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CONTACT ─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요 개
정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
정안이 2019. 4.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같은 날로부
터 시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오승룡
T:+86.10.8478.5377
E:seungryong.oh
@leeko.com
약력보기 >

1. 최대 5배의 배상액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침해
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7조 3항 신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중국 변호사 권현희
T:+86.10.8478.5375
E:xianji.quan
@leeko.com
약력보기 >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
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피해자(권리주장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고
또한 이 정보가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명하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로 이전하게 되며,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은 인정받게 됩니다(제
32조 1항 신설).

변호사 강윤아
T:+86.10.8478.5376
E:yuna.kang
@leeko.com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면, 가

약력보기 >

해자는 자신의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즉, (i) 가해자에게 영업비밀을 취
득할 경로나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가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피해자의 영업
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또는 (ii) 영업비밀이 이미 가해자에 의하여 공개/
사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공개/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iii) 영업비밀이 가해
자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제
32조 2항 신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강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수단의 하나로서 과
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최고액을 인민폐 300만원으
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번 개정에서 인민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21조 개정).
4. 시사점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
증 부담이 경감되어 구제받는 것이 보다 쉽고,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제재
가 강화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