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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의 유형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내부자가 유출한 경우가 가장 많음  

 공동개발이나 납품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경우  

 해킹 등 외부 침입의 경우 

 특허 출원하였으나 특허등록 전인 경우  

 상대방이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량기술을 특허출원한 경우 

 

▣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방안 검토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 침해 주장 

 영업비밀의 특정 및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방안  

 내부자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추궁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주장    

 계약체결 과정상의 책임 등 민법상 권리침해 주장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특허법상 권리구제 



기술유출, 비밀정보 유출 관련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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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 방안 검토  

 침해행위 요건 및 입증 방안 검토 

 제품 중시 vs 불법획득 및 유출 행위 중시  

 침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부자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추궁 검토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요건 및 민사책임 검토  

 계약체결 과정상의 책임 등 민법상 권리침해 주장  

 일반적 불법행위 성립여부 검토  



1. 영업비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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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 경제성) 

③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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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상의 정보 + 경영상의 정보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기술상의 정보의 예 : 제품제조기계의 설계도, 기계의 운용 매

뉴얼, 조작방법, 의약품, 화장품 등의 배합요령 및 비율 등 

 경영상의 정보의 예 : 원자재의 구입선, 주문서, 제품 견적에 대

한 노하우, 판매고객 리스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등 

 인허가 기준, 시험방법 및 데이터, 제출서류, 허가서류 등    



3. 영업비밀 성립 요건 – ① 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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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

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 

 설령,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

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4. 영업비밀 성립 요건 – ② 독립적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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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

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

요한 경우 

 정보가 곧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

지 못한 경우,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는 경우,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가능 (사업진행

에 관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 비용 절약에 기여) 



5. 영업비밀 성립 요건 – ③ 비밀 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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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구법: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비밀관리 의사 + 비밀관리 노력 

 비밀의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호하

지 않는 경향 

 최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관리하고 있음. 



  비밀관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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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의 의 : 비밀관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판결 

 판 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

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하지 못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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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 조치: 내부관리계획, 취업규칙, 보안규정 등 상세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직원

들에게 공지하고 보안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각서를 

받음 

 문제된 실무현장 상황: 회사규정은 내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보관하여 대외비 내지 비밀표시도 없는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은 누구나 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USB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개인 USB로 자료를 마음대로 다

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 

 

 판결: 영업비밀 관리성 불충족, 영업비밀 부존재, 영업비밀 침해죄 무죄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 정보를 분류한다.  

2.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

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9. 현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천한다.  

 

대책: 영업비밀 보호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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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행위 책임 - 배임죄 기본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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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

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

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대

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배임의 고의 :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

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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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

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

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

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배임의 고의 부인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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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

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

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

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임의 고의 부인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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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

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

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

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

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

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

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의 유죄 증명 – 민사재판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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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

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상황” – 형사상 무죄, 그러나 민사상 배임행위로 인

정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배임죄 무죄 판결이 곧 민사상 배임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종래 배임행위 관련 민사판결 – 현재는 (차)목 적용   
 - 대구고법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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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드대장 등에 대해 보완관리 미흡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본드대장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

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직원은 퇴사 시에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

하여 이용할 의사로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이를 이용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

산인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제조한 다이아몬드공구를 판매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영

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판결 + 침해금지 판결 아님 (구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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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

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 

II-1. 부정경쟁행위 – 부경법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19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손해배상 청구권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제 1 항 부정경쟁행위자의  판매량×권리자의 판매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 

 제 2 항 부정경쟁행위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  

 제 3 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로열티 상당액) 

 제 4 항 제3항 금액을 초과 청구.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감액 가능  

 제 5 항 손해액입증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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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사례 : 기술정보 무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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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중소기업 재직 중 인사관리, 경리, 영업, 견적서 작성 등 담당 차장 + 설계 담당 과

장 퇴직 후 함께 경쟁회사 설립   

 퇴직하면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usb에 저장하여 유출 +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 및 도면 등 개인 이메일로 전송  

 

 퇴직 후 경쟁회사 설립 + 공동대표 취임  

 원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수주 + 설계자료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활동 

 

 소 제기: 주위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유출된 기술정보: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22 



무단 유출된 기술정보  

23 



판결요지: 영업비밀 성립성 부정  

24 

 비밀관리 부족 – 대상 기술정보에 대한 대외비 표시 등 없음 + 접근통제 없음 + 보

안교육 등 보안관리 시스템 미흡 

 대법원 2009다12528 판결: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자료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

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요구   

 해당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음 

 비밀관리성, 비밀유지성 요건 충족하지 못함    

 소송상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 중에는 판매제품 사양서, 전문서적, 인터넷 등 공

지기술로부터 특정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수치 정보(자속밀도, 전류밀도 등)도 

포함 

 비밀성 요건 충족하지 못함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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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도면, 제작사양서 작성 시 사용 되는 엑셀산식, 거

래업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계약단가·

결제일자·단가표 등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취득이 쉽지 않은 점,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전기총람 책자 등에서 고객들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는 하지만 사업상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원고의 ‘영업상 주요

한 자산’으로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단사용 및 경제적 이익 침해 인정     

26 

“① 피고들은 경쟁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한 상태로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퇴

사 후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변압기 등의 제품을 만들고,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원고의 제작사양서와 도면을 활용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작사양서 등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의 제작사양서 등을 이용해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이 제품

을 설계·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원고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허락 없

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차)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27 

 

 “따라서, 피고 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 1. 3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와 같은 행위 중 2014. 1. 31. 및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하여서만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침해조성물 폐기 범위  

28 

 “별지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

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할 의무가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1항),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

여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시행일인 204. 1. 31. 및 그 이

후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원고는,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 중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일체의 폐기도 구하나, 폐기청구는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설비 및 장비가 오로지 제품 및 반제품의 제

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사

용된바 있는 모든 설비 및 장비에 대한 폐기를 구하는 것은 침해예방이라는 목적을 초과하는 과잉청

구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법적 책임  29 



 침해 행위 유형 (제2조 제3호 : 한정적 열거) 

30 

▣ 침해 행위 분류  

 부정취득행위 유형: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부정하

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내부자 배임행위 유형: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제3자에

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사후관여행위로 인한 침해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 

31 

 계약 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영업비

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  : 계약 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

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

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

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

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 

 



 경업금지 서약서가 없는 경우 

32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 전직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명시적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상 영업비밀 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의무 인정. 

 

▣ 서약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음 .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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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검토 가능한 죄명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형법상 절도죄  

 해외로 기술 유출하는 경우 가중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민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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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가능한 수단   

  유출 우려에 대한 침해 예방 청구 ,   

    사용에 따른 계속적 침해행위 금지 청구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청구 

  가처분 (침해금지, 전직금지, 창업금지 등) 

    간접 강제(가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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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분쟁의 특징  

 가처분의 경우 신속한 결정: 3개월 정도 

 분쟁 기술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승패에 많은 영향 

 패소자 심각한 타격 

 고액의 소송비용  

 형사사건과 동시 진행이 많음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의무 vs 영업비밀  36 



경업금지약정 
 

 
본인은 2016년  5월  일자로 회사명칭 .. (귀사)를 퇴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 퇴직일로부터 향후 3년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귀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귀사 퇴직에 따른 철저한 사무의 인수인계로 최종퇴직일까지의 귀사  
    에 대한 본인의 제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   
    우 퇴사이후에도 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귀사에 재직 근무하는 동안, 그 경위를 불문하고, 취득하거나 알게  
    된 귀사의 경영정보, 제품 및 기술정보, 시장정보, 개발정보, 고객정보, 업 
    무상 비밀,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하“영업비밀”이라 함)  
    가 전적으로 귀사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하여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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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귀사에 
    게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귀사의 “영업비밀”을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귀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  
    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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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자 2014카합809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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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전직금지 약정  



판결 요지 –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

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

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

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

정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서약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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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

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

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

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

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

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비교 : 단순 이직 – 머리 속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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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 :   

 ** 사실관계 : X는 2002년 A회사에 입사한 후 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A특수용액'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07년 경쟁업체로 이직함. X는 연구소에 있던 기술 자료

나 서류를 일절 빼돌린 적이 없음. 

 ** 판결내용: "이 용액은 5가지 성분의 종류와 배합 비율 등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다"며 "김씨는 당초 입사한 연구소와 약정한 대로 2년간 같은 업계

에 이직할 수 없다"고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판결. 

 

 ** 경쟁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전직금지 의무 인정  



 비교 : 기본지식과 기술 - 전직금지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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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 서약서 내용: 대치동 학원강사는 학원에 대해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반경 5 km 
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위반시 5천만원을 지급
하기로 약정함.    

▣ 분쟁사안: 학원강사는 퇴직 후 곧바로 100m 정도 위치한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
업하였고, 위 학원장이 위약금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함.  

▣ 판결: 위 경업금지 약정 무효. 강사 승소  

    1. 경업금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무효.  

    2. 학원강사는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강의함. 학원으로부터 특별한 지 

        식을 습득한 바 없음.  

    3. 학원에서 경업금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없음. 경업금지하려면 반대급부  

        지급 필요함. 



기술유출 분쟁 대응방안 45 



 1. 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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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

으로 TFT 구성  

 대응팀의 보안 중요함,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 부과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엄격한 보안

이 필수적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 

 기술유출 사건에 관한 외부 전문가 선임 



 2. 신속한 증거 확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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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 확인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법률 전문가와 협의 

필요 

 위법수집 증거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유의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 분석 및 평가  

 대응방안 수립 및 회사 의사 결정 



 3. 법적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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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구제 방안 검토 

  검찰/경찰 고소장 제출 또는 진정서 제출  

  적절한 수사기관 선택 /일정기간 내사 필요한 경우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 수집하는데 주력 

  압수/수색 신청이 받아 들여지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  민사상 구제 방안 검토   

  통상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먼저 제기함 

  침해금지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4.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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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기술유출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개시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대상회사, 개인의 권리 제한 문제 대두 

 혐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수사 개시해야 

 압수 ∙ 수색의 성공이 수사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압수∙수색상 애로점 
 

 정확한 압수 ∙ 수색 장소 선정 

 압수 ∙ 수색 대상자의 선정 

 현장 압수 ∙ 수색시 어려움: 시스템, 개인장비, 소형 메모리, MP3 등 

 영장상 원본 압수 제한 시 어려움 

 

▣ 압수∙수색 직후 중요 인물 조사 
 

 초기에 진술을  확보해 둘 필요 

 추후 진술 번복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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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외부로 빼돌려 제3자 명의로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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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9040 판결 

사실관계 

 X은 Y 회사 연구소 근무, 반도체 열처리 장치 히터의 연구개발 담당  

 히터개선팀 구성원: 연구소 소속 X, 생산부 소속의 A, B, 영업팀 소속의 C 

 연구소뿐만 아니라 생산부, 영업팀 직원들까지 구성하여 단열층의 단열블럭, 휭

거(지지부재), 열선 등의 형상과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정기적 회

의를 통하여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토론한 다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연구소 소속 X가 회의결과 정리, 도면작성 등 문서 작업 담당 



연구원 배임행위 - 부인명의 특허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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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Y사 재직 중 부인을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  

 X는 Y사 퇴사 후 W회사 설립, 특허출원 양수, 출원인 명의변경, 특허등록  

 판결문 - X로부터 히터 개선팀이 완성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특허출원

을 하였고, 특허심사과정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W 회사에게로 양도

한 후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였다. 

 Y사에서 특허등록 무효심판 제기  

 특허심판원 - 기각 심결 (X 단독 발명 및 직무발명 승계 부인) 

 특허법원 – 심결취소 및 특허무효 판결, 무효 확정   

 발명자를 부인으로 허위 기재한 부분 - ?  



판결: 발명자 전원 또는 승계인 출원과 특허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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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합병전 회사 히터개선팀의 팀원인 소외 X, A, B, C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인 소외 X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양수받은 피고에 의하여 특허출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소외 X 외의 다

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

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임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직무발명에 대해 제3자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은 다음 

 다른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죄의 성립여부 

 - Q22 합금 사건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사실관계 (1) 

- A, B는 X회사 재직 당시 우연히 기존 알루미늄 합금이나 아연합금에 비해 

월등한 강도를 보이는 Q30이라는 합금을 주조함 

- A, B는 Q30에 대해 A, B를 공동발명자로 하여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함 

- 이후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X회사의 자산은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Y회사에 

인수됨 

- Y회사는 A를 등기이사, B를 공장장으로 고용하면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 

체결 

    “재직하는 기간 중 ...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사실관계 (2) 

- A, B는 Test를 계속하던 중 Q30이 강도는 월등하나 쉽게 깨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특허출원절차 중단 

- A, B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C에게 Q30의 물성분석 및 최적화 작업을 

위탁하고 연구실험비를 지급함 

- C는 Q30에 규소, 니켈 등을 배합비율을 달리하면서 물성 분석 + 발명완성 

- 이후 A가 Y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강도가 강한 합금으로 노키아사 휴대전화에 

사용될 경첩을 주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 A, B는 Q22 발명을 Y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C로 하여금 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여 C 명의로 등록받음 

- C는 Y회사의 경쟁사와 Q22 특허발명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까지 체결하고, 

받은 대금을 A, B, C가 각각 4:3:3의 비율로 분배함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단 

- C는 Q22가 자신의 독자 발명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원심은 

  (1) Q22는 Z시리즈 합금 중 Z3으로 명명된 합금과 유사한 성분비를 갖고 있어, A의 

Z시리즈 구상을 바탕으로 Q30의 최적화작업에 이용된 소량의 금속을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2) A, B, C의 영업활동과 수익분배 비율 등에 비추어,  

  Q22의 발명자를 A로 확정함  

- 나아가 Q22는 Y회사의 사업을 위해 개발된 것임에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에 

위배하여 C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나아가 경쟁업체와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부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대법원의 판단 – 발명자 확정 

-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등),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Q22는 A와 C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함께 

구상하고,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합금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함으로써 완성한 것이므로, 그 발명자는 A와 C임 

- A는 C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의 판단 
–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A가 Y회사와 체결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 

    “재직하는 기간 중 ...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A가 Y회사와 체결한 약정은 A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이른바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면, 예약승계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사용자의 

일방적인 승계의사 통지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된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지받은 후 4개월)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단 – (3) 권리의 귀속 



대법원의 판단 – (4) 업무상 배임의 점 

-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직무발명 승계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사용자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승계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 종업원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그 

종업원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 

-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 

     > Y회사의 임직원이었던 A는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Y회사 임직원이 

아니었던 C는 단순 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해야  



대법원의 판단 – (5) 부경법 위반의 점 

-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한다 

-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제19조(부정한 이익 목적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직무발명 내용 공개로 인해 그에 내재되어 있던 

사용자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이라면)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영업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판시사항 정리 

- 종업원의 모든 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약정은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약정의 

범위에서만 유효함 

 

- 예약승계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사용자의 일방적인 승계의사 통지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고,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해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짐 

 

-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에게 승계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이중양도한 경우, 

종업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짐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임 



대법원 판시사항 정리 (계속) 

- 예약승계 약정에 따라 승계되기 전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등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로 될 수는 없음   

     >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불가능할 것임 

 

- 다만 발명진흥법(직무발명내용 공개금지) 위반죄 또는 직무발명에 내재한 

개개의 기술정보의 공개에 대한 부경법 위반죄(영업비밀누설)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개개의 기술정보에 대한 특정 필요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한 검토 

- “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게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은, 예약승계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하여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이중양도”라 표현하고 있음 

- 부동산 양도인 P가 제1양수인 Q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그 

등기 전에 다시 제2양수인 R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이중매매 case와 같은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2양수인 R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했다면, R과의 제2매매계약은 무효, 

Q는 P를 대위하여 등기말소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즉, 권리회복 가능)  

> P는 배임죄의 죄책을 짐 - (cf)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불성립 

> “적극가담”의 의미 - Q와의 제1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수 차례 이중매매를 권유하는 등 

P가 이중매매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등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한 검토 (계속) 

-   직무발명은 사용자가 종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 아니라 새롭게 창작된 것임 

-   종업원이 창작한 새로운 기술정보(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이 아님)는 원시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종업원주의 대원칙을 출발점으로 함 

-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해 실제 승계가 있기 전에는 이를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음 

-   예약승계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 소유인 것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된 권리가 사용자의 승계 의사표시에 의해 비로소 승계되는 것임 

     >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이에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 등 한 경우 직무발명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대법원이, 사용자에게 승계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에 반하여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이중양도”라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사용자에 대하여 

“양도”, 즉 승계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비교 - 출원명의만을 명의신탁한 경우  

- 양도인 A가 제3자 C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출원명의만을 

명의신탁한 경우  

-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허6807 판결  

     > “피고가 위 A의 단독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공유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없었던 점, A 명의로 실용신안등록이 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 A가 

위에서 본 약정을 위반하자 곧바로 A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을 정도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 출원명의만을 A 앞으로 신탁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제반 권리는 여전히 보유” 

    > “피고의 공유자로서의 권리 또는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의 권리가 A에게 승계됨이 

없이 단지 명의만 빌어 A 단독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위 

실용신안법 ... 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 출원 전 권리양도약정 / 출원 중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출원인 명의변경) 제출 없이 

등록명의만을 신탁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공동출원규정(특허법 제44조 등) 위반으

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양도가 없었으므로 특허법 제38조 제1항은 적용 없음) 



비교 - 출원명의만을 명의신탁한 경우 (계속)  

- 원칙적으로 Y회사는 C명의 특허의 등록무효 후 (특허받을 권리 승계하여) 재출

원해야 할 것임 

- A, C의 공동발명이 C명의로만 출원된 이 사안과 같이 공동발명자 누락의 경우 

A의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후술,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례 있음, 이 경

우 Y회사가 대위청구 가능할 것) 

- 양도인 A는 여전히 배임죄의 죄책을 질 것으로 보임 

 

 



- 예약승계 규정 등이 없었다면,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사안 

    > 종업원이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면서, 4건은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1건은 자신과 대표이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한 사안, 직무발명의 예약승계를 

규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음  

    >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원심은 유죄 인정  

    > 그러나 대법원은, 직무발명의 예약승계를 규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고, 

명시적인 승계계약이나 종업원의 승계에 대한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도 없는 경우,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발명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출원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함) 

    > 만일 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임 + 다만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  

비교 - 종업원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계속)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2231 판결  

- A회사의 종업원인 C는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이고 A회사는 발명의 완성 당시의 

사용자임 

- A회사는 위 발명은 A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C가 위 발명을 B들

에게 양도하여 출원 및 등록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함 

 

-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2호) 

종업원,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등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 



자동승계 여부 

- A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회사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권

리는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동 승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위 규정 제6조 내지 8조, 제10조에 의하면,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종업원 부서장  특허관리부서장  사

업본부장 순으로 신고 또는 보고를 하게 되고,  

  > 사업본부장은 회사가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 승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증명서

를 특허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도록 규정됨 

- 따라서 법원은 C가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한 즉시, 통보 유무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인 A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 유출 후 

등록 받은 특허권 관련 분쟁  

- 찰떡파이 사건 - 



찰떡 파이 사건 – 기술유출(A회사  B회사) 

 A회사는 떡의 노화 및 부패를 방지하는 특허를 1999. 5. 17. 등록하였고, 계속 연구

를 진행하여 2000년경 보존기간을 크게 개선한 기술을 개발하여 영업비밀로 보유함. 

이러한 연구개발을 위해 대략 5년의 기간과 3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함 

일시 진행경과 

2001. 3. 5.  이때부터 C는 A회사의 연구개발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초코찰떡

파이의 원재료 및 배합비 조정, 제조공정 관리 등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파일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였음 

2003. 6. 30.  C는 A회사에서 퇴사하여 2004. 9. 1. B회사에 입사 

2004. 9. 8. C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2002. 11. 5.자 ‘초코찰떡파이(250x120)’을 참고

하여 ‘파리크라샹 찰떡’ 제목의 배합비율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임 

2005. 11. 경 B회사는 위 배합비율을 채택하여 ‘찰떡쿠키’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 받음 



A회사의 대응방안 모색 

1. B회사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 청구 

 스스로 출원한 바가 없는 A회사에게 이전등록을 허여하는 것은 선의 제3자를 해할 수 있어 일

반적으로 허여되지 않음 

2. B회사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B사의 독점적 지위는 막을 수 있으나, A회사의 영업비밀은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됨 

 기술유출을 당한 A회사로서는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3. 모인특허 규정의 이용한 신규출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모인특허인 B회사의 특허를 무효로 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A가 특허출원을 

함 

 A회사는 무효심판 청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지 청구, 형사 고소 



개량기술 –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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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기술 개발 경과 

 A회사는 떡의 노화 및 부패를 방지하는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9. 5. 17. 등록 

 A회사는 ‘초코찰떡파이’ 제품 출시 

 A회사는 2000.경 찹쌀 및 전분의 배합비 조정, 맥아엿 2차례 투입, 솔비톨을 말

티톨로 대체하고 배합비를 상향 조정, 2차 증자 단계를 없애고 2차 원료를 특정 

방법에 따라 투입 등으로 원특허 발명을 개선함  

 보존기간을 10주에서 5개월로 연장시킴 

 A회사는 이를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유 

 A회사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받음 



A사의 원천특허와 영업비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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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구성 대비 

 

선발회사 영업비밀  

       vs 

후발회사 특허발명 



구체적 차이점 판단: 제1항 발명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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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임 – A회사의 영업비밀과의 차이점 

 차이점 1 : A회사의 영업비밀의 말티톨을 B회사 발명의 솔비톨로, A회사의 영업비밀의 

정제말토스 4.164 중량%와 물엿 9. 994 중량%를 B회사 발명의 맥아엿 6-12중량%로 

대체한다. 솔비톨과 말티톨은 모두 당알콜류에 속하고 기능도 동일하며, 정제말토스도 

단맛을 내는 감미료의 일종으로 대체 가능 

 차이점 2 : A회사의 영업비밀은 비록 1차 증자 후에 2차 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만, 2차 원료인 설탕, 맥아엿을 100℃의 상압에서 투입한 후에 용기 내의 온도가 8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80℃ 이하로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발

효주정과 소맥분을 주입하는 공정이므로, B회사 발명의 2차 증자 공정 즉, 2차 원료를 

투입한 후에 90℃ ~ 100℃ 에서 약 10분간 증자하는 기술과 큰 차이 없음 

 판결: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구성요소의 치환에 불과하

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등록무효  
B회사 발명은 무권리자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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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1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는 떡의 보존기간의 연장에 있는데, 이

는 구성 2에 의하여 해결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전에 빵 내부에 찰떡

이 들어 있는 구성이나 내층은 팥류로 하고 외층은 쿠키, 빵 등으로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 

 A회사의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A회사의 영업비밀에는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음 

 B회사는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 



영업비밀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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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연구개발부장으로 A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 및 제조 공정 전반을 관리한 

유일한 직원이고 비밀유지의무도 부담 

• B회사는 C의 입사 전 수년 간 쿠키 내 떡이 끓어 쿠키가 터지는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있었음 

• B회사는 C로부터 원재료 및 배합비 보고서를 제출받고 찰떡쿠키 개발에 성공

하고 특허도 출원 

• B회사는 C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

나 그 성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 

• 기술정보와 B회사의 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

정보를 B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이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325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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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기간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

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침해자 등이 독자개발, 역설계를 이용하여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

 요한 시간 등 

 1. B가 A회사를 퇴직한 날인 2003. 6. 30.을 기산점으로 3년 간으로 제한 

 1. C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2004. 9.경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A회사의 주

장을 배척하였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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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산정기간 

 B회사 제품 출시 시기인  2005. 10.경부터 2006. 6.30.까지 

손해배상액의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2항) 

 침해자의 이익액 – 한계이익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 

 B회사 제품인 ‘찰떡쿠키’를 생산하는 공장의 전체 제조원가(재료비, 노

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매출 비율에 따라 필요변동 경비를 산정 

 877,216,87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용 



미국 판례 검토  83 



I. 벤처에서 아이디어 제안 + 협상 진행 중 

독자적 연구 개발 추진 + 특허출원 

최종 협상 결렬된 후  

영업비밀 침해책임 인정 사례 

 



  Altavion v. Konica Minolt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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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회사 Altavion – 인도출신 Moussa 2000년 설립 벤처, 문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스탬프를  포함시켜  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 (digital stamping 

technology, DST) 

 

Altavion DST의 핵심 내용:  

       1. 기존 바코드를 발전시켜 회색 또는 컬러 바코드로 저장 정보량 증대 기술 

       2. 시간 경과로 바코드가 탈색되어도 정확한 데이터 값을 알 수 있도록 하는   

  reference cell과 비교 기술 

       3. 종래 문서인증 기술과 다른 획기적 기술 

       4. 특허 출원하지 않음. 영업비밀로 관리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KMSL)  

Konica Minolta사의 R&D 목적 미국 자회사 

관련 제품: 복사, 인쇄, 스캔, 팩스 기능 복합기   

CEO: 일본인 Hiroshi Tomita  

 

2003년 7월 Altavion CEO  KMSL에 제안  

비밀유지계약(NDA) 체결한 뒤 기술 라이선스 협상 진행 

KMSL 전문인력이 Altavion의 s/w 평가 분석 – 대가 5만불 지급함 

2004년 평가 보고서: 경쟁업체 Canon 특허기술과 구별되는 획기적 신기술로 

평가 

DST 기술정보가 KMSL측에 전달되었으나, 최종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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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L 독자 개발 및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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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L 내부 평가 보고서: 경쟁업체 Canon 특허기술과 구별되는 획기적 신기술로 

평가 

 연구원: Altavion 제안 concept과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함  

 KMSL 자체 개발 추진 및 특허출원 진행 :  

 Altavion 기술 concept을 활용하여 Altavion 몰래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총 24건 특허출원 진행 

 그 중 소송 제기 당시 8건의 특허는 등록됨 

 독립적 발명으로 주장함 -   

 발명자로 KMSL의CEO, engineer 기재  

 특허출원 중 Altavion측과 공동발명으로 표시된 것 없음  

 



 양사 License 협상 Tim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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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7월 NDA 체결  

2. 2004년 4월 금액 총40만불 제안 논의  

3. 2004년 5월 총 5만불 지급 대가로 s/w 전문가 평가 합의  

4. 2004년 8월 31일 MOU 체결  

5. MOU 체결 전부터 KMSL 독자 특허 출원 개시  

6. KMSL은 2004. 6. 28. 및 2004. 8. 9. 이미 DST 기술 관련 특허출원 

7. 2004. 9. KMSL 독립적으로 동일한 기능의 DST s/w 개발 착수  

8. 2004. 9. 17. KMSL email – 인용  

9. 그 후 최종 협상 결렬  

 



  독자개발 부정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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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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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tate court 관할 사건 - 미국 California 주 지방법원 

  NDA 관련 쟁점 제외, Trade Secret 쟁점 집중 

  

 DST 관련 기술정보의 단계 구분  

 1. 바코드를 사용하여 문서 인증을 구현한다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2. DST 기술의 소프트웨어 설계개념  

     (design concepts, 프로세스 플로우 등) 

 3.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  

 

 



 쟁점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대상 해당여부   

 

 

91 

 

 Altavion에서 KMSL에 전달된 정보  

     1. 바코드를 사용하여 문서 인증을 구현한다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2. DST 기술의 소프트웨어 설계개념 (design concepts, 프로세스 

         플로우 등) 

 Altavion에서 KMSL에 전달하지 않는 내용  

     3.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  

 

 



 Altavion 학회발표, 제안서 발송 경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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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9월 - Saudi 상공회의소 전시회에서 공개 – 결과만 공개하고 

구체적 구현 방법, 알고리즘, 소스코드는 비공개 

2. 2003년 6월 – 영업사원 공개, 마찬가지로 결과만 공개, 구현방법 비밀 관리 

3. 2005년 6월 – Moussa MS사에 pt 함. NDA 체결 없음. 

4. 2006년 은행 등 잠재 고객들에게 제품설명서 이메일 발송 

 

 



 피고 KMSL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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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아이디어(1)와 설계개념(2)은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아님 + 공개됨 

2.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는 전달 받은 사실 없음 

3. 결국 영업비밀 침해 책임 없음 

 

 



 미국법원 1심 및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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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와 마찬가지로 , “아이디어”도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일반적인 아이디어 및 

설계개념도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 

가능하다고 판시 

2. 다만 일반적 아이디어(1)는 Altavion이 NDA 없이 다른 회사에도 공개하여 

비밀성 상실 

3. 그러나, DST 기술의 소프트웨어 설계개념 (design concepts, 프로세스 

플로우 등)(2)는 비밀 정보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모두 인정 

4. KMSL 무단 사용 및 영업비밀 침해 인정 

5. 손해배상 책임 +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률비용 부담 책임 인정  

 

 



II. 독자 개발, REVERSE ENGINEERING  

CLEAN ROOM DEFENSE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Reverse Engineering 과 영업비밀 침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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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veley v. WABTEC   (S.D. New York  2008) 분쟁 사례  

1. Licensor - Faiveley : 전동차용 브레이크 기술 보유 

2. Licensee - WABTEC : 제조 판매 

3. 양사는 Faiveley의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제조 판매에 관한 

장기간의 license 관계 유지 

4. Faiveley 회사 합병으로 ownership 변경 후 계약 종료  

5. WABTEC - 브레이크 시스템 독자 개발 추진  

6. 독자 개발 성공 후 기존 거래처 등 Faiveley의 경쟁 거래처 납품 

 

 



라이선스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주장 소송제기  

WABTEC 방어 논리 : 독립적 reverse engineering으로 제품 개발한 것 

비밀유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WABTEC 개발 경과에 관한 주장 :  

     1. 영업비밀에 접근한 적이 없었던 내부 직원으로 개발팀 구성 

     2. 외부업체 리버스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에 개발 의뢰 

     3.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으로 개발 진행함 

     4. 소위 Clean Room Approach 전략으로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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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및 2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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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있어 침해자가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독자개발사실을 입증해야 함  

 Discovery 결과  

1. 엔지니어와 다른 리버스 엔지니어링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증거 

2.  Faiveley 기술 도입에 관여한 엔지니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도 관여한 사실 

3. 수년간 Faiveley의 기술 제공에 기초하여 제조된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면서 위 영업비밀의 

내용을 지득한 1인의 엔지니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 전반에 관여한 사실  

4. 엔지니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품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작된 새 도면상 치수 및 공차 등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는 

점이 드러남 

5. "이 부품의 표면 처리와 직경은 제품에 적합하지 않음”  

6. “bushing hole의 공차가 지나치게 큼” 등 기존 Faiveley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표현 포착  

 



 Faiveley 영업비밀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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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veley가 WABTEC에 제공하였던 도면에 포함된 정보인 도면상 치수, 

공차, 표면처리방법, 재료의 선택 및 처리방법, 윤활특성, 생산-테스트-

조립시 유의사항 등  

 WABTEC 제품의 특성(치수, 공차 등) – Faiveley 비밀정보 도면과 거의 

일치 

 결론: WABTEC의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인정 

 

 



 Clean Room Defense 성공 사례  
 - NEC v. Intel (N.D. Cal. 1989)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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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가 Intel의 8086 프로세서 코드를 복제하여 프로세서를 개발 

 NEC 대응 - 양사의 프로세서상 코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외주업체에게 개발 의뢰  

 필요 스펙만 제공하고 코드를 독자 개발하도록 요청  

 독자개발 인정 – 저작권 침해 부인  

 



 Clean Room Defense 성공 사례  
 - NCI v. M&S (N.D. Ill. 2008)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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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censee - M&S, licensor – NCI (s/w 저작권자)  

2. Visual Eye Char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결  

3. licensee - M&S 유사한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 및 판매 개시  

4. M&S의 신제품 s/w : sport vision testing  

5. licensor NCI 소송 제기: M&S의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 주장 

6. M&S 비침해 주장: clean room procedure로 독자 개발 결과물    

 



 M&S 개발 전략 – 완벽하게 분리된 2개 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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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팀 :   

1. 라이선스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적 분석 수행 

(Dirty Room) 

2.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정보를 수집, 정리 

 2팀 :   

1. 기능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만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여 제품을 

개발함 (Clean Room) 

2.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한 개발팀 

 

 각 팀은 인적 완전히 분리 및 교류 차단, Clean Room 환경에서 개발되었음 입증함  

 

 결론 : 독자 개발 인정 저작권 침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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