ਸঠਁǉ2017 ᒤ㖁㔌ᐲ൪ⴁ㇑у亩㹼ࣘ
ᯩṸǊ˄ᐕ୶࣎ᆇ[2017]84 ਧ˅ˈ㾱≲“࣐བྷሩӂ㚄㖁亶ฏ㊫н↓ᖃㄎҹ㹼Ѫǃ㖁㔌Ր䬰㹼Ѫ
Ⲵḕ༴࣋ᓖ”ˈ⭡ᐕ୶ᙫተ“ḕ༴ӂ㚄㖁亶ฏн↓ᖃㄎҹǃපᯝǃ㖁㔌Ր䬰ㅹᢠҡ㖁㔌ᐲ൪〙ᒿ
Ⲵ㹼ѪǄ”ǉ2017 ᒤޘഭᐕ୶઼ᐲ൪ⴁ㇑䜘䰘ᢃࠫץ⣟⸕䇶ӗᵳ઼ࡦ߂ٷ՚࣓୶૱ᐕ㾱⛩Ǌ
˄࣎ᆇ[2017]100 ਧ˅㾱≲ㄎҹᢗ⌅ተ“ѕহᢃࠫץ⣟⸕䇶ӗᵳн↓ᖃㄎҹ㹼ѪǄԕӂ㚄㖁亶ฏ
Ⲵн↓ᖃㄎҹ㹼ѪㅹѪ䟽⛩”Ǆǉᐕ୶ᙫተ࣎ޜޣҾ㿴㤳“ৼॱа”㖁㔌䳶ѝ׳䬰⍫࣐ࣘᕪ㖁㔌
ᐲ൪ⴁ⍻ⴁ㇑Ⲵ䙊⸕Ǌ˄࣎ᆇ[2017]184 ਧ˅ᕪ䈳“нᗇ㲊ᶴӔ᱃ǃሩᒣਠᡀӔ䟿ᡆᡀӔ仍䘋㹼
㲊ٷᇓՐ˗нᗇ䲀ࡦǃᧂᯕㄎҹˈнᗇ᭫ࠫ䍜վሩˈнᗇ䲀ࡦǃᧂᯕ׳䬰㓿㩕㘵৲࣐ަԆᒣ
ਠ㓴㓷Ⲵ׳䬰⍫ࣘ”Ǆ
↔ཆˈѪ䝽ਸᯠǉ৽н↓ᖃㄎҹ⌅Ǌᯭ㹼ˈഭᇦᐕ୶ᙫተлਁǉᐕ୶ᙫተޣҾ〟ᶱᔰኅᇓ
Ր䍟ᖫᯠǇ৽н↓ᖃㄎҹ⌅ǈᐕⲴ䙊⸕Ǌˈൠᐕ୶઼ᐲ൪ⴁ㇑䜘䰘䙀↕ᔰኅޣᆖҐᇓՐ
⍫ࣘǄ2018 ᒤ 1 ᴸ 1 ᰕ䎧ˈൠᐕ୶઼ᐲ൪ⴁ㇑䜘䰘ᔰᦞᯠ⌅ḕ༴ޣṸԦǄ

йǃ䟽㾱Ṹֻ
˄1˅ਸ㛕傯䐟⭥ᆀ୶࣑ޜਨ㖁㔌ࡧঅ⛂ؑṸ

1

ਸ㛕傯䐟⭥ᆀ୶࣑ޜਨ˄ㆰ〠“傯䐟ޜਨ”˅ᡀ・Ҿ 2016 ᒤˈѫ㾱Ӿһ⭥ᆀ୶࣑ษ䇝઼䈒
ъ࣑Ǆ2017 ᒤ 11 ᴸ㠣 12 ᴸ 31 ᰕˈ䈕ޜਨᑞࣙ 117 ᆖઈ˄୶ᇦ˅ޡ䇑ࡧঅ 4658 ㅄˈࡧঅ⍱
≤䠁仍 56 з։ˈݳ㧧࡙ 2 з։ݳǄ2017 ᒤᓅˈਸ㛕ᐲᐕ୶ተ㖁ⴁተ᧕ࡠѮᣕਾᡀ・уṸ㓴䘋
㹼䈳ḕˈҾ 2018 ᒤ 1 ᴸ 15 ᰕ൘Ḁት≁ሿ४ḕ㧧 6 ਠ⭥㝁Ǆ䙊䗷ᨀਆޣ㓿㩕ᮠᦞˈ㧧ᗇव
ਜ਼བྷ䟿⎹ჼࡧঅ⛂ؑⲴޣ᮷ẓǃ㺘Ṭԕ৺㙺ཙ䇠ᖅㅹ䇱ᦞǄਸ㛕ᐲᐕ୶ተ䇔ᇊ䈕ޜਨѪᆖઈ
˄୶ᇦ˅ᨀࡧঅᴽ࣑ˈԕ㲊ᶴӔ᱃Ⲵᯩᔿᨀ儈୶ᇦⲴӔ᱃ᮠ䟿ˈԕࡧྭ䇴Ⲵᯩᔿᨀॷ୶ᇦؑ
䂹ˈަ㹼Ѫ䘍৽Ҷǉ㖁㔌Ӕ᱃㇑⨶࣎⌅Ǌ઼ǉ৽н↓ᖃㄎҹ⌅ǊˈҾᦏᇣަԆ㓿㩕㘵ਸ⌅ᵳ
⳺ǃᢠҡ⽮Պѫѹᐲ൪㓿⍾〙ᒿⲴн↓ᖃㄎҹ㹼ѪǄᦞ↔ˈਸ㛕ᐲᐕ୶ተሩ傯䐟ޜਨࠪ→ڌ

1. ৲㿱䎥⦹႗˖ǉਸ㛕ᘛ࣎ᘛ㔃Ӻᒤ㖁㔌ࡧঅ⛂ؑㅜаṸǊˈ䖭ǉѝഭᐕ୶ᣕǊ2018 ᒤ 3 ᴸ 5 ᰕ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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䘍⌅㹼Ѫᒦ㖊Ⅾ 5 зⲴݳ㹼᭯༴㖊ߣᇊǄ䈕Ṹᱟᯠǉ৽н↓ᖃㄎҹ⌅Ǌᇎᯭԕᶕਸ㛕ᐲᐕ୶ተ
࣎㔃Ⲵㅜа䎧㖁㔌ࡧঅ⛂ؑṸԦǄ
ࡧঅ⛂ؑ㹼Ѫᱟ䘁ᒤᶕդ䲿㖁䍝㘼ޤ䎧Ⲵа㲊ٷᇓՐ㹼ѪⲴᯠᖒᔿǄަ⍱〻བྷ㠤Ѫ˖
㖁䍝ᒣਠ୶ᇦоࡧঅޜਨॿ୶⺞ᇊࡧঅһ亩ਾˈ⭡୶ᇦੁࡧঅޜਨᨀ୶ᇦᓇ䬪ਧ⸱ǃࡧঅ୶
૱ㅹؑ˗ࡧঅޜਨㆋ䘹ᇑṨࡧˈੁަ䖜ਁࡧঅ୶ᇦ઼୶૱ㅹؑǄࡧࡧঅ⍱〻⁑ᤏ
ⵏᇎ䍝⢙൪Ჟˈवᤜ⍿㿸਼㊫୶૱ⲴަԆ୶ᇦˈ❦ਾ䘋ࡧޕঅ୶ᇦ䘹୶૱ˈԕ↔⁑ᤏ“㖁㔌ᩌ
㍒ǃ䍗∄йᇦ”Ⲵ䗷〻˗ࡧ൘ࡧঅ୶ᇦ⍿㿸аᇊ୶૱䗮аᇊᰦ䰤ˈަ䰤ਟ᭦㯿ᓇ䬪䜘࠶୶
૱˗↔ਾˈࡧ䘋ࡧޕঅ୶૱㖁亥⮉ڌаᇊᰦ䰤ˈ⍿㿸वᤜ୶૱ؑǃ䇴ԧㅹᇩˈ⭊㠣о୶
ᇦ䘋㹼Ӕ⍱˗ᴰਾлঅ䍝Ҡ୶૱ˈᒦ᤹⍱〻⺞䇔᭦䍗ǃປ߉ྭ䇴Ǆࡧਁ䘱ࡧঅ䗷〻ᡚമ㔉ࡧ
অޜਨᡆࡧঅআᇦˈᴰਾ㔃㇇᭟ԈⲴ䍗Ⅾԕ৺ᡰᗇ֓䠁ǄྲнԄ㓶४࠶ˈᮤњࡧঅ䍝Ҡ䗷〻о
⭘ᡧⵏᇎ䍝Ҡ୶૱Ⲵ⍱〻儈ᓖլˈ䘉ҏ֯ࡧঅ㹼ѪⲴ䇔ᇊާᴹаᇊⲴ䳮ᓖǄ
ࡧঅ㹼ѪⲴডᇣᱟ᰾ᱮⲴ˖㖁䍝ᰦԓ⎸䍩㘵ࡔᯝᱟ䍝Ҡ୶૱ˈнӵ䴰㾱ⴻ୶૱ᵜ䓛Ⲵᙗ
⣦ԧṬㅹഐ㍐ˈҏՊ䙊䗷Ӕ᱃䟿ǃަԆ䍝Ҡ㘵Ⲵ䇴ԧㅹഐ㍐ᶕࡔᯝǄࡧঅ㹼Ѫ㲊ᶴ㖁䍝୶૱Ⲵ
Ӕ᱃ᮠ䟿઼⭘ᡧ䇴ԧˈнӵ䈟ሬ⎸䍩㘵ˈ㘼фᦏᇣҶ਼㊫୶૱㓿㩕㘵Ⲵਸ⌅ᵳ⳺ˈᢠҡㄎҹ〙
ᒿǄሩࡧঅ㹼ѪⲴ⋫⨶ˈ㖁୶ᒣਠ⨶ᓄᣵа㓯ⴁⶓ㙼䍓ˈ߰ॆᒣਠӔ᱃⧟ຳǄն⸝ᵏ㘼䀰ˈ
୶ᇦࡧঅ㹼Ѫ䎧ࡠҶᨀॷᒣਠӪ≄઼㲊ٷӔ᱃ᮠ䟿Ⲵ᭸᷌ˈ㜭੨ᕅᴤཊ୶ᇦ䘋ޕᒣਠǄഐ↔ˈ
㖁୶ᒣਠਟ㜭ሩ↔㹼Ѫ䟷ਆੜѻԫѻⲴᘱᓖǄ
ሩࡧঅ㹼ѪⲴḕ༴ˈൠᐕ୶ᡆᐲ൪ⴁ㇑䜘䰘൘ǉ৽н↓ᖃㄎҹ⌅Ǌ؞᭩ѻࡽˈѫ㾱ᦞ
䈕⌅ㅜҍᶑ“ᕅӪ䈟䀓Ⲵ㲊ٷᇓՐ㹼Ѫ”Ⲵ㿴ᇊԕ৺ᐕ୶ᙫተǉ㖁㔌Ӕ᱃㇑⨶࣎⌅Ǌㅜॱҍᶑㅜ
аⅮㅜഋ亩“ԕ㲊ᶴӔ᱃ǃࡐ䲔н࡙䇴ԧㅹᖒᔿˈѪ㠚ᐡᡆԆӪᨀॷ୶ъؑ䂹”Ⲵ㿴ᇊ䘋㹼ḕ༴Ǆ
2017 ᒤǉ৽н↓ᖃㄎҹ⌅Ǌ؞᭩ਾˈ൘ㅜޛᶑ࣐ㅜҼⅮ“㓿㩕㘵нᗇ䙊䗷㓴㓷㲊ٷӔ᱃ㅹᯩ
ᔿˈᑞࣙަԆ㓿㩕㘵䘋㹼㲊ٷᡆ㘵ᕅӪ䈟䀓Ⲵ୶ъᇓՐ”ˈᡀѪᢃࠫࡧঅ⛂ؑ㹼ѪⲴⴤ᧕⌅ᖻ
ᦞǄ൘ḕ༴ࡧঅ⛂ؑ㹼Ѫ䗷〻ѝˈᐲ൪ⴁ㇑䜘䰘нӵ䴰㾱ᦼᨑᓎབྷⲴ㓿㩕Ӕ᱃⭥ᆀᮠᦞˈҏ䴰
㾱㔃ਸ䍗Ⅾ᭟Ԉ⍱ੁǃ䍗⢙ᘛ䙂অ䇱˄オঅ˅ㅹ䇱ᦞˈ䙀亩ሩ∄४࠶ⵏᇎӔ᱃઼ࡧঅ⛂ؑ㹼ѪǄ

˄2˅ेӜ␈৻ཙлᢰᵟᴹ䲀ޜਨㅹоेӜᗞỖࡋ、㖁㔌ᢰᵟᴹ䲀ޜਨн↓ᖃ
ㄎҹ㓐㓧Ṹ
ेӜᗞỖࡋ、㖁㔌ᢰᵟᴹ䲀ޜਨ˄ㆰ〠“ᗞỖޜਨ”˅㓿㩕⽮ӔჂփᒣਠᯠ⎚ᗞঊˈ䈕ޜਨ
ҏੁㅜйᯩᓄ⭘䖟Ԧᨀᔰ᭮᧕ਓ˗ᗞঊ⭘ᡧ֯⭘ᵪਧᡆ⭥ᆀ䛞㇡⌘䍖ਧˈਟԕ䘹ᤙሶ
ᵪਧੁн⢩ᇊӪޜᔰˈ⭘ᡧཤۿǃ〠˄ᱥ〠˅ǃᙗ࡛ǃњӪㆰӻੁᡰᴹӪޜᔰˈҏਟԕ䇮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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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ԆњӪؑޜᔰⲴ㤳തˈަѝˈ㙼ъؑǃᮉ㛢ؑ唈䇔ੁᡰᴹӪޜᔰˈӂѪྭ৻Ⲵᯠ⎚ᗞ
ঊ⭘ᡧ㜭ⴻࡠሩᯩⲴ㙼ъؑǃᮉ㛢ؑǄ
ेӜ␈৻ཙлᢰᵟᴹ䲀ޜਨ˄ㆰ〠“␈৻ᢰᵟޜਨ”˅ǃेӜ␈৻ཙл、ᢰਁኅᴹ䲀ޜਨ˄ㆰ
〠“␈৻、ᢰޜਨ”˅਼ޡ㓿㩕㜹㜹䖟Ԧ৺㜹㜹㖁ㄉǄ㜹㜹ᱟаⅮสҾ〫ࣘㄟⲴӪ㜹⽮Ӕᓄ⭘ˈ
ᨀҶ㙼൪ࣘᘱ࠶ӛǃӪ㜹㇑⨶ǃӪ㜹ᤋ㚈ǃ९㙼൪ޛখㅹ࣏㜭ˈ㠤࣋Ҿᑞࣙ㙼൪⭘ᡧ䖫ᶮ
㇑⨶઼ᤃኅ㠚ᐡⲴӪ㜹Ǆ
ᯠ⎚о㜹㜹ᴮҾ 2013 ᒤ 9 ᴸ 11 ᰕ㠣 2014 ᒤ 8 ᴸ 15 ᰕ䙊䗷ᯠ⎚ᗞঊ Open API 䘋㹼ਸǄ
ṩᦞᯠ⎚ᗞঊⲴǉᔰਁ㘵ॿ䇞ǊˈᗞỖޜਨݱ䇨㜹㜹䖟Ԧ᧕ޕᯠ⎚ᗞঊᔰ᭮ᒣਠˈ㧧ਆᗞঊᒣ
ਠкवᤜ⭘ᡧ〠ǃᙗ࡛ǃཤۿǃ䛞㇡ㅹ⭘ޣᡧؑˈ␈৻ᢰᵟޜਨǃ␈৻、ᢰޜਨሶᡰ㧧
ਆⲴᯠ⎚ᗞঊ⭘ᡧؑ൘㜹㜹䖟Ԧѝ䘋㹼ኅ⽪ᒦੁ⭘ᡧᨀᯠ⎚ᗞঊ䍖ਧ⌘ǃⲫᖅޕਓǄ
ৼᯩਸ㔃ᶏਾˈ2014 ᒤ 8 ᴸᗞঊਁ⧠൘㜹㜹ӗ૱ˈབྷ䟿䶎㜹㜹⭘ᡧⴤ᧕ᱮ⽪ᴹᯠ⎚ᗞ
ঊ⭘ᡧཤۿǃ〠ǃ㙼ъ઼ᮉ㛢ㅹؑǄᗞỖޜਨੁेӜᐲ⎧⏰४Ӫ≁⌅䲒ᨀ䎧䇹䇬ˈ䇔Ѫ㜹
㜹ᆈ൘ഋ亩н↓ᖃㄎҹ㹼Ѫ˖аᱟ䶎⌅ᣃਆǃ֯⭘ᯠ⎚ᗞঊⲴ⭘ᡧؑ˗Ҽᱟ䶎⌅㧧ਆᒦ֯⭘
㜹㜹⭘ᡧᵪ䙊䇟ᖅ㚄㌫Ӫоᯠ⎚ᗞঊ⭘ᡧⲴሩᓄޣ㌫˗йᱟ⁑ԯᯠ⎚ᗞঊ࣐ V 䇔䇱ᵪࡦ৺ኅ
⧠ᯩᔿ˗ഋᱟਁ㺘㖁㔌䀰䇪ሩަᶴᡀ୶ъ䇻⇱Ǆ
䪸ሩㅜа亩ˈ⎧⏰⌅䲒䇔ᇊ␈৻ᢰᵟޜਨǃ␈৻、ᢰޜਨ൘ৼᯩਸᵏ䰤ᇎᯭҶ䶎⌅ᣃਆǃ
֯⭘⎹Ṹᯠ⎚ᗞঊ⭘ᡧ㙼ъؑǃᮉ㛢ؑⲴ㹼Ѫ˗൘ৼᯩਸ㔃ᶏѻਾˈ␈৻ᢰᵟޜਨǃ␈
৻、ᢰޜਨ䶎⌅֯⭘⎹Ṹᯠ⎚ᗞঊⲴ⭘ᡧؑǄ䪸ሩㅜҼ亩ˈ⎧⏰⌅䲒䇔Ѫ␈৻ᢰᵟޜਨǃ␈
৻、ᢰޜਨ䪸ሩ㜹㜹䖟ԦаᓖӪ㜹ѝփ⧠⭘ᡧᵪ䙊䇟ᖅ㚄㌫Ӫоᯠ⎚ᗞঊ⭘ᡧሩᓄޣ㌫Ⲵ㧧
ਆ৺֯⭘㹼Ѫ⋑ᴹਸ਼ˈᦞҏ㕪ѿ↓ᖃ⨶⭡Ǆ䪸ሩㅜй亩ˈ⎧⏰⌅䲒нҸ᭟ᤱǄ䪸ሩㅜഋ亩
୶ъ䇻⇱ˈ⎧⏰⌅䲒Ҹԕ᭟ᤱǄᴰਾˈ⎧⏰⌅䲒ࡔߣ␈৻ᢰᵟޜਨǃ␈৻、ᢰޜਨ⎹→ڌṸн
↓ᖃㄎҹ㹼Ѫǃ࠺ⲫ༠᰾⎸䲔ᖡ૽ˈ䎄گᗞỖޜਨ㓿⍾ᦏཡ 200 зݳ৺ਸ⨶䍩⭘Ǆ
␈৻ᢰᵟޜਨǃ␈৻、ᢰޜਨнᴽаᇑࡔߣˈᨀ䎧к䇹ǄेӜ⸕䇶ӗᵳ⌅䲒ᇑ⨶ਾࡔߣ“傣
എк䇹ˈ㔤ᤱࡔ”Ǆ
ᵜṸ㻛〠Ѫѝഭ俆ֻབྷᮠᦞ䶎⌅ᣃਆн↓ᖃㄎҹṸԦˈᡰ⎹❖⛩Շཊˈ㾱⛩ྲл˖
ㅜаˈᴰ儈Ӫ≁⌅䲒൘˄2009˅≁⭣ᆇㅜ 1065 ਧ“ኡьⴱ伏૱䘋ࠪਓޜਨㅹо䶂ዋݻ䗮
䈊䍨᱃ᴹ䲀ޜਨㅹн↓ᖃㄎҹ㓐㓧ᇑṸ”ѝᨀࠪˈ䘲⭘ǉ৽н↓ᖃㄎҹ⌅ǊㅜҼᶑ䇔ᇊᶴᡀн
↓ᖃㄎҹᓄᖃ਼ᰦާ༷ԕлᶑԦ˖1ǃ⌅ᖻሩ䈕ㄎҹ㹼Ѫᵚࠪ⢩࡛㿴ᇊ˗2ǃަԆ㓿㩕㘵Ⲵ
ਸ⌅ᵳ⳺⺞ഐ䈕ㄎҹ㹼Ѫ㘼ਇࡠҶᇎ䱵ᦏᇣ˗3ǃ䈕ㄎҹ㹼Ѫഐ⺞䘍৽䈊ᇎؑ⭘ࡉ઼ޜ䇔
Ⲵ୶ъ䚃ᗧ㘼ާᴹн↓ᖃᙗǄ㘳㲁ࡠӂ㚄㖁亶ฏ䘲⭘ㅜҼᶑᓄᖃ⿹ᤱ䉖ᣁⲴਨ⌅ᘱᓖˈᵜṸ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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ᇑࡔߣѝ䘈ᨀࠪਖཆйњᶑԦ˖4ǃ䈕ㄎҹ㹼Ѫᡰ䟷⭘Ⲵᢰᵟ⇥⺞ᇎᦏᇣҶ⎸䍩㘵Ⲵ࡙⳺ˈֻ
ྲ˖䲀ࡦ⎸䍩㘵Ⲵ㠚ѫ䘹ᤙᵳǃᵚ؍䳌⎸䍩㘵Ⲵ⸕ᛵᵳǃᦏᇣ⎸䍩㘵Ⲵ䳀⿱ᵳㅹ˗5ǃ䈕ㄎҹ㹼
ѪൿҶӂ㚄㖁⧟ຳѝⲴޜᔰǃޜᒣǃⲴ↓ޜᐲ൪ㄎҹ〙ᒿˈӾ㘼ᕅਁᚦᙗㄎҹᡆ㘵ާ༷䘉ṧ
Ⲵਟ㜭ᙗ˗6ǃሩҾӂ㚄㖁ѝ࡙⭘ᯠᢰᵟ⇥ᡆᯠ୶ъ⁑ᔿⲴㄎҹ㹼Ѫˈᓄ俆᧘ݸᇊާᴹ↓ᖃᙗˈ
н↓ᖃᙗ䴰㾱䇱ᦞ࣐ԕ䇱᰾Ǆ㲭❦ᵜṸᒦ䶎ᴰ儈Ӫ≁⌅䲒ࠪⲴࡔߣˈն䢤ҾަᖃⲴ⽮Պᖡ
૽ˈ൘ǉ৽н↓ᖃㄎҹ⌅Ǌ؞᭩ਾӂ㚄㖁н↓ᖃㄎҹṸԦ◰Ⲵᛵᖒлˈ᰾⺞к䘠䘲⭘ᶑԦާ
ᴹ〟ᶱⲴ৲㘳ԧ٬Ǆ
ㅜҼˈᵜṸࡔߣ᰾⺞ᨀࠪ“ӂ㚄㖁ᰦԓˈ؍ᣔ⭘ᡧؑᱟӂ㚄㖁ԱъⲴ⽮Պ䍓ԫǄ”аᯩ䶒ˈ
⌅䲒䇔ѪᗞỖޜਨѪབྷරӂ㚄㖁䘀㩕ᒣਠˈሩ⭘ᡧؑ؍ᣔⲴ䍓ԫ䇶઼ᢰᵟ≤ᒣӏᖵᨀ儈Ǆ
ਖаᯩ䶒ˈࡔߣ᰾⺞Ҷ⭘ᡧᮠᦞ୶ъॆᔰਁ֯⭘Ⲵᓄ㿴ࡉǄṩᦞǉ⎸䍩㘵ᵳ⳺؍ᣔ⌅Ǌǃǉޣ
Ҿ࣐ᕪ㖁㔌ؑ؍ᣔⲴߣᇊǊㅹ㿴ᇊˈࡔߣ䇔Ѫ“㖁㔌ᴽ࣑ᨀ㘵᭦䳶ǃ࡙⭘⭘ᡧؑᓄᖃ䚥ᗚ
ਸ⌅ǃ↓ᖃǃᗵ㾱Ⲵࡉᒦ㓿㻛᭦䳶㘵਼”ˈवᤜ“⎹৺њӪؑ⍱ࣘǃ᱃ㅹ࡙⭘ᰦᓄ㔉
Ҹ⭘ᡧǃᮠᦞᨀᯩ؍ᣔ৺᧗ࡦⲴᵳ࡙Ǆ”ഐ↔ˈ൘ Open API ᔰਁਸ⁑ᔿѝˈㅜйᯩ䙊䗷 Open
API 㧧ਆ⭘ᡧؑᰦᓄඊᤱ“⭘ᡧᦸᵳ”+“ᒣਠᦸᵳ”+“⭘ᡧᦸᵳ”Ⲵй䟽ᦸᵳࡉǄ
൘ץ⣟⭘ᡧᮠᦞⲴѫᕐᵳ࡙ѫփᯩ䶒ˈࡔߣ䇔Ѫ“а㹼Ѫྲ᷌ᦏᇣҶ⎸䍩㘵Ⲵᵳ⳺ն⋑ᴹ
ሩޜᒣㄎҹ〙ᒿᶴᡀᦏᇣˈࡉнҾн↓ᖃㄎҹ㹼Ѫˈ⎸䍩㘵ਟԕ䙊䗷ަԆ⌅ᖻ㔤ᣔ㠚ᐡⲴᵳ
⳺”˗նᵜṸѝˈ㜹㜹ᵚ㓿ᯠ⎚ᗞঊ⭘ᡧ਼㘼㧧ਆᒦ֯⭘䶎㜹㜹⭘ᡧⲴᯠ⎚ᗞঊؑˈ㢲ⴱҶ
བྷ䟿㓿⍾ᣅˈޕਈ䱽վҶ਼Ѫㄎҹ㘵Ⲵᯠ⎚ᗞঊⲴㄎҹՈ࣯ˈഐ↔ᗞỖޜਨᴹᵳѫᕐަਸ⌅
ᵳ⳺Ǆ
ࡔߣ䘈ᨀࠪˈӂ㚄㖁ᢰᵟ伎䙏ਁኅˈᯠරⲴᔰਁ⁑ᔿ৺ᓄ⭘нᯝ⎼⧠ˈ൘ਟ㜭䀖৺⎸
䍩㘵࡙⳺ᰦˈ㓿㩕㘵ᓄᵜ⵰䈊ᇎؑ⭘Ⲵࡉˈ䚥ᆸޜ䇔Ⲵ୶ъ䚃ᗧˈԕ؍ᣔ⎸䍩㘵Ⲵ࡙⳺ѪՈ
ݸ䘹ᤙˈ㘼нᱟԫࠝᢰᵟⲴ㜭࣋㧧ᗇⲴޣᮠᦞؑᡆㄎҹՈ࣯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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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䇶ӗᵳᴹ৽Ⲵޣපᯝ⌅・⌅ਁኅоᇎ䐥


⦻᱕⠅



аǃᾲ㿸
2017 ᒤˈѝഭо⸕䇶ӗᵳᴹ৽Ⲵޣපᯝ⌅Ⲵ・⌅о᭯ㆆⲴਁኅѫ㾱փ⧠൘ഭ࣑䲒৽පᯝင
ઈՊ࣎ޜᇔҾᖃᒤ 3 ᴸ 23 ᰕਁᐳⲴǉޣҾ┕⭘⸕䇶ӗᵳⲴ৽පᯝᤷই˄ᖱ≲㿱は˅Ǌ˄л᮷
ㆰ〠ǉᖱ≲㿱はǊ˅Ǆ1䈕ᖱ≲㿱は㌫൘ਁኅ᭩䶙ငǃ୶࣑䜘ǃᐕ୶ᙫተǃ⸕䇶ӗᵳተഋᇦ
ᵪᶴ࠶࡛䎧㥹ⲴǉޣҾ┕⭘⸕䇶ӗᵳⲴ৽පᯝᤷই˄㥹Ṹᔪ䇞は˅ǊⲴสкՊ਼ငઈՊуᇦ
䈒㓴⹄ウ㘼᧘ࠪⲴǄ
2017 ᒤ 6 ᴸ 23 ᰕˈഭ࣑䲒⸕䇶ӗᵳᡈ⮕ᇎᯭᐕ䜘䱵㚄ᑝՊ䇞࣎ޜᇔਁᐳҶǉ2017 ᒤ␡
ޕᇎᯭഭᇦ⸕䇶ӗᵳᡈ⮕࣐ᘛᔪ䇮⸕䇶ӗᵳᕪഭ᧘䘋䇑ࡂǊǄ䈕䇑ࡂѝࡇࠪⲴㅜ 22 亩ᇩѪ˖
“ࠪਠ┕⭘⸕䇶ӗᵳⲴ৽පᯝᤷইˈ᰾⺞⸕䇶ӗᵳ亶ฏѝපᯝ㹼ѪⲴࡔᇊḷ߶ˈ࣐ᕪሩ┕⭘⸕䇶
ӗᵳ㹼ѪⲴⴁ㇑”Ǆ 2
2017 ᒤ⭡㓗Ӫ≁⌅䲒ᇑ㔃Ⲵ⎹৺⸕䇶ӗᵳⲴපᯝṸԦᴹ 14 䎧ˈн䗷ަѝ 12 䎧൷нҾ
⎹ჼ┕⭘⸕䇶ӗᵳᕅ䎧Ⲵපᯝ㓐㓧ˈ㘼ᱟ൘㪇ᵳᡆฏ⌘亶ฏ䇹〠㻛┕⭘ᐲ൪᭟䝽
ൠսⲴ㓐㓧Ǆ 3ӵᴹє䎧䇹䇬㌫䎧䇹㻛┕⭘ަ⸕䇶ӗᵳᶴᡀපᯝ㹼ѪǄ

⦻᱕⠅ˈѝഭӪ≁བྷᆖ⌅ᆖ䲒࢟ᮉᦸǄ⭥ᆀ䛞㇡˖wangchunyan@ruc.edu.cnǄ
1. “ޜᔰᖱ≲ǉޣҾ┕⭘⸕䇶ӗᵳⲴ৽පᯝᤷই˄ᖱ≲㿱は˅ǊⲴ㿱”ˈᶕⓀ˖
http://fldj.mofcom.gov.cn/article/zcfb/201703/20170302539418.shtmlǄਁᐳᰦ䰤˖2017 ᒤ 3 ᴸ 23 ᰕǄ
2. http://www.gov.cn/xinwen/2017-06/28/content_5206337.htmǄਁᐳᰦ䰤˖2017 ᒤ 6 ᴸ 28 ᰕǄ
3. ֻྲˈᗀҖ䇹␡ൣᐲ㞮䇟䇑㇇ᵪ㌫㔏ᴹ䲀ޜਨǃ㞮䇟、ᢰ˄␡ൣ˅ᴹ䲀ޜਨṸˈ˄2016˅㋔≁㓸 1938 ਧ˗ཙ⍕ᐲ
⋣㾯४䙏ᦧ㖁㔌ᢰᵟᴽ࣑䜘䇹ѝഭӂ㚄㖁㔌ؑѝᗳṸˈ˄2017˅Ӝ 73 ≁ࡍ 38 ਧ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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Ҽǃ・⌅о᭯ㆆਁኅ
2017 ᒤ 3 ᴸ 23 ᰕਁᐳⲴǉᖱ≲㿱はǊ൘ަࡽ䀰ѝ俆ݸ㺘᰾ˈ“৽පᯝо؍ᣔ⸕䇶ӗᵳާ
ᴹⴞⲴ਼ޡḷˈণ؍ᣔㄎҹ઼◰࣡ࡋᯠˈᨀ儈㓿⍾䘀㹼᭸⦷ˈ㔤ᣔ⎸䍩㘵࡙⳺઼⽮Պ⳺࡙ޡޜǄ”
൘↔สкˈǉᖱ≲㿱はǊ᰾⺞ˈ“㓿㩕㘵┕⭘⸕䇶ӗᵳˈᧂ䲔ǃ䲀ࡦㄎҹⲴ㹼Ѫнᱟа⤜
・Ⲵපᯝ㹼Ѫˈᱟᤷ㓿㩕㘵൘㹼֯⸕䇶ӗᵳᡆ㘵Ӿһޣ㹼Ѫᰦˈ䗮ᡀᡆ㘵ᇎᯭපᯝॿ䇞ˈ┕
⭘ᐲ൪᭟䝽ൠսˈᡆ㘵ᇎᯭާᴹᡆ㘵ਟ㜭ާᴹᧂ䲔ǃ䲀ࡦㄎҹ᭸᷌Ⲵ㓿㩕㘵䳶ѝǄ”
ǉᖱ≲㿱はǊ⭡ӄㄐ ޡ27 ᶑᶴᡀˈ࠶࡛㿴ᇊҶԕл䰞仈˖˄1˅а㡜䰞仈Ǆ䈕䜘࠶वᤜ
Ҷ࠶᷀㓿㩕㘵ᱟ┕⭘⸕䇶ӗᵳᧂ䲔ǃ䲀ࡦㄎҹᓄ䈕䚥ᗚⲴสᵜࡉ઼ᙍ䐟˗ޣᐲ൪⢩࡛ᱟ
ޣᢰᵟᐲ൪Ⲵ䇔ᇊ˗ԕ৺࠶᷀ᧂ䲔ǃ䲀ࡦᖡ૽Ⲵ㘳㲁ഐ㍐ㅹㅹǄ˄2˅⎹৺⸕䇶ӗᵳⲴපᯝॿ
䇞Ǆ䈕ㄐࡇѮҶ⸕䇶ӗᵳ䇨ਟॿ䇞ѝ∄䖳Პ䙽䟷⭘Ⲵ䲀ࡦᙗᶑⅮˈᒦ㿴ᇊҶ࠶᷀䈕㊫ᶑⅮሩ
ޣᐲ൪ㄎҹᑖᶕⲴᧂ䲔ᡆ䲀ࡦⲴᖡ૽ᡰᓄ㘳㲁Ⲵഐ㍐Ǆк䘠䲀ࡦᙗᶑⅮवᤜ㚄ਸᔰਁǃӔ৹䇨
ਟǃ⤜ঐᙗഎᦸǃн䍘⯁ᶑⅮǃḷ߶ࡦᇊԕ৺㓿㩕㘵൘䇨ਟ⸕䇶ӗᵳᰦ䘈Պᯭ࣐ⲴަԆ䲀ࡦ㊫
රǄк䘠㹼Ѫ䘲⭘ǉ৽පᯝ⌅ǊㅜҼㄐѻ㿴ᇊǄ↔ཆˈ䈕䜘࠶䘈ᕅޕҶ“ᆹޘ㿴ࡦ”ˈࡇѮҶ䘲
⭘“ᆹޘ㿴ࡦ”Ⲵࠐᛵᖒˈྲާᴹㄎҹޣ㌫Ⲵ㓿㩕㘵൘ޣᐲ൪Ⲵᐲ൪ԭ仍ਸ䇑н䎵䗷 20%ˈ
ԕ৺нާᴹㄎҹޣ㌫Ⲵ㓿㩕㘵൘ਇࡠ⎹৺⸕䇶ӗᵳⲴॿ䇞ᖡ૽Ⲵԫаޣᐲ൪кⲴᐲ൪ԭ仍൷
н䎵䗷 30%ㅹǄ൘䘉Ӌᛵᖒлˈ䙊ᑨнሶᡰ䗮ᡀⲴ⎹৺⸕䇶ӗᵳⲴॿ䇞䇔ᇊѪǉ৽පᯝ⌅Ǌㅜ
ॱйᶑㅜаⅮㅜޝ亩઼ㅜॱഋᶑㅜй亩㿴ᇊⲴපᯝॿ䇞Ǆ˄3˅⎹৺⸕䇶ӗᵳⲴ┕⭘ᐲ൪᭟䝽ൠ
ս㹼ѪǄ䈕ㄐࡇѮҶԕлࠐᑨ㿱Ⲵо⸕䇶ӗᵳᴹ⭘┕Ⲵޣᐲ൪᭟䝽ൠսⲴ㹼Ѫ˖ԕнޜᒣⲴ
儈ԧ䇨ਟ⸕䇶ӗᵳˈᤂ㔍䇨ਟ⸕䇶ӗᵳˈԕ৺⎹৺⸕䇶ӗᵳⲴᩝǃ䱴࣐нਸ⨶Ӕ᱃ᶑԦ઼ᐞ
࡛ᖵ䙷Ǆ䈕㊫㹼Ѫ䘲⭘ǉ৽පᯝ⌅Ǌㅜйㄐѻ㿴ᇊǄ˄4˅⎹৺⸕䇶ӗᵳⲴ㓿㩕㘵䳶ѝǄ䈕䜘࠶
ѫ㾱㿴ᇊᶴᡀ㓿㩕㘵䳶ѝⲴᛵᖒǃᇑḕⲴ㘳㲁ഐ㍐઼䱴࣐䲀ࡦᙗᶑԦㅹᯩ䶒Ǆ㤕ᶴᡀ⎹৺⸕䇶
ӗᵳⲴ㓿㩕㘵䳶ѝˈࡉ䘲⭘ǉ৽පᯝ⌅ǊㅜഋㄐⲴ㿴ᇊǄ˄5˅⎹৺⸕䇶ӗᵳⲴަԆᛵᖒǄ䈕䜘
࠶㿴ᇊवᤜҶу࡙㚄㩕ǃ⾱Ԕᮁ⍾ǃԕ৺㪇ᵳ䳶փ㇑⨶㓴㓷ㅹ䰞仈Ǆк䘠⎹৺⸕䇶ӗᵳⲴᛵ
ᖒਟ㜭ᶴᡀн਼㊫රⲴපᯝ㹼Ѫˈҏਟ㜭⎹৺⢩ᇊѫփˈਟṩᦞњṸᛵߥ䘋㹼࠶᷀ˈ䘲⭘ǉ৽
පᯝ⌅ǊⲴޣ㿴ᇊǄ 1

йǃ䟽㾱Ṹֻ

1. ǉޣҾ┕⭘⸕䇶ӗᵳⲴ৽පᯝᤷই˄ᖱ≲㿱は˅ǊˈᶕⓀ˖
http://fldj.mofcom.gov.cn/article/zcfb/201703/20170302539418.shtmlˈਁᐳᰦ䰤˖2017 ᒤ 3 ᴸ 23 ᰕ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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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喀励ࡦ㦟ᴹ䲀ޜਨоेӜഋ⧟ࡦ㦟ᴹ䲀ޜਨපᯝ㓐㓧

1

൘ᵜṸѝˈ喀励ࡦ㦟ᴹ䲀ޜਨ䇹〠: аǃ㻛㠚 2002 ᒤ 4 ᴸ㠣 2015 ᒤᒤᓅѪ傜ᶕ䞨
Ṳૼ喀⢩⌘ሴ⏢˄ㆰ〠⎹Ṹ㦟૱˅Ⲵ⤜ᇦ⭏ӗ䬰୶ˈᒦᤕᴹо䈕㦟૱ˈⲴޣу࡙ਧ࠶࡛
Ѫ ZL200810093966.9 ˄ ㆰ 〠 966 ਧ у ࡙ ˅ ǃ ZL200910176994.1 ˄ ㆰ 〠 994 ਧ у ࡙ ˅ ǃ
ZL201110006357.7˄ㆰ〠 357 ਧу࡙˅ㅹཊ亩ਁ᰾у࡙ˈਾ 994 ਧу઼࡙ 357 ਧу࡙㻛ഭᇦ㦟
૱ⴁ㇑䜘䰘㓣؞ࡠޕ䇒ਾⲴ⎹Ṹ㦟૱ഭᇦḷ߶ˈӾ㘼ᡀѪḷ߶ᗵ㾱у࡙Ǆഭᇦ㦟૱ⴁ㇑䜘䰘൘
ᢩ߶⭏ӗ⎹Ṹ㦟૱ᰦˈ㾱≲ᢗ㹼؞䇒ਾⲴ⎹Ṹ㦟૱ഭᇦḷ߶ǄҼǃ㻛ᵚ䚥ᗚ“ޜᒣǃ
ਸ⨶ǃᰐ↗㿶”Ⲵ䇨ਟࡉо䘋㹼у࡙䇨ਟ䈸ࡔˈᤂ㔍㔉Ҹ䇨ਟˈമ⾱→ਸ⨶֯⭘⧠
ᴹᢰᵟ⭏ӗޣ㦟૱оަㄎҹˈާᴹ᰾ᱮⲴᐲ൪පᯝᚦ˗㻛Ⲵк䘠㹼Ѫˈᰒ䘍৽ަሩ⎹Ṹ
ḷ߶ᗵ㾱у࡙ᡰ䍏ᴹⲴޜᒣǃਸ⨶ǃᰐ↗㿶䇨ਟѹ࣑ˈҏ䘍৽ǉ৽පᯝ⌅Ǌㅜޝᶑǃㅜॱгᶑ
Ⲵ㿴ᇊˈҾ┕⭘ᐲ൪᭟䝽ൠսˈᧂ䲔ǃ䲀ࡦㄎҹⲴ㹼ѪˈᶴᡀҶපᯝ㹼ѪǄ
䈧≲⌅䲒ࡔԔ:аǃ⺞䇔㻛ሩ⎹ṸⲴḷ߶ᗵ㾱у࡙䍏ᴹޜᒣǃਸ⨶ǃᰐ↗㿶Ⲵ䇨ਟѹ
࣑˗Ҽǃ⺞䇔㻛䘍৽ަሩ⎹Ṹḷ߶ᗵ㾱у࡙䍏ᴹޜᒣǃਸ⨶ǃᰐ↗㿶Ⲵ䇨ਟѹ࣑ˈᒦ䍓Ԕ㻛
ን㹼ࡽ䘠䇨ਟѹ࣑оॿ୶ḷ߶ᗵ㾱у࡙Ⲵᇎᯭ䇨ਟᶑԦ˗йǃ⺞䇔㻛൘ᵚን㹼ޜᒣǃ
ਸ⨶ǃᰐ↗㿶Ⲵ䇨ਟѹ࣑Ⲵᛵߥлˈ⎹ᦞṸⲴḷ߶ᗵ㾱у࡙䎧䇹ᇎᯭޣḷ߶Ⲵ㹼Ѫץ
ᵳᒦ⭣䈧⾱Ԕᮁ⍾ˈᶴᡀ┕⭘ᐲ൪᭟䝽ൠսⲴපᯝ㹼Ѫˈᒦ䍓Ԕ㻛→ڌᇎᯭ䈕ㅹපᯝ㹼Ѫ˗
ഋǃ䍓Ԕ㻛⭣→ڌ䈧ᢗ㹼ᡆᢗ㹼ަ൘ᵚን㹼ޜᒣǃਸ⨶ǃᰐ↗㿶Ⲵ䇨ਟѹ࣑Ⲵᛵߥл⎹ᦞ
ṸⲴḷ߶ᗵ㾱у࡙㘼㧧ᗇⲴ⾱Ԕᮁ⍾᧚ᯭ˗ӄǃ䍓Ԕ㻛䎄گ㓿⍾ᦏཡ˄ਜ਼ਸ⨶ᔰ᭟˅Ӫ
≁ᐱ 400 зݳǄ
2017 ᒤ 8 ᴸ 7 ᰕˈੁ⌅䲒ᨀࠪഎᵜṸ䇹䇬Ⲵ⭣䈧ǄेӜ⸕䇶ӗᵳ⌅䲒㓿ᇑḕ䇔Ѫˈ
Ⲵ䇹⭣䈧㌫ަⵏᇎᙍ㺘⽪ˈфᵚ䘍৽⌅ᖻ㿴ᇊˈᓄҸ߶䇨Ǆ
ᵜṸ⎹৺ḷ߶ᗵ㾱у࡙Ⲵ FRAND 䇨ਟ䈪ˈԕ৺㻛ᱟ┕⭘ަḷ߶ᗵ㾱у࡙ᧂ䲔ǃ䲀
ࡦㄎҹㅹ䰞仈ǄഐѪⲴ䇹ˈ⌅䲒ᵚቡк䘠䰞仈䘋㹼䇔ᇊǄ

˄2˅Ӂই⎧⠅䱢≤ᶀᯉᴹ䲀ޜਨоѝഭᔪㆁ㾯ই䇮䇑⹄ウ䲒ᴹ䲀ޜਨǃ、亪
䱢≤、ᢰ㛑ԭᴹ䲀ޜਨපᯝ㓐㓧 2

1. ेӜ⸕䇶ӗᵳ⌅䲒≁һ㻱ᇊҖˈ˄2017˅Ӝ 73 ≁ࡍ 42 ਧǄ
2. ഋᐍⴱ儈㓗Ӫ≁⌅䲒≁һࡔߣҖˈ˄2017˅ᐍ≁㓸 976 ਧ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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൘ᵜṸѝˈ㻛к䇹Ӫ、亪䱢≤、ᢰ㛑ԭᴹ䲀ޜਨ˄ԕлㆰ〠“、亪䱢≤ޜਨ”˅㓿Ṩ߶⌘
ᴹㅜ 4195730 ਧ“APF”ਈᖒᆇ⇽୶ḷˈṨᇊ֯⭘୶૱Ѫㅜ 19 ㊫ˈवᤜ䱢≤ধᶀǃ䱢⚛≤⌕⎲ᯉ
ㅹˈ⌘ᴹ᭸ᵏ㠚 2007 ᒤ 7 ᴸ 7 ᰕ㠣 2017 ᒤ 7 ᴸ 6 ᰕǄ
ᵜṸк䇹Ӫ˄аᇑ˅Ӂই⎧⠅䱢≤ᶀᯉᴹ䲀ޜਨ˄ԕлㆰ〠“⎧⠅ޜਨ”˅䇹〠:ѝഭᔪ
ㆁ㾯ই䇮䇑⹄ウ䲒ᴹ䲀ޜਨ˄ԕлㆰ〠“ѝᔪ㾯ই⹄ウ䲒”˅о、亪䱢≤ޜਨሶਾ㘵Ⲵ⌘୶ḷ
APF 㕆ޕǉ㋈䵨 APF 㠚㋈䱢≤㌫㔏ᶴ䙐മ䳶Ǌ઼ǉ㾯ইൠ४ᔪㆁḷ߶䇮䇑᧘㦀ᙗᓄ⭘മ䳶Ǌѝˈ
ੁ⽮Պޜᔰࠪ⡸ˈ䇮䇑䲒䇮䇑ᯭᐕമ㓨䜭ԕ↔Ѫ৲㘳˗єᵜമ䳶ࠪ⡸ਾˈ、亪䱢≤ޜਨⲴ
APF ૱⡼Ⲵ㠚㋈䱢≤ধᶀӗ૱ᡀҶᤷᇊӗ૱ˈᔪㆁ୶ਚ㜭䍝Ҡḷ⌘ᴹ“APF”Ⲵ䱢≤ধᶀ˗ྲ᤹
➗䇮䇑മ㓨кᤷᇊ“APF”䱢≤ধᶀᶕᯭᐕˈᇎ䱵к䙐ᡀҶਚ㜭䍝Ҡ、亪䱢≤ޜਨ⭏ӗⲴ䱢≤ধ
ᶀⲴ㔃᷌˗㻛к䇹Ӫԕ㕆߉മ䳶Ⲵᯩᔿˈ┕⭘⸕䇶ӗᵳˈ֯、亪䱢≤ޜਨᡀѪ䱢≤ቲ⭘“APF”㠚
㋈䱢≤ধᶀⲴ⤜ঐу㘵ˈᶴᡀᐲ൪පᯝǄ
к䇹Ӫ䈧≲⌅䲒⺞䇔㻛к䇹Ӫࠪ⡸ǉ㋈䵨 APF 㠚㋈䱢≤㌫㔏ᶴ䙐മ䳶Ǌ઼ǉ㾯ইൠ४ᔪㆁ
ḷ߶⎹৺᧘㦀ᙗᓄ⭘മ䳶Ǌᶴᡀපᯝ㹼Ѫ˗䈧≲ࡔ⌅Ԕ㻛к䇹Ӫ䎄گк䇹ӪⲴ㓿⍾ᦏཡ 25000
˗ݳ䈧≲ࡔ⌅Ԕ㻛к䇹Ӫ䬰⇱⌘ᴹ“APF”ᆇṧⲴമ䳶઼മ㓨ǄᵜṸҹ䇞❖⛩Ѫє㻛к䇹Ӫ㕆߉
മ䳶ᒦ൘മ䳶ѝ֯⭘ APF ୶ḷⲴ㹼Ѫᱟᶴᡀපᯝ㹼ѪǄ
аᇑ⌅䲒ሩ↔ṸⲴ㿱वᤜྲлࠐᯩ䶒˖ㅜаˈ୶ᦞḷ⌅Ⲵޣ㿴ᇊˈ、亪䱢≤ޜਨ
Ѫㅜ 4195730 ਧ“APF”ਈᖒᆇ⇽⌘୶ḷⲴᵳ࡙Ӫˈ⌅ӛᴹ⌘୶ḷу⭘ᵳˈਇ⌅ᖻ؍ᣔǄㅜ
Ҽˈ㲭❦、亪䱢≤ޜਨǃѝᔪ㾯ই⹄ウ䲒਼ޡ㕆߉Ҷ⎹Ṹമ䳶ˈᒦф൘മ䳶ѝ֯⭘Ҷ“APF”ᆇ⇽
ᆇṧˈն⧠ᴹһᇎ㜭ཏ㺘᰾മ䳶㕆߉ⲴⴞⲴ൘Ҿᇎᯭǉᐕ〻ᔪ䇮ḷ߶䇮䇑㇑⨶㿴ᇊǊㅹޣ㿴
ᇊˈ׳䘋ᨀ儈ᔪㆁ䱢≤ᯭᐕᐕ〻䍘䟿৺䇮䇑ᐕ᭸⦷ㅹ˗മ䳶Ⲵ࣏㜭൘ҾѪᔪ䇮অսǃᯭᐕঅ
ս䘹ᤙਸ䘲ⲴᔪㆁᶀᯉᯭᐕᨀᓄⲴ৲㘳઼ḷ߶ˈфҾ᧘㦀ᓄ⭘ᙗḷ߶˗㘼ޣӗ૱Ⲵ⭏
ӗԱъ৲о㕆߉Ӗᱟ㹼ъⲴᲞ䙽਼˗⌅ڊᰦഐ㕆߉ᇩѝ⎹৺н਼⭏ӗԱъˈഐ㘼Աъ൘ሩ
㠚ӗ૱Ⲵḷ߶ᯭᐕᯩ⌅Ҹԕӻ㓽᧿䘠ᰦˈՊ֯⭘ࡠ㠚Ⲵ୶ḷ૱⡼ˈԕ४࠶н਼୶૱ⲴᶕⓀ
㘵˗、亪䱢≤ޜਨǃѝᔪ㾯ই⹄ウ䲒൘㕆߉മ䳶Ⲵ䗷〻ѝˈ䪸ሩӻ㓽᧿䘠ᵜޜਨ䱢≤ӗ૱Ⲵڊ
⌅৺ᶴ䙐ᰦˈ֯⭘ਸ⌅ӛᴹⲴ⌘୶ḷⲴ㹼ѪᒦᰐнᖃǄㅜйˈ⎧⠅ޜਨቡަѫᕐһᇎˈᒦᵚ
᰾⺞、亪䱢≤ޜਨǃѝᔪ㾯ই⹄ウ䲒਼ޡᇎᯭ৽පᯝ⌅ᡰ㿴ᇊⲴօපᯝ㹼Ѫˈҏ⋑ᴹѮ䇱䇱
᰾ަѪㄎҹሩഐ䇹ҹපᯝ㹼Ѫਇࡠᧂᥔǃ䲀ࡦⲴһᇎˈᴤ⋑ᴹ䇱ᇎ䈕පᯝ㹼ѪⲴ㠤ᦏਾ᷌
৺ަབྷሿǄ㠣Ҿ⎧⠅ޜਨⲴ਼㊫ӗ૱㜭䘋ޕᐲ൪䬰ˈᵜṸѝᰒᰐ䇱ᦞ㺘᰾ਇമ䳶㕆߉Ⲵᖡ
૽ˈҏ⋑ᴹ䇱ᦞ㺘᰾㌫、亪䱢≤ޜਨǃѝᔪ㾯ই⹄ウ䲒䘍⌅㹼Ѫᡰ㠤Ǆ
ഐ↔ˈаᇑ⌅䲒䇔Ѫ˖⎧⠅ޜਨѫᕐ、亪䱢≤ޜਨǃѝᔪ㾯ই⹄ウ䲒Ⲵ㹼Ѫᶴᡀᐲ൪පᯝˈ
㕪ѿᓄⲴһᇎ৺ˈᦞሩަѫᕐнҸ᭟ᤱǄࡔߣ傣എ⎧⠅ޜਨⲴޘ䜘䇹䇬䈧≲ǄҼᇑ⌅䲒䇔
Ѫ˖⧠ᴹ䇱ᦞн㜭䇱᰾⎹Ṹമ䳶Ⲵ㕆߉ԕ৺֯⭘Ҷ“APF”ᆇ⇽ሩк䇹Ӫ਼㊫ӗ૱䘋ޕᐲ൪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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ᖡ૽ˈн㜭䇱᰾єս㻛к䇹ӪⲴ㹼Ѫ䲀ࡦҶк䇹Ӫ৲о䈕ᐲ൪ⲴㄎҹǄഐ↔ˈ⎧⠅ޜਨޣҾѝ
ᔪ㾯ই⹄ウ䲒ǃ、亪䱢≤ޜਨⲴ㹼Ѫ䘍৽ǉѝॾӪ≁઼ޡഭ৽පᯝ⌅ǊㅜйᶑㅜйⅮ㿴ᇊˈᶴ
ᡀපᯝⲴк䇹⨶⭡㕪ѿһᇎ઼⌅ᖻᦞǄࡔߣ傣എк䇹ˈ㔤ᤱࡔǄ
䈕ṸࡔߣሩҾྲօࡔᯝ↓ᖃ㹼֯୶ḷᵳⲴ㹼Ѫ৺࡙⭘⸕䇶ӗᵳ㹼֯පᯝ㹼Ѫѻ⭼䲀ާᴹ৲
㘳ѹ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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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䇶ӗᵳ઼ㄎҹ⌅亶ฏޣᮠᦞ

ĉѝഭ⸕䇶ӗᵳ亶ฏޣᮠᦞ
Ċ. ѝഭㄎҹ⌅亶ฏޣᮠ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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ĉѝഭ⸕䇶ӗᵳ亶ฏޣᮠᦞ


ᕐᒯ㢟



аǃу࡙
˄1˅у࡙⭣䈧䟿
2017 ᒤˈ
ഭᇦ⸕䇶ӗᵳተਇ⨶у࡙⭣䈧 3,697,845 ԦǄ
ަѝਁ᰾у࡙⭣䈧䟿Ѫ 1,381,594 Ԧˈ
਼∄䮯 14.2ˁǄᇎ⭘ᯠර⭣䈧 1,687,593 Ԧˈཆ㿲䇮䇑⭣䈧 628,658 ԦǄ1

˄2˅у࡙ᦸᵳ䟿
2017 ᒤˈѝഭᦸޡᵳਁ᰾у࡙ 42.0 зԦˈަѝˈഭਁ᰾у࡙ᦸᵳ 32.7 зԦˈ਼∄䮯
8.2%Ǆ൘ഭਁ᰾у࡙ᦸᵳѝˈ㙼࣑ਁ᰾Ѫ 30.4 зԦˈঐ 92.8%˗䶎㙼࣑ਁ᰾Ѫ 2.3 зԦˈঐ
7.2%Ǆ 2
2017 ᒤˈѝഭਁ᰾у࡙ᦸᵳ䟿ᧂࡽॱսⲴԱъ˄нਜ਼◣ਠ˅⅑Ѫ˖
ഭᇦ⭥㖁ޜਨ˄3,622
Ԧ˅ǃॾѪᢰᵟᴹ䲀ޜਨ˄3,293 Ԧ˅ǃѝഭ⸣⋩ॆᐕ㛑ԭᴹ䲀ޜਨ˄2,567 Ԧ˅ǃӜьᯩ、ᢰ
䳶ഒ㛑ԭᴹ䲀ޜਨ˄1,845 Ԧ˅ǃѝޤ䙊䇟㛑ԭᴹ䲀ޜਨ˄1,699 Ԧ˅ǃ㚄ᜣ˄ेӜ˅ᴹ䲀ޜਨ
˄1,454 Ԧ˅ǃ⨐⎧Ṭ࣋⭥ಘ㛑ԭᴹ䲀ޜਨ˄1,273 Ԧ˅ǃᒯь⅗⧰〫ࣘ䙊ؑᴹ䲀ޜਨ˄1,222 Ԧ˅ǃ
ѝഭ⸣⋩ཙ❦≄㛑ԭᴹ䲀ޜਨ˄1,008 Ԧ˅ǃѝ㣟ഭ䱵䳶ᡀ⭥䐟ࡦ䙐˄к⎧˅ᴹ䲀ޜਨ˄862 Ԧ˅Ǆ
3

ᕐᒯ㢟ˈѝഭӪ≁བྷᆖ⌅ᆖ䲒࢟ᮉᦸǄ⭥ᆀ䛞㇡˖zhangguangliang@hotmail.comǄ
1. ৲㿱ǉഭᇦ⸕䇶ӗᵳተу࡙ъ࣑ᐕ৺㔬ਸ㇑⨶㔏䇑ᴸᣕǊˈᶕⓀ http://www.sipo.gov.cn/docs/201802/20180201163426321301.pdfǄ
2. ǉമ᮷ⴤ˖ഭᇦ⸕䇶ӗᵳተ 2017 ᒤѫ㾱ᐕ㔏䇑ᮠᦞ৺ᴹޣᛵߥᯠ䰫ਁᐳՊǊˈᶕⓀ
http://www.sipo.gov.cn/twzb/gjzscqj2017nzygztjsjjygqkxwfbk/index.htmǄ
3. Ӿ 2018 ᒤᔰˈഭᇦ⸕䇶ӗᵳተሶнޜᐳഭԱъਁ᰾у࡙⭣䈧䟿ᧂˈ㘼ᱟՊ㔗㔝ޜᐳഭԱъਁ᰾у࡙ᦸᵳ
䟿Ⲵᧂˈԕ䘋а↕ᕪॆഭᇦ⸕䇶ӗᵳተ⌘䟽䍘䟿ሬੁǃケࠪ㔏䇑ᤷḷⲴᕅሬ⭘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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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CT ⭣䈧৺ᦸᵳ䟿
2017 ᒤˈഭᇦ⸕䇶ӗᵳተޡਇ⨶ PCT ഭ䱵у࡙⭣䈧 5.1 зԦˈ਼∄䮯 12.5%Ǆަѝˈ4.8
зԦᶕ㠚ഭˈ਼∄䮯 12.5%Ǆ2017 ᒤˈPCT ഭ䱵у࡙⭣䈧䎵䗷 1,000 ԦⲴⴱ˄४ǃᐲ˅ᴹ
7 њˈ⅑Ѫᒯь˄2.68 зԦ˅ǃेӜ˄0.51 зԦ˅ǃ⊏㣿˄0.46 зԦ˅ǃк⎧˄0.21 зԦ˅ǃ
ኡь˄0.17 зԦ˅ǃ⎉⊏˄0.14 зԦ˅઼⒆े˄0.13 зԦ˅ˈк䘠 7 ⴱᐲⲴ PCT ഭ䱵у࡙⭣䈧
䟿ঐഭᙫ䟿Ⲵ 9 ᡀԕкǄ

˄4˅у࡙ᤕᴹ䟿
ᡚ㠣 2017 ᒤᓅˈѝഭഭ˄нਜ਼◣ਠ˅ਁ᰾у࡙ᤕᴹ䟿ޡ䇑 135.6 зԦˈ⇿зӪਓਁ᰾
у࡙ᤕᴹ䟿䗮ࡠ 9.8 ԦǄѝഭ⇿зӪਓਁ᰾у࡙ᤕᴹ䟿ᧂࡽॱսⲴⴱ˄४ǃᐲ˅⅑Ѫ˖ेӜ
˄94.5 Ԧ˅ǃк⎧˄41.5 Ԧ˅ǃ⊏㣿˄22.5 Ԧ˅ǃ⎉⊏˄19.7 Ԧ˅ǃᒯь˄19.0 Ԧ˅ǃཙ⍕˄18.3
Ԧ˅ǃ䲅㾯˄8.9 Ԧ˅ǃ⾿ᔪ˄8.0 Ԧ˅ǃᆹᗭ˄7.7 Ԧ˅઼䗭ᆱ˄7.6 Ԧ˅Ǆ

˄5˅ަԆ
2017 ᒤˈѝഭ൘“аᑖа䐟”⋯㓯ഭᇦ˄нਜ਼ѝഭ˅у࡙⭣䈧ޜᔰ䟿Ѫ 5,608 Ԧˈ਼∄䮯
16.0%Ǆަѝˈ൘ঠᓖу࡙⭣䈧ޜᔰ䟿Ѫ 2,724 Ԧˈ൘״㖇ᯟу࡙⭣䈧ޜᔰ䟿Ѫ 1,354 Ԧˈу࡙
⭣䈧ࡍާ㿴⁑Ǆ2017 ᒤˈ“аᑖа䐟”⋯㓯ഭᇦ൘ॾ⭣䈧у࡙ 4,319 Ԧˈ䖳 2016 ᒤ䮯 16.8%˗
൘ॾ⭣䈧у࡙Ⲵഭᇦᮠ䗮ࡠ 41 њˈ䖳 2016 ᒤ࣐ 4 њǄ
2017 ᒤˈ
у࡙䍘ᣬ㶽䍴ᙫ仍 720 ӯˈݳ
਼∄䮯 65%˗
䍘ᣬ亩ⴞᮠ 4,177 亩ˈ
਼∄䮯 60%Ǆ
2017 ᒤˈу࡙༽ᇑငઈՊޡਇ⨶༽ᇑ䈧≲ 34,123 Ԧˈ਼∄䮯 160ˁ˗ਇ⨶ᰐ᭸ᇓ䈧≲
4,565 Ԧˈ਼∄䮯 15ˁǄ

Ҽǃ୶ḷ
˄1˅୶ḷ⭣䈧䟿
2017 ᒤˈѝഭ୶ḷ⌘⭣䈧䟿 574.8 зԦˈ਼∄䮯 55.7%ˈ⭣䈧䟿઼䙏൷ࡋশਢᯠ儈Ǆ
㖁к୶ḷ⌘⭣䈧∄ֻᨀ儈ˈ㖁к⭣䈧 489.7 зԦˈঐ⭣䈧ᙫ䟿 85%ˈ∄ 2016 ᒤ䮯 4 њ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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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Ǆᆼᡀ୶ḷᇑḕ 425.2 зԦˈ਼∄䮯 36.7%ˈ୶ḷ⌘⭣䈧傣എ⦷Ѫ 37.5%Ǆ㠣 2017 ᒤᓅˈ
ѝഭ୶ḷ㍟䇑⭣䈧䟿 2784.2 зԦǄ 1
ṩᦞц⭼⸕䇶ӗᵳ㓴㓷㔏䇑ˈ2017 ᒤˈѝഭ⭣䈧ӪᨀӔ傜ᗧ䟼୶ḷഭ䱵⌘⭣䈧 4,810 Ԧˈ
਼∄䮯 59.6%ˈ൘傜ᗧ䟼㚄ⴏѝᧂㅜйǄ⭣䈧䖳ཊⲴ㊫࡛ᱟ 9 ㊫˄Ԛಘ˗䇑㇇ᵪ˗ᆈۘჂ
ӻ˅ǃ7 ㊫˄ᵪಘ઼ᵪᒺˈ傜䗮ᕅ˅઼ 25 ㊫˄ᴽ㻵ˈ䶻ˈᑭ˅ㅹˈоѝഭѫ㾱ࠪਓӗ૱䎻࣯
੫ਸǄ

˄2˅୶ḷᦸᵳ䟿
㠣 2017 ᒤᓅˈѝഭ㍟䇑⌘䟿 1730.1 зԦˈᴹ᭸⌘୶ḷ䟿 1492.0 зԦˈ䘎㔝 17 ᒤսት
ц⭼ㅜаǄ

˄3˅୶ḷᤕᴹ䟿
㠣 2017 ᒤᓅˈѝഭ⇿зᡧᐲ൪ѫփⲴᒣ൷ᴹ᭸୶ḷᤕᴹ䟿Ѫ 1,520 Ԧˈо 2011 ᒤⲴ 1,074
Ԧ∄ᴹҶᱮ㪇ᨀ儈Ǆ

˄4˅ަԆ
୶ḷ䇴ᇑṸԦᮠ䟿ᤱ㔝儈䙏䮯Ǆ2017 ᒤޡ᭦ࡠ㊫䇴ᇑṸԦ⭣䈧 20.52 зԦˈ਼∄䮯
31.45%Ǆᇑ㔃䇴ᇑṸԦ 16.89 зԦˈ਼∄䮯 34.87%Ǆ৲о㹼᭯䇹䇬аᇑṸԦ 9310 Ԧˈ਼ᵏ
䮯 74.2%Ǆ㻛䇹⦷Ѫ 5.51%ˈ∄ 2016 ᒤ਼ᵏᨀ儈 1.25%Ǆ2017 ᒤᯠ᭦ࡠ㹼᭯༽䇞⭣䈧 880 Ԧˈ
䮯 3.65%ˈᇑ㔃㹼᭯༽䇞ṸԦ 580 Ԧˈ߿ቁ 32.1%Ǆ
୶ḷ䍘ᵳⲫ䇠䟿㔗㔝ᘛ䙏䮯Ǆ2017 ᒤˈޘഭޡ䇑࣎⨶䍘ᵳⲫ䇠 1,291 ㅄˈ⎹৺ᣵ؍٪ᵳ
370.22 ӯݳӪ≁ᐱǄަѝˈൠᯩਇ⨶⛩࣎⨶ 848 ㅄˈ⎹৺䠁仍 168.24 ӯݳӪ≁ᐱˈ࠶࡛ঐ∄Ѫ
65.68%઼ 45.44%Ǆ

1. ǉᐕ୶ᙫተѮ㹼 2017 ᒤᐲ൪⧟ຳᖒ࣯ޣᛵߥᯠ䰫ਁᐳՊǊˈᶕⓀ
http://www.scio.gov.cn/xwfbh/gbwxwfbh/xwfbh/gszj/Document/1618496/1618496.ht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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йǃ⡸ᵳ
˄1˅⡸ᵳⲫ䇠䟿
2017 ᒤˈѝഭ㪇ᵳⲫ䇠ᙫ䟿䗮 2,747,652 Ԧˈ∄ 2016 ᒤⲴ 2,007,698 Ԧˈ਼∄䮯
36.86%Ǆަѝˈ૱ⲫ䇠 2,001,966 Ԧˈ䮯⦷Ѫ 25.15%˗䇑㇇ᵪ䖟Ԧ㪇ᵳⲫ䇠 745,387 Ԧˈ
਼∄䮯 82.79%˗㪇ᵳ䍘ᵳⲫ䇠 299 Ԧˈ਼∄л䱽 5.38%Ǆ 1

˄2˅㖁㔌⡸ᵳ
ǉѝഭ㖁㔌⡸ᵳӗъਁኅᣕ˄2018˅Ǌᱮ⽪ˈ2017 ᒤѝഭ㖁㔌⡸ᵳӗъⲴᐲ൪㿴⁑Ѫ 6,365
ӯˈݳ䖳 2016 ᒤ䮯 27.2%Ǆަѝˈѝഭ㖁㔌⡸ᵳӗъ⭘ᡧԈ䍩㿴⁑Ѫ 3,184 ӯˈঐ∄㿴⁑
ケ 50%Ǆ2ᣕᱮ⽪ˈ2017 ᒤˈѝഭ㖁㔌㿶仁⭘ᡧԈ䍩ᐲ൪㿴⁑Ѫ 218 ӯ∄਼ˈݳ䮯᧕䘁㘫
⮚˗ᮠᆇ䰵䈫ᐲ൪㿴⁑ケⲮӯ∄਼ˈݳ䮯 31.1%ˈ亴䇑ᵚᶕࠐᒤ༽ਸ䮯⦷ӽሶ᧕䘁 30%˗
㖁㔌⑨ᠿᐲ൪㿴⁑䗮ࡠ 2355 ӯ∄਼ˈݳ䮯 32%˗㖁㔌丣Ҁᐲ൪㿴⁑䗮ࡠ 175 ӯ∄਼ˈݳ䮯
22%˗㖁㔌ᯠ䰫䍴䇟ᐲ൪㿴⁑䗮ࡠ 305 ӯ࣐∄਼ˈݳ䙏䮯䎵䗷 40%ˈަѝ〫ࣘㄟᯠ䰫᭦ޕঐ
∄䎵䗷 75%Ǆ3
㖁㔌ⴤᢃ䍿⁑ᔿ 2017 ᒤᔲߋケ䎧ˈࣘᮤփᐲ൪㿴⁑䮯Ǆ2017 ᒤˈ㖁㔌ⴤ⭘ᡧ㿴
⁑䗮 4.22 ӯӪˈ䖳 2016 ᒤ࣐ 7778 зӪˈ㖁≁⑇䘿⦷䗮 54.3%ˈӗъᐲ൪㿴⁑ᐢ䘁 400 ӯݳǄ
⸝㿶仁ӗъ൘ 2017 ᒤҏᇎ⧠Ҷ䗵⥋䮯ˈ⭘ᡧ㿴⁑ᐢケ 4.1 ӯӪˈ਼∄䮯 115%Ǆ⸝㿶仁
ᐲ൪⭘ᡧ⍱䟿оᒯԧ٬⠶ਁˈ亴䇑 2020 ᒤ⸝㿶仁ᐲ൪㿴⁑ሶ䎵 350 ӯݳǄ

˄3˅ަԆ
2017 ᒤˈޘഭ㓗ފ᭯ᵪޡޣ䟷䍝㌫㔏ǃ઼࣎ޜᵰ∂䖟Ԧ 127.7 з྇ˈѝཞԱъ઼䠁
㶽ᵪᶴޡ䟷䍝㌫㔏ǃ઼࣎ޜᵰ∂䖟Ԧ 245.11 з྇ˈޘഭ㍟䇑᧘䘋 37667 ᇦԱъᇎ⧠䖟Ԧ↓
⡸ॆǄ2017 ᒤ䖟Ԧ઼ؑᢰᵟᴽ࣑ъ᭦ޕ䗮ࡠ 5.5 зӯ∄਼ˈݳ䮯 13.9%Ǆ4

1. ǉഭᇦ⡸ᵳተ࣎ޜޣҾ 2017 ᒤޘഭ㪇ᵳⲫ䇠ᛵߥⲴ䙊ᣕǊˈᶕⓀ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359696.htmlǄ
2. ǉ2018 ᒤ⡸ᵳᇓՐઘᯠ䰫ਁᐳՊ൘ӜѮ࣎ǊˈᶕⓀ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72267.htmlǄ
3. ǉᡁഭ㖁㔌⡸ᵳӗ٬ケ 6000 ӯݳǊˈᶕⓀ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72557.htmlǄ
4. ǉ2017 ᒤѝഭ⡸ᵳॱԦབྷһǊˈᶕⓀ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61129.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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ഋǃ㹼᭯؍ᣔ
˄1˅у࡙㹼᭯؍ᣔ
2017 ᒤˈѝഭу࡙㹼᭯ᢗ⌅࣎Ṹᙫ䟿 66,649 Ԧˈ਼∄䮯 36.3%Ǆަѝˈу࡙㓐㓧࣎Ṹ
28,157 Ԧ˄वᤜу࡙ץᵳ㓐㓧࣎Ṹ 27305 Ԧ˅ˈ਼∄䮯 35.0%˗ḕ༴߂ٷу࡙ṸԦ 38,492 Ԧˈ
਼∄䮯 37.2%Ǆ2017 ᒤу࡙㓐㓧࣎Ṹ䟿о߂ٷу࡙࣎Ṹ䟿Ⲵ∄ֻ㓖Ѫ 1˖1.37ˈ䖳ࡽӄᒤⲴ 1˖
1.62 ᴤ࣐ՈॆǄ1
2017 ᒤ㊫у࡙ṸԦ㔃Ṹ⦷ 98.5%˄ᵜᒤ・Ṹф㔃ṸⲴṸԦ䟿оᵜᒤ・Ṹ䟿Ⲵ∄٬˅ˈ਼
∄ᨀ儈 1 њⲮ࠶⛩˗ަѝу࡙ץᵳ㓐㓧ṸԦ㔃Ṹ⦷ 96.5%ˈ਼∄ᨀ儈 2.1 њⲮ࠶⛩ˈᢗ⌅࣎Ṹ᭸
⦷䘋а↕ᨀ儈Ǆ17 ᇦ⸕䇶ӗᵳᘛ䙏㔤ᵳѝᗳ〟ᶱ᭟ᤱᢗ⌅࣎Ṹˈॿࣙൠᯩ⸕䇶ӗᵳተᘛ䙏䈳䀓
у࡙ץᵳ㓐㓧 2,983 Ԧˈᒣ൷㔃Ṹઘᵏ㓖 29 ཙǄ

˄2˅୶ḷ㹼᭯؍ᣔ
2017 ᒤˈޡḕ༴୶ḷ䘍⌅ṸԦ 3 зԦˈ਼∄л䱽 5.1%Ǆަѝ୶ḷץᵳ߂ٷṸԦ 2.7 зԦˈ
਼∄л䱽 4.3%Ǆ

˄3˅⡸ᵳ㹼᭯؍ᣔ
2017 ᒤˈഭᇦ⡸ᵳተǃഭᇦ㖁ؑ࣎ǃޜᆹ䜘ǃᐕؑ䜘ㅹഋ䜘䰘㚄ਸᔰኅҶㅜ 13 ⅑ᢃࠫ㖁㔌
ץᵳⴇ⡸“ࢁ㖁 2017”у亩㹼ࣘˈޡỰḕ㖁ㄉ 6.3 зњˈޣ䰝ץᵳⴇ⡸㖁ㄉ 2554 њˈࡐ䲔ץᵳⴇ
⡸䬮᧕ 71 зᶑˈ᭦㕤ץᵳⴇ⡸ࡦ૱ 276 зԦˈ・Ṹ䈳ḕ㖁㔌ץᵳⴇ⡸ṸԦ 543 ԦˈՊ਼ޜᆹ䜘
䰘ḕ࣎ࡁһṸԦ 57 Ԧǃ⎹Ṹ䠁仍 1.07 ӯˈݳᒦੁ⽮Պޜᔰਁᐳ 20 Ԧ㖁㔌ץᵳⴇ⡸ިරṸԦǄ 2

1. ǉǏᮠᦞਁᐳǐ2017 ᒤ⸕䇶ӗᵳ㌫㔏ᢗ⌅࣎Ṹᐕᤱ㔝ᕪॆǊˈᶕⓀ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05855Ǆ
2. ǉ2017 ᒤѝഭ㖁㔌⡸ᵳ؍ᣔᒤᓖᣕǊˈᶕⓀ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upload/files/2018/4/2692945560.pdf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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ӄǃਨ⌅؍ᣔ
2017 ᒤˈѝഭ⌅䲒ޡᯠ᭦аᇑǃҼᇑǃ⭣䈧ᇑㅹ㊫⸕䇶ӗᵳṸԦ 237,242 Ԧˈᇑ㔃 225,678
Ԧ˄ਜ਼ᰗᆈ˅ˈ∄ 2016 ᒤ࠶࡛кॷ 33.50%઼ 31.43%Ǆ⌅䲒ᯠ᭦⸕䇶ӗᵳ≁һаᇑṸԦкॷᑵᓖ
䗮ࡠ 47.24%Ǆަѝˈᒯьⴱ㓗⌅䲒ᯠ᭦⸕䇶ӗᵳ≁һаᇑṸԦ 58,000 Ԧˈ∄ 2016 ᒤкॷ 84.70%Ǆ
2013-2017 ᒤ 5 ᒤ䰤ˈޘഭ⌅䲒ᯠ᭦㊫⸕䇶ӗᵳаᇑṸԦᒤ൷䙏䎵䗷 20%Ǆ 1
2017 ᒤˈޘഭỰሏᵪ߶ᢩޡޣ䙞ᦅ⎹⸕䇶ӗᵳ⣟㖚 2510 Ԧ 4,272 Ӫˈᨀ䎧ޜ䇹⎹⸕䇶ӗᵳ
⣟㖚 3674 Ԧ 6,809 ӪǄ2
2017 ᒤˈᴰ儈Ӫ≁⌅䲒ݸਾᢩ༽൘ইӜǃ㣿ᐎǃ↖≹ǃᡀ䜭ǃᶝᐎǃᆱ⌒ǃਸ㛕ǃ⾿ᐎǃ
⍾ইǃ䶂ዋǃ␡ൣ 11 њᐲ䇮・䐘४ฏ㇑䗆Ⲵ⸕䇶ӗᵳу䰘ᵪᶴǄ10 њⴱ˄ⴤ䗆ᐲ˅ࡦᇊҶ⸕䇶
ӗᵳ≁һǃ㹼઼᭯ࡁһṸԦᇑࡔ“йਸа”ᇎᯭᯩṸᣕᴰ儈Ӫ≁⌅䲒ᢩ߶ᇎᯭǄ
ᡚ㠣 2017 ᒤᓅˈᴰ儈Ӫ≁⌅䲒ਁޡᐳ 36 Ԧ⸕䇶ӗᵳਨ⌅䀓䟺ˈབྷབྷѠᇼҶ⸕䇶ӗᵳ⌅
ᖻࡦᓖփ㌫ˈ⺞؍Ҷ⌅ᖻⲴᴹ᭸ᇎᯭ઼ࡔߣⲴуъॆ≤ᒣˈሩᆼழ⸕䇶ӗᵳਨ⌅؍ᣔփࡦᵪࡦˈ
ਁ࠶ݵᥕ⸕䇶ӗᵳਨ⌅؍ᣔѫሬ⭘൷ާᴹ䟽㾱ѹǄ

ޝǃަԆ
2017 ᒤˈѝഭߌъǃ᷇ъἽ⢙ᯠ૱ᵳ⭣䈧䟿࠶࡛䗮ࡠ 3842 Ԧǃ623 ԦǄ 3
2017 ᒤˈѝഭ⸕䇶ӗᵳ֯⭘䍩䍨᱃ᙫ仍Ѫ 333.84 ӯ㖾∄਼ˈݳ䮯 32.7%Ǆަѝˈ⸕䇶ӗ
ᵳ֯⭘䍩ࠪਓ仍Ѫ 47.86 ӯ㖾∄਼ˈݳ䮯 311.5%ˈ䙏ትഭᴽ࣑䍨᱃ѻ俆Ǆ 4

1. ǉޣҾਜᔰ⸕䇶ӗᵳਨ⌅؍ᣔᇓՐઘᯠ䰫ਁᐳՊǊˈᶕⓀ
https://www.chinacourt.org/chat/fulltext/listId/49492/template/courtfbh20180419.shtmlǄ
2. ᆉ㧩˖ǉᴰ儈⌅ǃᴰ儈Ự㔗ਁᐳިරṸֻ ࣐བྷ⸕䇶ӗᵳ؍ᣔ࣋ᓖǊˈᶕⓀ
http://k.sina.com.cn/article_2810373291_a782e4ab02000h2r1.html?cre=tianyi&mod=pcpager_news&loc=1&r=9&doct=0&rfu
nc=11&tj=none&tr=9Ǆ
3. ୀ㓒ѭ˖ǉ2017 ᒤᡁഭ⸕䇶ӗᵳࡋ䙐䟿䍘喀ॷǊˈᶕⓀ http://ex.cssn.cn/zx/bwyc/201804/t20180427_4216904.shtmlǄ
4. 䎥ᔪഭ˖ǉ2017 ᒤ⸕䇶ӗᵳ֯⭘䍩ࠪਓ仍਼∄䮯 311.5%ǊˈᶕⓀ http://www.sipo.gov.cn/mtsd/1120434.htm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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Ċ. ѝഭㄎҹ⌅亶ฏޣᮠᦞ


ḣ⅓⧕ / ᷇

*



2017 ᒤⲴ৽පᯝᢗ⌅ᐕ⭡ഭᇦਁኅ઼᭩䶙ငઈՊǃ୶࣑䜘ǃഭᇦᐕ୶㹼᭯㇑⨶ᙫተйᇦ
ᵪᶴ਼ޡᇎᯭǄ਼ᰦˈӪ≁⌅䲒ਇ⨶ഐ৽පᯝ઼৽н↓ᖃㄎҹᕅਁⲴ≁һ䇹䇬ˈԕ৺ഐнᴽࡽ
䘠йᇦᢗ⌅ᵪᶴㄎҹᢗ⌅㹼Ѫ㘼ᨀ䎧Ⲵ㹼᭯䇹䇬Ǆ
ഭᇦਁኅ઼᭩䶙ငઈՊǃ୶࣑䜘ǃഭᇦᐕ୶㹼᭯㇑⨶ᙫተйᇦᵪᶴԕ৺Ӫ≁⌅䲒Ⲵㄎҹ⌅
ᢗ⌅ǃ䇹䇬ⲴާޣփᮠᦞྲлǄ

аǃഭᇦਁኅ઼᭩䶙ငઈՊ
ഭᇦਁኅ઼᭩䶙ငઈ˄ԕлㆰ〠ഭᇦਁ᭩င˅ѫ㾱ḕ༴පᯝॿ䇞઼┕⭘ᐲ൪᭟䝽ൠսⲴප
ᯝ㹼Ѫˈབྷ䜘࠶ޜᐳⲴ৽පᯝ䈳ḕԕࠪާ㹼᭯༴㖊ߣᇊҖ㔃Ṹˈቁᮠԕᨀࠪᮤ᭩㿱Ⲵᖒᔿ㔃
ṸǄ2017 ᒤˈഭᇦਁ᭩င൘ަᇈ㖁кޜᐳҶ 20 ԭ㹼᭯༴㖊ߣᇊҖˈ∄ 2016 ᒤᡰޜᐳⲴ 8 ԭ
༴㖊ߣᇊҖ㘼䀰ˈᙫᮠ࣐Ǆ20 ԭ㹼᭯༴㖊ߣᇊҖѝˈަѝᴹ 18 ԭ࠶࡛༴㖊Ҷ 18 ᇦԱъ㚄ਸ
䗮ᡀᒦᇎᯭപᇊᡆਈᴤ㚊≟҉✟ṁ㜲ԧṬⲴපᯝॿ䇞Ⲵ㹼Ѫˈൠฏ㤳ത⎹৺ኡьǃኡ㾯ǃ䲅㾯ǃ
⋣ेǃᆹᗭǃഋᐍǃᆱ༿ǃᯠ⮶ǃ㫉ਔǃ⒆ेˈ㖊Ⅾᙫ䇑 4.57 ӯˈݳቔѪ䴰㾱⌘Ⲵᱟഭᇦ
ਁ᭩င൘༴㖊ߣᇊҖѝ֯⭘Ҷᗞؑ㙺ཙ䇠ᖅѪ䇱ᦞ䇱᰾ᖃһӪ䗮ᡀᒦᯭ㹼පᯝॿ䇞Ǆਖཆ 2
ԭ༴㖊ߣᇊҖ༴㖊ཙ⍕≹ᗧေޜਨ઼⎉⊏ᯠ䎋、ޜਨ┕⭘൘ഭᔲ✏㛬ᯉ㦟ᐲ൪ާᴹⲴ᭟䝽
ൠսˈԕнޜᒣ儈ԧ䬰✏㛬ᯉ㦟ˈ⋑ᴹ↓ᖃ⨶⭡ᤂ㔍ੁл⑨ࡦࡲԱъ䬰ᔲ✏㛬ᯉ㦟ˈ
ᒦᇎ㹼ԧṬපᯝॿ䇞Ǆ↔ཆˈഭᇦਁ᭩င䘁ᰕሩк⎧ഭ䱵࣑˄䳶ഒ˅㛑ԭᴹ䲀ޜਨǃཙ⍕
˄䳶ഒ˅ᴹ䲀ޜਨǃ䶂ዋ˄䳶ഒ˅ᴹ䲀ޜਨǃᆱ⌒㡏ኡ㛑ԭᴹ䲀ޜਨㅹਓԱъⲴਓԧ

ḣ⅓⧕ˈѝഭӪ≁བྷᆖ⌅ᆖ䲒⺅༛⹄ウ⭏Ǆ⭥ᆀ䛞㇡˖liuxinyuelaw@ruc.edu.cnǄ
᷇ˈѝഭӪ≁བྷᆖ⌅ᆖ䲒⺅༛⹄ウ⭏Ǆ⭥ᆀ䛞㇡˖lqqruc@163.cn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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Ṭᔰኅ৽පᯝ䈳ḕˈਁ⧠䜘࠶ਓԱъ⎹ჼ䲀ᇊӔ᱃ǃᇎ㹼нޜᒣ儈ԧǃ䱴࣐нਸ⨶Ӕ᱃ᶑԦ
ㅹපᯝ㹼Ѫˈ㾱≲ޣԱъᮤ᭩ˈ䈳ᮤਓԧṬǄ 1
ഭᇦਁ᭩င䲔ত⤜・䘋㹼৽පᯝ䈳ḕᢗ⌅ཆˈ䘈ᤷሬⴱ㓗ਁ᭩င䘋㹼৽පᯝᢗ⌅ˈՊ਼ⴱ
㓗ਁ᭩ငᢗ⌅Ǆ2017 ᒤˈഭᇦਁ᭩ငᤷሬኡ㾯ǃ䍥ᐎєⴱਁ᭩င࠶࡛ቡަⴱ䜘࠶ൠ४ᵪࣘ䖖
Ự⍻ᵪᶴ䗮ᡀᒦᇎᯭԧṬපᯝॿ䇞Ⲵ㹼Ѫ䘋㹼䈳ḕˈᒦࠪ⌅㹼᭯༴㖊ˈ
ޡ㖊Ⅾ 159.68 зݳǄ
2

ਖˈഭᇦਁ᭩င䘎਼ᒯьⴱਁ᭩ငሩ␡ൣᐲছ䇑င൘५㦟䟷䍝᭩䶙䗷〻ѝ┕⭘㹼᭯ᵳ࣋䲀ᇊǃ

ਈ䲀ᇊ・ޜ५䲒ǃ㦟૱⭏ӗԱъ֯⭘ޘ㦟㖁㦟ъᨀⲴᴽ࣑ˈᧂ䲔ǃ䲀ࡦㄎҹⲴ㹼Ѫ䘋㹼䈳
ḕˈ㘼ਾˈ␡ൣᐲছ䇑ငᨀࠪާփᮤ᭩᧚ᯭˈ䈪؞䇒ޣ᭯ㆆ᮷Ԧ֯ަㅖਸޜᒣㄎҹᇑḕࡦ
ᓖǄ 3↔ṸѪޜᒣㄎҹᇑḕࡦᓖᓄ⭘ⲴިֻǄ
↔ཆˈഭᇦਁ᭩ငҾ 2017 ᒤ 8 ᴸޜᐳҶǉ⸝㕪㦟૱઼ᯉ㦟㓿㩕㘵ԧṬ㹼Ѫᤷই˄ᖱ≲
㿱は˅Ǌޜᔰᖱ≲㿱Ǆᮤփ㘼䀰ˈ५㦟㹼ъⲴ৽පᯝᱟഭᇦਁ᭩င൘ 2017 ᒤ⛩✝Ⲵ⌘ޣǄ

Ҽǃ୶࣑䜘
୶࣑䜘䍏䍓ᇑḕ㓿㩕㘵䳶ѝṸԦǄᦞ୶࣑䜘㔏䇑ˈ2017 ᒤкॺᒤˈޡ᭦ࡠ㓿㩕㘵䳶ѝ⭣ᣕ
202 Ԧˈ・Ṹ 172 Ԧˈᇑ㔃 156 Ԧˈ䱴ᶑԦᢩ߶ 1 Ԧ˗ަѝˈ䟽བྷ༽ᵲṸԦཊˈࡦ䙐ъᒦ䍝ӽ
ት俆սˈຳཆᒦ䍝ᤱ㔝⍫䏳Ǆ4ᡚ→㠣 2017 ᒤ 12 ᴸ 31 ᰕˈ୶࣑䜘൘ަᇈ㖁кޜᐳⲴᰐᶑԦᢩ
߶㓿㩕㘵䳶ѝⲴṸԦ ޡ325 њˈަѝㅜ 1 ᆓᓖᴹ 71 њˈㅜ 2 ᆓᓖᴹ 77 њˈㅜ 3 ᆓᓖᴹ 106 њˈ
ㅜ 4 ᆓᓖᴹ 71 њǄо 2016 ᒤᰐᶑԦᢩ߶Ⲵ 351 њ㓿㩕㘵䳶ѝⲴṸԦ∄ˈᙫᮠᴹӋ䇨എ㩭Ǆ
↔䰤ˈ୶࣑䜘⽪ޜҶ 269 њ䘀⭘ㆰ᱃〻ᒿᇑḕ㓿㩕㘵䳶ѝⲴṸԦˈᙫᮠо 2016 ᒤⲴ 285 њṸԦ
∄ӖᴹӋഎ㩭ˈնᐞнབྷǄ٬ᗇ⌘Ⲵᱟˈ2017 ᒤ 12 ᴸ 1 ᰕˈ୶࣑䜘ᴤᯠҶ৽පᯝ㓿㩕
㘵䳶ѝ⭣ᣕ㺘Ⲵ䖟Ԧᆹ㻵वˈབྷབྷᨀॷҶ㓿㩕㘵䳶ѝⲴ⭣ᣕ᭸⦷Ǆ
2017 ᒤˈ୶࣑䜘ޜᐳҶ 7 њ䱴࣐䲀ࡦᙗᶑԦᢩ߶Ⲵ㓿㩕㘵䳶ѝṸԦˈо 2016 ᒤ䱴ᶑԦᢩ
߶Ⲵ 2 њṸԦ∄ᮠ䟿བྷѪ࣐Ǆ7 њ䱴࣐䲀ࡦᙗᶑԦᢩ߶ⲴṸԦवᤜ䲦∿ॆᆖޜਨоᶌ䛖ޜ

1. ৲㿱ǉഭᇦਁኅ᭩䶙ငᔰኅਓ৽පᯝ䈳ḕ⵰࣋䱽վԱъ䘋ࠪਓ⢙⍱ᡀᵜǊˈ䖭ѝॾӪ≁઼ޡഭഭᇦਁኅ઼᭩䶙င
ઈՊԧṬⴁⶓỰḕо৽පᯝተ㖁 http://jjs.ndrc.gov.cn/fjgld/201711/t20171115_867112.htmlǄ
2. ৲㿱ǉኡ㾯ǃ䍥ᐎєⴱԧṬѫ㇑䜘䰘⌅ḕ༴ᵪࣘ䖖Ự⍻ᵪᶴԧṬපᯝॿ䇞ṸǊˈ䖭ѝॾӪ≁઼ޡഭഭᇦਁኅ઼᭩
䶙ငઈՊԧṬⴁⶓỰḕо৽පᯝተ㖁 http://jjs.ndrc.gov.cn/fjgld/201701/t20170104_834259.htmlǄ
3. ৲㿱ǉ␡ൣᐲছ䇑င䈪㓐↓・ޜ५䲒㦟૱䳶ഒ䟷䍝᭩䶙䈅⛩ѝ┕⭘㹼᭯ᵳ࣋ᧂ䲔䲀ࡦㄎҹ㹼ѪǊˈ䖭ѝॾӪ≁ޡ
઼ഭഭᇦਁኅ઼᭩䶙ငઈՊԧṬⴁⶓỰḕо৽පᯝተ㖁 http://jjs.ndrc.gov.cn/fjgld/201704/t20170407_843754.htmlǄ
4. ৲㿱ǉᇎྭڊ㓿㩕㘵䳶ѝ৽පᯝᇑḕᐕˈ㩕䙐⌅⋫ॆॆ࡙ׯഭ䱵ॆ㩕୶⧟ຳǊˈ䖭ѝॾӪ≁઼ޡഭ୶࣑䜘৽ප
ᯝተ㖁ㄉ http://fldj.mofcom.gov.cn/article/xxfb/201707/20170702609486.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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ਨਸᒦṸǃঊ䙊ᴹ䲀ޜਨ᭦䍝ঊ、䙊䇟㌫㔏ޜਨ㛑ᵳṸǃᜐᲞޜਨ᭦䍝йᱏ⭥ᆀᴹ䲀ޜਨ䜘࠶
ъ࣑Ṹǃ࣐䱣ޜਨо㩘ᯟரᖫ䫮㛕ޜਨਸᒦṸǃ傜༛ส㡚䘀ޜਨ᭦䍝≹๑ই㖾㡩࣑䳶ഒ㛑ᵳ
Ṹǃᰕᴸॺݹሬփࡦ䙐㛑ԭᴹ䲀ޜਨ᭦䍝⸭૱㋮ᇶᐕъ㛑ԭᴹ䲀ޜਨ㛑ᵳṸǃ䍍ݻ亯-䘚䠁ޜ
ਨо㖾ഭᐤᗧޜਨਸᒦṸˈ㹼ъ㤳ത⏥ⴆߌॆӗ૱ǃᶀᯉǃݹ㓔䇮༷ǃ㡚䘀ǃॺሬփǃ५⯇ಘ
Ỡㅹཊњࡦ䙐ъ亶ฏǄ୶࣑䜘䇔Ѫк䘠 7 њṸԦⲴ㓿㩕㘵䳶ѝՊᧂ䲔䲀ࡦޣᐲ൪Ⲵㄎҹˈሩ
ᖃһӪᯭ࣐䲀ࡦᙗѹ࣑Ǆ
2017 ᒤˈ୶࣑䜘൘ަᇈ㖁кޜᐳҶ 6 ԭ㹼᭯༴㖊ߣᇊҖ⌅༴㖊ᵚ⭣⌅ᣕ㓿㩕㘵䳶ѝⲴ
Աъˈ㹼᭯༴㖊Ⲵᮠ䟿о 2016 ᒤᤱᒣǄ

йǃഭᇦᐕ୶㹼᭯㇑⨶ᙫተ
ഭᇦᐕ୶㹼᭯㇑⨶ተ䍏䍓৽පᯝᢗ⌅о৽н↓ᖃㄎҹᢗ⌅єབྷᇩǄަѝˈᐕ୶㹼᭯㇑⨶
ተⲴ৽පᯝᢗ⌅ሩ䊑⏥ⴆ䶎ԧṬපᯝॿ䇞ǃ┕⭘ᐲ൪᭟䝽ൠս㹼Ѫ઼৽ㄎҹ㹼᭯㹼ѪǄ
ṩᦞഭᇦᐕ୶ᙫተᇈᯩ㖁ㄉᱮ⽪Ⲵᮠᦞˈᡚ㠣 2017 ᒤᒤᓅˈഭᇦᐕ୶ᙫተޜޡᐳ 61 њ৽
පᯝᢗ⌅ޜǄ2017 ᒤޘᒤਁᐳⲴޜᮠ䟿Ѫ 13 њˈަѝєԭ⎹ޜ৺਼аṸԦˈṸԦᮠ䟿
Ѫ 12 њˈޘ䜘⭡ഭᇦᐕ୶㹼᭯㇑⨶ᙫተᦸᵳⴱ㓗ᐕ୶㹼᭯㇑⨶ተ䈳ḕ༴⨶Ǆк䘠 12 њṸԦⲴ
ާփؑྲл˖

ᒿਧ

1

2

ṸԦ

㔃Ṹᯩᔿ

ഭ㖁ኡьⴱ⭥࣋ޜਨ✏ਠᐲ⢏ᒣ४

ѝ→䈳ḕ˗ਾ㓸

⭥ޜਨ⎹ჼපᯝ㹼ѪṸ

→䈳ḕ

പ৯✏㣡⠶ㄩলㅹӄᇦԱъපᯝॿ
䇞Ṹ

3

⊏ॾ㹽≤࣑ᴹ䲀ޜਨ┕⭘ᐲ൪᭟䝽
ൠսṸ

4

↖≹ᯠޤ㋮㤡५㦟ᴹ䲀ޜਨ┕⭘ᐲ൪
᭟䝽ൠսṸ

㹼Ѫ㊫ර

ⴱԭ

ޣᐲ൪

䲀ᇊӔ᱃

ኡь

⭥

㹼᭯༴㖊

⁚ੁපᯝॿ䇞

⋣ই

✏㣡⠶ㄩ

㹼᭯༴㖊

䲀ᇊӔ᱃

⊏㣿

≤

⒆े

५㦟

༴㖊ߣᇊ

䱴࣐нਸ⨶Ӕ
᱃ᶑ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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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ѝഭ䫱䙊䳶ഒᴹ䲀ޜਨᆱ༿࠶ޜਨ⎹
ჼපᯝ㹼ѪṸ

6

ѝഭ㚄ਸ㖁㔌䙊ؑᴹ䲀ޜਨᆱ༿എ᯿
㠚⋫४࠶ޜਨ⎹ჼපᯝ㹼ѪṸ

7

ѝഭ⭥ؑ㛑ԭᴹ䲀ޜਨᆱ༿࠶ޜਨ⎹
ჼපᯝ㹼ѪṸ

8

䜲ቄཊᯟᐲйӊ⏢ॆ⸣⋩≄ᴹ䲀ޜਨ
ㅹйᇦޜਨ⎹ჼපᯝ㓿㩕㹼ѪṸ

9

10

⋣⊐ᐲ؍䲙㹼ъ⎹ჼපᯝṸ

ᇯ䗱ѝ⸣⋩ᰶԁ⟳≄ᴹ䲀ޜਨ┕⭘ᐲ
൪᭟䝽ൠսṸ

11

ഋᐍѵ䘌䬦⎧䖹䖟Ԧᴹ䲀ޜਨ┕⭘
ᐲ൪᭟䝽ൠսṸ

12

⒆ইⲮᰪ䠁䍻、ᢰᴹ䲀ޜਨо⒆ই㡚
ཙؑᴹ䲀ޜਨපᯝॿ䇞Ṹ

㓸→䈳ḕ

нਸ⨶ᩝ

ᆱ༿

䙊ؑ

㓸→䈳ḕ

нਸ⨶ᩝ

ᆱ༿

䙊ؑ

㓸→䈳ḕ

нਸ⨶ᩝ

ᆱ༿

䙊ؑ

㓸→䈳ḕ

䲀ᇊӔ᱃

㫉ਔ

㹼᭯༴㖊

⁚ੁපᯝॿ䇞

ᒯ㾯

؍䲙

㹼᭯༴㖊

䲀ᇊӔ᱃

⊏㣿

⟳≄

㹼᭯༴㖊

нਸ⨶ᩝ

ഋᐍ

䖟Ԧᴽ࣑

㹼᭯༴㖊

⁚ੁපᯝॿ䇞

⒆ই

䖟Ԧᴽ࣑

⏢ॆ⸣⋩
≄

㺘1. ഭᇦᐕ୶ᙫተ৽පᯝᢗ⌅ᛵߥ

⭡㺘 1 ਟԕⴻࠪˈоᖰᒤ∄ 2017 ᒤᐕ୶ᙫተਁᐳⲴ৽පᯝṸԦᮠ䟿൘ᙫփк؍ᤱっᇊǄ
൘㔃Ṹᯩᔿкˈᴹ 5 њṸԦഐᖃһӪ〟ᶱን㹼ᮤ᭩䈪㘼㓸→䈳ḕ˗1 њṸԦࠪѝ→䈳ḕߣ
ᇊ˄䈕ṸԦ൘ 2017 ᒤᖃᒤҾᖃһӪን㹼䈪ਾ㓸→䈳ḕ˅˗7 њṸԦѝ䟷ਆҶ㹼᭯༴㖊ߣᇊˈ
䘁аॺⲴṸԦԕᖃһӪ〟ᶱѫࣘ→ڌ䘍⌅㹼Ѫǃ⎸䲔ᡆ߿䖫ᖡ૽㘼㓸→ᢗ⌅䈳ḕǄ൘⎹Ṹѫփ
кˈབྷ䜘࠶⎹ṸঅսҾഭᴹԱъǄ൘⎹৺亶ฏкˈ䎵䗷ॺᮠⲴṸԦ⎹৺⭥ؑǃ⭥≤ǃ⸣
⋩亶ฏㅹสᴽ࣑䇮ᯭ亶ฏǄ൘ṸԦ㊫රкˈ12 䎧৽පᯝṸԦѝᴹ 3 䎧ṸԦ⎹৺පᯝॿ䇞ˈ9
䎧ṸԦ⎹৺┕⭘ᐲ൪᭟䝽ൠսˈ⋑ᴹ⎹৺㹼᭯පᯝⲴṸԦǄ൘ൠฏ㤳തкˈṸԦ࠶ᐳ൘ޘഭ 9
њⴱԭˈӾь䜘⋯⎧ࡠ㾯ইⴱԭ䜭ᴹ⎹৺Ǆ1

1. ৲㿱ǉ2017 ᒤޘഭᐕ୶઼ᐲ൪ⴁ㇑㌫㔏ḕ༴පᯝṸԦ䇴᷀Ǌˈ䖭ѝഭᐕ୶ᣕ㖁 http://www.cicn.com.cn/zggsb/201802/08/cms104449article.shtmlǄ

114

䱴ᖅ

㓗ᐕ୶㹼᭯㇑⨶ተ਼ᰦᣵ৽н↓ᖃㄎҹᢗ⌅Ⲵ㙼䍓Ǆ2017 ᒤᱟᰗǉ৽н↓ᖃㄎҹ⌅Ǌ
ᇎᯭⲴᴰਾаᒤˈᐕ୶ᙫተਁᐳҶᢗ⌅ 23 ᒤᶕ৽н↓ᖃㄎҹⲴᢗ⌅ᛵߥǄǉ৽н↓ᖃㄎҹ⌅Ǌ
㠚 1993 ᒤ 12 ᴸ 1 ᰕᔰᇎᯭˈҼॱཊᒤᶕˈޘഭ㓗ᐕ୶઼ᐲ൪ⴁ㇑䜘䰘ޡḕ༴㊫н↓ᖃ
ㄎҹṸԦ 68.2 зԦˈṸ٬ 426 ӯˈݳ㖊⋑䠁仍 95 ӯˈݳѪ㔤ᣔޜᒣㄎҹⲴᐲ൪〙ᒿˈ㔤ᣔ㓿
㩕㘵઼⎸䍩㘵Ⲵਸ⌅ᵳ⳺ࠪҶ〟ᶱ䍑⥞Ǆ

ഋǃ⌅䲒
൘ѝഭ㻱ࡔ᮷Җ㖁Ự㍒ 2017 ᒤṸ⭡Ѫ“ㄎҹ㓐㓧”ⲴṸԦˈᡚ㠣 2018 ᒤ 4 ᴸ 25 ᰕⲴнᆼޘ
㔏䇑ᱮ⽪ˈഐ“පᯝ㓐㓧”ӗ⭏Ⲵ≁һ䇹䇬ṸԦޡ䇑 89 Ԧˈഐ“н↓ᖃㄎҹ㓐㓧”ӗ⭏Ⲵ≁һ䇹䇬
ṸԦޡ䇑 1342 ԦǄ
൘පᯝ㓐㓧ṸԦѝˈ᤹➗⌅䲒㓗࡛ࡂ࠶ˈᴰ儈Ӫ≁⌅䲒༴⨶ⲴṸԦᴹ 3 䎧ˈ67 䎧ṸԦ⭡儈
㓗Ӫ≁⌅䲒ᇑ㔃ˈ19 䎧ṸԦ⭡ѝ㓗Ӫ≁⌅䲒༴⨶˗᤹➗ൠฏ࠶ᐳࡂ࠶ˈᧂ൘ࡽйսⲴ࠶࡛Ѫे
Ӝ 69 Ԧˈᒯь 6 Ԧˈк⎧ǃ⾿ᔪ 3 Ԧ˗᤹➗ᇑࡔ〻ᒿࡂ࠶ˈаᇑṸԦ 18 ԦˈҼᇑṸԦ 10 Ԧˈ
ᇑоᇑࡔⴁⶓ 2 ԦˈަԆ〻ᒿ 59 Ԧ˄㇑䗆ǃ⭣䇹ㅹ˅Ǆ
൘н↓ᖃㄎҹ㓐㓧ṸԦѝˈ᤹➗⌅䲒㓗࡛ࡂ࠶ˈᴰ儈Ӫ≁⌅䲒༴⨶ⲴṸԦᴹ 22 䎧ˈ187 䎧
ṸԦ⭡儈㓗Ӫ≁⌅䲒ᇑ㔃ˈ580 䎧ṸԦ⭡ѝ㓗Ӫ≁⌅䲒༴⨶ˈ553 䎧ṸԦ⭡สቲ⌅䲒༴⨶˗᤹➗
ൠฏ࠶ᐳࡂ࠶ˈᧂ൘ࡽӄսⲴ࠶࡛Ѫᒯь 256 ԦˈेӜ 152 Ԧˈк⎧ 140 Ԧˈ⊏㣿ǃኡь 111
Ԧ˗᤹➗ᇑࡔ〻ᒿࡂ࠶ˈаᇑṸԦ 864 ԦˈҼᇑṸԦ 423 Ԧˈᇑоᇑࡔⴁⶓ 48 ԦˈަԆ〻ᒿ
7 ԦǄ
൘ᴰ儈Ӫ≁⌅䲒ਁᐳⲴǉᴰ儈Ӫ≁⌅䲒⸕䇶ӗᵳṸԦᒤᓖᣕ˄2017˅Ǌѝˈᦞ㔏䇑ˈᴰ
儈䲒 2017 ᒤޡᇑ⨶පᯝṸԦ 4 Ԧˈ୶ъ〈ᇶṸԦ 11 ԦˈަԆн↓ᖃㄎҹṸԦ 14 ԦǄ 1н↓ᖃ
ㄎҹṸԦѝץᇣ୶ъ〈ᇶ㓐㓧ǃ㠚֯⭘⸕୶૱⢩ᴹ〠ǃव㻵઼㻵▒㓐㓧ঐ∄䖳བྷǄපᯝ
ṸԦᮠ䟿䖳ቁˈަѝޣᐲ൪ྲօ䇔ᇊǃ㓿㩕㘵ᱟާᴹᐲ൪᭟䝽ൠսᱟ⌅䲒ᇑ⨶Ⲵ䳮⛩Ǆ
“к䇹Ӫᒯь࣐ཊᇍ侞ᯉ伏૱ᴹ䲀ޜਨо㻛к䇹Ӫᒯᐎ५㦟䳶ഒᴹ䲀ޜਨǃᒯᐎ⦻㘱ਹབྷڕ
ᓧӗъᴹ䲀ޜਨ㠚֯⭘⸕୶૱⢩ᴹव㻵㻵▒㓐㓧єṸ”㻛Ѫ 2017 ᒤѝഭ⌅䲒 10 བྷ⸕䇶
ӗᵳṸԦਁᐳǄᴰ儈⌅䲒ᤷࠪ⸕୶૱⢩ᴹव㻵㻵▒ѝⲴ“୶૱”о“व㻵㻵▒”ᓄᖃާᴹ⢩ᇊᤷ

1. ৲㿱ǉᴰ儈Ӫ≁⌅䲒⸕䇶ӗᵳṸԦᒤᓖᣕ˄2017˅Ǌˈ䖭ѝഭ⌅䲒㖁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4/id/3278877.s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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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ޣ㌫ˈ൘⺞ᇊ⢩ᴹव㻵㻵▒Ⲵᵳ⳺ᖂᰦˈᰒ㾱൘䚥ᗚ䈊ᇎؑ⭘ࡉⲴࡽᨀл啃࣡䈊ᇎࣣࣘˈ
ҏᓄᖃሺ䟽⎸䍩㘵สҾव㻵㻵▒ᵜ䓛ާᴹⲴᱮ㪇⢩ᖱ㘼ᇒ㿲ᖒᡀⲴሩ୶૱ᶕⓀᤷੁޣ㌫Ⲵ䇔⸕Ǆ
䲔к䘠ṸԦཆˈेӜ⸕䇶ӗᵳ⌅䲒ᇑ⨶Ⲵ“୶࣑ঠҖ侶ᴹ䲀ޜਨоॾ䈝ᮉᆖࠪ⡸⽮ᴹ䲀䍓ԫޜਨ
ץᇣ୶ḷᵳ৺н↓ᖃㄎҹ㓐㓧Ṹ”ԕ৺⋣ইⴱ儈㓗Ӫ≁⌅䲒ᇑ⨶Ⲵ“咔ᐲ৽ݹᶀᯉᴹ䲀ޜਨо
ᆻ䎵ǃ咔᰾⢩、ᢰᴹ䲀ޜਨǃᵾᔪਁץᇣ୶ъ〈ᇶ㓐㓧Ṹ”਼ṧޕ䘹 2017 ᒤѝഭ⌅䲒 10
བྷ⸕䇶ӗᵳṸԦǄ 1
ᴰ儈䲒ਁᐳⲴ 2017 ᒤѝഭ⌅䲒 50 Ԧިර⸕䇶ӗᵳṸֻѝ⎹৺н↓ᖃㄎҹоපᯝᇩⲴṸ
Ԧ ޡ9 Ԧˈ⏶ⴆ⏥ޡ㹼ѪṸԦ 5 Ԧˈ୶ъ〈ᇶṸԦ 2 Ԧˈ୶ъ䇻⇱ǃ┕⭘ᐲ൪᭟䝽ൠսṸԦ
 1 ԦǄ 2

1. ৲㿱ǉᴰ儈Ӫ≁⌅䲒࣎ޜޣҾঠਁ 2017 ᒤѝഭ⌅䲒 10 བྷ⸕䇶ӗᵳṸԦ઼ 50 Ԧިර⸕䇶ӗᵳṸֻⲴ䙊⸕Ǌˈ䖭ѝ
ॾӪ≁઼ޡഭᴰ儈Ӫ≁⌅䲒㖁ㄉ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91332.htmlǄ
2. ৲㿱ǉᴰ儈Ӫ≁⌅䲒࣎ޜޣҾঠਁ 2017 ᒤѝഭ⌅䲒 10 བྷ⸕䇶ӗᵳṸԦ઼ 50 Ԧިර⸕䇶ӗᵳṸֻⲴ䙊⸕Ǌˈ䖭ѝ
ॾӪ≁઼ޡഭᴰ儈Ӫ≁⌅䲒㖁ㄉ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91332.html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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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한국 지식재산권법 개요와 2017 년 동향

안효질

Ⅰ. 2017 년 입법과 정책 개관
(1)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2017 년의 가장 큰 입법적 변화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시행과 특허심사청구기간의 단축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
었다. 즉, 특허청은 2017 년부터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
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표준특허를 강화하기 위
하여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연구 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를 7%에서 10%로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하여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시키
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특허청 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지식재산학 전공과목을 현행 5 개 과목에서 11 개 과목으로 확대하였다. 위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부 대학교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2017 년의 중요 업무로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특허청은 또한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
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2017.5.1.부터
시행하였다.
특허청은 2015 년부터 매년 기술분야별로 기술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기업, 대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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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술거래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017 년에는
바이오, 소재·에너지, 정보통신 등 8 개 기술분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특허청은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7.9.13.부
터 ‘다년도(2 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운영하였다. 과거에는 1 년짜리 보험 상품만 있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 저작권 분야에서 2017 년의 의미 있는 입법적 변화는 카페나 헬스클럽 등의
영업장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책적 측면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9.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중심으로 ‘민관 협
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
을 시행하였다. 이 협력 체계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침해통
지절차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로부터 불법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이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새로운 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그 소요기
간이 종전의 2 주에서 2 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 년까지
1 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
을 침해한 경우, 1 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
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
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마다 1 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Ⅱ. 각 분야의 입법과 판례 동향
(1) 2017 년 의미 있는 특허법 개정은 없었으나, 2016 년에 개정되고 2017 년에 시
행된 중요한 입법적 변화가 있다.
2017.3.21. 개정되고 2017.9.22. 시행된 특허법은 특허제품에는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출원된 제품에는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특허법 제 223 조), 이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6.2.29. 개정되고 2017.3.1. 시행된 특허법은 여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특허의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과거 한국 특허법에는 하자 있는 특허권을 무효
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무효심판만이 있었다. 특허무효심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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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나, 심사관 1 인당 심사건수가 과다하여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 세계 기술문헌의 급증으로 유사 기술 문헌을 완벽히 검색한 후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
웠다. 이에 개정 특허법은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였
다(특허법 제 132 조의 2 이하).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허권의 등록공고 후 6 개월이 되는 날
까지 특허취소이유를 제공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Ex
Parte 재심사제도나 유럽특허청(EPO)과 일본의 이의신청제도에 유사한 것이다.
또한 특허결정 이후에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
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마련하였다(특허법 제66 조의3). 다만 권리 안정
성을 위해 이는 설정등록 전까지만 가능하다. 미국과 유럽특허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그 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의 제한(등록공
고일로부터 2 년)을 삭제하였고(특허법 제 35 조),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법 제 99 조의 2).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 그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 한국에서 특허심사를 받으려
면 출원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으나, 외국에 비해 심사청구기간이 너무 길
다는 비판이 있어 3 년으로 단축하였다(특허법 제 59 조). 제1 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
장출원의 특허심사시에 심사관이 제 1 국의 심사시 인용된 기술문헌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특허법 제 63 조의 3).
2016.12.2. 개정되고 2017.6.3. 시행된 특허법은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다(특허법 제 58 조). 이는 선행기술 조사 시장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2016 년 당시 3 개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지정을 받아 선행
기술 조사 업무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2018 년 현재 9 개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 분야의 중요 판례로는 직무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종업
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요소가 된다는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 220347 판결)이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이른바 ‘자
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
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 후 366 판결 1)이 있
다. 그밖에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
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

1. 이는 Annual Report 2016, Volume II, 138면의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을 파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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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
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재가 있다고 하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 후 1631 판결),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
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판
결(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 후 2702 판결),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한 판결(대법원㉄2017. 8. 29.㉄선고㉄2014 후 2696 판결), 의약품발명을 실시
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청인
에게 심사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 그 기간 동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허가신청일로부
터 최종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 후 844, 851, 868, 875 판결) 등이 있다.

(2) 상표법 분야의 의미 있는 입법적 변화는 없었고, 다만 거짓표시죄 등의 벌금
액을 상향 조정한 개정이 있었다(상표법 제 232 조~제 234 조).
상표 분야의 중요한 판례로는 본래 식별력이 없는 출원상표가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사용
된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 후 2174 판
결)이 있는데, 이는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불사용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 개월 동안 다른 상품에 대한 신문광고의 여백에 해당 상표
를 광고한 것은 불사용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으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 후 2006 판결), 상표에서 요부(중요부
분)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 후 1690 판결), 상표의 구
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구성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 후932 판결 1)
등이 있다.
하급심 판례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는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이 우리나라 초·중·고
등학교의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특허

1.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4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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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 5. 12. 선고 2016 허 8841 판결), 자동차, 건설업, 보험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
등록된 상표인 ‘현대’를 장의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 양 상표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본 판결(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 허 3171 판결), 신문발행업을 지정상품
으로 하여 ‘THE KOREA TIMES’가 상표등록되었는데, 제 3 자가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는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 나 1407 판결) 등이 있다.

(3) 저작권법 분야에서 큰 입법적 변화는 없다. 다만, 저작권법시행령이
2017.8.22. 개정되어 2018.8.23.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에
의해 공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제부터는 카페,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
타 주점, 헬스클럽 등(영업장 면적 50 ㎡ 미만은 제외)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16.3.22. 개정된 저작권법 제 106 조는 공연사용료의 통합징수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년 3 월말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징수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위 제도는 실제로 2017.4.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digital audio transmission service)를 이용하는 사업장(예
컨대 호텔, 백화점)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총 13 개 업체)가 공연료를 징수하고, 매
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예컨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
권협회가 공연료를 징수한다.
저작권 분야의 의미 있는 판례로는 우선 텔레비전 방송 포맷의 창작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
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49180 판결)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개별 요소들은 그 자체로
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그 요소들의 선택이나 배열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
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판결로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링크를 설정한 행위
는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나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대한 방조에는 해
당한다고 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 나 2087313 판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링크 설정자는 불법 방송 프로그램을 그 제목과 방송일자 별로 배열하고 이용자들이 원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직접침해뿐만 아니
라 방조책임까지도 부정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 도 13748 판결 1에 배치되는 취지이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 다 222757 판
결), 방조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판결로 대법원의 태

1. Annual Report 2015, 332면의 판결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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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변경되었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각국의 판례가 적어도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링크설
정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는 있으나, 링크설정행위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내 학설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저작권법상 부정발행죄는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그러한 공표에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 도 16031 판결),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
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결정(대법원 2017. 8. 31. 자 2014 마 503 결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저장되는 것은 ‘일
시적 복제’로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다 1017, 1024,
1031, 1048 판결) 등이 있다. 하급심 판례로 의미 있는 것은 모바일 게임(match-3-game)의 게
임규칙은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모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 나 2063761 판결)이 있다.

(4) 2017 년에 영업비밀보호법 분야의 입법적 변화는 없었다.
영업비밀보호 분야의 중요 판례로는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
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결
정(대법원 2017. 4. 13. 자 2016 마 1630 결정),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판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 다 27425 판결)이 있다. 하급심 판례로는 영업
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
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 노 3163 판결)이
있다.
영업비밀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판례로는 회사직원이 영
업비밀이 아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 도 3808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개발한 컴
퓨터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은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므로 비밀유지의무
있는 종업원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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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7. 8. 18. 선고 2015 도 1877 판결) 등이 있다.

(5) 2017 년에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큰 입법적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17.1.17.
개정되고 2017.7.1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
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상품모방행위도 추가하였고 (부정경쟁
방지법 제 7 조, 제 8 조), 상품모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 18 조 제 3 항 제 1 호).
부정경쟁행위 분야의 중요한 판례로는 3 개의 지상파 방송사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개표방
송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당선자 예측조사를 한 결과를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성과도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대법
원 2017. 6. 15. 선고 2017 다 200139 판결)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명품인 에르메스 핸드백과
유사한 제품에 ‘눈’을 모티브로 한 도안을 핸드백 전면부에 부착한 일명 ‘눈알가방’은 에르메스
핸드백과 그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성이 있고, 가격과 고객층이 달라서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 나 2035091 판결)도 있다. 이 판결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
지 못하는 대상을 모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모방이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
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행위로서 금지된다고 하고,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예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1
그 외에 경찰청에 납품한 휴대용 쌍구형 소화기의 형태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 이미 오래 전에 실용신안등록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판매하여 왔으므로 ‘동종의 상
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 다 216758 판결)과 욕실용 미끄럼방지매트에 환경호르몬 소재를 사용하였음에
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고
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 나 2081469 판결) 등이 있다.

1.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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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한국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동향

이황

Ⅰ. 개관
2017 년 5 월 9 일 실시된 제 19 대 대통령선거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른바 ‘촛불혁명’의
결과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보수주의로부터 진보주의로 향하는 급격한 정치이념의
교체는 양극화 속에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정체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한국의 경
제 및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이른바 ‘경
제민주화’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세 바퀴 성장론’을 채택하였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3 대 정책으로 구성된다. 공정거래정책
은 이 중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전담할 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주요 정책도구로 인식
되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로 큰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공정거래정책이 과거와 크게 달
라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주역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과거
에 비해 훨씬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내용과 방향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 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이전 정부가 펼쳤던 2016 년 공정거래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사회와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적법절차와 통합적 갈등해소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하는 사회 상황에서 공정거래정책마저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 증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력 집중 억제 등 대부분 정책목적 달성에 지속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크게
반성할 일로 받아들여진다. 1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던 종래 공정거래정책이 과거 1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경쟁 창달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는데 미치지 못한 채, 대기업에 의존하는 성장우선 경제정책 속에서 경제적 약자를 달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RLC 책임운영위원;고려대학교 ICR센터 소장
1.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2016 Vol. II,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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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임무에 그쳤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1
그러면서 새 정부의 2017 년 공정거래정책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2016 년은 그러한 공정거래정책의 혼란기에 소위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교체를 계기로 새
로운 방향의 모색을 앞둔 시기였다. 새로운 공정거래정책의 큰 방향을 2008 년 이전과 같이 시
장경쟁 활성화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책의 반성 차원에서 경
제적 약자 보호에 치중할 것인지는 2017 년 공정거래정책에 주어진 선택이며 과제이다. 어떠한
경우이건 전통적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에 못지 않은 가치로 공정성이 부각될 것
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면 개별적 거래관계
에서 공정성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려 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인구감소와 기존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문제로 요약된다. 어려운 세계 경제여건과 국내 상황 속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정
책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복잡하고 광범위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서 효율성
과 공정성의 조화라는 현 시대의 목적을 달성해갈 것인지, 공정거래정책의 본령과 관련하여 깊
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2
2017 년 이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경쟁 활성화 내지 경제적 효율성 달성과 거래의
공정성 중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다소 강
조하는 감은 있었지만 크게 치우치는 인상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보고서
는 현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17 년 이후 공정거래정책의 과제가 “효율성과 공정
성”을 균형있게 추구해나가는 일임을 제시하였고, 그러면서도 개별적 거래관계에서 공정성 문
제를 일일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일응 상충할 수 있는 가치일 뿐 아니라, 특히 공정성 문제는
판단기준의 어려움과 함께 하나의 작은 정부기관이 개별거래의 공정성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및 시장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2018 년은 새 정부 집권 후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전환을 꾀한지
1 년이 된 시기이므로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성과를 일차적으로 되돌아보기에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3 종합적으로 보면 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후생이라는 전통적 경쟁정책의 가치

1. 전게서, 125면.
2. 전게서.
3. 고려대 ICR센터는 2018년 6월 이틀에 걸쳐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정책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통적 경쟁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세미나의 내용과
자료집은 ICR센터 홈페이지(www.icr.re.kr)에서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goo.gl/cvQZ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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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거래의 공정성 목표를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다는 평가에 대다수 전문가와 시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카르텔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 경쟁법 집
행이 전적으로 소외된 것은 아니었고 이후의 각 챕터에서 보듯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대세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 내지 자영업자 보호에 치중
하는 것이었고, 그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미하
였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인력
과 예산 등 집행자원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했으며, 1 그 결과 공정거래정책이 이전에 비해
외형적으로 팽창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효율성과 공정성을 조화롭게 이룬다는 관
점에서 보면 일응 거래의 공정성 방향으로 치우친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극화 심화와 경젱성장 정체라는 한국 경제의 큰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에만 관
심을 두었다는 아쉬움과 함께, 이마저도 얼마나 큰 성과를 거양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조망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년 중점
을 두었던 대기업집단 규제와 갑을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Ⅱ. 공정거래법 개요
가. 서론
한국 공정거래법은 1980 년 말 제정되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혼란기에 재벌의 횡포를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
서를 확립해달라는 국내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입되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1890 년 소수 독
점기업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을 주된 배경
으로 독점금지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미국의 경우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는 헌법 제 119 조 제 2 항의 이른바 경제민주화조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4 개 특별법인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
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2 공정거래법의 규제내용은 크게 3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전통적인 경쟁

1.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년 9월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고 60명의 정원이 증원
된 것이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새로운 국이 신설되고 여기에 60명 공무원이 새로이 증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외에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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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역으로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로, 당사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가 있다. 하도급법 등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4 개의 특별법들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중 특히 당사자 간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산업별 또는 행위유형 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원래는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형태로 제정되었던 것을, 관심과 중요성
이 커짐에 따라 특별법으로 발전시켰다. 즉 이들은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셋
째, 1960 년대 이래 정부주도의 수출주도형 불균형 경제개발과정에서 초래되었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 있다. 이 부분 규제는 2000 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약화되어 신규순환출자 금지, 부당지원행위와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제외하면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에 이르렀다.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정치적 지형도 크게
바뀐 2017 년 들어 관련 정책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수일가 사
익편취에 관한 법 집행과 순환출자 해소노력의 촉구를 제외하면 가시적인 강화조치는 2017 년
에 보이지 않았고, 2018 년의 과제로 미루어졌다.

나. 분야 별 간략한 소개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이 규정은 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그 힘을 남용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된다. 과거에는 규제대상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외에
불공정한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 학계와 실무계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
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7 년 포스코 판결을 통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를 규제
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효과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효과주의 기준을 천명함으로써 적어도 실
무상으로는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행위와
착취적 행위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취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제
의 폭이 매우 좁은데다 대법원도 까다로운 위법성 판단기준과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
어, 규제실적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배제남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포스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경쟁제한적 의도 내지 목적과 경쟁제한적 효과의 입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구체적인 경제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등 구성요건의 입증
이 까다롭기 때문에 과중한 사건처리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정된 자원을 이
분야에 투입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최근 규제사례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
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 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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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한국시장에서 큰 의미
가 있으며 특히 21 세기에 들어서 활발하게 집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결합 뿐 아니라, 한국에 영
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근래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구조적 조치보다는 사후감시가 어려운 행태적 조치를
많이 적용해온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 년대 들어 카르텔을 시장경제 제 1 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을
강화하면서 규제실적과 성과가 두드러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연간 1 조원 안팎의 과
징금 중 70% 안팎이 카르텔에 대한 것이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와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도 활발하다. 행정기관으로서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훌륭한 카르텔 규제성과를 보여온 데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제도가 크게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검찰이 담합 규제에 관하여 전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형사처벌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에서 독점력과 경쟁제한효과에 관심을 두는 위의 3 가지 금지유형과 달리 행위의 불공
정성에 초점을 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처리하는 5~8 백여 공
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현
상과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의 횡포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온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것으
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통적인 경쟁법 영역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장하는 신
고사건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 간 단순한 경제적 분쟁의 성격이 짙을 경우 조정 등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다만 2017 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과 더불
어 특히 하도급거래관계에 관한 하도급법과 유통산업에서의 수직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
바 유통 3 법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9 가지 행위유형과 29 개 세부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규제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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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위유형은 대체로 일반 사업자 단독의 수직적 거래제한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
단히 광범위하다. 단독의 위반행위 뿐 아니라 집단 거래거절 등 복수사업자의 행위도 포함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소비자보호의 성격을 갖는 유형과 부당지원행위와 같이 경제력집중 억
제시책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도 있다. 행위유형 뿐 아니라 행위효과 면에서도, 경쟁제한적 효
과를 야기하는 행위는 물론 경쟁제한의 초기 단계에 있는 행위나 거래의 수단이나 내용이 공정
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는 위법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경쟁제한효과
등 까다로운 입증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비교
적 위법성 입증이 쉬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는 경향을 법 제정 시부터 보여 왔다. 이런 현
상은 2000년대부터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위법오
판(false positive)의 소지가 커서 경쟁당국의 법 집행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제공
한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5)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위에서 설명한 4 가지 규제유형이 이른바 공정거래법의 4 대 지주라 일컬어지는데, 한국 공
정거래법은 그에 더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라는 특유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크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자산총액 10 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자산총액 5 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
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업집단현황 및 각종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지주회사제도, 그리고 부
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제도를 제외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규제라는 점에
서 다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구별된다. 이 중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은 이미 규제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현 정부 들어서 대기업집단 규제 및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제도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늘어
나고 있으며, 각종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각종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 중 현재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와 더불어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금지제도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3 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현 정부는 기
존의 순환출자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는 1996
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터널링(tunneling) 행위를 규제하여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들이 적은 주식으로 과도하고 부당하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제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둬왔다. 원래 이사의 성실의무(duty of care) 내지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행위는 회사법과 세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소액주주의 권리보장이 미흡한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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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이 그 역할을 상당부분 맡아왔다. 다만 종래 판례가 매우
까다로운 위법성 입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일감몰아주기 등에 의한 재벌의 부당상
속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2013 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제도가 신설되었고 2016 년에 현대와 대항항공 계열회사들
에 대한 두 개의 규제사례가 처음 생겼다.

(6) 경쟁주창 기능
한국 공정거래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경쟁주창 기능이
활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쟁촉진시책과 경쟁제
한적 규제 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제·개정
할 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법령 협의과정에서 의견제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의 시각을 반영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2017 년 이전 10 년 가까운 기간 동
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 내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경쟁주창 기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사적집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제
외한 대부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집행
에 의존해왔다. 21 세기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적발 및 제재수준이 높아지고 피해자들
의 권리의식도 커지면서 담합 참여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점증해왔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위법증거 수집과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도
가 도입되지 않은 등 절차적 어려움도 있어 아직 사적소송이 활발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방위사업청이 2013 년 5 개
정유사로부터 1,355 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데 성공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담합을
적발한 이후 국가기관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착되었다. 이
러한 경향은 민간기업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 년 8 개 제분업
체의 밀가루 가격담합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한 제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기하여 2012 년 약 12 억원을 배상받도록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널리 알려졌다. 위 2 개
사건에 자극받아 근래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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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시정조치에 이은 후속소송(follow-on action) 성격의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은 공
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의 공적집행과 더불어 카르텔 발생을 억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정부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손해액 산정인데, 최근 한국 법
원은 전후비교법(before and after comparison method)을 기본적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Ⅲ.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1
현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에 큰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의 하나는, 2016 년말 이른바 ‘촛불혁
명’을 야기한 원인의 하나로 이 문제가 지목된 것이었다. 소수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이 정치권력과 부당하게 결탁하여 민주적 정치체제를 해치게 되었다는 해묵은 각성이 다
시 제기되었다. 동시에 극소수 총수일가가 왜곡된 방법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도 함께 문제되어, 일반집중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문제도 본격적인 공정거래정책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17
년에는 급격하고도 강력한 대기업집단 개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른바 ‘불가역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당분간은 대기업집단에 자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방법이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 등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변화나 법 집행노력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자율적 해결의 대상으로 강조된 것의 하나가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을 지
배하고 부당한 경영권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지목되었던 순환출자 구조였다. 실제 다
수의 대기업집단들이 꾸준하게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하여 복잡학 얽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
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7 년말에는 총 31 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7 개 기업집단
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집단은 순환출자가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대부분 지주
회사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지주회사 체제로 공인해준 것이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불투명하고 왜곡되었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관련하여 2017 년 가장 강조된 것은 역시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
취 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이었다. 공정거래법은 1996 년말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으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도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7 년말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
로 지목되었던 다수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

1.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관하여는 이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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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4 년 선고한 소위 삼성 SDS 사건으로 제도에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삼성의 일부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이 삼성 SDS 의 신주인수구권부사채(BW)를 저가
로 매입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
회가 1999 년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8 억원을 부과하였던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6 년 대기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사업자 배제 등 시장경쟁에 대
한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세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후 소위 ‘일감 몰아주기’ 방법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되
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의한 터널링 행위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
었다.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외에, 기존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속적으로 까다로운 위
법성 입증을 요구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1
지난 2012 년말 대통령선거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2013 년 공정거래법이 개
정되었다. 이 때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금지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자산총액 5 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가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갖는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
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2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와 달리 규제대상이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경쟁제한효과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 구별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설 규
정이 시행된 2015 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016 년 7 월 현대와 대한항공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이 중 현대로지스틱스 등 현대 계열회사 사건 3 은 현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
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에게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항공 사건은 취소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7 년 9 월
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4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한항공 사건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한 하나의 시금석
으로 간주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Ⅳ. 갑을관계 해소 노력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법원에서 다수 취소된 사례 등에 관하여는 이 보고서의 2016년 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2013년 신설 당시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대상이었으나,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본문과 같
이 규제대상이 확대되었다.
3.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7. 의결 제2016-189호(2014서감1689).
4.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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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 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17 년 소위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하도급거래와 유통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자
영업자를 보호하는 법 집행에 집중하였다. 이는 양극화 시대에 경제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경
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악행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적 성장역량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는 마치
이들이 공정거래정책의 중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다.
대중의 요구에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직적 거래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의
외형적 불공정성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소비자 후생 내
지 경제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2017 년
에는 경쟁법의 3 대 지주라 일컬어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그리
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치유하고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래적 기능 외에, 상대적 균형을 잃을 정도로 많은 법 집행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내지
그 하위에 있는 4 개 특별법에 투입되어 온 감이 있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가 양극화와 함
께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대등한 수
준에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 집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규정을 중심으로 하
는 경제적 양자 보호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역량을 가진 정부가 경제주체 간 개별적 거
래관계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배려
가 오히려 “오천만 국민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수는 없다는”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드러나는 결과는 피할 수 없다. 개별적인 거래 불공정성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본질적 해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압력과 경제주체들 간 자율적인
법적 분쟁해결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은 법원이 민사소송 원고에 대하여 매우 까
다로운 위법성과 손해액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도와 미국식 디스커버리와 같이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거의 도입되지 않았거나 일부
도입된 경우라도 과도한 제약으로 인해 사문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적 흠결 속에서 불
법적 ‘갑질’의 피해 당사자가 법적 구제를 호소하더라도 오히려 보복조치라는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결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본질적 해결노
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셋째, 수직계열화된 대기업들의 하류기업 착취에 의한 수익 확보가 우월한 경영전략이 되
는 현실에서, 독과점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단순히 갑을관계를 행태적으로 개선하
고자 하는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집중, 소유집중, 산업집중 등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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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 그런데 갑을관계가 문제되는 현상의 본질적 요인의 하나가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한 수직
계열화를 기조로 성장해온 한국 산업에서 시장 독과점을 비롯한 각종 집중이 심화된데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방법
에 의해서라도 시장에서 최소한의 진입 및 퇴출이 이루어지곤 하였으나,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한 다수 시장의 지배가 심화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조선산업을 비롯한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정치세력이 정권획득을
위한 표 확보노력에 매달린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적 시장을 형성하기 보다는 항상 건설
등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집중한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 또한 개발연대 요소투입형 성장이 명백
한 한계를 맞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한계기업 정리가 인위적으로 지연되는데다 기존 대기업들의
혁신성장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패와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조금이라도 수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 및 창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독
과점과 수직계열화가 지배적인 산업구조에서 이러한 경영전략이 하류기업을 착취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갑을관계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양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으로 계층화되고 있다. 동시에 거래단계가 낮아질수록 관련 기
업과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사정에
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보다 열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하류기업을 대상으로 가능한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착취를 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 많은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기관의 자원 및 역량 한계 등으로 불법적 착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시정노력도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상류기업들은 하류기업에 과도한 비
용절감을 불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수익이 적발 시 감수해야 하는 제재 등 기대
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류기업에 대한 경제적 착취행위에 대
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상존하는 환경에서, 단순히 외형적인 갑질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
이 분명한 한계를 가짐은 알기 어렵지 않다.
‘세 바퀴 성장론’ 중 혁신성장에 관하여 공정거래정책이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위
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면서도 이들은 자체적 혁신역량 제고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런데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시장 개척 내지 시장진입 시도가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

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2017년 시장구조조사 용역보고서, 이재형 외, 2017, 한국개발연구원. Text
available at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130000201700016&cond_organ_id=1130000&leftMenuLevel=120&cond_research_name=%EC%8B%9C%EC%9E%A5%EA%B5%
AC%EC%A1%B0%EC%A1%B0%EC%82%AC&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
_order=3; 위평량,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경제개혁리포트 2018-02), 2018. 2. 19, 경제개혁연구
소. Text available at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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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대기업들은 이들의 시장안착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 내지
모방하여 혁신역량마저 가져가는 경우가 늘어났다. 최근 유행하는 사내벤처 역시 유사한 문제
를 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과 기존 대기업들 간의 적절한 기능적 역할분담
등에 관한 정부의 창의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노력까지 성공하지 못하
면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혁신성장’(growth by innovation)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감을 줄 수 있다.

Ⅴ. 결론
2017 년은 공정거래정책이 어느 때보다 커다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은 시기였다. 양극
화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공정경제 목표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대를 떠안았다.
그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노
력을 2017 년 ‘부드러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임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하여, 이른바 촛불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
인 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단체 등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법치
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통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성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인 것도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년에는 대기업집단의 자율적 개선을 넘어 얼마나 실
효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편 갑을관계 해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이 일
반적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열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방
식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소위 ‘갑질’을 하게 되는 구조적·본질적 유인이 상
존하는 상황에서 외형적 문제에 집착하여 행태적 규제만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수면 아래로 잠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갑을관계의 문제가 본질
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배경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과 경쟁촉진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집행노력 등을 통해 경제적 유인구조를 개선하
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업들 역시 비용절감이라는 낡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혁신성장의 필요성에 눈을 뜨고 그 동반자로서 중소기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과제가 정부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민간에서
의 경쟁압력이 더해지고 사법적으로도 권리구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작업이 공정거래위원회 내지 공정거래정책 만의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게 된다. 관련 정부기관들의 유기적 협조는 물론,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구조를 완비하는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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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반성과 비판이 일반화된 가운데 수직계열화된 대
기업에 종속된 하류기업들로 구성된 이른바 ‘대기업 동물원’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고 확장하는
현상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경제적인 위험관리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
은 사회적 후생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잠재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보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갑을관계 시정노력이 소비자 이익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2018 년에는
공정거래정책이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고 경제적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쟁촉진시책과 법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본령을 기억하고 이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본래적 과제를 다 하는 것이, 결국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갑을관계 시정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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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한국공정거래법과 경제분석의 개요와 동향

김종민 / 이인호

Ⅰ. 개관
기업의 행위들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 경쟁
법의 집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없을 정
도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 분석 방법의 발전에 있어서 선구적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
는 미국과 유럽이 그간 다른 나라에 비해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을 주도해오고 있다는 점은
수긍할 만 하다. 미국의 경쟁법 집행이 경제적 효율성 내지는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이른 바
효과주의적 관점을 중시한다면 이에 반해 유럽의 경쟁법은 과정으로서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경
제적 효율성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이를 보여오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EU 가 추구해오
고 있는 경쟁법 집행의 현대화 조치와 함께 완화되어 최근 들어 유럽의 경우도 미국식의 효과
주의적 접근 방식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
드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식의 경쟁법 집행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국
내 기업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
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교류 1를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2017 년 개최된 ‘2017 한-EU 경쟁정책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
와 ‘한-EU 경쟁당국 간 경제분석 교류회’는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와 EU 의
경쟁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Competition) 소속 경제분석팀(Chief Competition Economist
Team, CET), EU 경제분석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쟁 정책 관련 경제분석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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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2017 한-EU 경쟁정책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는 2016 년에 이
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서, 2017 년 세미나는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특히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을 주요 논의 분야로 선정하여 토의 되었다는데 의
의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
에서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받은 퀄
컴 사건에 대해 양측의 경제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분석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동세미나
와는 별도로 진행된 ‘한-EU 경쟁당국 간 경제분석 교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과
EU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경쟁당국이 수행한 경제분석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으로 2015 브
뤼셀에서 첫 번째 개최된 후 세 번째 모임으로 양 경쟁 당국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Ⅱ. 입법 및 정책동향
2017 년 4 월 한국의 경쟁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여 경쟁사건 심사
에 있어서 체계적인 경제분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공
개하는 목적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제분석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시장획정·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와 관련
된 주요 경제분석 이론 및 기법, 주요 법규내용 및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크게 시장획정,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판단, 시지남용 경쟁제한성 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중에서 첫번째 시장획정 관련
부분에서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하, 시지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처리
시 기초가 되는 시장획정과 관련된 경제이론 및 분석기법들을 주요 법규, 사례와 연관지어 소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부상품 시장(After market) 등 특수한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이론 및 방법론을 소개하
였다.
두번째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관련부분에서는 기업결합(M&A) 유형별 (수평·수직·
혼합 결합)로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한 경제이론 및 분석기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하
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단독가격 인상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P(Upward Pricing Pressure) 등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활용된 바 있는 분석기법을 소개하
는 한편, vGUPPI(vertical 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분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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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중에서 「UPP」란 수평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후 단독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으로
‘SKT-CJ 헬로비젼 기업결합 사건(2016 년)’, ‘안경렌즈 제조사(에실로-대명광학) 간 기업결합 사
건(2014 년)’ 등에서 적용된 바 있다. 또한 「vGUPPI」란 수직결합 기업이 경쟁사업자에게 투입
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투입물 가격 인상을 통하여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
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으로 Moresi & Salop(2013 년)가 제안한 새로운 방법론인데 학술
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시지남용 경쟁제한성 판단 관련 부분에서는 약탈가격 책정행위, 끼워팔기, 충성
할인, 배타조건부거래 등 시지남용행위 유형의 경쟁제한성 판단시 활용되었던 주요 경제분석
이론과 분석기법들을 관련 법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심도있는 경제분석을 통한 사건처리의 질을 제고
시켜 일관성 있는 법집행 및 승소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며. 공정위 사건 처리를 투명하게 만들
어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경제분석비용을 절감시키며 왜곡된 경제분석을 사전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경제분석 전문
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건처리 전문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피심인의 소송 제기 비율을 낮추고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적용사례들을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순응비용을 최
소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경제분석 증거 제출시 요구되는 설문조사, 수집자료, 분석방
법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왜곡된 경제분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Ⅲ. 주요 사건
1.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경제분석 증가추세
2017 년의 경우 경제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사건들 중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각종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가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
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손해액 추정
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납득할 수 있는 추정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소송의 지연으
로 인한 실질적 구제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불신 및 불확실성을 높여
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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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의 정립은 담합의 사적 제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합리적인 추정에 있어서 경제학의 방법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세계 각국의 사적 소
송에서 경제학적 방법론 특히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자
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 받는 5 개 정유사
군납유류 입찰담합사건에서 보듯이 경제 분석의 도입으로 인해 반드시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 사건은 소송의 제기와
종결까지 무려 12 여년이 걸린 소송으로서 그 주된 원인이 손해액의 산정 방식에 관한 이견이었
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소송에서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가상의 비담합
가격’의 추정을 표준시장비교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혹은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이중차분법이라
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그 결과 1 심은 이중차분
법을 그리고 항소심은 표준시장비교방법을 채택하는 차이를 보였으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1
심법원의 판단을 채택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대다수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건설공사입찰 담합 관련 소송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다. 종래 법원은 건설공사 입찰담
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낙찰자 결정 방식 등 건설공사 입찰 고유의 특성-특히 대안/턴키방
식-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낙찰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의 낙찰률을 표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왔으나, 입찰방식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다른 낙찰 방식
의 낙찰률을 가상의 비담합가격의 표준으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지하철 7 호선 손해배상 소송

1

감정 이후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정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합 이외에 낙찰가격(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공사의 특성들, 예를 들면 입찰방식, 입찰자 수, 공사비용, 설계점수와 투찰
률 간의 상관관계, 시공사의 수주실적 확보 등의 필요에 따른 개별 시공사의 투찰 전략, 시공사
의 수행능력, 발주자의공사비용 산정의 차이 등 낙찰가격(낙찰률)에 미친 영향 등을 반영하여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액만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기존의 비교
시장법, 전후비교법 등과 결합한 이중차분법적 모델에 계량경제학적 회귀분석이 가미된 방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계량경제학의 분석 방법이 입찰 담합에 관한 경제이론과 결합되어 사용되
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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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
래위원회 사건번호 2015 시감 211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년 1 월 20 일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심사해온 퀄컴사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발표한 의결서는 퀄컴사가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하는 방식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깨 공정위는 퀄컴사에 약 1 조 3 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퀄컴사는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2 월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고 취소소송은 앞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2018 년 초 퀄컴은 그동안 공정위의 컬컴 심사 시 공정위에 협조
하였던 삼성과 특허 재계약을 맺었는데 이에 의하면 삼성은 앞으로의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
기로 하여 이러한 변화가 취소소송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궁금한 상황이다.
퀄컴사 사건은 특허 제도와 경쟁 규제가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시장 경쟁에서
기술 특허의 역할이 커감에 따라 그 의미가 보다 중요해 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 간주된다. 본
사건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표준필수특허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특허권 소진
이론 (patent exhaustion), 프랜드 (FRAND) 확약, 크로스 그랜트 (cross grant) 등 특허 규제 관
련 개념들과 시장배제 행위에 대한 경쟁 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사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시장배제적 행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장배제적 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소위 포스코 판결
에서 요구하는 경쟁자 배제의 의도와 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주요 행위는 특허제도
상 FRAND 확약의 효과에 대한 다툼의 관점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데 우선 퀄컴의 관행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FRAND 확약 위반이라
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에 더하여 FRAND 확약 위반이 경쟁배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에 있어서는 특허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려와 지적 재산권의
배분이 시장거래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시장경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에 의존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만들어
내는 제도인데 특허제도는 정부가 일부 시장참여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니 시장경
제 체계의 경쟁촉진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허제도는 기술 특허와 같은 정보
재의 경우 경쟁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려에서 출발된 제도이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도 FRAND 확약이 특허권
자가 특허를 기술개발 및 배포의 한계비용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허제도의 원래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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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특허비가 FRAND 확약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가 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어느 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
다.
FRAND 확약이 경쟁사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확실치 않아 보인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를 부여하는 시점에 표준설정 기관 (SSO: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과 참여 회사들 간의 사적 계약에서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것이 경쟁법 적용의
대상인지는 확실치 않다. FRAND 확약이 자동적으로 경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FRAND 확
약 위반 건에 있어서도 문제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쟁효과 분
석을 행해야 한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에 대한 흥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Coase 정리가 표준적으로 적용되지 못
하고 정책당국이 지적재산권의 배분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최종적인 시장내 거래의 효율
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책당국은 현재의 특허관행 뿐 아니라 만일 현재 관행을
규제한다면 그 후에 생겨날 특허관행 하에서의 거래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퀄컴 사건은 현재 상급법원에서 다루어 질 예정이어서 여기서 그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리
는 것은 어렵다. 다만 위의 두가지 점을 심사과정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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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특허법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전하윤

I. 개관
2017 년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절차가 시행되었다. 먼저,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새로이 시행
되어 특허등록 후 6 개월 이내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간소한 절차를 통해 특허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부실한 특허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
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무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등록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무권리
자에 의한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된 후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한
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적용범위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사안에서, 특허가 무효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부실 특허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 신설
(1)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
한국 특허법상 특허무효심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
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이에는 당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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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이해관
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1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 침해 가능성을 특허
권자에게 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실제 특허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도 적
극적인 무효심판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 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자계 심판으로서, 절차 대응
이나 비용 면에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2017. 3. 1. 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한 공중심사를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결정계 절차인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
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허취소사유에 근거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 132 조의 2 부터 제 132 조의 15 까지 신설).
다만, 특허취소신청절차는 무효심판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취소사유는 신규성 흠결, 진보성 흠결 및 선
원주의 위반으로 제한되고, 선행기술로서 공지의 제품을 제출할 수 없다 (특허법 제 132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또한,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인용하여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만을 근거
로 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특허법 제 132 조의 2 제 2 항)도 무효심판과 다르다.

무

효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효가 인정되므로, 동일한 증거로 다시 무효심판
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특허법 제 163 조), 취소신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
용되지 않는다.
절차면에서, 취소신청은 3 명 또는 5 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지만, 주로
구술심리로 진행되는 무효심판과 달리, 취소신청사건은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복수의 취소 신청
이 있는 경우 일괄 병합하여 진행되는 등 신속한 절차 진행과 청구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
가 다수 마련되어 있다. 취소신청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결정에 불복
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취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 132 조의 13 제 5 항). 이 경우 취소신청을 한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무효심판을 청
구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개
정되었다.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2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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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2017. 3. 1.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면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이후라도 그 특허권이 설
정등록 되기 전에는,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제 66 조의 3 신설). 한국 특허법에 따르면, 심사관의 특허
결정이 내려진 후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
다. 개정법은 특허권의 효력 발생 전에는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특허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법 하에서 특허출원인은 신속히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직권에 의
한 특허결정 취소 가능성을 낮추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에 대한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
(1) 정당권리자 출원 기한 제한 완화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이 한 출원은 거절의 대상이며, 등록된
후에도 무효의 대상이 된다. 정당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정당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출원이 거절된 날로부터 30 일 내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무효로 된 날로부터
30 일 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 34 조, 제 35 조).
이에 더하여, 종전 법에서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 년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 무권리자 출
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등록공고 후 2 년이 지난 후 무효심결이 확
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무효심판은 특허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효심판이 등록공고 후 2 년 이내에 제기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정당권리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7. 3. 1.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위 2 년의 기한을 삭제하고,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내에만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특허법 제 35 조 단서).

(2) 특허 이전 청구 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특허법 하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는
무권리자의 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화하고, 정당권리자가 다시 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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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당권리자는 특허 무효 절차 및 새로운 출원 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무권리자의 특허를 정당권리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정당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14 년 대법원은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
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
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라고 판시하여 정당권리자의 권리
이전 청구를 허용하지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이전 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권리자가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법 제 99 조의
2).

따라서 정당권리자는 특허를 무효시키고 새로운 출원을 하지 않고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법에 따라 특허권 등이 이전 등록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 지
급 청구권 2은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된다.

3. 심사청구기간 단축
한국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한다. 단,
종전법은 특허출원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심사청
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심사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권리확정이 지연되어 출원인 뿐만 아니라 제 3 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
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미국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
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3 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종전법
의 5 년의 기간은 주요국 중 가장 길었다.
이에 개정법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 년 이
내로 단축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 59 조 제 2 항).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2. 한국에서는 출원이 공개된 후 제3자가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제3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특허등록 후
경고한 날(또는 제3자가 그가 실시하는 발명이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안 날)부터 특허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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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5 년까지 심사의 유예가 가능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심사를 늦출 필요가 있다면 심사유예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4. 특허법원의 영어 모의재판
특허법원은 6 월 28 일 국내에서 처음 영어로 변론하는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영어로 변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법원은
국어로 재판을 진행한 이후 같은 내용으로 영어 모의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영어 모의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은 다국적 기업인 원고 3M 이 '프라이버시 보호필름' 또는 '
보안필름'이라고 불리는 “광 제어 광학필름”에 관한 특허 출원 등록이 거절되자 피고 특허청장
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원고 3M 과 피고 특허청은 ‘사건관리 화상회의’
를 통해 소송절차에 관해 협의하면서 영어로 변론을 진행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여 국내 첫 영어 재판이 예행연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변론에서는 원고, 피고가 모든 변론을 영어로 진행했고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
였지만, 공식적으로 재판부는 국어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어로 의견을 전했다. 판결문은 국어로 작성될 예정이며, 영어 번역문이 함께 제
공되었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특허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 비율이 40%를
넘었다. 이에 세계 특허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 하에, 특허법원은 영어로 특허 분쟁을 다루
는 ‘국제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
회에 계류 중이다. 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양 당사자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에서 모든
서면과 증거자료를 번역문 없이 영어로 제출할 수 있고, 모든 변론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면, 다국적 기업은 본사의 기술개발 전문가가 한국까지 오지 않
고 외국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영어로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안이 통
과되더라도, 재판부는 국어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국어 판결문을 제공하되, 영어 번역문을 별
도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I. 주요 사건
1. 특허존속기간 연장 산정의 적법성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 후 844 판
결)
(1) 사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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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
약품 발명에 대해서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 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
간을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 89 조 제 1 항). 그러나 특허권자 등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있
는 사유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특허법 제 89 조 제 2 항).
이 제도는 통상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
질적인 특허존속기간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약 분야에서는 신약(소위, “오리지널”)이
출시된 후 신약과 같은 활성성분을 이용한 제품(소위, “제네릭”)이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들은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품의 개발 및 품목허가 절차를
마친 후,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존속기간이 연장되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어 사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 본 사건은 한국의 제네릭 업체들이 오리지널 제약사를 상대로 존속기간연장
의 무효를 주장하는 존속기간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2) 사안의 쟁점
피고 아스텔레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는 2010. 6. 23. “아세트산 아닐리드 유도체를 유
효성분으로 하는 과활동방광 치료제”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등록하고, 한국아스텔라
스제약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라 한다)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2014. 1. 24. 위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2013. 1.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타미가서방정 50mg(원료의약품: 미라베그론)에 대하여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시험방법 심사와 함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평가 신청, 원료의약품 정보(“DMF”) 심사 신청을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에 2013. 3. 20.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시
험방법 심사 및 DMF 심사에 관하여, 2013. 7. 25.에는 GMP 평가에 관하여 각 보완자료를 요
청하였고,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2013. 5. 29.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시험방법 심사 및 DMF
심사에 관하여, 2013. 12. 12. GMP 평가에 관하여 각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보완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3. 12. 31.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 1 항 내지 제 10 항에 대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날인 2010. 6. 23.부터 임상시험종료일인 2010. 8. 10.까지의 48 일과 수입
품목허가 신청일인 2013. 1. 31.부터 수입품목허가 결정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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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334 일을 더한 총 연장기간 382 일에 대해 연장등록출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등록
(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원고 한화제약 주식회사 등은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한국아스텔라제약에 보완자료를 요청
한 날부터 한국아스텔라제약이 보완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었고, 이러한 심사 중단은 한국아스텔라제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존속기간연장을 인정한 특허청의 결정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기간연장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대법원
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3) 판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는 그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항별로 해당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보완요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해당 심사부서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당 심사부서별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의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또한
그 심사 등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야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심사부서별 심사 등의 절
차 진행은 최종 허가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
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
더라도,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중에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기간은 없고 달리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제외되어야 할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장등록에 구 특허법 제134 조 제1
항 제 3 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의 의의
그간 의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허가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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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청의 실무였다. 이에 대해
제네릭 제약사들은 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하여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최
소화하고자, 심사기간 중 신청인이 보완자료를 준비한 기간을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실
시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향후에도 존속기간연장에 대한 특허청 실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 다 220347 판결)
(1) 사안의 배경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취급은 나라마
다 다르다. 한국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 2 조 제 2 호).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갖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하거나 사용자등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 10 조 제 1 항). 이렇게 직무발명을 승
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갖는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보
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다(발명진흥법 제 15 조 제 1 항).
통상 회사들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고, 규정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발명
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무발명이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의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보상금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2) 사안의 쟁점
원고는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하여 다
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제 1 특허발명”)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제 2 특허
발명”)의 2 건의 직무발명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받아 특허등록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직무발명을 승계받아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발명에 대
한 보상금으로 1 억 1,000 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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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의 직무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직
무발명에 의하여 피고가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 심 법원은 제 1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 1 특허발명에 의하
여 피고가 독점적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제 2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진보성을 인정한 후, “보상금 = 사용자의 매출액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실시료율 × 독점
권 기여율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이라는 공식을 제시한 후,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
는 10,925,589 원(= 사용자 매출액 136,569,871,101,526 원 × 직무발명의 기여도 2% × 실시
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0.1%1 × 발명자 공헌도 20%)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2 심 법원은 제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지기술과 동일한
기술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독점적 이
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 심 법원은 제 1 특허발명과 제
2 특허발명 모두에 관하여 피고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를
21,851,179 원(= 사용자 매출액 136,569,871,101,526 원 × 직무발명의 기여도 2% ×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0.2% × 발명자 공헌도 20%)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다.

(3) 판시 내용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 78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 제 2 항은 사용자 가 종
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 39 조 제 1 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
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 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 다 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
이익 등의 회계 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 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
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

피고가 제2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경쟁자들이 제2 특허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
여 기여율을 0.1%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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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
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 다 7517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
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제 3 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 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
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이 전혀 보호 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어 피고가 보상금의 지급의 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 는 데 참작할 수 있다.

(4) 판결의 의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경우, 많은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에 무효사
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고 시도하였다. 1 심 판결은 직무발명에 무효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직무발명에 의
하여 독점배타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였다. 하지
만,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보상금을 면하게 하는 사정은 되지 않으며, 다만 보상금 액수의 산정에 이를 감안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허는 기업의 자산으로서 반드시 그 실시를 통해서만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하여서만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무효 판단이 있기 전에 함부로 그 효력을 부정하고 독점배타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금 액수의 산정
에 감안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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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 후 366 판결)]
2016 년 특허법원은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특허권자가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문언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pp. [*],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2016 Vol. II: MRLC Annual Report Series No. 3).
하지만 2017 년 대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
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
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위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그 의의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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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상표법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김원오 *

Ⅰ. 개관
1. 법령개정
2016 년 9. 1.부터 시행된 상표법 전면개정(법률 제 14033 호)이 워낙 큰 대대적인 작업이었
기 때문에 당분간 유의미한 상표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 년 동안에는 처벌 형량
에 맞춘 벌금조정을 위한 간단하고 부분적인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단체표장 출원인적격을 확
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2009193)되어 계류 중에 있을 뿐이다. 나아가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류간소화를 추진하였고 상표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의 일부 개
정을 통해 몇 가지 판단기준의 변경과 심사처리에 대한 개선작업이 뒤 따랐다.

2. 주요 상표 판결
2017 년에도 상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에 주목받을 만한 획기적 판결은 없었으나 ⅰ) ‘단
박대출’ 표장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판결(2015 후 2174 판결) ⅱ) 수요자기만 염
려에 상표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2014 후 1921) ⅲ) 명목상의 광고만으로는 불사용
으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는 정당사용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2015 후 2006 판
결) 등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졌다. ⅳ)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한 요
부관찰에 기초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 후 932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 후 949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 후 2447 판결) 이 있었다. 이들
판결은 모두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 후 1690 사건(자생초)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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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 및 정책 동향
1. 상표법의 개정
(1) 벌금형 금액 정비 : 2017.3.21.(공포), 2017.9.22.(시행)
위증죄(제 232 조), 거짓 표시죄(제 233 조), 거짓 행위죄(제 234 조)의 벌금형을 징역형 1 년
당 1 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벌금형 금액을 정비함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인적격 확대(국회 계류 중: 의안번호 2009193)
ㅇ 개정안 내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를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
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
로 변경함.
ㅇ 해설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280 호 ; 2018 년 1 월 1 일 시행)
(1)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규칙 제 53 조)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
던 것을, 일부 지정상품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종전 설
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기재한 후 포기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서의
내용이 포기서와 중복됨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취지이다.

(2)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규칙 제 1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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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에서는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에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는 현행 「상표법 제 222 조」에 규정된 등록상표 표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
아 규정한 것으로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려는 취지이다.

3. 상표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의 개정
가. 상표심사기준 개정(특허청 예규 제 100 호 2017.12.19.)
(1)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변경(심사기준)
ㅇ 입체적 형상이 상품자체(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ㆍ장식되었
지만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이 있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
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봄
-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도 식별력 인정
가능
ㅇ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포장ㆍ용기 포함)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
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2)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 인용 상표출원의 심사처리 개선
ㅇ 개정사항
출원인 편의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선출원상표가 설정등록료 납부기간(2 개월)
내에 등록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 75 조에 따라 해당 선출원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보고
후 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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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상표법 제 77 조 1에 따라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설정등록료를 추가납부하면 권리회복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8 개월
정도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 2 하였음
그런데 2016 년 전면 개정상표법에서는 권리회복 가능기간이 6 월에서 1 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등록결정 후 약 14 개월(등록료 납부기간 2 개월+1 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정등록료를 미납
한 선출원을 거절이유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해당 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심사보
류 건수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반면, 상표등록출원 회복 규정이 도입(2001.2) 된 이래
동 규정을 적용받아 설정등록료를 추가 납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회복된 사례는 없었음.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선출원의 회복 가능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후 출원을 처리하는
특허나 디자인 분야처럼, 등록료 납부기간 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
출원의 회복 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음

(3)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 결합표장의 식별력 판단기준 신설
ㅇ 개정사항
- 원칙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학교가 단순결합된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 ‘현저한 지리적 명칭+대학교’ 결합표장이 ‘교육 관련 분야 등’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
될 정도로 알려진 표장인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ㅇ 해설
대법원의 서울대학교 판례

3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을 판단함에 있어 원

칙적으로는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하여 식별력취득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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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등’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분야도 포함
하여 식별력 획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4) 저명상표 등과 유사판단 시 타인 여부 판단시점 명확화
ㅇ 개정내용
상표법 제 34 조 1 제 2 항 단서에 의하면 제 1 항 중 제 11 호, 제 13 호, 제 14 호, 제 20 호, 제
21 호에 해당 여부는 상표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본문에 의하면 타인인지 여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심사기준에서 구분하여 기재
함
ㅇ 해설
주로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절이유에서 인용상표의 주지성 취득여
부 등 요건충족여부 판단은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야 사후적으로 주지해진 상표로
인해 거절당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상표인가의 여부는 인용상
표의 양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거절이유의 해소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성 판단시점은 최종
등록여부 결정시로 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을 심사기준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이해를 도모한
것임

나. 심사사무취급규정의 개정
(1) 무효처분에 따른 심사보류 예외규정 추가
ㅇ 개정내용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효처분의 경우 2에는 심사보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

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생략)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2. 예시) 출원인이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무효처분이 된 경우, 수수료 납부서를 중복 납부하여 그 중 하나에 대해 무효처분이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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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
ㅇ 해설
심사 건에 (절차)무효처분이 있는 경우 무효처분취소 행정심판을 통해 무효처분이 취소되
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심사 건을 심사보류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처분
이 취소되어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심사처
리가 지연되어 출원인의 후속 절차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개정

(2) 국제등록정보 공개 WIPO 사이트 변경
자신이 출원한 국제상표가 지정국에 상표권으로 등록됐는지는 종래 마드리드 검색 시스템
(ROMARIN, http://wipo.int/romarin)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공개 사이트를
WIPO “ROMARIN”에서 “Madrid Monitor” (http://www.wipo.int/madrid/monitor/
en/index.jsp)로 변경하였다. 이는 WIPO 의 정책변경의 결과 2를 수용한 것이다.

Ⅲ. 주요 사건
1. ‘단박대출’ 표장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5 후
2174 판결)
(1) 사안과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은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약 2 년 전부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른 바 ‘직접
대출방식’으로 스스로의 마케팅에 의하여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온
회사 A 가 ‘대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

”(=즉시 대출을 의미)을 출원하

였으나, 특허청이 구 상표법 제 6 조(현행법 제 33 조) 제 1 항 제 3 호(성질표시 표장) 및 제 7 호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인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였고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3

대법원도 실사용표장들에 출원서비스표가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UUIFUJNFPGJUTJOUSPEVDUJPOJO UIF“3FBE0OMZ.FNPSZPG.BESJE"DUJWF3FHJTUSZ*OGPSNBUJPO” PS30."3*/ XBT
UIFGJSTUEBUBCBTFUPDPOTPMJEBUFEFUBJMTPGUIF.BESJE3FHJTUSZ’TPGGJDJBMSFHJTUFSPGJOUFSOBUJPOBMBQQMJDBUJPOTBOESFHJTUSBUJPOT
0O+BOVBSZ  .BESJE.POJUPSCFDBNF8*10’TPOMZUPPMGPSUSBDLJOHUIFTUBUVTPGJOUFSOBUJPOBMUSBEFNBSLBQQMJDBUJPOT
BOESFHJTUSBUJPOTVOEFSUIF.BESJE4ZTUFN8*10’TPSJHJOBMNPOJUPSJOHUPPMT30."3*/ .BESJEF"MFSUBOE.BESJE
3FBMUJNF4UBUVT IBWFCFFOEJTDPOUJOVFEBOESFQMBDFECZUIFTJNQMFSBOENPSFTUSFBNMJOFE.POJUPS
㵢䁱✾ㅹ⯉ញ䁱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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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최종 등록적격을 인정한 사례임

(2) 판결해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용상표와 출원상표간의 동일성’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판례는 종래에는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
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최근에 완
화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안에서 A 회사는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한 ‘단박대출’이라는 표
장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 웰컴론 단박대출’, ‘인터넷’, ‘한통화’, ‘모바일’ 등과 결합한 형태
의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직접대출방식에 관한 광고
를 하여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합표장의 사용이 출원표장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
하는데 유력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실사용표장들에는 출원서비스표가 단독으
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함께 사용된 문자 부분
은 A 회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대부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지에 불과한 반면, 출원서
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글자체나 글자 크기, 글자의 색상, 글자 부
분의 배경 색상 등을 달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실
사용표장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고 있는 점,
출원서비스표와 관련된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갑
회사가 대부업체로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하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수요자기만 염려 상표’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4 후
1921 판결)
(1) 사안과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은 탁구라켓, 스포츠용 가방 등에 사용되고 “
“

”, “

”,

” 와 같이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 A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서류가방,

비귀금속제 지갑 등으로 하고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B 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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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현행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2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이를 인용 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파기 환송한 사례임

(2) 판결해설
이 판례는 대법원이 구 상표법 제7 조 제1 항 제 11 호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
이 아니라 증거채택과 세부적 시각의 차이를 보여준 판결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상표가 동 규정상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
고 있거나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
의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
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
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
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전통적 기준 1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
원은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1995. 10. 30. 무렵에 탁구용품
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탁구용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류나 지갑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경제적 견련관계도 미약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탁구용품 외에 스포츠용 가방과 관련하
여서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 가운데 일부 표장이 부착된 스포츠용 가방이 탁구 잡지 등을 통
하여 여러 차례 협찬 상품으로 소개되었다는 사정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주지성 취득
입증을 못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은 외관상의 차이점이 현저하여 출
처혼동의 우려가 없어 결국 수요자 기만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의 정당사용의 기준(대법원 2015 후 2006 판
결)
(1) 사안과 판결의 요지

ᶩ✾ㅹ⯉ញ䅭㶹 ᶩ✾ㅹ⯉ញ䅭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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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 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상표 “

” 의 상표권자 B

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B 사가 상표등
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 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
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
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임

(2) 판결해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상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진정하게 사용하여야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
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
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
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판례의 입장 1 이며 이 사건 판결에
서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B 는 이 사
건 심판청구일 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였고, 그 광고하는 부분

의 여백에 ‘

’ 등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광고지 등에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하여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
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 이외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광고 문구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
이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B 가 제조·판매하는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 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
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1. ᶩ✾ㅹ⯉ញ䅭㶹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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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사례들의 요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거래실정을 고려한 요부관찰에 기초한 일련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등록상표

선등록(선사용) 인용상표

“자생초”

“자생”, “자생한의원”

판례번호/
결과

2015 후
1690 판결
[등록무효:
유사]

공통된 판결요지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2014 후
2535 판결

“

”
[등록무효:
유사]

판단할 때 대비의 대
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그 부
분이 분리관찰이 되는
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
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2015 후
932,949 판
결 [등록유
지 : 비유
사]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
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
한 부분은 요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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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
성 부분이 요부로 기
능할 수 있는 식별력
이 있는지를 판단할
2016 후
2447 판결
[등록유지:
비유사]

때에, 해당 구성 부분
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
다.

(2) 판례해설
위의 4 개 판례의 사안은 모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의 두 판례는 모두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승소하
여 등록상표가 무효가 된 사건이다. 반면에 후자의 2 건에서는 공통된 구성부분을 요부로 보지
아니하여 서로 비유사한 것으로 판명 나서 상표등록이 유지된 사안이다.
통상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도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
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
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
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
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
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의 두 상표
는 요부가 동일하여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2 건에서는 상표의 요부판단 기준 자체가 관건이었는데 상표의 구성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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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
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또한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
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
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
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결국 양자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서
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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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저작권법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최승수

I. 개관
1. 법령개정
2017.8.2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 제한의 예외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상업용 음반 등에 포함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한국저
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에 대한 저작권자측의 헌법소송 등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커피숍이나 카페에서도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
을 얻어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 106 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 개의 저작권 권리자 단체에 각각 납부하던 저작권료를 1 개 단
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2017 년 4 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2. 주요 저작권 판결
인터넷링크를 통한 저작물 불법이용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웹사이트 운영자
에게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 나 2087313 판결). 리얼
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에 관해서도 저작권법적인 보호가 주어진다는 최초의 판결도 내려졌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 49180 손해배상). ‘킹닷컴’ 캔디크러쉬사가와 한국 게임 ‘포레
스트 매니아’ 사이의 저작권침해분쟁에서 저작권침해책임이 부정되는 판결이 내려졌고(서울고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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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 나 2063761 판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출판계의 부당한 관행에 대하여 이
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 도16031 판결).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 28251 호, 2017.8.22., 일부
개정]
(1) 저작재산권(공연권) 제한의 예외 사업장 범위 확대
한국 저작권법 제 29 조 제 2 항에 의하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
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즉 상업용음반이나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들어있는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제한에 대한 예외로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유흥주점, 대형 체력단
련장, 카지노, 호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러한 유형의 사업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공연권 제한의 예외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다. 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하려는 것이다.

2. 음악공연저작권료 통합징수 시행
2017 년 4 월부터 음악 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 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2016 년 3 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와 보상금 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 개의 단체에 음 악저작권사용료[(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공연보상금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영업장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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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
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
이에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 1 유형: 노래연습장, 유흥 주점, 단란주점 등
8 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
로 하여 2017 년 4 월 1 일부터 통합 징수를 우선 시행하였다. 이후 매장 음악 서비스를 주로 사
용하고 있는 업종(제 2 유 형: 호텔,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 개 업종)에 대해서도
통합징수주체를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2017 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2017 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9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산업재산권은 32.1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3.8 억 달
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7.8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저작권은 총 4.5 억 달러
의 흑자로, 이는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8.8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산업별로 수지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13.2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트레
일러는 7.8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는 7.2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2.6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46.6 억 달러), 일본(-5.2 억 달러), 독일(-4.2 억 달러) 순
으로 적자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24.0 억 달러), 중국(19.8 억 달러)을 상대로는 흑자를 지속하
였다.

III. 주요 사건
1. 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
원 2017. 3. 30. 선고 2016 나 2087313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됨)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원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데일리모션)
에 게시된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대량으로 수집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등을 그 제목과 방영 일자 별로 정렬하여
하이퍼링크로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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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피고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검색하
여 해당 게시물 링크만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접속하여 이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피고 웹사이트에 유인한 후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배너(banner) 광고의 클릭 수에 따라 수익금
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존 한국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도 13748 판결)에 의하면 인터넷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
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
단한 바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
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링크 방식을 통한 저작권침해를 가속화시켰고 위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논의가 많은 상황이었다.

(2)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
다. ① 피고 웹사이트 이용자는 이사건 링크를 통해 해외동영상 공유사이트로부터 방송프로그
램 복제물을 직접 전송 받게 되고, 피고 웹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② 이 사건 링크행위가 전송권침해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업로드행위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 ③ 해외동영
상공유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지배는 해외동영상공유사이트의 게
시자에게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링크는 동영상공유사이트에 게시된 본건 방송프로그램 복제물
의 웹위치 정보 내지 경로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공유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
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공유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전송권 침해방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링크행위는 부정하게 스
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시간과 노력 및 자본을 투입하여 이룩한 성과물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
하여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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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해설
이 판결은 인터넷 하이퍼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상
고되었으나 변경없이 확정되었다.
하이퍼 링크(인라인링크) 방식으로 통한 저작권 침해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의 판결례도 나와 있다. 이를 테면 미국법원도 Perfect 10. V. Google 사건에서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침해의 간접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시를 한 바 있
다. 유럽사법재판소도 보호받는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
위(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로서 저작권 지침 제 3 조제 1 조의 송신(an act of
communication)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국 법원도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방식의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한 세계적 추세와, 저작권
침해단속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의 기본 구
조는 링크이고 링크는 인터넷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
터넷 링크 설정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책임 인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저작권 침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링크방식을 통하여 사실상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 49180 손해배상)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sbs)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계쟁 프로그램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일반인 남녀가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소개, 게임, 데
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녹화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다. 피고 1 은
SNL 방송프로그램 원고 저작물을 패러디한 성인코미디 영상물을 제작 방송하였다. 피고 2는 게
임회사로 게임을 즐기는 남녀가 ‘애정촌 던전(Dungeon)’이라는 장소에 모여 함께 게임을 할 이
성의 짝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게임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
신의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방송 포맷도 저작물로 인정되는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 사건
의 하급심에서는(서울고등법원 2013 나 54972 판결) "SBS 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장면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
저작물에서 사용하고 있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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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 영상물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일반인 남녀가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일
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소개, 게임, 데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녹화
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도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이 출연하여 게임, 대화 등
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선택하여 짝을 이루는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
은 존재하였다. 하지만 원고 영상물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없이 출연한 남녀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합숙 생활을 하면서 제작진이 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
어나는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삼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
던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중략)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 방침에 따
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판결 해설
이 판결은 한국에서 tv 방송프로그램 포맷에 대하여 사실상 정면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최
초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tv 방송포맷이 저작권법 이론에서 표현 범위에 속하는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tv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포맷을 유사하게 베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미국의 경우 CBS 의 <Survivor>라는 프로그램과 ABC 의 <I’m a Celebrity, Get Me Out of
Here>라는 프로그램 사이의 분쟁에서 각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판결이 있었다(CBS v. ABC, 2003 U.S. Dist. LEXIS 20258) .
하지만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유사한 유형의
다른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별되어 명백하게 식별되어지는 특징들이 해당 포맷에 있고 이러한
현저한 특징들이 일관성 있는 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해당 프로그램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면 연극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Banner Universal
Motion Pictures Ltd v Endemol Shine Group Ltd & Ano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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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의 경우 하급심이 전통적인 아이디어 표현이분법의 원리에 따라서 저작물성을 부인
하였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적 개성이 있다는 점
을 들어 저작물성을 인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3. 유사 게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캔디크러쉬 사가 사
건(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 나 2063761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팜히어로 사가’라는 게임의 개발사인 몰타공화국의 ‘킹닷컴 리미티드’이고, 피고는
한국의 게임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로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이름의 게임을 유통하고 있
었다. 두 게임은 같은 모양의 타일을 3 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유사한 방식과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게임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첫째, 해당 게임의 규칙, 게임의 표현, 시각적 디자인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인 창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가, 둘째,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가이다.
1 심에서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도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게임의 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의 요지
①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 침해 쟁점에 관해서는 게임규칙은 추상적인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게임의 전개방
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뿐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게임저작권 침해에서는 시각적인 모습이나 캐릭터 등 표현된 양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매치-3-게임에서 게임규칙이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표준적 삽화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게임의 게임규칙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고, 양 게임
의 아이디어의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 피고의 게임의 화면 및 디자인 구성 요소를 세세하게 분석하면 실질적인 차이가
발견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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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규칙의 조합 및 배열도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영역이라고 보았고, 전체적인 관념
이나 느낌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판단을 하게 되면 저작권보호범위를 아이디어에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에 관한 판단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은 특허법, 저작권법 등 기존 지식재산권법에 모
순˱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면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특별한 사정’으로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
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
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본건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게임규칙이 기본적으
로 아이디어 영역이라는 점, 매치-3-게임의 게임규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합체의 원칙이나
표준적 삽화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피고가 원고 게임의 게임규칙 등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
로 입수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게임에는 없는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는 점, 원고게임은 출시 후 충분히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3) 판결해설
이 판결은 게임규칙은 추상적인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게임의 전개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
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뿐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
명히 하였다. 나아가 어떤 게임규칙이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표준적 삽화의 원
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기존 지식재
산권 체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정리하였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 호 차목은 특허법, 저작권법 등
기존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면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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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 사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 도 16031 판결 저작권법위반ㆍ업무방해 ㆍ위계공무집
행방해)
(1) 사실관계 및 쟁점
한국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에 의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
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 사건 피고인 1 인이 대학교수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
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2) 판결의 요지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
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
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
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
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 2 조 제 25 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
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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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해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학문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출판사는 전공서적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점, 원저자는 인세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등 3 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돼 '표지갈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교육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
정한 관행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확정함으로써 전공서적 출판관
행을 바로잡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5.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요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7.
8. 31 자 2014 마 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사실관계 및 쟁점
저작권법 제 104 조 제 1 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
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
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 1 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
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
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
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차단율이 많은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과태료처분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통지를 받
은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저작물 분야별 DNA 기술 도입,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항변을 제출하였다.

(2) 결정 요지
저작권법 제 104 조 제 1 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 46 조 제 1 항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
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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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 46 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
104 조 제 1 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
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결 해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문체부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에 입각
하여 과태료 액수를 달리 부과하고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조치’
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차단율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다 1017, 1024, 1031, 1048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지만 2012 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
서가 붙었다.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러나 80 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쳐 측은 저작권료로
14 억여원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기업들이 업데이트 버전을 내려받은 게 저작권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일
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 등 2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컴퓨터
운영체계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저
장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복제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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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
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
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
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
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 2 조 제 22 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
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 35 조의 2 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
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
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
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판결해설
이 사건은 원래 무료로 배포된 캡처용 프로그램(오픈캡처)이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
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제시되어, 사용자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문제가 일어난 사안이다.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
용으로 사용하자, 오픈캡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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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업들이 업데이트 버전을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은 것에 대해 '복제가 피고의 허락
아래 이뤄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업데이트 버전은 일단 하드디스크
에 내려받은 뒤 '개인용(무료)이냐, 업무용(유료)이냐'를 묻는 창을 통해 선택하게 돼 있으므로
단순히 업데이트를 내려받는 것까지는 저작권자가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저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통상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과정에 불가피하
게 수반되는 것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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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입법 및 판례동향

김병일

I. 개관
2017 년에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
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있었으며, 동법안은 2018 년 3 월 30 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였다. 1 이하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동
향과 2017 년 내려진 영업비밀 관련 주요한 판례 및 법리를 소개한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 보호강화
특허청은 2017 년 9 월 20 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여도
미국의 1/6 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규정
이 있으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
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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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ㆍ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 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
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등 약자의 기술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
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
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형태를 제시하도록 하고,
특허법에 반영(’16.6 시행)된 소송시의 증거제출 강화 규정 1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ㆍ사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로 신설하여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ㆍ
기술이더라도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 목적에 반하여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
우에는 민사 구제가 가능해진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최대 3 배까지 손해배상액
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 배 상향 2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2.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 및 금지청구권의 시간적 범위
영업비밀은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중지 및 예방할 수 있는 ‘금지 및 예방청구권(이하 금지청구권이라 약칭함)’은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금지청구를 논할 실익은
없다. 다만, 영업비밀이 공지된 경우에도 ‘lead time’설에 따라 일정기간 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
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와 학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
1) 기산점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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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시설’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여한 이유가 영업비밀보유
자로 하여금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 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을 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간은 침해행위자의 퇴직시 또는 침해행위시가 아니라 침
해금지가 시작되는 시점, 즉 침해금지의 가처분 결정이나 침해금지의 종국판결이 집행되는 시
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산정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당해 기간 동안의 ‘유리한 출발 내지
는 시간절약’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 즉 퇴직한 종업원의 퇴직시나 침해행위시
를 기산점으로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시효중단 규정이 의미를 잃게 되어서 시효제
도의 취지에 반하고, 재판이 상당기간 진행되는 동안 나중에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더라
도 그 재판기간 동안 침해금지기간이 이미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는 사실상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퇴직시설’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절약을 방지
할 목적을 중시한다면 그 기산점은 당연히 영업비밀유지의무자의 퇴직시나 그로부터 영업비밀
을 취득한 경업자의 영업비밀 취득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판결확정시부
터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판례는 판례확정시설을 인정한 것도 있고, 퇴직
시설을 인정한 것도 있어 통일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1998.2.13.선고 97 다 24528 판
결은 “원심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의 이 사건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퇴직 후 3 년간이라고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
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1998.11.10.선고 98 다 45751 판결은 “앞
서 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
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 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
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
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
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
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 기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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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 ·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1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 사용
및 공개의 금지기간을 피고 박영태가 원고 회사를 퇴직한 때로부터 기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와는 달리 원고 회사가 위 주식회사 야치다의 기술지도를 받은 1986 년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
여야 할 것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퇴직일을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의 기산
점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결확정일을 기산점으로 인정한 사례 2 와
가처분결정일 또는 가처분고지일 또는 효력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3
“ 대법원 2007.11.15.자 2005 마 423 결정 4”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에 관하여 “~(생략)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를 그만 둔 2003.4.18.부터 2 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5.4.17.까지를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퇴직시점을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
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침해금지청구권의 시간적 범위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금지청구를 논할 실익은 없다. 그러
나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비밀의 사
용을 금지할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은 침해행위자가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 절약’ 등을 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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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막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금지기간은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
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1 다만 ‘상당한 기간’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 우선 영업비밀 보유
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체 개발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의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후행 개발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체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원래
의 영업비밀 보유자가 소요한 기간보다는 단기간이 될 것이므로 금지기간은 영업비밀보유자의
개발기간보다 장기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침해자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당해 기술의 발전 속도 및 생명주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금지청구의 시간적 범
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
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되어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와 영업활동의 자유, 특허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
사자의 인적 ·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 2017. 4. 13. 자 2016 마 1630 결정 2
2016 마 1630 결정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과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
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
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한 결정으로 사건개요와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개요
채권자 회사(S 사)는 2000. 4. 7. 설립된 후 2004. 3. 30.부터 3 차원 측정 장비 및 시스템개
발, 제조업을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현재는 3 차원 산업용 스캐너와 3 차원 치과용 스캐너(3 차원
스캐너란 사물이나 특정 제품 등에 레이저나 백색광을 투사하여 대상물의 형상정보를 취득하고,

1. 대법원 1996.12.23.선고 96다16605판결, 대법원 1998.11.10.선고 98다45751 판결; 대법원 2007.11.15.자 2005마423 결정 등
참조.
2. 후술하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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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장치를 의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P 는 2004. 2.경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30.까지 하드웨어 개발 및 생산업
무에 종사하면서 하드웨어 개발팀장, 하드웨어 생산팀장,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
여 EX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2. 8. 20. 채무자 회사(E 사)를 설립하였다. 채무자 H 는
2001. 8.경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5 년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
고, 2008 년 겨울경 다시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1. 8. 5.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책임연
구원으로 3 차원 스캐너 데이터 후처리 파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
하였으며, 이후 EX 및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제 1 심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3. 선고 97 다 24528 판
결 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파일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채무자 H 가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시점부터 6 개월~2 년 정도라고 인정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다. 1 이에 대하여 채권자측은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 2의 시효기간과의 불일치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된 후

3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

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
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
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
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 선고 2014카합107 결정
2.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
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3. 서울고등법원 2016.10.18 선고 2015라7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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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
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
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
쟁방지법 제 10 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
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
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
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
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
정함이 타당하다. 2
원심(=1 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파
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한 채무자 3 이 채권자 회사의 3 차
원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11. 8. 5.경으로부터 6 개월 내지 2 년 정
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 1 심 결정일
현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이 보호되
는 시간적 범위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시효기간과 침해금지기간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H, P 가 관련된 형사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2013 년 말에 채무자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알게 되어 2014. 1. 21.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
였으므로, 채권자 회사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 회사에게

1.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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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
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원에 영업비밀 침
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침해행위 및 피해사실의 존부와 무관하게 영업비밀 보유자
의 청구가 반드시 기각되는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소멸시효규정을 잠탈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반면,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
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
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위와 같은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이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
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적절하지 않다. 2 따라서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회사
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이 그 취지 또는 달성하려는 목적이 상이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1) 개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은 영업비밀의 성격, 부정취득자의 신분이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 다양한 법조항의 적용가능성
이 있다. 3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4 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간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3.한상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법학논총』(국민대학교 출판부, 2002), 제14권, 240-251면; 최
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06 여름), 제25호, 379-402면 참조; 윤종행,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법학논총』(이화여
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9), 제19권제1호, 116면 이하.
4.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
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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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규율되기도 한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퇴직
한 종업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와 영업비밀에 해당하
지 않는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 이를 영업
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배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본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
해 및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고, 1 나아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
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
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그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거 대법원 2005. 7. 14.선고 2004 도 7962 판결 등에서는 자료나 정보 등이 영업비밀
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
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용어
를 근거로 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판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 도 3808 판결 - 영업비밀 아니라도 회사 주요 자료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P 는 S 사에서 약 7 년간 근무하다가 2011. 4. 30. 퇴사하여 E 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인 H 는 S 사에서 약 8 년간 근무하다가 2011. 8. 5. 퇴사하여 E 사에 입사하였다.

1.대법원 1999. 3.12. 선고 98도4704 판결 외 다수.
2.대법원 2009. 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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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와 H 는 공모하여, P 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퇴사하면서 3D 광학스캐너 1에 필요한 스
캐너 제어 소스코드 2를 임의로 반출하여,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34 회에 걸쳐 소스코드
34 개 파일을 복사하거나 참고하여 경쟁회사의 소스코드를 만들어 이를 3D 광학 스캐너 프로그
램으로 개발하였다.
P 와 H 는 공모하여, P 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가지고 나와 이를 H 가 설립
한 경쟁회사에서 34 회 사용하고[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이를 통해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업무상배임]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등이 있어 제 1 심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P 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 년 6 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였고, H 에
대하여는 34 회 중 1 회 부분만 공동정범 인정하여 일부만 유죄로, 나머지 33 회 부분은 이유무
죄로 판단하여,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① P 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로 판단함
i)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인정 여부(인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회사의 소스코드와 경쟁회사의 소스코드가 유
사한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참고하였다는 다른 코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해회
사 소스코드와 유사하다고 감정됨). 파일에 일부 관련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이 공개되어 있
으나 이 사건 파일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파일은 3D 스캐너의 신속하고 효율
적인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알고리즘, 함수, 데이터 등이 정리ㆍ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인정)
피해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력의 한계가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
다. 즉,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1.어떤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도면이 있지 않으면 이를 그대로 제작하기 어려운데, 3D 스캐너를 통해 해당 제품을 스캔하면 외곽형
상 등을 도면화 할 수 있어 현재 각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만약 3D 프린터까지 있으면 이를 그대로 다시 재현
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음).
2.현재 대부분 기업이 3D스캐너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3D 스캐너의 특성상 그 운용 프로그램의 비중이 절대적이어
서 그 운용 프로그램의 기본인 소스코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D 스캐너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가 핵심
기술이 되고, 그러한 소스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기 어렵다고 하고, 공개되지 않은 이상 유사하다면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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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회사에서는 연구개발팀장 외에는 책임연구원인 H 만이 소스코드 전체에 자유롭게 접속
할 수 있었다. 피해회사는 매년 2 차례 개인종합평가를 하면서 ‘보안관리’ 항목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인사에 반영하였고, 직원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H 는 ‘소스코드가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절대 반출해서는 안 되고,
특히 14 번 파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직접 밝혔다.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사용’ 해당 여부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
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시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사정 종합하면 H 가 33 개의 소스코드 파일을 열람, 참조하여 경쟁회
사의 소스코드를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3D 스캐너 구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사실을 알 수
있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iv) P 에 대한 제 1 심 및 원심의 판단 1

1심

원심

죄명
14 번 파일

나머지 파일

14 번 파일

나머지 파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업무상배임죄

무죄

무죄

유죄

무죄

제 1 심은 P 가 H 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 전부(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4)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원심은 14 번 파일과
관련하여 P가 H가 퇴사 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 (1심) 서울중앙지법 2016. 08. 11 선고, 2013고단 7560; (원심) 서울중앙지법 2017. 02. 15 선고, 2016노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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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 에 대하여는 34 회 중 1 회에 대하여만 부경법위반, 업무상배임 유죄로 인정함
i) 무죄 부분 이유 : P 가 H 의 영업비밀 이용 및 업무상배임에 공모ㆍ가담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 P 는 하드웨어 담당자에 불과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경쟁
회사의 소스코드 등 개발은 전적으로 H 가 담당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ii) 유죄 부분 이유 : 14 번 파일은 P 가 직접 H 에게 피해회사 파일을 이용해 3D 스캐너
라이선스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여, H 가 이를 실행한 사실 인정된다(P, H 모두 인정함).
3) 상고이유
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요지
i)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는 영업비
밀 임이 표시된 바 없고, 피해회사에 보안규정이나 보안책임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안교육
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회사의 개발자라면 별다른 제약없이 소스코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
었다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15 개 파일은 대부분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될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된 내용이고, 다른 회사 매뉴얼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나,
공개된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피해회사는 직원 아닌 대학원생 등 외부인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한 일도 있다
-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18개 파일은, H가 이를 클릭하여 열어 본 사실만 있
을 뿐, 그 내용을 열람하였거나 이를 참조하여 경쟁회사의 소스코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정보의 속성에 따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 부경법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없었음 : 피해
회사는 2011. 8.경부터 이미 모든 제품에 라이선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바, 14 번 파일(라이
선스)을 사용한 것은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없다.
ii)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 업무상배임의 주체 및 임무위배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H 가 퇴사시 소스코드 파일을 회
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회사 직원들은 비밀준수 약정이나 서약을 한 사실 없고, 보안교육을 받
은 일도 없고, 업무용 자료 반출 금지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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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의 업무상배임(14 번 파일) 관련 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H 가 14 번 파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이후 14 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P 의 파일 사용에 대한 공모ㆍ가담행위를 업무상배
임죄로 처벌하지 못하며, 게다가 P가 H의 범행에 공모ㆍ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P는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되
어야 한다.
② 검사의 상고이유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i) 검사는 P 에 대한 상고의 범위를 ‘전부’라고 상고장에 기재하였음
-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P 는 H 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 알 수 있음 : 함께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영업비밀인 스캐너 개발 기술을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스캐너를
개발, 판매할 것을 계획한 것이다.
- H 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임 : H 는 검찰에
서 P 가 피해회사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
는데, 원심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비록 H 가 법정에서 ‘검찰조서가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
시 H 를 조사한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내용대로 기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으므로 형소법 제 312 조 제 2 항 1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거능
력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설령, H 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P1 의 공
모ㆍ가담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특히, 경쟁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보면, P, H 는 2011.
10.경부터 4 개월 만에 3D 스캐너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6 개월 내에 3D 스캐너를
생산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 경쟁회사에서 실제 3D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직원이 H 한 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공모하지 않고는 그와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압수수색 전에 피고인들은 경쟁회사의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거나 교체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이들의 공모 범행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P

1.형소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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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시하여 H2 가 실행에 옮긴 것이다.
4) 대법원의 판단
P, H 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들이 피해자회사(S 사)에서 퇴사 한 후에는
S 사를 위해 어떠한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H 가 퇴사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을 동의 없
이 반출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있다. 1 H 가 퇴사
후 파일을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후의 14 번 파일 사용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원심은
판단하였다. 위 의무를 전제로 H 가 퇴사 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위가 위 의무를 위반하므로 결국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원심이 P 가 H 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것을 별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
았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 직원
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
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
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
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회
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
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
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2
5) 평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
득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
상배임죄라고 한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
위를 했느냐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
도 3808 판결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1.원심 판결문 31면.
2.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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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였다. 요컨대,
직장의 자료가 업무상비밀은 아닐지라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담당자
를 통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되고, 직장의 중요한 자료를 그 당시 담당자로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경우에
본래는 그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법원은 명확히 하였다.

Ⅲ. 결어 및 향후 영업비밀 보호분야의 예상동향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금지청구권 일반원칙에 의하면 금지청구는 침해행위시로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의 기산점은 가처분결정시 또는 가처분
결정확정시가 아니라 침해시(경우에 따라서 퇴직일)가 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공지된 경
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lead time’설의 입장에 따라 침해금지가 인정될 수 있다. 요컨대, 영업
비밀 침해금지청구는 금지를 청구하는 당시는 물론 이를 명하는 시점에서도 당해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당해 영업비밀의 보호
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
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
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는 금지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당해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 ·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
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
한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
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영업비밀이 아닌 것을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에 있
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배시의 형사처벌은 국내에서 위배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
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부경법 제 18 조 제 2 항). 그에
반하여 업무상배임죄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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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이라는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이에 해당하여야지만 적용되는 부
정경쟁방지법에서의 법정형이 영업상 배임죄보다 형량면에서 약하다. 이에 따라 실무상 더 입
증하기 용이하고 법정형도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로만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부
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 1 따라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은 그 적용요건
이 훨씬 엄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적용에 대한 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침해행위
로서의 소송보다는 업무상 배임죄에 의한 형사고소의 방법이 남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의 적용확대로서,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위축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리적용의 혼란을 일으킬 가
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정태호, “영업비밀의 요건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 권리 66호, 2012, 150면 이하.
2. 김동진,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배임죄-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법조 제60권 제6호(통권 제657호),
2011. 6, 190면.

197

떟  ꬃ 





제5 장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박준우 1

I. 개관
한국은 1961 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1991 년의 개정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추가하고, 법이 방지하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로는 제 2 조 제 1 호에 상품 및 영업주체혼동행위(가목과 나목), 원산지허위표시
(라목), 생산지등오인유발행위(마목), 품질등오인유발행위(바목) 등 ‘영업의 외관인 표지’를 이
용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열거하였다. 이후 1998 년에 법의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 변경하였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동향의 특징은 ‘분쟁 유형의 다양화’이다. 산업의 중심이 과거
제조업·오프라인에서 최근 문화산업·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와 쟁점
이 출현하였고, 이에 대응한 입법과 판결이 뒤따랐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991 년에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정한 이후에, 저명상표의 희석행위 금지(다목. 2001 년), 도
메인이름과 상품형태의 보호(아목과 자목. 2004 년)를 추가하였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인터넷˱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 년에 ‘부정경
쟁행위의 일반조항’인 ‘차목’을 추가한 것인데, 1961 년의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이다. 이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었던 ‘가목’부터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들이
모두 예시적 열거가 되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늘어났다. ‘차목’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

⯅ᚾᶩ䀂៹✾䀂㊭◡ᶩ䀂ㅹ៹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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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차목의 성립요건은 ①원고의 상당한 투자·노력의 결과일 것(보호대상), ②피고의 영업을 위
한 사용일 것(피고행위), ③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경제적 손해), ④공정한 상관행
·경쟁질서에 반할 것(위법성), ⑤인과관계 등이다. 이는 특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아닌 부
정경쟁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정의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목’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정보
는 ‘공공의 영역’에 있으므로 설사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이지만, 정보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의 공백’이 있는 ‘현저하게 불공
정한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차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III. 주요 사건
아래에서는 2017 년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소개한다. 아래 소개된 사건
들에 관한 주요 규정들은 이 장의 끝에 기재하였다.

1. 미끄럼방지매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6.15. 선고 2016 나 2081469 판결) 1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욕실 등에서 사용하는 ‘미끄럼방지매트(non-slip mat)’를
생산하였는데, 2012 년부터 판결시점까지 한국에서 미끄럼방지매트를 판매하는 한국업체는 원고
와 피고를 포함하여 모두 3개 업체뿐이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시장점유율 1, 2 위를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년 8 월부터 2015 년 8 월까지 피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쇼핑 사
이트에 ‘피고제품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DOP(: diethylhexyl phthalate)가 아닌 친환경 소재
GL300 을 사용된 敶 환경호르몬 제품이며, GL300 은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아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무독성 재료임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에서 입증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제품에는 DOP 가 사용되
었다.
1 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
는 부정경쟁행위’이므로 바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부정경쟁행
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피고의 거짓광고
이후 피고의 매출액 증가율이 87%로 급격히 상승한 반면, 원고의 매출액 증가율은 14%에 그

㈝⭕㈁ㅹⶕ⯅ㅡ㎺。㑩⛒✾ㅹ⯉ញᚩ䀒㶹 ㅹញ㈥⠩ⵢ ㈝┙ ᶩ✾ㅹべ⯅ⶕ⠱ⰶ䀲ᣙᚪề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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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점, ②피고의 거짓광고 중단 이후 원고의 매출액 증가율이 73.6%로 급격히 상승한 반면, 피
고의 매출액 증가율은 31.1%나 감소한 점, ③피고의 거짓광고가 중단되자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33.7%에서 56.3%로 증가한 반면, 피고의 시장점유율은 54.4%에서 27.4%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거짓광고로 인하여 경쟁업체인 원고에게 제품 판매의 감소로 인한 영업상의 손
해가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다.

2. 농기계 형식명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3.16. 선고 2016 나 2067272 판결) 1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농산물결속기(화훼,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결속하는 기계)를 제조·판매하였다. 한국 농림부는 일정한 품질기준을 통과
한 농기계의 형식명(model name)을 등록하는데, 등록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은 그 구입을
위한 융자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Korea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으로부터 사후관리(after-sale service)보증도 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농산물결속기와 관련하여 형식명 ‘SK25SUR’을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농산물결
속기에 ‘SK255UR’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1 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농기계의 형식명은 수요자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제품의 일
련번호가 아니라, ①해당 농기계가 정부의 융자지원의 대상인지 여부와 ②농기계조합의 사후관
리이행보증의 대상인지 여부 등에 관한 표지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는 바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피고제품은 그 독자적 품질·성능·가격 및 피고의 신용과 성실한 사후관
리 등에 의하여 판매되었으며, 원고제품으로 오인되어 판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원심
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피고제품의 대부분은 원고의 영
업구역이 아닌 피고의 영업구역에서 판매되었고, ②피고제품의 구매자 중 상당수는 피고와 장기
간 거래한 자들로서 피고를 신뢰하여 피고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
상액을 감축하였다.

3. 소화기 입찰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 다 216758 판결) 2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화기 제조·판매회사였다. 원고는 2010 년과 2011 년에

1.이 사건의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 선고 2015가합576325 판결(원고일부승)이며,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되었다. 대법원 2017.7.7. 선고 2017다220911 판결.
2.이 사건의 원심과 1심은 인천지방법원 2014.4.23. 선고 2014나54489 판결(항소기각)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8.26. 선고
2013가단34640 판결(원고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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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구형 에어졸 소화기(double-valve aerosol fire extinguisher)’를 입찰을 통하여 경찰청에 공급
하였다. 피고는 2012 년에 소화기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 소화기와 거의 같은 형태의
소화기를 경찰청에 공급하였다. 2012 년의 입찰공고에서 경찰청은 원고 소화기와 사양과 형태가
유사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심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위의 사정 외에도, 원고 소화기와 유사한 형태의 소화기는
이미 2007년경부터 판매되었음을 근거로 원고 소화기의 상품형태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4. 자전거보관대 입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 나 2036732 판
결)

1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안산시는 2012 년 7 월경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1 차공고), 2012 년 8 월에 원고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었고 2013
년 3 월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전거보관대와 키오스
크를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년 3 월경 위 시스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
가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2 차공고), 피고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4 년 8 월경부터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원고상품과 같은 형태의 자전거보관대와 키오스크를 공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 차공고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전거보관대의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들에게 제공하였
다.
1 심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상품형태에 대한 권리를 가진 피고보조참가인의 허락을 받았으
므로 피고의 모방행위는 자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피고보조참가인의 1 차공고의 제안요청서에 ‘위
시스템 사업과 관련된 낙찰업체(원고)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자
동으로 귀속되며, 피고보조참가인은 낙찰업체의 설계내용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설계내용
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피고보조참가인이 입찰자들에게 원고
의 자전거보관대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공급할 것을 요청한 점; ③위 규정과 요청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점.

5. 선거예측조사결과 사건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 다 200139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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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방송사들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는 2014 년 6 월 4
일에 실시되는 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측조사결과를 방송하기 위하여, ‘공동예측조사위원
회’를 구성하고, 2014 년 4 월 무렵 위 위원회 명의로 3 개 조사기관과 ‘선거예측조사에 관한 용
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은 24 억 원이었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내용: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당선자 예측.
ㅇ 조사규모: 전화조사-41,000 표본. 출구조사-648 개 투표소.
ㅇ 조사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최종예측결과보고 기한: 6 월 4 일 17 시 30 분 誥.
ㅇ 갑(: 위원회)과 을(: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유지의무.
ㅇ 위의 기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각 조사기관 별 계약금액 해당분의 50%.

그런데 피고방송사는 선거당일 18:00:49 무렵부터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지상파 출구조사
SBS, KBS, MBC’라는 표제 하에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1, 2 위 후보자 및 그 각 예상득표율을 방
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원고들은 조사결과 중 ‘당선유력지역의 1 위
후보자와 경합지역의 1ိ2 위 후보자의 이름 또는(그리고) 예상득표율’을 먼저 공개하고, 다른 지
역들의 후보자와 예상득표율은 원고 KBS 는 18:01:24 부터, 원고 MBC 는 18:00:46 부터, 원고
SBS 는 18:01:04 부터 공개하였다. 따라서 원고 MBC 는 위 조사결과를 모두 피고보다 먼저 공
개하였으나, 원고 KBS 와 SBS 는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보다 늦게 공개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예측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의 대가와 조사의 규모 및 예측조사결과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예
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①1995 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직접 실시한 방송사가 먼저 그 결과를 발표한 이후
다른 언론사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방식이 유지된 점, ②“정보의 신선도가 매우 높은 시점
에서 원고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측조사결과를 ⋯ 무단으로
보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이는 ⋯ 방송사의 출구조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
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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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결과의 매수를 요청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것
을 전제로 그 이용허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예측조사결과의 이용은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차목에 해당한다는 원
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6. 매치 3 게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5 나 2063761 판결) 1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는 2010 년에 출시한 ‘매치 3 게임’인 2 ‘팜킹(Farm King)’ 게임을 바탕
으로 2012 년 9 월 무렵부터 새로운 게임개발에 착수하여 2013 년 4 월 무렵 ‘팜히어로사가
(Farm Hero Saga)’ 게임(: 원고게임)을 개발하고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
후, 2014 년 1 월 무렵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2014 년 6 월 10 일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원
고게임을 각 출시하였다. 피고회사는 홍콩의 젠터테인涓가 개발하고 2014 년 무렵 외국에서 먼
저 출시한 매치 3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를 한국에서 유통하기 위한 독점라이
센스계약을 2014 년 1 월 23 일에 체결하고, 2014 년 2 월 11 일에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위 게임
의 한국어 버전(: 피고게임)을 출시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였
다.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회사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원고게임만의 독특한 게임규칙으로서 원고회사의 성과
물이라고 주장하는 규칙들은 기존의 매치 3 게임 등에서 이미 사용되던 게임규칙이거나 그러한
게임규칙들을 ‘변형 또는 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누구
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점, ②피고회사는 이미 출시된 원고게임의 게임규칙을 부정한 수단이 아
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입수한 점, ③원고게임과 피고게임은 게임규칙이 표현된 형
태나 화면구성 및 디자인 등 게임의 전체적인 형태가 다르고, 피고게임에는 원고게임에는 없는
독창적인 게임규칙, 게임레벨 및 시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피고게
임은 원고게임의 ‘직접적 모방’이 아닌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인 점, ④원고게임
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허용하는 ‘선행시간의 이익’을 충분히 누린 점.
특히 ‘선행시간의 이익’에 관하여 법원은 ①피고게임은 원고게임의 출시시점(2013 년 4 월
무렵)보다 약 10 개월 정도 후에 출시되었는데(2014 년 2 월 11 일), 컴퓨터를 이용한 종래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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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게임은 개발기간이 길지만 이용자들의 충성도와 오랜 이용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원고게임과 같은 모바일 캐주얼 게임은

1

짧은 기간 동안 화제를 모으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최

대한의 수익을 얻는 경향이 있어 개발기간과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을 고려하면, 위의 10
개월은 ‘원고게임의 개발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과
②실제로 원고게임의 개발비용은 미화 520 만 달러인 반면, 원고게임의 출시 이후인 2014 년 7
월 31 일 기준으로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미화 1 억 5 천만 달러 이상, 모바일 버전은 1 억 8 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게임이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된 이후인 2014 년 6 월 10 일
에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된 원고게임이 미화 220 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게임으로 인하여 원고게임과 관련한 원고회사의 사업이 괴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7.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2.16. 선고 2016 나 2035091 판
결)

2

이 사건에서 피고 디자이너는 2013 년부터 원고 에르메스의 명품가방인 ‘켈리백’과 ‘버킨백’
의 상품형태와 같은 핸드백을 인조가죽으로 제작하고 앞면에 자신이 창작한 눈알 또는 입술모
양 등을 부착하여 10~20 만 원대에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다.
법원은 우선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①타인 성과의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②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③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④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⑤타인
성과물의 취득 경위, ⑥이용행위의 결과(선행자의 사업이 괴멸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①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타인 성과나 아
이디어의 취득, ②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③건전한 경
쟁이 아닌 경쟁자의 영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
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④타인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예속적 모방’이 아닌 타인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아니한 ‘직접적 모방’인 경우 등을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차목에 해당하는 예로
들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제품의 제작Ț판매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제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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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고의 이용행위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원고 제품형태를 창출한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피고도안
은 원고가방의 형태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 즉
‘재창작’한 것인 점; ②피고도안은 원고가방의 형태를 이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적용되
어서도 인기를 끌만큼 ‘피고 브랜드 자체의 신용과 고객흡인력’, 즉 ‘자체 식별력’이 강하고, 원
고제품과의 출처에 대한 오인Ț혼동가능성이 없는 점.

8. 점자책기부 캠페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 나 2053921 판
결)

1

이 사건에서 원고광고대행사(원고회사)는 소외 신용카드회사를 대행하여 2012 년 말부터
2013 년 초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점자로 변환하여 출판한 점자책을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기
부’하는 내용의 ‘Point Publishers 캠페인(원고캠페인)’을 진행하여 광고제 수상을 하는 등 국내
외 호평을 받았다. 피고광고대행사는 피고증권회사의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ㅇㅇㅇ서비스’
4 주년 기념으로 2015 년 초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점자책을 기부’하는 내용의 ‘ㅇㅇㅇ-BOOK
릴레이’ 이벤트(피고이벤트)를 대행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피고이벤트가 원고캠페인의 아래
표와 같은 부분을 모방한 것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원고 캠페인과 피고 이벤트 구성요소 비교
구성요소

슬로건

원고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포인트

피고 이벤트

세상을 밝히는 ㅇㅇㅇ-BOOK 릴레
이

당신의 ㅇㅇ포인트가 점자가 되고

당신의 한 줄이 점자가 되고 즐거움

광고영상

⋯ 점자책이 되며, 그들의 눈으로 세

을 선사하는 점자책이 되어 아이들

내레이션 및 자막

상을 바라보는 힘이 됩니다.

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보는 눈이
됩니다.

㈝⭕㈁ㅹⶕ⯅ㅡ㎺。㑩⛒✾ㅹ⯉ញᚩ䀒㶹 ㅹញ㷑 ㈝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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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문제상황



원고 캠페인

피고 이벤트

점자책 점역율, 맹인 문맹률 등 수치

대형서점, 국회도서관 점자책 보유비

화 자료 제시

율, 2013 년 점차책 보급률 등 수치

(수치화)

화 자료 제시

광고
영상

필요성

구성

제시

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점자도서의

점자책을 만들기 위한 인력과 시간

지속적 배포 필요, 신용카드 포인트

이 필요

기부로 점자책 출판

(Plot)
해결책
제시

도서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선택하

도서 중 하나를 골라 문장 한 줄을

면 점자로 번역이 되어 점자책이 만

입력하면 점자책이 만들어짐

들어짐

인터넷 사이트
도입화면
책의 오른쪽으로부터 한글이 들어오
고 왼쪽으로 점자가 나가는 구성

기부 참여 방식

화면 중간에 “책, 일년에 몇 권이나
읽으세요?”를 점자로 표현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고객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면 점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면 점자로

자로 번역되어 기부됨

번역되어 기부됨

원심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캠페인과 피고이벤트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 중
①‘광고영상 내레이션 및 자막’ 부분은 모두 ‘단순한 사실의 소개(점자로 변환되는 과정, 점자가
모여 점자책이 되는 과정, 점자책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부되는 과정 등)로서 다른 표현을 상정
하기 어렵거나 구체적 표현이 매우 흔한 경우(“무엇이 다른 무엇이 되고, 그 다른 무엇이 다시
다른 어떠한 것이 된다.”는 식의 표현)’에 해당하는 점, ②‘광고영상구성’ 부분에서 원고캠페인
의 ‘문제상황→필요성 제시→해결책 제시’와 같은 구성은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구성(현 실태 제시→해결 방안 제시→참여 독려/결과 보고)의 범주”에 속하여 아이디
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③위 광고영상에서 ‘도서관 또는 서점 책장을 보여주면서 저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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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보급률 등의 수치를 제시하는 장면’과 같이 일부 유사한 부분은 ‘문제상황’을 나타내기 위
하여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점(‘필수적
장면의 원칙’ 또는 ‘표준적 삽화의 원칙’) 등을 이유로 원고캠페인의 각 구성부분 중 피고이벤트
의 구성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고
캠페인의 ‘광고영상의 구성’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의 증거들만으
로는 차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저작권 침해와 차목에 관한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주요 규정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纥溆)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
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
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 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
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
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
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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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금창호 / 박신애

I. 개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년 한해 동안 69 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를 제재하면서,1
합계 약 3,600 억원(미화 약 3 억 4 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담합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에 있어서는 2017년 중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
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 년 업무계획
중에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및 21 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또는 법명 생략)
전면개편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2017 년에는 담합에 관한 몇몇 흥미로운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예컨대, 대법원은 입찰담
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발전적인 법리를 제시
하였고,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이른바 “leniency”)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담합의 탈퇴와 파기를 구별하는 기준 등에 관한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년 11 월 30 일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

✾◝✾㈡ ㇉ 䃽ㅙ :PPO:BOH--$ ❩䃡⭕
ゕᣙ⯅“㋅㉕”∩ⶅ㊾┮⋢⚸ឥ㑾ᢱᾚ◥⌉ ᚩ㉎᭗ⳁ㎩㈁㋅㉕㈡“ᝦញ”ᣵ㑩㺕䀑䀅ᶍ
ឞ㊾≁ㆭㅹ䄵ᯭṭの◝䄶 ᯭㅽ 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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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 호, 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
은 과징금 제재의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와 억지 효과 제고이다.
담합에 대한 부과기준율 조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i)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중에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이를
“관련매출액”이라고 부른다)에, (ii)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비율(이를
“부과기준율”이라고 부른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 5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담합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개정 전의 과징금 고시에서는 중대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단계의 최고 부과기준율을 각각 10%, 8%, 7%, 5%, 3%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과징금고시
에서는 위 둘째 단계의 부과기준율 상한을 8%에서 8.5%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강화: 우선, (i) 장기간 지속된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을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하였다. 다음으로, (ii)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조정하였다. 즉, ㈀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가중의 상한을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하였고, ㈁ 위
반 횟수의 기준인 산입기간을 최근 3 년에서 5 년으로 늘렸으며, ㈂ 종전에는 산입기간 중 2 회
이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산입기간 중 1 회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하는 강제조사가 아니고, 그 조사대
상자의 동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조사이다. 다만,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
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이하 “조사방해”)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
원회는 조사방해에 대하여 (i) 행정적 제재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법 제 69 조의 2
제 3 호), (ii) 조사방해의 정도가 심한 일정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자가
검찰에 고발되면 그 후속 형사절차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 제 66
조 제 11 호). 2017 년 4 월 19 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
화하였다. 1
우선,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였다. 법 개정 전에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이
하 “현장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 또는 폭행 등의 방법에 의한 조사방

1. 법률 제14813호, 시행일 2017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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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i) 조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및 (ii) 조사대상 자료의 은닉, 폐기, 위조 또는 변조 등의 경
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법 제 67 조 제9, 10 호). 법 개정 전에는 위 (i) 및 (ii) 유
형의 조사방해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 1 일당 해당 사업자의 1 일 평균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50 조의4). 위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는 2017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되었다.

III. 주요 사건
1. 렉서스 딜러 담합 파기환송심 사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 두 2352 판
결)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하여 관련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건이다. 미국에서는 경성카르텔
에 대해서는 “당연위법(per se illegal)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해당 담합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지는 심사하지 않고,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명백히 경쟁제한적
이라고 본다. 반면에, 공정거래법 및 한국 소송법에서는 당연위법의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가격담합의 경우에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법 제 19 조 제 1 항) 담합
인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고, 다만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책임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담합은, 9 개 렉서스 승용차 판매사업자(이하 “렉서스 딜러”)들이 고객
에 대한 가격할인 및 내비게이션 무상제공 등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였다. 2 렉서스 딜러들
이 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렉서스 승용차와 수
입 승용차 및 국산 고급 승용차는 대체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러한 자동차들을 포괄하도록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하였고, 그러한 관련시장에서 렉서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담합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의 관련시장 획정이 타당한지 판단할 사실적

1. 대법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판결 및 대법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판결 등.
2. 공정거래위원회 2008. 12. 15. 의결 제2008-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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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1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임계매출손
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에 근거하여 관련시장을 국내 고급 수입차(BMW, 벤츠, 렉서스, 인
피니티 및 볼보 등 6 개 승용차) 시장으로 획정하였고(즉, 국산 고급 승용차 제외), 그러한 관련
시장에서 렉서스 점유율이 25.6%에 이르는 점 및 담합의 결과 소비자들이 렉서스 승용차 구입
에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 점 등을 이유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과징금의 일부만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렉서스 딜러들 및 공정거래위원회 쌍방이 상고하여 이루어진 상고심
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담합에 있어서도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기
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심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인정하였다.

2. 수질복원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 두 35199 판
결)
담합 가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서 및 과징금 등의 감경 또
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즉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신청(이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규에 따른 감면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자진신고자의 순위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담합 자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
금 등을 결정하는 심결절차에서 감면신청의 인정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심의 및 결정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신청자는 담합 자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각 결정도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는 기존의 법리가 재차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담합은, 특정 수질복원시설(하수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생태공
원 등을 포함하는 시설) 공사의 입찰에 A사 및 B 사만 참가한 상태에서, 위 2개 사업자가 2009
년 9 월경 서로 가격으로는 경쟁하지 않되 설계만으로 경쟁하기로 합의한 행위였다. 위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A 사는 2011 년 10 월경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B 사는
2014 년 5 월경에서야 감면신청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년 9 월 11 일 B 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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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고, 그와 별도로 B 사의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2 순위자에
대한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1
B 사는 위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 처분 각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감면신청에 대한 기각과는 별개로 과징금에 관한 종국의결이 있
는 경우에는 직접 종국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해당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권
리 구제 수단이므로, 감면신청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기각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소를 구하는 B 사의 청구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신청기각 처분의 취소
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2 대법원은 그 이유로서, 공정거
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과 감면신청기각은 각기 구체적인 근거규정,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
는 독립적인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위법 사유나 법적 성격도 다르므로, 사업자는 위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할 실익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감면신
청기각 처분에 대한 C 사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3. 고속철도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 두 33360 판
결)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산출방법이 쟁점으로 대두된 사건
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담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담합
가담 사업자의 매출액(즉, 관련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공
정거래법 시행령 제 9 조 단서에서는 입찰담합의 경우에 대하여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입찰의 계약금액
은 실제로 실현된 매출이 아닌 경우도 많으므로, 3 위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해석방안과 관련하
여 여러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입찰담합은 일종의 “시장분할” 합의였는데,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1. 의결 제2014-186호(담합에 대한 의결) 및 같은 날 의결 제2014-188호. 감면신청기각의 보다 구
체적인 이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2순위 감면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외 사유, 즉 (i) 담합
가담자가 2개 사업자 뿐이고, (ii) 1순위 감면신청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의 2순위 감면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2. 이러한 “기존 입장”에 관해서는 대법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참조.
3. 예컨대, 입찰담합의 결과 낙찰에 성공했으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실패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
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입찰담합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매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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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 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 년 상반기경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의 13 개 공구를
크게 3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낙찰될 사업자(이하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7 개 대형건설사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14 개 건설사들도 이러한 입
찰담합을 위한 추첨에 참여하였다. 위 총 21 개 건설사들은 추첨의 결과 공구배정을 받지 못한
건설사에게는 추후 다른 낙찰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다른 공사
의 수주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대상이었던
C 사는 위 21 개 건설사의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2009 년 하반기경 위 추첨에 따
라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건설사들의 요청을 받아 7 개 공구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
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 사의 위 입찰담합 가담에 대하여 C 사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7
개 공구의 계약금액 합산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되, 과징금고시에 따른 감경사유를 적용
한 후 최종 부과 과징금을 19,998,000,000 원(미화 약 1,870만 달러)로 결정하였다.1 C사는 이
러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C 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C 사는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찰담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C 사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이유
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도 입찰의 “계
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서 (i)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
금액을 과징금의 기초로 삼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 (ii)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사업
자가 실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과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통
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C 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
징금은 입찰담합에 가담한 C 사 행위의 위법성과 그러한 입찰담합으로 C 사가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여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4. 와이퍼시스템 입찰담합 사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 두 48884 판결)
입찰 단계에서는 계약대상 제품의 단가만 정하고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입찰담합
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계약금액”을 어떻게 파악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다. 이

1.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의결 제2014-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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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문제된 담합은, 3 개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건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서는 전체 발주물량을 확정하지 않은 상
태에서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1 개 제품당 단가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하율 등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했고, 위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점에도 납품은 종료되지 않
았기에 전체적인 납품물량 및 총 “계약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i)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ii) “견적요청서에 기재된 해당 차종의 예상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이하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1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계약금액” 산출방식이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그 후 대법원도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찰담합에서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다. (i) 원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
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데 입찰담합은 특히 그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
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ii) 다만,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의 기초인 “계약금액”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
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2 (iii)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납품물량이나 납품가격은 낙찰자와 발주사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제품
단위당 견적가격에 예상판매수량을 곱한 “계약체결 예정금액”은 실제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납
품 물량이나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체결 예정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
초인 “계약물량”으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ޣ남용한 처분으로
서 위법하다. 3

5.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 두 48447 판
결)
이 사건 역시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계약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쟁점이었
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의 계약금액에 발주
자가 구매하여 낙찰자에게 공급하는 자재가격(흔히 이를 “관급자재”라고 부른다)이 포함된 경우,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계약금액”서 그러한 자재가격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6. 의결 제2014-012호.
2.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정립한 법리를 재확인한 부분이다. 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3. 참고로, 현행 과징금고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품물량을 정하지 않는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심의일 현재 각 입찰담합 가담자들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파악하도록 규정
하였다.

215

떟  ꬃ 





제였다. 위와 같은 자재가격은 추후 발주기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여 낙찰자(즉, 건
설사)에게 공급한 후,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었다. 따라서 자재가
격은 입찰담합 건설사의 매출로 실현되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급자재”의 가격이 포함된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1 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대법원
도 이러한 고등법원의 결론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주요 판시이유는 다음과 같다. (i) 입찰담
합에 대한 과징금산정에 있어서는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
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이지, 그러한 계약금액이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산정의 일반적
인 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과 그 본질적 성격이 다르거나 전혀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ii)
따라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그 결과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 중 일부가 입찰담합 사업자의 매
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징금산정의 기초인 계약금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6. 폐석면매립 가격담합 사건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 두 37433 판결)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담합에 대한 과징금산정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담합이 계속된
기간 동안 해당 담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담합 사업자의 매출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담합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이후의 매출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므로, 과징금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담합의 종료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
다. (i) 담합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담합의 종료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
다른 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담합에서 탈퇴한다고 알리고, ㈁ 독
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담합에 반하
는 행위를 해야 한다. (ii)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담합의 종료가 인정되려면,
담합 가담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들이 담합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
나 또는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
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등 담합이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존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담합은 7 개 폐기물처리 사업자들이 2008 년 상반기경 폐석면 매립처리
의 기준가격을 합의한 행위였다. 그 중 6 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도 2009 년 9
월 내지 11 월부터는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인하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시점에서 담합이 종료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담합의 종료 시점을 공정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2. 의결 제2015-095호.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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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사업자들이 (i) 묵시적 의사표
시 및 (ii) 독자적 가격인하 등을 통하여 담합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자들의 “탈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2009 년 11 월 이후에는 위 담합이 전체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보
아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위 담합이 “파기”되었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i) 2008 년 상반기경
의 기준가격 합의 이후 신규업체인 X 사 및 Y 사가 각각 2008 년 9 월경 및 2009 년 3 월경 폐
석면 매립처리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년 10 월경 위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들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9 개 담합 사업자들은 기존의 담합을 유지
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인다. (ii) 담합에 참가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적어도 2009 년 9 월
내지 11 월 이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준가격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하였다.
(iii) 각 시기별로 업체별 가격 차이 역시 상당히 컸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23. 의결 제2013-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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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이창훈 / 석근배

I. 개관
2017 년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종래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이 부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업무에 있어서는 몇몇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입법 및 정책 측면
에서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7 년에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
단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사건 역시 많지 않았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2017 년에 법률이나 정책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
는 없었다. 다만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주요한 정책목표
로 설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확산된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사물인터넷(IoT)이나 5G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등의 분야 및 제약 x 바이오 분야에
대해 실태점검 또는 현장조사를 실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정
위는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관련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아울러 최근 유럽, 미
국 등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응능
력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필자가 속한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1. 2017. 9. 18.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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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는바, 추후 이러한 개편을 통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도 현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러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과정에서, 점점 복잡해
져 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들을 법이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시
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규정은 적절한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
정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착취남용 규제를 여전히 유지할 것인지 등 시장지배적지
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진행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III. 주요 사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 년에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시장지배
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많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그 중 지난 2015 년에 소개해 드린 KT 와 LG 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관
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
관한 공정위 의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KT/LG 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결
이 사건은 기업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handset 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이른바 기업메시징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이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
가로 기업고객으로부터 서비스 건당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신의 무선통신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메시징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는다(즉, 이동통신사가 메시징제공자에게 전송서비스를 판매하면 메시징제공
자는 이를 필수적 원재료로 하여 자신의 기업고객에게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조).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이하 “KT 등”)는 기업메시징사업자에게 전송서비
스를 판매하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수직통합사업자로서 직접 기업고객들에게 기업메시징서비스
를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메시징사업자는 크게 (i)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KT, LG
유플러스)와 (ii) 그렇지 않은 일반 사업자로 구분되는데, KT 등은 다른 기업메시징 사업자와는
달리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에게는 전송서비스 건당 평균 최저 이용요금 수준보다 낮
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KT 등의 메시징서비스 저가판매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3 조의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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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제 5 호 전단 소정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5 항
제 1 호 소정의 부당염매(“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즉, 공정위는 KT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면서, 전송서
비스 요금수준 미만으로 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염매의 행위요건(‘통상의 거
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 충족되었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i) KT 등의 시장점유율이 수직 상승한 반면 일반 메시징제공
사의 점유율이 급감한 점, (ii) KT 등이 전송서비스 요금수준 미만으로 메시징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판매할 경우 KT 등조차도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메시징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이 구조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점, (iii)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이외의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부당성(경쟁제한의 우려 및 의도) 인정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판
단을 전제로, 공정위는 KT 등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131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KT 등이 국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
위를 가진다고 보면서도 공정위가 산정한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통상거래가격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통상거래가격의 해석
과 관련하여 통상거래가격의 개념이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통상거래가격은 (i) 위 규정에
따른 규제가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ii) 시장에서 가
격을 통한 경쟁은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경쟁의 기본적이고 본질적 모습인
점, (iii) 판매가격의 인하는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iv) 처분의 근거 규정은 제
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데, 통상거래가격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처분 기관에
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둘째, 법원은 부당염매에 관한 부당성 판단에 대해서도 포스코 판결 1의 법리를 원용하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부당성이 사실상 추정될 정도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할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행위의 본질이 기업메시징서비스의 가격 인하임을 명확히 한 후, (i)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서비
스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ii)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시장 규모는 매년 10~20%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체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의 전송서비스 이용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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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iii) 달리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혁신이 저해되었다거나 다양성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
가 부당성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KT 등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기타 경쟁사업자들의 시
장점유율 감소 경향’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 이는 이 사건 행
위가 있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ii) 이 사건 행위 이후 시장점유율
감소가 특별히 가속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감소
와 이 사건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행위 요건 및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포스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 사업자의 저가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효율
적인 경쟁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전체적인 효율성은 증대되었다는 점에
서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격을 통한 경쟁을 보호
하고, 이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경쟁법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이
오히려 기술혁신과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비효율적인 경쟁자에
대한 가격 보호를 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가격인하를 억제하여 소비자 후생을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쟁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때문인지에 관
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
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위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대법
원 2018 두 37960 사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2.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2017 년에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진 사건들 가운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은 퀄컴 사건이다. 공정위는 2017. 1. 20.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 남
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발표한 2016. 12.
28.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퀄컴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뒤
이를 공정거래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

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였다.”
②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행을 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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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
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퀄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거의 모든 측면에 있어 현재 치열한 공
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학계에서도 유력하게 제
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소송의 진행경과 및 그
판단결과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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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기업결합 규제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김경연

I. 개관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결합 동향의 2017 년 통계에 따르면, 공정위에 신고된 총 668
건 중,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사건 수는 514 건, 금액은 53.8 조원,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의 경우 사건 수는 154 건, 금액은 455.6 조원으로, 국내기업간 기업결합 수가 전년 대비 사건
수와 금액에서 모두 증가하고, 외국 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액
은 다소간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냈다.1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
에의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2016 년과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특히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 국내 기업들이 전기x전자, 석유화학x의약 및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확보(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와 사업다각화(혼합적 기업결합)에 나섰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 외
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2016 년과 비교하여 거래 규모 20 조원 이상의 초대형 M&A 가 감소
한 것이 전체 금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화장품, 바이오의약품, 4 차 산업혁
명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인수 등을 통한 투자는 3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고된 전체 기업결합 건 중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간에 기업결합을
통해서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총 370 건)와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총 298 건)의 비중이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율촌
1. 2018. 2. 14.자 공정위 보도자료, “국내 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에 적극적, 대기업집단은 사업 구조 개편과 사업 다
각화를 모색”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2. 삼성전자-Harman(자동차전장), SK-LG실트론(반도체 웨이퍼), 라이프렌즈-엘아이제이브이(인공지능 스피커), 엘지유플러스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등
3. Unilever-카버코리아(화장품), Leguh Issuer-휴젤(바이오의약품), Khaki Holdings-카카오모빌리티(모바일 내비게이션), Alipay카카오페이(모바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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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기업결합 신고 제도가, 계열회사간 주식인수를 제외한 기타 나머
지 유형의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에 대해서 신고와 심사를 간이하게 할지언정 일단은 신고대상으
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공정위 기업
결합과의 업무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배
력이 새로이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고된 사건들 중에서 2016 년과 마찬가지로 2017 년에도 총 4 건의 기업결합
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 28 건의 기업결합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건에 대해
서 총 5 억 7,701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 중 특히 면밀한 경쟁제한성 검토 후 시정조치
가 이루어진 3 건에 관하여, 이하 III.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17. 10. 19. 시행):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와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기
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 억 원, 타방
300 억 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 억 원으로 높였다.

2.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개정(2017. 12. 20. 시행):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간이 심사대상으로 전환
공정위는,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
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기존의 일반 심사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개정 심사기준의 시행일인 2017. 12. 20.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하였다.
위 개정은 공정위의 주된 관심사인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작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신고 자체는 일반 신고로 하되 간이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간
이신고 대상을 늘림으로써 신고시 자료 제출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2016 년의 기업결합 신고요
령 개정을 감안하였을 때 본건 합작법인 설립의 신고 자체도 간이 신고로 가능하게 하였다면
더욱 실질적인 신고 부담의 완화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간이신고 건은 논
리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안될 이유가 없고, 거꾸로 간이심사 대상을 굳이 일반신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과 심사대상에 대한 기준이 일치 되지 않아 신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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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은 조만간 공정위의 조치를 통하여 정리되기를 기대한
다.
또한, 합작의 일방 당사자가 100%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곧이어 타방 당사자가 곧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합작법인체를 성립시키는 경우와 합작법인의 설립 자체에 합작 당사
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는, 상호간 거래의 절차와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합작법인의 설립
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경쟁제한성 분석의 측면
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심사의 대상을 신설회사 설립
의 경우에 국한한 점은 추후 공정위의 실무 판단에 따른 전향적인 개정을 기대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일응 사업의 속성이나 합작의 목적상 지리적
시장의 범위가 해당 국가(외국)의 국경을 넘지 않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러나, 가령 합작법인의
사업 범위가 추후 변경되어 국내 시장에 간접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은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의 의문은 남아있는 상태로, 검토사안이 축적됨에 따라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III. 주요 사건
1. DOW 와 DUPONT 의 합병 건: 조건부 승인(자산매각 조치 등)1
(1) 기업결합의 개요 및 공정위의 처분
본건 기업결합은, 각각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The Dow
Chemical Company (“DOW”) 와 E.I. du Pont de Nemours & Company (“DuPont”)이 우리 법
상 신설합병에 해당되는 “all-stock merger of equals”의 방법으로 2 DowDuPont Inc.을 설립하기
로 하는 계약을 2015. 12. 11. 체결하고, 2016. 5. 4.에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다. 위 결합의
결과, Dow 와 DuPont 의 기존 주주들은 위 신설회사인 DowDuPont Inc.의 주식을 동등하게 50%
씩 소유하게 되었다. 당사회사들은 합병 이후 종래 운영하던 3 개 사업부문(농업, 소재과학, 특
수제품)을 tax-free spin-off 를 통해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ᝦㅙឞ㊾ㆭ㈁㈁⯅ᚩ㑪ឞᛅề㑩⿳ ឞ㊾ㆭ㈁➝ṭ㈹⍵ラ䀝ㄡឩ⋑ᣙ⭕⚸➝ṭ㈹⍵␥㛡ញ⌅㊾䀁ォᶍ
‘BMMTUPDLNFSHFSPGFRVBMT’⣭ⵠ䀅ᢅ║㈁ỹ䄵⭕ᚩ䀁ᭁ㈁ⶉ⯍䄵⭕␥⯍⑦䀁ᴽ䂾㮅⌅ 〺⭕㈁㎥㎥ᾍᣙ㌝㈁㎥ⶆᶩ
ⶉⶉ⯍䄵⭕㈁㎥ⶆ⛙㊾⛄᜵ề┙ 㱞⭪㈁䀒❺㈝ⶉ⯍䀒❺㈝ᾉⰵ┡䀒❺㈝ᾉ䀅䄵⭕㈁ᭁⓡ㑩䄵⭕べᶩ䀅㈡ⳁ㈁ⶍ㑱
ᚿᴽᜬべ⛁䀁ゕ そ⁍䄵⭕ṭᶍ␡䄵⭕␥“㈡ⳁ”䀁ᣙ➝ᶍᴽ ᶩᾚ䀅䄵⭕ᚭ㈁䀒㝝㈁ⶍ㑱ᚩ㑭ᶍᴽ㊹べ⯅㱞⭪㊪㈡䀒❺
ឥ᠕❭ềᴽ㵢㑾㈝㈱ᴽᜬ⌅㈝䀝ễᶍ➡㈁%PX%V1POU㈝ㄡべṭ%BJNMFS#FO[ラ$ISZTMFSᚭ㈁䀒❺㱞䀅
%BJNMFS$ISZTMFSṭᶩ㼅㊪㈡NFSHFSPGFRVBMT㈁⭕⋩⌅⿵⋍㋡㈱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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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1)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의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매각
하도록 하고, (2)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
도록 하였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양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각종 석유화학 제품 시장, 종자, 농약 및 기타 화
학 제품 분야에 걸쳐 기업결합이 일어났으나, 종자, 농약 기타 화학 제품 분야 및 여타의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사업 간에 중첩이 일어나지 않거나, 당사회사의 시장점
유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낮다고 보고, ‘산 공중합체 시장’만을 별도 상
품시장으로 획정하여 심도 있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하였다.1
당사회사는 산 공중합체 시장의 1 위(DuPont – 32.5%)와 3 위(Dow – 15.3%) 업체로서,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은 2 위 업체 점유율(ExxonMobil – 17.4%)의 2 배가 넘으며, 결합 후 상
위 3 사 점유율 합계 역시 75%를 상회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
였다. 2 나아가, 동 상품 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소수의 생산 업체들의 과점적 상황이
지속된 고착화된 시장이라는 시계열적인 분석의 결과, 기업결합 후 단독의 가격 인상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단독효과),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줄었고, 점유율
차이가 현격하며, 다른 잔존 경쟁사업자들이 당사회사들만큼의 다양한 등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들이 추후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도 높
다고 보았다(협조효과).
본건은 결합 당사회사 기업가치가 약 150 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린 건으로, 특
히 산 공중합체 제품의 국내 수요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분석에 따른 독자적인 고려를 할 필요성이 낮았던 사건이다. 공정위는 특히 향후에도 이
러한 대규모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건의 검토, 조치의 내용, 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 더욱 면밀한 공조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 바, 그와 관련된 합리적인 심사실무
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기대된다.

1. 해당 제품의 장거리 운송이 쉽고, 국내 수요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
정하였다.
2. 결합 후 회사를 포함한 상위 3사 합산 점유율 75%이상이고, 결합 후 회사가 1위 사업자로서, 2위 회사와의 점유율 차이가 결합
후 회사 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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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스매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 시정조치 (가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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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업결합의 개요 및 공정위의 처분
본건 기업결합은, 투자목적회사인 에스메랄다 주식회사(“에스메랄다”)가 오산지역 집단에너
지공급업자인 디에스파워 주식회사(“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2017. 4.
14. 체결하고, 그 다음 날 공정위에 신고를 한 건이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 폐열공급계약이 종료하는 2028 년
말까지) (i)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 물가지
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ii)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
정 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였으며, (iii) 증기 수요처에 증기
요금을 청구 시 증기 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당해 수요처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2011 년 FTC 의 Entergy-Koch Industries 회사 설립 건 등에서 수직결
합으로 인해 상방 시장의 가격 인상이 하방 시장의 최종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문제 삼아
행태조치를 부과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신고회사인 에스메랄다의 계열회사인 신대한정유산업과 상대회사인
디에스파워의 계열회사인 디에스이앤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쟁하는 ‘폐열 공급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신대한정유산업은 디에스파워에 폐열(증기)를 공급하므로, 디에스파워가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 에너지 공급업 시장’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2
공정위는, 우선 폐열공급업 시장에서는 기존에 시장에 존재하던 두 사업자가 사실상 결합
됨으로써 폐열 공급은 물론, 기업결합의 결과 폐열의 수요까지도 모두 독점하게 되는 점을 주목
하였다. 폐열공급업 시장에는 단기간 내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집단 에너지 공
급업 시장의 관점에서 보아도 본건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완전한 수직적 통합은, 본래에도 용
이하지 않은 폐열공급자의 신규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어렵게 신규진입이 이루어지더
라도 가격과 거래조건의 차별의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증기 수요처는 증기
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증기의 원가, 즉 폐열 가격의 인상은 곧 증기 가격의 인상으로 쉽게 이
어질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기업결합 후 시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 폐열가격을 임의로 상승시킬
유인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런 반면, 실제 냉난방열이나 전기와 달리 증기가격에 대해서는 별
도의 법적 규제가 없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정

1. 본 건의 경우 공정위의 의결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정리하였다.
2. 위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일어나는 ‘폐열공급업’과 ‘집단 에너지 공급업’은 오산시 내에서 배관을 통해서 생산자와 수요자들에
게 공급되고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공히 오산시로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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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하방 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하여 상방시장
의 가격인상이 하방 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사건처럼 서비스의 공급이 물리적으로 한정된 경로
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작은 지역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수
평결합의 단독효과, 수직결합의 봉쇄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관련 산업 당국의 가격규제 권한 여부를 따져, 공정위가 새로이 시정조치를 통한 가격
규제에 나설 필요와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한 점 역시 다소간 눈여겨 볼 만 하다.

3. MAERSK 의 HSDG 의 주식 취득: 시정조치(컨소시엄 탈퇴 등)
(1) 기업결합의 개요 및 공정위의 처분
본건 기업결합은, 전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의 선복량 1 위 업체인 덴마크의
Maersk Line A/S (“Maersk”)가 같은 시장 선복량 7 위 업체인 독일의 Hamburg
Südamerikanische Dampfschifffahrts-Gesellschaft KG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6. 10. 28.에 체결하고, 2017. 4. 24.에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당사회사들로 하여금 (i) 극동 아시아-중미x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
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 기간 연장을 금지하며,
(ii)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 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하는 한편, (iii)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Maersk 와 HSDG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
는 공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
년이 경과되기 1 개월 전까지 당사회사들이 이 건 시정조치에 대한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공정위는 본건 상품 시장을 당사회사들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으로 획정하고, 1 지역시장은 이들의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 들 중 국내항구와의 연

1. 그 밖에 Maersk와 HSDG의 사업이 중첩되는 액체 화물 부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및 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부문과 Maersk의 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 ②해상 운송주선업, ③항구 인양업, ④컨테이너 제조업, ⑤내륙 운송업 부
문에서 수직결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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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고려하여 극동 아시아-중미 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 개 항로로 획정하였다.1
그리고나서 위 10 개 항로 각각에서의 CTS(Container Trades Statistics Ltd.)의 자료에 기초
한 운송량 기준의 개별사업자 단위 및 당사회사가 속한 컨소시엄 단위의 시장점유율 분석(점유
율 합산 및 HHI)을 통해 경쟁제한성 추정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의 선
복량을 감안했을 때 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당해 항로에서의 컨소시엄 가
입 및 구성 현황을 보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컨소시엄 연계를 통한) 단독효과, (구성원간 합의
로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기항지 등을 결정하거나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 교환이 용이한 컨
소시엄 고유의 특성 및 해당 항로의 과점화 여부에 따른) 협조효과 등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미x카리브해 항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여타의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의 수
준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물론,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중국, 일본 경쟁당
국과 협의하고,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하는 등, 다각도로 심도 깊은 검토
를 하였다.
특히 본 건은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하여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도 실시하여, 컨소시엄간 및 컨소시엄 내 구성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성 가능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컨테이
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영향력
역시 개별 사업자가 아닌 컨소시엄 단위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밖에 없는 시장 현실을 감안한
타당한 고려라고 보여진다. 다만, 전세계 다수의 항로에서 개별 사업자 단독으로만은 사업을 영
위하기 어렵고, 해당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요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이나
얼라이언스 등의 협력형태가 필요한 점은 컨테이너 운송업 뿐만 아니라 국제 운송업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따라서, 향후 기업결합은 물론 다른 여타의 경쟁법 규제의 관점
에서 이러한 컨소시엄 내지는 얼라이언스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순기능과 역기능, 경쟁제한성
과 효율성 증대효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측정, 규명, 형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깊
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공정위의 의결서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효율성 증대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
송으로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고객들에게 운임 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 효과가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서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닌데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

1. 우리나라의 부산, 광양 등이 출발 또는 도착 항구가 되는 항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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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경우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 분석에 기초
하여 선험적으로 인정함에 반하여, 효율성 증대효과는 수치로 나타나는 엄밀한 입증분석이 없
으면 거의 인정하지 않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기업결합을 고려하는 회사들의 주의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비판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기타: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건
한편, 2017 년에는 지난 2016 년에 조건부 승인 되었던 두 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승인이 있었다. 우선 ‘BI/SANOFI 동물 의약품 사업부 양수도 건’의 경우, (1) 양
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인 써코백에 대해서는 매각상대방인 쎄바가 국내에 계열회사를 보유하
고 있지 아니하여 ‘써코백’을 수입·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내 계열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를 진행 중에 있고, 법인 설립 완료 이후 ‘써코백’ 수입을 위한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허가권
의 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절차들을 완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2)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프레비콕스’의 국내 수입·판매 관련
자산도 쎄바에 매각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다가 동사가 이를 거절하자, 국내외 20 여개
회사에 매수의사를 타진한 끝에 녹십자수의약품 주식회사로부터 구속적 확정 제안을 받아 공정
위와 협의 중인 사유를 들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ABBOTT 의 ST. JUDE MEDICAL 인수 건’의 경우에도 역시, 실제로 자산을 제 3 자
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동반 이전되어야 하는 전 세계에 등록된 181 건의 지
식재산권(상표권과 특허권) 중 소수에 해당하는 일부가 각 해당 국가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이전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이고, 국내 수입·품목허가권의 경우 변경허가의 사전 단계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적합성인정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완전한 이전 및 국
내 수입·품목 변경허가 절차의 완료까지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행 기간을 연
장하였다.
위 두 건 모두, (i) 원심결에서 예정한 기한이 실제 시정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점, (ii) 피심인이 원심결의 매각명령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고의로 매각을 지
연 또는 회피하고자 한 정황이 없는 점, (iii) 그 이외에 피심인이 매각 대상 사업이나 자산에 영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거되거나, 나머지 시정조치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됨으로
써 시정조치 당시 우려하였던 경쟁제한성이 대부분 해소된 점을 감안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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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분야의 입법 및 판례동향

강일 / 신상훈

I. 개관
2017 년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
법 전반의 법 집행 체계 개선,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입법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최초로 검찰고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규정 위반행위로 행해진 확약의 효력이 무
효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판단하였고, 영화 상영업자인 롯데시네마 및 CGV 가 공정위를 상대
로 제기한 부당한 차별취급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의 소에서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골프존이 대리점 사업자들에 대한 끼워팔
기 및 불이익제공을 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불이익’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인용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2017 년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집행 체계 개선,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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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원재료 가격 변동’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
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행위, 경영 정보 요구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하였다.

(2)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 강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상 3 배소 적용대상은 ‘허위·과
장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거래 거절’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
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 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3) 대리점법의 적용대상 확대
대리점법과 관련하여서는 종전 대리점법은 시행일 2016. 12. 23. 이후에 갱신 또는 신규 체
결된 대리점 계약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
리점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대리점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부칙을 개정하
였다. 다만, 소급 적용을 통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급업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하여 계약서 작
성ㆍ보관의무(제 5 조)와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제 11 조)는 소급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I. 주요 사건
(1) 에어비앤비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검찰
고발
A.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9. 28.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
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 정책상 ① 숙박 예정일로부터 7 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
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②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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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관하여 2016. 3. 8.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2016. 11. 15.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 일 이내에 수정 ·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B.

공정위의 판단 및 조치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이에 공정위
는, 에어비앤비가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
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
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
서 조항에서 연간 3 회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환불 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 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어비앤비의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C.

시사점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 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약관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통일적으로 체결
되는 계약이어서, 여러 국가에 비즈니스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내
용과 양식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 공정위는 최근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애플,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약관에 대해
특정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 고발까지 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에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용되는 약관이 한국의 약관법이나 공정거래법
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 다 229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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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경

백화점을 운영하는 원고와 원고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피고 사이에, 2012. 9. 1. 의류납품계
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오다 2014. 9. 25. 피고가 재고품에 관한 상품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 232,225,685 원
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 4 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상품대금 반환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B.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직매입거래이고,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대규모소매
업자인 원고가 납품업자인 피고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확약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 물품대금 81,843,69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
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약
서는 무효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C.

시사점

위 판결은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규정 위반행위가 민법 제 103 조에 위반
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상 무효라고 규정한 담합을 제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민사법적 효력은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유로 법원이 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
데 본건에서 법원은 납품업자와 유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반품 약정 및 이에 기초하여 반품
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한 최초의 판결이다.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국가가 흔치 않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시장지배적지위의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거래가 불공
정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234





떟  ꬃ

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형사고발과 같은 불이익처분
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거래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위험이 있다.

(3) ㈜골프존의 불이익제공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4 누 62052
판결, 대법원 2017. 4. 14. 선고 2016 두 64999 판결)
A.

배경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관련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스
크린골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Golf Simulator)'(이하 'GS 시스템'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GS 시스템은 이용자가
친 공의 방향, 속도, 회전 등을 판독하여 데이터화시키는 '센서', 공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경
사가 조절되는 '스윙플레이트', 영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이러한 장
비를 제어 · 실행하는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2000 년대 이후에 스크린골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8 년 63 만 명에 불
과하였던 연간 이용자 수가 2012 년에는 186 만 명으로 약 3 배가량 증가하였다. 국내 스크린골
프 시장은 ㈜골프존을 포함한 10 여 개의 GS 시스템 공급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2012. 6.을
기준으로 상위 5 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업체별 제품을 이용하는 연습장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골프존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고, GS 시스템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골
프존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골프존은 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계속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GS 시스템
모델을 출시하여 왔는데, 2002 년도부터 2012 년까지 평균적으로 2 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
였다. ㈜골프존은 자신이 공급하는 GS 시스템을 별도의 판매 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시
스템 설치 · A/S 및 고객관리(콜센터) 업무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에 위탁하여 수
행하고 있다.
한편 ㈜골프존의 GS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점주')는 통상
GS 시스템을 구입한 후 ㈜골프존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함과 동시에 ㈜골프존이 별도로
개설한 GLM(Golfzon Live Manager)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존 라이브서비스 사업자 이용약관'
에 동의함으로써 ㈜골프존의 승인을 받아야만 ㈜골프존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골프존 라이브
서비스'(이하 'GL 서비스')를 제공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골프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 점주 클레임 처리, 이벤트 보상, 이벤트 당첨금 및 페이백
제공 등을 위하여 리얼캐시(또는 R 캐시), 라이브캐시, 보너스캐시, G 머니, 사이버포인트 등과
같은 각종 캐시 또는 포인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 7. 31.을 기준으로 ㈜골프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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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매 법인으로부터 GS 시스템을 구입하여 영업하는 연습장 수는 전국에 5,326 개이고, 이들
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존의 GS 시스템 수는 약 23,484 개이다.
B.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8. 11. 제 1 소회의 의결 제 2014-176 호로 ㈜골프존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후단 거래강제행위 및 제 4 호 거래상지위 남용해위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가.

거래강제행위: 프로젝터 끼워팔기

㈜골프존은 2009. 6.부터 자신이 지정한 2-3 개의 프로젝터를 포함하여 묶음상품 형태로 골
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을 판매하였다.
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

c 시스템 장애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행위
㈜골프존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GS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게임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점주들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전에 객관적인 보상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대신 자신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손실의
일부만을 보상하거나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d 점주에게 골프존라이브서비스(GL) 이용료 징수부담 전가하고 캐시적립금 환불 시 부당
공제
㈜골프존은 2008. 1. 31.부터 자신의 GL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습장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이
받는 GL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이 사건 약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보상없이 점주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골프존은 점주들이 ㈜
골프존에게 GL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립해 놓은 리얼캐시 등 잔액에 대하여 폐업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하였다.
e 광고수익 미분배
㈜골프존은 2009. 7.부터 점주 소유의 시설,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하면서도
점주들에게는 이 사건 약관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광고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
f 중고 GS 시스템 구입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조건 차별행위
㈜골프존은 점주들이 최신형 GS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형 GS 시스
템에 대한 보상판매를 실시하였는데, 2012. 9. 15.부터 ㈜골프존 또는 판매법인을 통하여 GS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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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면서 중고매매상이나 다른 점주를 통하여 중고
GS 시스템을 구입한 점주들에 대해서만 보상판매가격을 종전보다 500 만원 인상하여 적용하였
다.
C.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23.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
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4. 8. 11. 의결 제 2014-176 호)]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4. 14. 공
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

거래강제행위: 프로젝터 끼워팔기

㈜골프존이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GS 시스템을
판매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였어야 하는데, ㈜골프존
이 GS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프로젝터를 함께 구입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프로젝터와 아무
런 관련이 없는 GS 시스템 판매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프로젝터 시장에 참여한 것도 아니
므로, ㈜골프존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프로젝터 판매 업체를 경쟁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골프존이 GS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호환 가능한 특정 종류의 프로젝터 중 하나를 함께 구입하
도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
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골프존이 GS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프로젝터를 함께 판매한 것
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① ㈜골프존의 GS 시스템 작동에 있어서 프로젝터는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프로젝터를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
품, 즉 종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골프존이 평균 2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 점주들은 기존의 프로젝
터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프로젝터를 새로 구입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였다. 또한 경쟁사
의 GS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골프존의 GS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GS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년부터 2013 년 상반기 사이에
신규 GS 시스템 구입 점주들 중 오직 4.1%만이 기존의 프로젝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프
로젝터로 교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점주들이 신규 G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프로젝터를 신규 GS 시스템에 맞추어 ㈜골프존이 권장하는 프로젝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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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골프존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프로젝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점주들에게 제
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프로젝터의 구입을 강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골프존은 GS 시
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개 제조사의 프로젝터를 대상으로 호환성 등을 테스트하여
선정된 프로젝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④ ㈜골프존 외 다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업체들도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프로젝
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프로젝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능적인 면에서
GS 시스템의 필수적인 구성품일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인식 역시 GS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고 보는 것임을 나타낸다.
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

①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미보상 부분에 관한 판단
㈜골프존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영업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점주들에
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4 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
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
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 객
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 즉 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
원 2002. 5. 31. 선고 2000 두 6213 판결 등 참조), 공정위는 점주들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
라고 하면서도 점주들이 입은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를 전혀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
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
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
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 두 6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골프존이 내부적으로 보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바, 위 보상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보상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보상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점주들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
을 넘어서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익하다
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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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보상규정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해 오고 있었
으며, 점주들과 보상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점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골프존은 자신의 귀책사
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스스로 점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골프존이 일방적으
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보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골프존은 점주들이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귀책사유의 존부, 적정한 영업 보상액수
에 관하여 조사한 후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귀책사유 및 영
업 보상액수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골프존이 점주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상액수는 귀책사유
와 손실액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골프존과 점주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가 예정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게 불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GL 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및 적립금 환불 시 부당공제 부분에 관한 판단
㈜골프존이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점주들에게 GL 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 및 점
주들의 캐시 적립금 환불 시 10%를 공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점주들은 ㈜골프존과 GS 시스템 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GLM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온라
인상으로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GS 시스템의 설치이전에 이미 이 사
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창업 과정에서 점주들은 비용과 이윤에
관하여 검토를 한 다음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스크린골프 운영에 필수적으
로 수반되는 GL 이용료 납부 방법, 캐시의 충전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골프존으로부터 들어
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주들은 분리과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
도 이용자들의 편의 및 경제적인 이익 등을 고려하여 GL 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는 방법을 선호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점주들은 미리 캐시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비용, GL 이용료에 대한 카
드수수료(약 2~3%)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골프존은 점주들의 추
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점주들에게 GL 이용료의 5~10%(로그인 시 10%, 비로그인 시 5%)
또는 2013. 1.경부터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8%를 보너스캐시 형태로 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렇게 점주들에게 GL 이용료 징수 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페이백 액수는 각 점주들이 부담하는
캐시의 선충전으로 인한 이자비용 및 카드 수수료 등의 합계를 초과한다. 따라서 점주들이 GL
이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
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골프존이 캐시 적립금 환불 시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한 행위가 점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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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이익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이를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
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광고수익 미분배 부분에 관한 판단
점주들에게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약관 제 15 조는 '점주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
하고, 점주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 · 간접적인 수익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주들은 모두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였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약관심사기준은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
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은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위
두 심사기준은 서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공정위는 2013. 1. 31.경 이 사건 약관 제 15 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심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2012 약관 3326 호),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약관 제 15 조가 정당하다
는 공정위의 앞선 약관심사판단과 서로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약관심사는 약관조항의 문언에 초점을 맞추는 추상적 규범심사인데
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사는 구체적인 시장 상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서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서로 대동소이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추상적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구체
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적용된 약관조항이 정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골프존은 공정위의 위 약관심
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 사건 약관 제 15 조에 근거하여 점주들에게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골프존에게 불이익제공의 의도 또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점주들의 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함에 따라 그만큼 영업시간이 단축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존은 주로 홀과 홀 사이의 데이터 로딩 시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광고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여 광고 시행 후 로딩 시간
이 더 길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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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프존은 온라인 광고 이외에 점주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광고에 대하여는 점
주들의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광고 수익을 분배해 왔다. 또한 TV 나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일반적인 광고의 경우 광고수익은 광고를 송출하는 주체에게 귀속되고, 각 시설
물의 소유자가 광고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인다.
④ 중고이용 점주에 대한 보상판매 차별 부분에 관한 판단
㈜골프존이 보상판매를 실시하면서 중고 GS 시스템을 이용하던 점주들에게 자신으로부터
직접 GS 시스템을 구매한 점주들보다 500 만 원을 적게 보상해 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
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골프존은 2011. 1.에 제품 출시한 이후 불과 1 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시스템
을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주들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고려하는 한편 신규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보상판매를 실시하였다. ㈜골프존이 보상판매를 실시한 것은 점주들에게 불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보
상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골프존의 보상판매 차별로 인하
여 중고제품 시장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제품이 출시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수록 기존 제품의 중고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공정위가 주장하
는 중고제품 시장의 현저한 가격 하락이 보상판매 차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상판매를 실시할 당시 점주들은 기존 시스템의 구입 시기, 구입방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
가 달랐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골프존은 자신에게 직접 시스템을 구
입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구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가격을 달리하였는데, ㈜골프
존에게 직접 시스템을 구입한 경우에도 기존 시스템을 구입한 지 1 년 이내인 점주와 4 년을 초
과하는 점주 사이에서 약 600 만 원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골프존으
로부터 직접 구매한 점주는 당시 정가를 모두 지급하고 구매한 반면, 중고 시스템을 구입한 점
주는 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입하였는데, ㈜골프존이 보상판매를 하여 신규 제
품 구매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접 구매자와 중고 시스템 구매자를 동일하게 보상해주면
오히려 직접 구매한 점주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된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
들이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였던 소비자가
같은 판매자의 제품을 재 구매하는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
다.
따라서 ㈜골프존이 자신으로부터 직접 시스템을 구입한 점주와 그렇지 않은 점주를 구분하
여 보상판매 가격을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D.

시사점

이 사건은 법원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의 성립에 있어서,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거래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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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크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 즉 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
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
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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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사적소송 분야의 입법 및 판례동향

홍대식

I. 개관
한국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도적으로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만 2003 년까지
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2004 년부터 사적소송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은 공정위
가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 위반 결정을 내리면 그에 뒤따라 피해자가 제기하는 후속소송
(follow-on suits)의 형태이다.
사적소송의 증가에 기여한 제도적 발전은 2004 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
1

다. 그 개정에 의해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공정위의 위반 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들이 반독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원
고들이 손해액 증명을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2016 년에 그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카르텔 피해자의 사적 소송의 증가를 실제적으로 촉발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정부가
원고가 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 2과 제빵회사가 원고가 된 밀가루 제조사의 밀가루
가격담합 사건 3이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손해액 산정 방법과 간접구
매자의 원고적격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짐으로써 다른 소송의 제기
유인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법(judge-made law)으로 공정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근거한 부정한 경쟁행위

⯅ᚾᶩ䀂៹✾䀂㊭◡ᶩ䀂ㅹ៹ⳁ*$5✾ᝦ㋅゙᠕ⰵ㉎
0&$% ,PSFB1SPHSFTTJO*NQMFNFOUJOH3FHVMBUPSZ3FGPSN 0&$%3FWJFXTPG3FHVMBUPSZ3FGPSN  Q
ᶩ✾ㅹ⯉ញᶍ㶹
ᶩ✾ㅹ⯉ញᶍ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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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trade practices)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1 이론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도 가능하다.
사적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장은 계약 위반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대법원은 2017 년에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약정이 민법상 무
효가 되는 기준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일반절차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소송은 공정위의 위반사실 인
정 없이는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system)와 증거개시절차(discovery
procedure)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인정 없이는 사적 개인의 소송수행
부담이 상당히 크다.
공정위의 위반사실 인정에 따르는 사적소송은 그러한 장애를 우회하게 해준다. 비록 법원
이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3 공정위의 위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
정에서 인정된 사실은 법원에 의하여 사실로서 추정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사실인정에 따르는
위반사실의 추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계속적인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갖는다. 공정위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당해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손해액 산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액의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다만 손해액 인정에 대
한 증명의 정도나 판사의 판단에 필요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손해 발생 사실 인정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다. 대법원은 사적소송의 손해액은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존재하였을 원
고의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고 판시한다. 4 이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가정적 상황(‘but for’)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르텔의 경우 그 차이는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가격과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에 구

1.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2. Whish, Richard and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313.
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등.
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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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을 곱하여 산정될 수 있다. 1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가격 및 구입량도 증명하
여야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가상 경쟁가격의 증명이다. 가상 경쟁가격은 그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담합행위 전후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에 변동이 없다면 전후비교법을 사용하여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증명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
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입
수할 수 있는 비교가격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실증경제분석
(empirical economic analysis)과 같은 경제학적 논증(economic reasoning)에 많이 의존하게 된
다.
손해액의 산정은 그 증명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이에 대비하여 공정거래법은 법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수의 원고들이 각각 상대적으로
소액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조항은 법원이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행
위로부터 발생한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원고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게 한다. 대법원
은 2016 년에 경유 판매가격 담합 손해배상 사건 2에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인 구매량과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 사실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판
단하였다. 다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방법론
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법론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심법
원은 상당한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Ț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
였다.
이처럼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에 의하여 인정하는 법원의 권한이 개인 원고에 대하여 사적
소송에 대한 접근을 보다 가능하게 해준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경제적 접근법의 사용은 정유사
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된 손해액이 막대한 금액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용된 경제적 접근법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담합 후 더미
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사용된 밀가루 제조사의 밀가루 가격담합 사건, 3 표준
시장비교법이 사용된 약품도매상의 간염백신 입찰담합 사건,4 시장점유율 이론이 사용된 제약회

1.
2.
3.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서울고법 1998. 5. 20. 선고 97나4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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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지불 합의 사건 1 등이 있다.

3. 2017 년의 주요 동향
2017 년에는 사적소송과 관련된 입법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국회에는 이미 3 배 손해배
상 제도, 공정위의 배상명령 제도, 금지청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제출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 중에 2017 년에 통과된 법안은 없다. 다만 사적소송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
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공정위는 2017. 8.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작업반(task force)을 통해 11 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18. 2. 논의 결과를 최종보고
서로 발표하였다. 2 이 보고서에는 사적소송 개선과 관련된 5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셋째, 집단소송제 도입, 넷째, 대
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다섯째,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관하여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도입
범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한정할 것인지 모든 위반행위에 확대할 것인지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인지도 논의되었으나, 도입 범위와 배상액 한도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집단소송제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 유형에
대하여 도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도입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하여는 복수안이 제시되
었다.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
한 기업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를 보다 적극
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반면에 자진신고서류는 법원에 제
출할 서류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하여 정책 방향을 정한 후 관련 법안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정책 방안은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공정위의 정책 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
적 당사자가 사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기존의 전보적 배상청구에서 금지청구 또
는 징벌적 배상청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 서울서부지법 2015. 8. 12. 선고 2014가합38388 판결.
2. Yulchon LLC, “KFTC Task Force Releases Final Report on Antitrust Enforcement Reform Measures” (8 March 2018),
available at
https://www.yulchon.com/ENG/notice/view2.asp?CD=8209&CM=NG2&searchPg=&searchKey=&searchVal=&startYear=
&startMonth=&endYear=&endMonth=&gubun=ARTIC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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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사건
2017 년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사법상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을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1
<사실의 배경(Factual background)>
이 사건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업자는 의류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하다가 의류 납품업자에게 재고품을 반품한 후 상품대금 반
환청구를 하였다. 대규모소매업자와 의류 납품업자 간의 거래의 실질은 직매입거래므로,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쟁점은 그런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
과 별개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재고품에 관한 일정한 금액의 상품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판시사항(Holding)>
대법원은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그 행위를 실현시키고
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
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
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확약의 목적 내지 내
용은 상품의 반품과 그에 대한 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매입거래임에도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유리할 때는 유행
에 민감한 의류를 반품하는 내용의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연유한 대규모소매업자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라 대법원
은 이러한 계약의 실질과 함께 확약 체결의 경위로 볼 때, 이 사건 확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그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검토(Comment)>
대법원의 판단은 그 동안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쟁점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
력의 문제,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뿐인가, 아니면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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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효력이 부정되어 그에 기한 계약의 집행이 강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
명한 선례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 여부 판단의 기준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여부 판단과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거래
법에서 보호하는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 위반이 사법상 무효가 되는 사회질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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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

전기홍 / 이경율

Ⅰ.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독점규제법의 입법 동향
한국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59 조는 명시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 한국에서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윈회(“공정위”) 또한 이에 대한 일반 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0 년 공정위 예규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
침 (“지재권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지재권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여 받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사용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
과 유사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 두 24498 판결 2).
공정위는 2000 년 지재권 심사지침 제정 이후 2010 년 3 월, 2013 년 3 월, 2014 년 12 월,
2016 년 3 월에 각 지재권 심사지침을 개정한바 있으나, 2017 년에는 추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

Ⅱ.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공정위 집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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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7 년 공정위 집행동향
공정위는 2017 년에 제약 산업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는 2017 년 5 월 하순경 국내에
있는 71 개의 제약사에 대하여 공문으로 실태조사표를 발송하였고, 이에는 2010~2016 년 동안
시판하거나 허가신청한 의약품의 내역, 오리지널/제네릭 등의 출시 현황, 특허 라이선스 현황,
특허분쟁 및 소송 현황(화해/중재/소취하 등 포함) 등에 관한 정보 요구가 포함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의약품 허가와 특허출원 내용 등 제약 분야의 지
재권 남용을 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역지불합의’도 살펴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역지불합의’
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와 시장 진입 지연 또는 포기를 합의한
후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지불합의 시 오리지널 제약사는 제네
릭 의약품의 진입 지연으로 인해 부당하게 독점 이윤을 누리는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그 독점
이윤의 일부를, 복제약 제약사에게 분배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높은 독점 가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나. 2018 년 공정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 25. 2018 년 업무계획을 공개하였다. 이에는 공정위의 5 대 주요
추진업무가 소개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혁신경쟁의 촉진’이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새정부 3 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2018 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혁신경쟁의 촉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혁신경쟁
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업무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적 남용 방지

우선, 공정위는 시장선도자에 의한 독점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① 제약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행사(역지불합의) 등을 통한 시장진입 및 혁
신경쟁 제한행위를 조사 및 시정하겠으며, ②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관련 앱 마켓(App Market)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③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1. 실제 과거 공정위는 특정 신약의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그 복제약 제약사가 기
출시한 당해 복제약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아울러 당해 특정 신약과 약리유효성분이 동일한 복제약뿐만 아
니라 그와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의 복제약 및 더 나아가 당해 특정 신약의 특허와는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는
경쟁제품까지 개발·생산·판매·취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율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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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R&D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
고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2018 년 하반기에 빅데이터 관련 경쟁제한 이슈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 기반 혁신시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②

기술유용행위 근절

공정위는 기술유용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직권조사 실시
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
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즉,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당정협의를 통
해 논의 및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매년 집중 감시 업종(기계·자동차(2018 년), 전기전자 화
학(2019 년), 소프트웨어(2020 년))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하여 혐의업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권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에 있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하위 법령인 ‘기
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18. 1. 3.부터 시행하였다. 개정 목적은 하
도급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확인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
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명확히 금
지하였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
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
명히 하였다. 1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이 동태적 경쟁을 통한 혁신의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
하면서도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기술유용행위의 금지
는 공정거래법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보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이
라고 볼 수 있다.

1. 한편,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기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들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
기업이 기술자료를 이에 임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2018. 2. 1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
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 보상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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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8 년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신산업에서의 기업들의 각종
행위 유형들이 경쟁에 어떠한 제한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가 무
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독점규제법 사건
가. 퀄컴-엔엑스피 기업결합사건에서의 시정조치 부과
2017 년 중·후반기에는 지재권 행사에 관한 주목할만한 공정위 처분이 없었으나, 2018 년 1
월에는 공정위가 퀄컴(Qualcomm)의 엔엑스피 세미컨덕터(NXP Semiconductors)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건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으며, 그 시정조치의 내용이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의 차단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를 보유한 기업간의 결합에서 선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2018. 1.
18.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시정조치의 내용과 그 개괄적인 근거에 비추어 보면, 공정위는
그 1 년 전인 2017 년 1 월경 퀄컴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일
관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정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정위는 관련 상품시장을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
는 ‘이동통신 표준별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NFC 칩 1 시장’, ‘보안 요소 칩 2 시장’, ‘보안 요소
운영체제 시장’으로 획정하고(지역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 퀄컴이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엔엑스피가 나머지 관련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
고 있음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i)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하도록 함.
(ii) 엔엑스피가 보유한 기타 NFC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독립
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iii)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제공하고, NFC 칩 판매와 라이선
스 제공을 연계하지 않도록 함.
(iv) 경쟁 사업자의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 요소 칩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1. 공정위는 NFC 칩을 “10cm 이내의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결제, 신분 확인, 제품 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칩이라고 정의함.
2. 공정위는 보안요소 칩을 “NFC 통신 시 필요한 카드 정보 등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반도체”로 정의하고 있으
며, 영어 명칭은 Security Elemen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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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엔엑스피가 보유한 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도록 함.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도 같은 기업결합에 대한 2018. 1. 18.자 결정문을 1 2018. 3. 27.
에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위 시정조치 중 (i), (ii), (iv), (v) 조치와 대체
로 유사한 내용의 확약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iii)에 대응하는 내용의 확약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공정위는 (i), (ii) 시정조치가 퀄컴이 엔엑스피를 인수하면서 엔엑스피의 NFC 특허 라이선
스 정책을 경쟁제한적으로 변경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유럽 집행
위원회는 이로써 NFC 특허와 관련한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보다 더 나아가 NFC 특허만 보유하고 있던 퀄컴이 동 기업결합으
로 인해 NFC 특허 뿐 아니라 칩 사업까지 보유하게 되어 NFC 특허와 칩의 수직통합사업자가
되면 NFC 특허와 칩을 연계한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까지 고려하여 (iii)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NFC 칩 시장이 셀룰러 베이스밴드 칩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다양한
대체 기술의 존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비필수성 등) 퀄컴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공정위로서는 법 집행의 일관성
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기업결합에서 공정위
가 유사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할지, 아니면 이러한 시정조치는 동일한 당사자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기존의 의결이 존재했기 때문에 부과된 특수한 사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퀄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공정위가 2017 년 1 월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에 대하여, 퀄컴은 2017. 2. 21.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결정 취소소송을 제기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였다. 퀄컴은 시정명령이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
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을 하며,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을 정지하여 달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
업손실을 보더라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2017. 9. 4. 퀄
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8. 이 역시 기각하였다.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 등 5 개 기
업들도 본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를 하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중 삼성전자

1. Case M.8306-Qualcomm/NXP Semi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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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퀄컴과 2018 년 1 월말경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 보
조참가신청을 철회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공정위가 퀄컴에
계약사들과 기존 계약을 재협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계약을 갱신하며 자연스럽게 보조참가인 자격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
공정위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내린 의결 내용은 2017 년 기고문에서
설명한 바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 기고문에 그 내용을 다시 게재한다.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위 의결일
2017. 1. 20.)
<공정위 인정 사실관계>
y

공정위는 퀄컴에 대한 최근 조사·의결에서 관련 시장을 (1) CDMA, WCDMA, LTE

등 각 통신표준에 포함된 특허 중 퀄컴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의 전 세계 라이선스 시장
및 (2) CDMA, WCDMA, LTE 등 각 표준별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고, 공정
위는 퀄컴이 위 시장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y

공정위는 퀄컴이 세 개 유형의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은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에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
(예를 들어, 모뎀칩셋의 ‘사용’권한의 배제,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퀄컴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
정보의 보고 의무, 퀄컴에 대한 특허의 무상 크로스 그랜트 제공)하거나 기타 제약조건(부제소
약정, 보충적 권리행사약정(Exhaust Remedies), 한시적 제소 유보(Standstill) 등)을 제시함으로
써 휴대폰 제조사들이 모뎀 칩을 구매, 사용하기 위하여 퀄컴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y

두 번째 유형은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1) 모뎀칩셋 판매는 특허권을 포함하지 않고, (2) 구입한 모뎀칩셋은 휴대폰의 개발
ㆍ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따
르도록 하였으며, (3) 구매자가 퀄컴과의 모뎀칩셋 공급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의 공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6000469&md=20180119003436_BL,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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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다. 그리고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모뎀칩셋의 공급 중
단을 위협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았다.
y

세 번째 유형은 퀄컴이 (1) 셀룰러와 비 셀룰러 표준필수특허, 비 표준필수특허

등을 구분하지 않거나 CDMA, WCDMA, LTE 등 각 이동통신 표준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퀄컴이 보유한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포괄 라이선스’를 체결하였고, (2) 특허 가치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성실한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 라이선스를 이유로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
으로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였으며, (3) 퀄컴의 특허를 라이선스 하는 대가로 계약 상대방
인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퀄컴과 퀄컴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상으
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퀄컴의 모뎀칩셋 사업을 유리하게 하는 ‘특허우산’을 구
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첫 번째 행위 유형(모뎀칩셋 제조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거부 행위)에 대하여, (i)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고, (ii)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또는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y

공정위는 퀄컴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

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i) 업계에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하여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관행은 존재하며, (ii) 표준필수특허의 개념과 본질, 퀄컴 스스로도 모뎀칩
셋 사업을 위해서는 퀄컴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춰볼 때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iii)
FRAND 확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및 퀄컴이 그 동안 FRAND 에 대해 표명해 온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실시 희망자인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FRAND 조건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
한 라이선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있으며, (iv)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
제공이 그 자체로서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FRAND 조건에 따라 제한 없
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
y

또한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직 통합 사업자인 퀄컴이 FRAND 확약을 준수하여야 할 보다 엄격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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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보았다.
y

한편, 공정위는 퀄컴이 (i)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퀄컴이 이동통

신 시장에 진입한 초기부터 시장에 존재하던 방식이고, (ii)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퀄컴과의 라이
선스 계약 없이도 특허분쟁에 대한 위험 없이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iii)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의 지식재산권(IPR) 정책도 휴대폰 단계의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iv) 퀄컴의 특허는 모뎀칩셋 등 부품단계에서만 전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휴대폰 단계에
서 비로소 구현되므로,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하는 것이 퀄컴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
법이고, (v) 모뎀칩셋 단계와 휴대폰 단계 모두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분쟁과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y

또한,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

로써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의 모뎀칩셋 지배력을 확보ㆍ유지ㆍ강화하여
휴대폰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라이선스 정책 모델을 이행ㆍ정착시키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i) 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로서 경쟁제한 유인
을 가지고 있었고, (ii)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iii)
모뎀칩셋 시장에서 완전한 라이선스 구비가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경쟁사에 대해서는 표준필
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ㆍ제한하였고, , (iv)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ㆍ제한하면서도, 그 경쟁 사업자가 보유한 라이선스는 무상으
로 크로스 그랜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v) 유력한 경쟁 사업자일수록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
하였다.
y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 또는 그에 대한 우

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이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였고, (i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비용을 증가시켰고, (iii)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해 진
입장벽으로 작용했으며, (iv)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퀄컴의 유리한 지위가 학보되었고,
(v) 많은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반면 퀄컴의 점유율과 지배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vi)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계열화 회사로서의 FRAND 조건 위반은 퀄컴의 시장지배
적지위 남용을 견제하기 더욱 어렵도록 만들었고, (vii) 인접시장(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에까
지 경쟁제한 효과가 전이되었으며, (viii)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혁신이 저해되고, (ix) 휴대폰 제
조사들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y

공정위는 필수요소에의 접근 거절과 관련하여,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

셋을 제조, 판매,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퀄컴은 이러한 필수요소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
한함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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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번째 행위 유형(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x이행을 요구
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았다.
y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로 인해, (i) 퀄컴의

고객들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하게 협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2) 고객들은 휴
대폰 사업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iii) 다수의 고객들이 강제로 퀄컴과 특허 라이선스 계
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y

공정위는 퀄컴이 (i) 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로서 라이선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유

인이 있었고, (ii)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의무를 회피하였으며, (iii)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여 퀄컴의 사업모델을 우회할 경로를 차단하였고 (iv) 실제 라이선스 협
상시 모뎀칩셋 공급 중단을 위협으로 활용했으며, (v)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사업방식으로 퀄컴에게는 경쟁제한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y

또한, (i) 퀄컴이 FRAND 선언을 위반하여 성실한 라이선스 조건 협상을 회피하였고,

(ii) 퀄컴이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전이하였으며, (iii) 모뎀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한 행위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각종 부당한 라이
선스 조건을 강요하는 특허 억류 수단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y

한편, 공정위는 (i) 퀄컴이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였을 당시부터 대규모 휴대폰 공급업

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후 WCDMA 및 LTE 표준이 표준화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라이선스 조건이 잘 알려져 있다는 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 해도 실제 모뎀칩셋의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었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협상을 유리하
게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모뎀칩셋 공급문제를 활용한 적이 없었으며, (ii) 특허 라이선스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것은 퀄컴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
에 없으므로 자신의 특허의 침해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었고, (iii) 휴대폰 제조사들은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휴
대폰을 제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iv) 배제효과로서 경쟁제한 효과와는 무관하다는 퀄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 번째 행위 유형(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 라이선스 조건, 일방적으로 정한 실시
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 등의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 역시 부당하게 거래
257

떟  ꬃ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
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y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i) 퀄컴이 FRAND 협상 기회 및 합리적인 라이선스 선택권을

배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강제하였고, (ii) 정당한 대가 제공 없이 무상으로 크로
스 그랜트 조건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y

공정위는 퀄컴에게 (i)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x목적이 있었고 (ii)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x목적이 있어 경쟁제한적 의도
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퀄컴이 (i)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
하였고 (ii) 특허억류를 행했으며, (iii)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 배제효과가 있었고, (iv) 다른
특허권자의 기술개발 동기를 제한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하였으며, (v) 최종 소비자 후생도 저해
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y

퀄컴은 (i)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크로스 그랜트는 무상이 아니며 휴

대폰 제조사로부터 받고 있는 전체 라이선스의 대가 산정에 반영되어 있고, (ii)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그랜트 조건은 각기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정위가
이들에 대해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러한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위 3 가지 유형의 행위가 각기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
라고 판단하였는데, 나아가 3 가지 행위가 연계되면서 그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도 보다 증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
고 있다(거래상지위 남용).
위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03 조원(약 1 억 달러)의 과징금
을 부과하였는데, 위 금액은 단일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i) 모뎀칩셋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
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 (ii) 모뎀칩셋 제조사가 요청할 경우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라
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 (iii) 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
도록 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기존 모뎀칩셋 공급 계약에서
그런 조건을 수정ㆍ삭제할 것, (iv)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재협상에 임할 것,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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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칩셋 제조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알리고, 공정위에게 새로운 또
는 수정된 계약 내용을 보고할 것.
시정명령이 적용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범위는 (a)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휴대폰 제조사(및
그 계열회사), (b)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및 그 계열
회사), (c) 위 (b)에 대하여 휴대폰을 공급하는 사업자(및 그 계열회사)이다.
시정명령이 적용되는 모뎀칩셋 제조사의 범위는 (x)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모뎀칩셋 제조
사(및 그 계열회사), (y) 위 (a)부터 (c)에 해당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사
업자(및 그 계열회사)이다.

<공정위 결정의 시사점>
공정위의 결정은 추후 법정에서 다투어지겠지만, 문제되는 쟁점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 중
주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아래에 소개한다.
첫째,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단계에서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자들이 퀄컴 외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무가 시장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인 퀄컴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 FRAND 표준필수특허들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둘째, 공정위는 FRAND 조건의 위반을 경쟁제한적 의도와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민사상 계약에 불과한 FRAND 조건을 경쟁 당국이 경쟁
제한적 의도와 효과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셋째, 시정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휴대폰과 모뎀칩셋 제조사는 전세계 대부분의 제조사에
해당된다. 특히, 라이선스 관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지역적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이 국내 시장에서
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의 역
외적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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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 지적재산권법 관련 통계

최지필

I. 특허 1
1. 특허출원수
2017 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457,960 건으로 2015
년 463,862 건에 비해 1.3% 감소하였다. 2010 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하여 오던 산업재산권 출원
이 6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던 전년도의 추세가 이어졌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YoY(%)

특허

204,589

210,292

213,694

208,830

204,775

(△1.9)

실용신안

10,968

9,184

8,711

7.767

6,811

(△12.3)

디자인

66,940

64,413

67,754

65,659

63,451

(△3.4)

상표

159,217

160,663

185,443

181,606

182,923

(0.7)

합계

441,714

444,552

475,802

463,862

457,960

(△1.3)

표 1) 최근 5 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단위: 건, %)

특허출원 건수는 204,775 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세계 순위는 4 위를 유지하

ICR센터 연구원.
1.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통계자료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특허청, 2017 지식재산백서 (2018)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72&catmenu=m02_03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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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17 년 특허출원의 1 차 심사처리 건수는 174,112 건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심사
청구일로부터 1 차 심사까지 소요된 특허처리기간은 주요국 수준인 10.4 개월을 유지하였다.
2017 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종결처리 건수는 177,118 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거절결정률은 35.5%였다.

2. 특허등록수
2017 년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289,653 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
였다. 이 중 특허등록건수는 120,662 건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YoY(%)

특허

127,330

127,786

101,783

108,786

120,662

(10.8)

실용신안

5,959

4,955

3,253

2,854

2,993

(4.9)

디자인

47,308

54,010

54,551

55,603

49,293

(△11.3)

상표

100,094

99,791

114,747

119,256

116,705

(△2.1)

합계

280,691

288,542

274,424

286,589

289,653

(1.1)

표 2) 최근 5 년간 권리별 설정등록 현황 (단위: 건, %)

3. PCT 특허출원 및 등록수
WIPO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7 년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는 2016 년에 비해 4.5% 증가한
243,000 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그 중 2017 년에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출원은
15,790 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다. 한국의 다출원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전년과 같은 5 위를 유지하였다.1

1.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 2018, http://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901_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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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원건수

12,439

13,138

14,594

15,595

15,790

증가율

4.8

5.6

11.1

6.9

1.3

표 3) 최근 5 년간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건수

PCT 국제출원에서 한·중·일 3 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 년 47.4%에서 2017 년 49.1%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17 년 세계 10 대 PCT 다출
원 기업에 한국기업이 2 개(엘지전자,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었다

II. 상표
2017 년에 상표등록출원은 182,923 건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디자인등록출원은
63,451 건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다.
2017 년 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55,709 건 중 한국을 본국관청으로 한 것은 1,053
건(전년대비 11.8% 증가)이었으며,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 56,267 건 중 한국을 본국관청으로
한 것은 997 건이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원건수

616

706

990

942

1,053

증가율(%)

11.7

14.6

40.2

△4.8

11.8

표 4) 최근 5 년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2017 년 헤이그 국제출원 다출원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국제출원 건수 기준 1,011 건으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디자인수 기준으로는 1,742 건으로 독일(4,261 건)과 스위스(2,945 건) 에 이
어 세계 3 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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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작권
2016 년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의 수는 39,400 건으로 전년 전년대비 5% 증가
하였다.1

IV. 한국의 지적재산관련 소송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건수는 전년 대비 10.7% 감소한 10,677 건이었으며, 권리별로
는 특허 14.7% 실용신안 21.2%, 디자인 17.6% 상표 3%가 감소하였다. 이는 거절결정불복심
판이 전년도의 7400 건에서 6400 건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YoY(%)

특허

8,111

7,335

9,112

6,796

5,798

(△14.7)

실용신안

336

251

252

306

241

(△21.2)

디자인

454

572

477

512

422

(△17.6)

상표

4,113

3,823

4,145

4,346

4,216

(△3.0)

합계

13,014

11,981

13,986

11,960

10,677

(△10.7)

표 5) 최근 5 년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한 비율은 11.6%로 전년대비 3.8% 감소하
였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은 25.1%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 저작권등록,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statistics/registration/index.do (last visited Aug. 31, 2018). 2017년 통계는 이 글 작성시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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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제기 가능 심결

6,816

6,567

6,347

6,417

7,389

소제기

1,044

954

873

987

859

제소율(%)

15.3

14.5

13.8

15.4

11.6

판결건수

1,025

971

817

889

971

취소 판결

214

247

198

225

244

취소율

20.9

25.4

24.2

25.3

25.1

표 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2017년에 특허법원은 860 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544건이 특허·실용신안 사건이
1

다. 2016 년에 특허법원이 처리한 사건 수는 970 건(특허·실용신안 사건은 614 건)건이었다.
2017 년에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수는 323 건이었으며, 상고율
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41.0% 였다.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3.7%였다.

1. 특허법원 연도별 사건통계, http://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last visited Aug.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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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 경쟁법 관련 통계

최지필

I. 공정거래위원회 1
2017 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접수는 총 3,188 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민원 및 신고 신청 수는 41,894 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인 2017 년 하반기에 민원 및 신고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및 자진 시정 이상으로 처리하는 사건 수는 감소하였지만, 고발, 시
정명령, 과징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하였다. 경고 건수는 지난 해보다 약
26%, 자진시정 건수는 약 22% 감소한 반면에, 고발건수는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약 14%
증가하였다.
분류

2015

2016

2016

YoY(%)

5

0

4

100

기업결합제한

22

22

35

59.0

경제력집중억제

97

120

60

△50.0

부당공동행위

88

64

69

7.8

사업자단체금지

63

35

42

20.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 ICR센터 연구원
1.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도 통계연보 참조 (2019) 참조 (이하 “2017년도 통계연보”),
http://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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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103

60

45

△25.0

소계

380

301

255

△15.2

소비자보호관련법

783

737

534

△27.5

하도급법

1358

1035

782

△24.5

가맹사업법

121

190

240

26.3

대규모유통업법

15

9

15

66.6

기타(자료미제출,조사거부 등)

4

7

8

14.2

합계

2661

2279

1,834

△19.5

표 1 최근 3 년간 조치(경고이상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YoY(%)

고발

56

57

67

17.5

시정명령

450

252

287

13.9

과징금(부과금액)

202(5,889)

111(8,038)

149(13,308)

34.2(65.6)

자진시정

1,220

739

580

△21.5

시정권고, 경고, 등

953

1,231

906

△26.4

합계

2,661

2,279

1,840

△26.0

표 2 최근 3 년간 경고이상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억 원)

2017 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149 건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으나,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1조 8,308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하였다. 과징금 부과 액수가 크게 증
가한 것은 퀄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단일 사건에 대해 최대 규모인 1 조 311 억원
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
위 건 (922 억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 노반 신설 기타 공사 4 개 공구 입찰 관련 4 개 사업자
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702 억원), 9 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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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3 개 자동차 제조 ·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건 (373 억원)이 그 뒤를 이었
다.
2017 년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점 분야였던 소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
부분인 분야에서의 사건 접수 및 처리 및 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64 건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였고, 시정명령 조치 건수는 150 건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하였다. 그리
고 경고 조치 수는 412 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고, 자진시정 건수는 338 건으로 전년대비
약 29% 감소하였다.
2017 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143 명의 피고발자에 대해 67 건의 고발조치를 하였다.
2017 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352 건 중 19.6%에 해당하는
69 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2017 년 법원판결이 확정된 사건 145 건 중 공정거래위원
회는 106 건에 대해 전부 승소하고, 24 건에 대해 일부 승소, 15 건에 대해 패소하였다. 다만 행
정소송 결과 환급된 과징금액이 2014 년 2518 억, 2015 년 3572 억, 2016 년 3303 억원에 달한다
는 점이 중요한 현안이다. 1 과징금 환급 비중은 2017 년도에 크게 감소한 17.8%였는데, 이는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으로 인한 것이다.
2017 년에 기업결합신고건수는 668 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나, 전체 기업결합 금
액은 509.4 조원으로 전년대비 84.2 조원 감소하였다.2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집중심사 건수는 20 건이었고, 4 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되었
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사건은 Dow-Dupont 기업결합 건, 에스메랄다-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 Maersk 의 HSDG 주식취득 건 및 CJ 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이었다. 기업결합신
고의무 위반 건수는 28 건이었으며 5 억 7701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II. 경쟁주창 3
2017 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40 건의 정부입법에 대해 사전 법령협의를 하였으며, 그 중
8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가운데 5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정되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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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반영률 67.5%). 1
지속적인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간 협의 및 국
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 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 년 상
반기에는 먹거리, 생필품, 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7 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 2017 년 하반기에는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 생
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 18 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도 통계연보 참조 (2018).
공정위 2017.7.27일자 보도자료, “2017년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공정위 2017.12.28 보도자료, “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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