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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 지식재산권법 개요와 2017년 동향 
 

 

안효질  

 

 

Ⅰ. 2017 년 입법과 정책 개관 

((1)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201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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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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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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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술거래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017 년에는 

바이오, 소재·에너지, 정보통신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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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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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에서 2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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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Ⅱ. 각 분야의 입법과 판례 동향 

(1) 2017년 의미 있는 특허법 개정은 없었으나, 2016년에 개정되고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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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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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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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을 삭제하였고(특허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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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으로 단축하였다(특허법 제59조).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

장출원의 특허심사시에 심사관이 제 1 국의 심사시 인용된 기술문헌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특허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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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당시 3개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지정을 받아 선행

기술 조사 업무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2018년 현재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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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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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후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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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후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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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후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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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등이 있다. 

 

((2) 상표법 분야의 의미 있는 입법적 변화는 없었고, 다만 거짓표시죄 등의 벌금
액을 상향 조정한 개정이 있었다(상표법 제232조~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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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후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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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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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후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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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후932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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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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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3171 판결), 신문발행업을 지정상품

으로 하여 ‘THE KOREA TIMES’가 상표등록되었는데, 제3자가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는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 등이 있다. 

 

((3) 저작권법 분야에서 큰 입법적 변화는 없다. 다만, 저작권법시행령이 
2017.8.22. 개정되어 2018.8.23.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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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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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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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나20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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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도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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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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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2063761 판결)이 있다.  

 

((4)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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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마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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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2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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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노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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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도1877 판결) 등이 있다. 

 

((5)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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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제8조), 상품모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부정경쟁행위 분야의 중요한 판례로는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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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나203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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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16758 판결)과 욕실용 미끄럼방지매트에 환경호르몬 소재를 사용하였음에

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고

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2081469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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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동향 
 

 

이황  

 

 

Ⅰ. 개관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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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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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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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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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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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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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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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과제로 미루어졌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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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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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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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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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3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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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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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선고한 소위 삼성SDS사건으로 제도에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삼성의 일부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이 삼성S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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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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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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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00-
2017000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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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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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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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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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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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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한-EU 경쟁정책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는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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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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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젼 기업결합 사건(2016년)’, ‘안경렌즈 제조사(에실로-대명광학) 간 기업결합 사

건(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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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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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여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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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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
래위원회 사건번호 2015시감211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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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3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퀄컴사는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2월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고 취소소송은 앞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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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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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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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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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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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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 1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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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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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제35조).    

이에 더하여, 종전 법에서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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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의 기한을 삭제하고,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만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특허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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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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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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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의 기간은 주요국 중 가장 길었다.   

이에 개정법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

내로 단축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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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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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

간을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89조 제1항). 그러나 특허권자 등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있

는 사유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특허법 제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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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날인 2010. 6. 23.부터 임상시험종료일인 2010. 8. 10.까지의 48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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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 제1

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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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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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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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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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특허발명”)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제2 특허

발명”)의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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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1,179원(= 사용자 매출액 136,569,871,101,5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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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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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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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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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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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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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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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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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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표법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김원오 *  

 

 

Ⅰ. 개관 

11. 법령개정 

2016년 9. 1.부터 시행된 상표법 전면개정(법률 제14033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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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후2006판

결) 등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졌다. ⅳ)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한 요

부관찰에 기초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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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후1690 사건(자생초)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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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 및 정책 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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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0호 ; 2018년 1월 1일 시행)  

(1)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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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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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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상표심사기준 및 심사사무취급규정의 개정 

가. 상표심사기준 개정(특허청 예규 제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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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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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1에 따라 책

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설정등록료를 추가납부하면 권리회복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8개월 

정도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 2 하였음 

그런데 2016 년 전면 개정상표법에서는 권리회복 가능기간이 6 월에서 1 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등록결정 후 약 14개월(등록료 납부기간 2개월+1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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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1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제1항 중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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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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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의 정책변경의 결과 2를 수용한 것이다.  

 

Ⅲ. 주요 사건  

11. ‘단박대출’ 표장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5후
217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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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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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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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요자기만 염려 상표’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4후 
19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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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제1항 제1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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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상표의 취소의 정당사용의 기준(대법원 2015후2006판
결)  

(1) 사안과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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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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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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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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

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4.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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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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번호/

결과 
공통된 판결요지 

“자생초” “자생”, “자생한의원” 

2015후

1690 판결 

[등록무효: 

유사]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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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후

2535 판결 

[등록무효: 

유사] 

 

 

2015후

932,949 판

결 [등록유

지 : 비유

사]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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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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후

2447 판결 

[등록유지: 

비유사] 

수 없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

성 부분이 요부로 기

능할 수 있는 식별력

이 있는지를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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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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법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최승수  

 

 

I. 개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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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나2087313 판결). 리얼

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에 관해서도 저작권법적인 보호가 주어진다는 최초의 판결도 내려졌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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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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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도16031 판결).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1.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28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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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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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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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7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2017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산업재산권은 3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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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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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46.6억 달러), 일본(-5.2억 달러), 독일(-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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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나20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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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도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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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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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L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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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나54972 판결)  "SB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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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의 <Survivor>라는 프로그램과 AB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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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유사 게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캔디크러쉬 사가 사
건(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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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판단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특허법, 저작권법 등 기존 지식재산권법에 모

순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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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1호 차목은 특허법, 저작권법 등 

기존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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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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 사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저작권법위반ㆍ업무방해 ㆍ위계공무집
행방해) 

(1) 사실관계 및 쟁점 

한국 저작권법 제 13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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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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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제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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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저작권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요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7. 
8. 31 자 2014마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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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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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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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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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조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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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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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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였다.1  이하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동

향과 2017년 내려진 영업비밀 관련 주요한 판례 및 법리를 소개한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 보호강화 

특허청은 201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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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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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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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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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마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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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00. 4. 7. 설립된 후 2004. 3. 30.부터 3차원 측정 장비 및 시스템개

발, 제조업을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현재는 3차원 산업용 스캐너와 3 차원 치과용 스캐너(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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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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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

고, 2008년 겨울경 다시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1. 8. 5.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책임연

구원으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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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3. 선고 97다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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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내지 2년 정

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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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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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 시효기간과 침해금지기간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H, P 가 관련된 형사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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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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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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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도79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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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도3808 판결 - 영업비밀 아니라도 회사 주요 자료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P는 S사에서 약 7년간 근무하다가 2011. 4. 30. 퇴사하여 E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인 H는 S사에서 약 8년간 근무하다가 2011. 8. 5. 퇴사하여 E사에 입사하였다.  

                                                                   

1.대법원 1999. 3.12. 선고 98도4704 판결 외 다수. 
2.대법원 2009. 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91 
 

P와 H는 공모하여, P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퇴사하면서 3D 광학스캐너 1에 필요한 스

캐너 제어 소스코드 2를 임의로 반출하여,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34회에 걸쳐 소스코드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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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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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①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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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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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는 ‘소스코드가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절대 반출해서는 안 되고, 

특히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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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에 대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1 

죄명 

1심 원심 

14번 파일 나머지 파일 14번 파일 나머지 파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업무상배임죄 무죄 무죄 유죄 무죄 

 

제 1심은 P 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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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에 대하여는 34회 중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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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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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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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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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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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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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임 :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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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를 조사한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내용대로 기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으므로 형소법 제3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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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가 실행에 옮긴 것이다.   

4) 대법원의 판단 

P, H 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들이 피해자회사(S 사)에서 퇴사 한 후에는 

S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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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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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부경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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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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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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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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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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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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소개한다. 아래 소개된 사건

들에 관한 주요 규정들은 이 장의 끝에 기재하였다. 

11. 미끄럼방지매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6.15. 선고 2016나2081469 판결) 1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욕실 등에서 사용하는 ‘미끄럼방지매트(non-slip mat)’를 

생산하였는데, 2012년부터 판결시점까지 한국에서 미끄럼방지매트를 판매하는 한국업체는 원고

와 피고를 포함하여 모두 3개 업체뿐이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시장점유율 1, 2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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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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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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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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농기계 형식명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3.16. 선고 2016나20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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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1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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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소화기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 소화기와 거의 같은 형태의 

소화기를 경찰청에 공급하였다. 201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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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자전거보관대 입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나203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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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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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00139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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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방송사들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는 2014 년 6 월 4

일에 실시되는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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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억 원이었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내용: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당선자 예측. 

ㅇ 조사규모: 전화조사-41,000표본. 출구조사-648개 투표소. 

ㅇ 조사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최종예측결과보고 기한: 6월 4일 17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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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후보자 및 그 각 예상득표율을 방

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원고들은 조사결과 중 ‘당선유력지역의 1 위 

후보자와 경합지역의 1 2 위 후보자의 이름 또는(그리고) 예상득표율’을 먼저 공개하고, 다른 지

역들의 후보자와 예상득표율은 원고 KBS는 18:01:24 부터, 원고 MBC는 18:00:4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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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매치3게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1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는 2010년에 출시한 ‘매치3게임’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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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발하고 2014 년 무렵 외국에서 먼

저 출시한 매치 3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를 한국에서 유통하기 위한 독점라이

센스계약을 2014년 1월 23일에 체결하고, 2014년 2월 1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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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5 천만 달러 이상, 모바일 버전은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게임이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된 이후인 2014년 6월 10일

에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출시된 원고게임이 미화 220 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게임으로 인하여 원고게임과 관련한 원고회사의 사업이 괴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77.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2.16. 선고 2016나2035091 판
결) 2 

이 사건에서 피고 디자이너는 2013년부터 원고 에르메스의 명품가방인 ‘켈리백’과 ‘버킨백’

의 상품형태와 같은 핸드백을 인조가죽으로 제작하고 앞면에 자신이 창작한 눈알 또는 입술모

양 등을 부착하여 10~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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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판매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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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혼동가능성이 없는 점.  

 

88. 점자책기부 캠페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나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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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캠페인 피고 이벤트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포인트 세상을 밝히는 ㅇㅇㅇ-BOOK 릴레

이 

광고영상 

내레이션 및 자막 

당신의 ㅇㅇ포인트가 점자가 되고 

… 점자책이 되며, 그들의 눈으로 세

상을 바라보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줄이 점자가 되고 즐거움

을 선사하는 점자책이 되어 아이들

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보는 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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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원고 캠페인 피고 이벤트 

광고 

영상 

구성 

(Plot) 

문제상황 

(수치화) 

점자책 점역율, 맹인 문맹률 등 수치

화 자료 제시 

대형서점, 국회도서관 점자책 보유비

율, 2013년 점차책 보급률 등 수치

화 자료 제시 

필요성 

제시 

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점자도서의 

지속적 배포 필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로 점자책 출판 

점자책을 만들기 위한 인력과 시간

이 필요 

해결책 

제시 

도서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선택하

면 점자로 번역이 되어 점자책이 만

들어짐 

도서 중 하나를 골라 문장 한 줄을 

입력하면 점자책이 만들어짐 

인터넷 사이트 

도입화면 

 

책의 오른쪽으로부터 한글이 들어오

고 왼쪽으로 점자가 나가는 구성 

 

화면 중간에 “책, 일년에 몇 권이나 

읽으세요?”를 점자로 표현 

기부 참여 방식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면 점자로 

번역되어 기부됨 

고객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면 점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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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1호 주요 규정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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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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의 입법 및 판례 동향  

 

 

금창호 / 박신애  

 

 

I. 개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한해 동안 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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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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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30 일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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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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5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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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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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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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제9,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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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4).  위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III. 주요 사건 

11. 렉서스 딜러 담합 파기환송심 사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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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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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질복원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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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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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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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33. 고속철도시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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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낙찰될 사업자(이하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7개 대형건설사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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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는 위 21 개 건설사의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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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8,000,00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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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와이퍼시스템 입찰담합 사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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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서 위법하다.3 

 

55.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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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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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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폐석면매립 가격담합 사건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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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폐기물처리 사업자들이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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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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일인 2013년 9월 27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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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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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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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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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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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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시장지배

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많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그 중 지난 2015년에 소개해 드린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관

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 

관한 공정위 의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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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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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5호 전단 소정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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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누381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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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두37960 사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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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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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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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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및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확보(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와 사업다각화(혼합적 기업결합)에 나섰기 때문으로 이해된다.2  외

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여 거래 규모 20조원 이상의 초대형 M&A가 감소

한 것이 전체 금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화장품, 바이오의약품,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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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등 

3. Unilever-카버코리아(화장품), Leguh Issuer-휴젤(바이오의약품), Khaki Holdings-카카오모빌리티(모바일 내비게이션), Alipay-
카카오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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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에 관하여, 이하 III.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입법 및 정책 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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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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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DOW와 DUPO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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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와 DuPo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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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를 통해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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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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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스매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 시정조치 (가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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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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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FT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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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MAERSK의 HSD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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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카리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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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항로로 획정하였다.1  

그리고나서 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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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카리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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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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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OTT의 ST. JUDE MEDICAL 인수 건’의 경우에도 역시, 실제로 자산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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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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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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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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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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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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2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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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25,6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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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제1항 제4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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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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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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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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누62052 
판결, 대법원 2017. 4. 14. 선고 2016두6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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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시스템'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GS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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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에 스크린골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8년 63만 명에 불

과하였던 연간 이용자 수가 2012 년에는 186 만 명으로 약 3 배가량 증가하였다. 국내 스크린골

프 시장은 ㈜골프존을 포함한 10여 개의 GS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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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평균적으로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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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서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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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시스템 수는 약 23,484개이다. 

B.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8.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4-176호로 ㈜골프존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항 제3 호 후단 거래강제행위 및 제4 호 거래상지위 남용해위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가. 거래강제행위: 프로젝터 끼워팔기 

㈜골프존은 2009. 6.부터 자신이 지정한 2-3개의 프로젝터를 포함하여 묶음상품 형태로 골

프 시뮬레이션(GS) 시스템을 판매하였다. 

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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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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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이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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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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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GS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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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4-176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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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GS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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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제1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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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시스템을 이용하다가 ㈜골프존의 GS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터를 제외하고 

GS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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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시스템의 필수적인 구성품일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인식 역시 GS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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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제1항 제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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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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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이용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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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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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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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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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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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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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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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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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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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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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18. 2. 논의 결과를 최종보고

서로 발표하였다.2 이 보고서에는 사적소송 개선과 관련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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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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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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두24498 판결 2). 

공정위는 2000 년 지재권 심사지침 제정 이후 2010 년 3 월, 2013 년 3 월, 2014 년 12 월, 

2016년 3월에 각 지재권 심사지침을 개정한바 있으나, 2017년에는 추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  

 

Ⅱ.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공정위 집행동향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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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2017년 공정위 집행동향 

공정위는 2017년에 제약 산업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는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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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공정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 25. 2018년 업무계획을 공개하였다. 이에는 공정위의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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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퀄컴-엔엑스피 기업결합사건에서의 시정조치 부과 

2017년 중·후반기에는 지재권 행사에 관한 주목할만한 공정위 처분이 없었으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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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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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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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퀄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공정위가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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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위 의결일
 2017. 1. 20.) 

<공정위 인정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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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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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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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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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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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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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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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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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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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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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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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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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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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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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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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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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

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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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퀄컴에게 (i)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 목적이 있었고 (ii)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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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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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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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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던 전년도의 추세가 이어졌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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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441,714 444,552 475,802 463,862 457,960 (△1.3) 

표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단위: 건, %) 

 

특허출원 건수는 204,775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세계 순위는 4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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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심사처리 건수는 174,11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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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특허등록수  

2017 년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신규 설정등록건수는 289,653 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

였다. 이 중 특허등록건수는 120,662건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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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80,691 288,542 274,424 286,589 289,653 (1.1) 

표2) 최근 5년간 권리별 설정등록 현황 (단위: 건, %) 

 

3. PCT 특허출원 및 등록수 

WIPO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7년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는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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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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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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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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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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계 10대 PCT 다출

원 기업에 한국기업이 2개(엘지전자,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었다 

 

II. 상표 

2017년에 상표등록출원은 182,923건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디자인등록출원은 

63,451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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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건이었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원건수 616 706 990 942 1,053 

증가율(%) 11.7 14.6 40.2 △4.8 11.8 

표4)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2017년 헤이그 국제출원 다출원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국제출원 건수 기준 1,011건으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디자인수 기준으로는 1,742건으로 독일(4,261건)과 스위스(2,945건) 에 이

어 세계 3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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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건에서 6400건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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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3,014 11,981 13,986 11,960 10,677 (△10.7) 

표5)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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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aterial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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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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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1 2016년에 특허법원이 처리한 사건 수는 970건(특허·실용신안 사건은 614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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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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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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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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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최근 3년간 조치(경고이상 현황) (단위: 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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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661 2,279 1,840 △26.0  

표2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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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억원), 9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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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3개 자동차 제조 ·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건 (373억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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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143명의 피고발자에 대해 67건의 고발조치를 하였다.  

2017 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352 건 중 19.6%에 해당하는 

6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2017년 법원판결이 확정된 사건 145건 중 공정거래위원

회는 106 건에 대해 전부 승소하고, 24 건에 대해 일부 승소, 15 건에 대해 패소하였다. 다만 행

정소송 결과 환급된 과징금액이 2014년 2518억, 2015년 3572억, 2016년 3303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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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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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이었으며 5억7701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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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 년 상

반기에는 먹거리, 생필품, 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7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2  2017 년 하반기에는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 생

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 18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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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