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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오늘날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된 자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갖추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손해를 전보받

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그 피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손쉽게 회복할 수 없거나 충분히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럽의 근대 민법전의 영향에 따라 법익침해에 대한 사

전적․예방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소유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에서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제한물권에 한

하여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물권에 한정하여 법익을 예방

적으로 보호하는 현행법의 태도로 인해 인격적 이익, 영업이익 등을 침해행위

로부터 사전에 보호함에 있어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

로 관련 특별법과 판례의 법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개인의 법익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율상

황은 다른 법리를 다소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개인에게는 예방적 구제수단을

통한 효율적인 법익실현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버의 광고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금지청구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결과 여러 국가에서 비록 금지청구권의 법적 형식과 근거를 달리 하고는 있으

나 대체로 그 요건과 효과에서 근접한 내용으로 발전하여 보다 일반적인 제도

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 고전기 당시의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은 단지 권리 참칭에 따른 소유권방해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상린관계의 규율 필요에 따라 유스티니아누스 시기 이래

로 중세와 근세 초기까지 소유권의 사실상 침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

화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의 중요성에 따른 예방적보호의 필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18-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인간의 교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

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변천에 따라 토지

소유권외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는 재화와

법익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즉 지식재산권, 인격적 법익, 영업이익 등은 침

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

는 온전하게 피해를 전보받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중지와

예방을 통한 금지청구권의 요청이 높아졌다. 그런데 근대 민법전의 입법자는

소유권의 보호를 제외한다면 법익침해의 예방적 구제수단에 관한 명확한 인식

을 갖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법익침해의 예방적 보호의 과제는 법원이 맡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소유권방해

배제와 예방청구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종의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실무가 발전되었다.



비록 금지청구권의 실정법적 기초는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금지청구권의 실질

적 정당화 및 그 요건과 효과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근접하고 있

다. 즉 금지청구권의 요건은 임박한 불법행위 내지 법익침해, 손해배상에 의해

충분히 구제될 수 없을 것,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이익형량 등이며, 그 효과로

는 법익 침해의 예방과 중지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의 해석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정 근거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을 절대권의 특성

에서 도출하는 견해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의

전체유추(Gesamtanalogie)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민법 제2조, 제

214조, 제217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법

의 일반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전체유추에 의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장래에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법익보

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특히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인격적 법익의 침해나 계속적 반복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주요어: 금지청구권, 부작위청구권, 금지명령, 형평법적 구제수단

학 번: 2010 - 31059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소재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3절 연구의 범위 ····························································································3

제4절 용어의 정리 ····························································································4

제2장 비교법적 고찰 ····························································································6

제1절 역사적 배경 ····························································································6

1. 로마법 시기 ································································································6

2. 유스티니아누스 시기 ················································································7

3. 중세 이후 ····································································································8

제2절 독일법의 논의 ························································································8

1. 독일 제국법원 판결의 태도 ····································································9

2. 독일 민법의 규율내용 ············································································13

3.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 ······································································16

가.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요건 ······························································16

(1) 침해행위 ··························································································17

(가) 침해행위의 구체성 ··································································17

(나) 침해행위 ····················································································18

1) 절대적 법적지위의 침해행위 ················································19

2) 행위법규의 침해행위 ······························································20

(다) 주장과 입증책임 ······································································21

(2) 위법성 ······························································································21



(가) 소유권과 다른 배타적 권리의 침해 ····································21

(나) 경쟁법과 기타의 행위법규의 경우 ······································25

(다) 정당화사유 ················································································26

(라) 소결 ····························································································26

(3) 귀책사유의 불필요 ········································································26

(4) 반복위험 ··························································································27

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의 요건 ··························································30

(1) 침해행위의 불필요 ········································································31

(2) 최초침해위험 ··················································································32

4. 부작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33

가. 부작위청구권의 내용 ········································································33

나. 부작위청구권의 범위 ········································································33

(1) 보호되는 법적지위의 범위 ··························································34

(2) 거동위험의 중요성 ········································································34

(3) 핵심이론 ··························································································35

다. 부작위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의 구별 ··············································36

(1) 문제되는 사안유형 ········································································37

(가) 지속적 방해 ··············································································37

(나) 과거의 원인에 의한 장래의 방해 ········································37

(2) 부작위의 전제로서의 제거 ··························································38

라.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구별 ······································41

마. 비례성의 원칙 ····················································································43

(1) 비례성의 원칙의 정의 ··································································43

(2) 독일 민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 ······································44

(3)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부작위청구권의 제한 ··························46

(4) 구체적인 적용례 ············································································47

5. 부작위청구권의 주된 침해유형 ····························································48



가. 인격권 ··································································································48

(1) 일반적 인격권의 인정 ··································································48

(2)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 ····························································51

(가) 반복위험과 최초침해위험 ······················································52

1) 위법한 선행행위 ······································································52

2)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한 선행행위 ································53

(나) 장래 사실에 대한 표현의 금지 ············································54

(3) 부작위청구권의 법률효과 ····························································55

(4) 입증책임 ··························································································56

(가)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 ························································56

(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사실 ··············································57

(5) 부작위의무의 공표를 할 권한 ····················································57

나. 영업이익 ······························································································58

(1) 영업의 존립에 대한 보호 ····························································58

(2) 영업활동에 대한 보호 ··································································60

(3) 기업의 신용에 대한 보호 ····························································61

(4) 직접성의 요소 ················································································62

(5) 영업관련성의 요소 ········································································63

(6) 위법성 판단의 문제 ······································································68

(7) 학설의 태도 ····················································································70

(8) 소결 ··································································································72

다. 환경이익 ······························································································74

(1) 환경침해의 의미 ············································································74

(2) 환경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법적 근거 ··························75

(3)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76

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 ··················································78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78



(2) 유럽공동체 지침에 따른 독일법의 개정 ··································79

(3) 단체소송의 청구권(제소권)의 근거 ···········································80

(가)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견해 ················································80

(나) 단체의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 ··············································81

(다) 검토 ····························································································81

(4)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작위청구권의 내용 ··································82

마. 제조물책임상 제조물관찰의무 ························································85

(1) 제조물관찰의무 ··············································································86

(2) 회수의무의 인정여부 ····································································87

(3) 소결 ··································································································90

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91

(1) 자신의 정보에 대한 책임 ····························································92

(2) 타인의 정보 저장에 대한 책임 ··················································92

(가) 인식의 개념 ··············································································93

(나) 기술적 통제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93

(3) 타인의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 ··················································94

(4) 방해자책임 ······················································································95

6. 소결 ············································································································96

제3절 프랑스법의 논의 ···············································································101

1. 서론 ··········································································································101

가. 프랑스 민법전의 규정 ····································································101

나. 프랑스 판례의 태도 ········································································102

2.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 ······································································103

3. 금지청구권의 요건 ··············································································103

4. 금지청구권의 효과 ··············································································105

5. 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의 내용 ······················································105

6. 소결 ··········································································································107



제4절 스위스법의 논의 ···············································································109

1. 서론 ··········································································································109

2. 금지청구권의 규율내용 ········································································111

가. 스위스 민법 제28a조의 규율 ························································112

나. 방해배제청구의 내용 ······································································112

(1) 부작위청구권 ················································································112

(2) 제거청구권 ····················································································113

(3) 확인청구권 ····················································································114

3. 소결 ··········································································································118

제5절 유럽사법공통참조기준초안(DCFR) ············································119

1. DCFR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 ·····················································119

2. DCFR의 금지청구권의 내용 ·······························································120

제6절 미국법의 논의 ···················································································123

1. 영미법상 금지청구의 변천 ··································································123

2. 금지명령의 정의와 종류 ······································································126

3. 금지명령의 보호법익 ············································································126

4. 금지명령의 요건 ····················································································127

가. 불법행위의 임박성 ··········································································128

나. 금지명령의 적합성 ··········································································128

(1) 구제수단의 상대적 적절성 평가 ··············································130

(2)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131

다.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부담간의 이익형량 ································136

(1) 서론 ································································································136

(2) 피고의 부담에 대한 책임 ··························································137

(3) 원고의 손해 ··················································································138

(4) 사적 수용인지 여부 ····································································144

(5) 실험적 명령 - 대체적인 구제수단 ··········································145



라. 제3자와 공공의 이익 고려 ····························································145

마. 판결 작성의 명확성과 집행가능성 ··············································146

5. 금지명령의 내용 ····················································································147

가. 금지명령의 효과 ··············································································147

나. 형평법상 항변사유 ··········································································148

(1) 원고의 비합리적인 지연 ····························································148

(2) 오염된 손의 원칙 ········································································149

6. 구체적인 사례 - 부정이용 사안 ························································150

가. International New Service v. Associated Press ····················150

나.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51

다. National Telephone Directory Co. v. Dawson Mfg. Co. ·····152

7. 소결 ··········································································································153

제3장 우리 민법의 논의 ·················································································155

제1절 우리 민법상 금지청구의 규정 ······················································155

제2절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에 따른 학설과 판례의 전개 상황 ··155

1. 소유권, 인격권 ·······················································································156

가. 소유권 ································································································157

나. 인격권 ································································································157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160

(2)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162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166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68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171

(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73

2. 환경이익 ··································································································174

(1)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176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177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78

3. 채권의 침해 ····························································································180

(1)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181

(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82

(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84

4. 영업이익 ··································································································185

(1)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187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89

(3)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190

제3절 우리 민법의 해석론의 검토 ··························································194

1.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법적 규율의 특성 ··········································194

2.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195

3. 금지청구권의 인정 및 근거 ································································196

4. 전체유추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200

5.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 ········································································203

가. 침해행위의 위법성 ··········································································203

나. 피해 구제의 실효성 ········································································207

다. 위법행위의 임박성 ··········································································207

6. 금지청구권의 내용과 효과 ··································································209

가. 금지청구권의 주체 ··········································································209

나. 금지청구권의 내용 ··········································································210

다. 손해와 방해의 구별 ········································································211

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금지 내용의 결정 ··································213

7.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214

가. 한정열거주의와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 ··································214

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관계 ··························216



8. 강제집행의 문제 ····················································································218

가. 간접강제 ····························································································218

나. 대체집행 ····························································································221

9. 부작위가처분의 문제 ············································································225

가. 수인명령과 단순부작위명령 ··························································225

나. 부작위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227

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229

라.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230

제4절 민법개정안의 검토 ···········································································232

1. 1993년 한국민사법학회의 민법개정안 ··············································232

2. 2012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233

3. 우리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235

가. 금지청구권의 요건의 검토 ····························································235

(1) 금지청구권의 주체 ······································································235

(2)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요건 ······················································235

나. 금지청구권의 내용의 검토 ····························································236

다. 기타의 문제 ······················································································237

(1) 금지청구권의 규정 위치 ····························································237

(2) 비용의 귀속문제 ··········································································239

라. 소결 ····································································································241

제4장 결론 ··········································································································242

참고문헌 ··············································································································245

Abstract ··············································································································260



- 1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소재

오늘날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된 자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갖추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손해를 전보받

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그 피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손쉽게 회복할 수 없거나 충분히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럽의 근대 민법전의 영향에 따라 법익침해에 대한 사

전적․예방적 구제수단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소유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에서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제한물권에 한

하여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물권에 한정하여 법익을 예방

적으로 보호하는 현행법의 태도로 인해 인격적 이익1), 영업이익 등을 침해행

위로부터 사전에 보호함에 있어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

으로 관련 특별법과 판례의 법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되고는 있으나, 여전

히 많은 개인의 법익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

1) 판례는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에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절대권 내지 지배권에 속하는 권리임을 근거로 그 침해행

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인격적 이익 전반에 대해서도 침

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구권을 인정하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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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상황은 법이론적으로 볼 때 가령 채권자대위권을 전용하는 것과 같이 다른

법리를 다소 무리하게 확장하거나2), 개인에게는 예방적 구제수단을 통한 효율

적인 법익실현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

이트 네이버의 광고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

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

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판시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금지청구권을 긍정하

는 태도를 취하였다. 물론 위 결정은 종래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불법행위

의 금지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시내용과 모순 없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개별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위법행위의 금지

2) 이는 특히 제3자의 채권침해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채권자대위권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의 규정에 따른 절

차적 제한이 있으며,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침해의 경우 채무자가 다수의 불특정인

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

를 포기할 수도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침해된 채권자에게 큰 도움이 못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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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물적 보호범위가 어디에까지 이르는지, 즉 절대적 법익을 넘어서 채

권 등의 상대적 권리와 법익에 대해서도 긍정될 수 있는지, 위법행위의 금지

청구권이 이미 위법행위가 행해진 경우 이외에 아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하지는 않았으나 행위를 저지하지 않을 때에는 곧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에도 그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단

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하여 법원의 실무도 위법행위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절대적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법에 열거된 침해상황을 넘어서는 경우

에도 개별적 판단에 따라 법익의 침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

국의 입법에서도 널리 수용되어 가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우

리 민법에 명시적으로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법행위

에 대한 금지청구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위주로 그 결

과를 분석하여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적용요건,

효과 등을 중심으로 법이론적 타당성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유럽 국가의 민법전, 특히 소유권방해배

제청구권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 로마법 및 그 이후 근대민법전의 편찬

이전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면서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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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우리 민법전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준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금지명령이라는 구제수단을 오래

전부터 정착시켜 오면서 우리 민법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많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영미법, 특히 미국법의 발전내용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에 대한 해석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근 마련된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제4절 용어의 정리

위법행위의 중지와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은 금지청구, 유지청구, 정

지청구,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가령 민법에서는 물권적 청

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는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

방’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인격권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며3), 각종 지식재산권법을 비롯한 민사특별법들도 ‘침해의

금지’, ‘침해의 정지’, 침해의 중지‘, 침해의 예방’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다.4)

그런데 ‘유지청구(留止請求)’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된 대법

3)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이 그러하다.

4) 특허법 제126조('금지', '예방'), 저작권법 제123조(‘정지’, ‘예방’), 상표법 제65조(‘금지’, ‘예

방’), 실용신안법 제30조(‘금지’, ‘예방’),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금지’, ‘예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금지’, ‘예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8조(‘중

지’, ‘예방’), 소비자기본법 제70조(‘금지’, ‘중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44조(’정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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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결5)에서 그리고 상법6)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差止請求를 번

역한 것으로 유지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보존하거나 계속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중지나 예방과는 반대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 그리

고 ‘정지청구’는 단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한 ‘중지청구’는 이미 있었던 행위에 대한 중지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갖고

있고 예방의 의미가 없다.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기호의 문제에 불과

할 수도 있으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7) 따라서 ‘금지청구권’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지청구란 이미 행해진 법익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경

우 그 ‘중지’를 청구하는 것과 아직 법익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을 청구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고

자 한다.

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6)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

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제339호, 2004,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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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역사적 배경

1. 로마법 시기

근대 민법에서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으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

권과 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근대 민법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이 로마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독일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제거청구권(Beseitigungsanspruch aus dem Eigentum)과 소유권에 기한 부작

위청구권(Unterlassungsanspruch aus dem Eigentum)은 역사적으로 로마법상

의 認諾訴權(actio confessoria)과 대비되는 否認訴權(actio negatoria)에서 유

래되었다. 당시에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소유물 반환소권(rei

vindicatio) 외에 구체적인 사안 유형별로 여러 종류의 訴權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시민법상의 소유권자가 방식서소송을 통하여 그 소유물에 대하여

用益權(ususfrucus), 役權(servitus) 기타 이와 유사하게 물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참칭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그러한 권리의 부담을 지

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러한 방해가 쟁점결정시에 제거되었다면 존재하

였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권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소

권을 부인소권이라 하였다.8) 이는 소유물에 대한 사실적인 방해, 즉 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8) M.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Ⅰ, 2. Aufl., 1971, §103 Ⅱ, S.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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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인 방해에 대해서는 사안유형에 따라 별도의 구제수단이 개별적으로 인

정되었는데, 폭력 또는 은비를 원인으로 하는 특시명령(interdictumm quod vi

aut clam), 신공사정지통고(operis novi nuntiatio), 배수시설철거소권(actio

aquae pluviae arcendae), 미발생손해의 담보문답계약(cautio damni infecti),

불방해의 담보문답계약(cautio de non amplius turbando) 등이 그 예로서9), 특

히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

러한 법적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자는 경우에 따라서 점유의 침해

에 대한 구제수단을 원용하거나 자력구제(vis privata)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

다고 한다.10)

2. 유스티니아누스 시기

그러나 이러한 부인소권은 유스티니아누스 시기에는 단일한 소권으로서 인

정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상대방이 권리를 참칭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사실적인 침해에 대하여도 침해자의 행태가 역권의 행사라고 해석될 수

있는 한 인정되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위층에 자리 잡은 치즈제조업자의 제

조활동에 따른 소음이 유입되는 경우, 파열된 수도관으로부터 액체가 유입되

는 경우,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는 나무의 뿌리가 이웃 토지로 그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경우 등에서도 부인소권은 상린관계의 규율을 위해서도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장의 근거는 법문화의 미숙을 나타내는 자력구제

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 보다 널리 법정소권을 부여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11)

9) M. Kaser(주 8), S. 406ff.

10) E. Picker, Der negatorische Beseitigungsanspruch, 1972, S. 62f.

11) Hohloch, Die negatorischen Ansprüche und ihre Beziehungen zum Schadensersatzrecht,

1976,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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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역권적 침해에 대하여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부인

소권이었다면, 그에 반해 상대방에 대하여 역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서 인낙소권(actio confessoria)이 인정됨으로써 양자는 서로 대칭적으로 이해

되었다.

3. 중세 이후

이러한 부인소권은 중세를 지나 19세기 초까지는 유지되어, 認諾訴權(actio

confessoria)과 대칭적으로 파악되고 그 적용범위도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소

유권에의 침해가 역권을 참칭한다는 형태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었고 그 침해

가 역권의 행사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적인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는 부인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소유물반환소권은 전면적인 점유침해에 대한 제재이고, 부인소권은 물

건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제

재라는 체계적인 이해가 보편화되었다. 그리하여 독일 민법(제1004조, 제1005

조)과 스위스 민법(제641조 제2항)12) 등은 이러한 이해를 법전에 수용하여 이

를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13)

제2절 독일법의 논의

12) 스위스 민법 제641조 제2항

소유자는 소유물을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고 모든 불법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V], 물권(2), 박영사, 1992, p. 237-238(양창수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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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제국법원 판결의 태도

독일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독일 제국법원(Reichsgericht)14)은 양속에 반

하는 가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작위소권을 인정하였다.15) 이는 바덴

(Baden)주의 사안으로 당시 바덴주에서는 프랑스 민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미

프랑스 판례는 부작위소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6)

독일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독일 제국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여,

1901년 4월 11일의 판결17)에서 독일 민법상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인정되지 않

는 부작위의 소를 인정하였다. 독일 제국법원은 불법행위가 이미 실현되었고

장래의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소로써 가해의 지속 또는 완성을 막아야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독일 제국법원은 독일 민법 제12조, 제862조, 제

14) 독일 제국법원(Reichsgericht)은 187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제국의 민사와 형사 사건을

관할하던 최고법원이다.

15) RGZ 25, 347. 이는 피고 제화업자가 원고가 만들지 않은 신발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

고의 제품이라며 판매하자 원고가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 사안이었다.

16) 당시의 프랑스 판례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반드시 금전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결합하여 방해배제청구권적

성격의 부작위소권을 정당화하였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한 형태였다고 한다(제철웅, “민

사법에 의한 인격보호의 역사적 전개, 특히 독일법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24집 제1

호(200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각주 168).

17) RGZ 48, 114. 이 판결은 피고 증기선회사가 범선회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

기 위하여 그 범선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고 운송회사에 대해, 원고에게 운송 업

무를 위탁한 회사에 편지를 보내 장차 원고에게 운송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그러한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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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조에서 특별히 부작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독일 민법의 다른 영

역에서의 부작위청구권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당시 시

행중이던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에서도 부작위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들이 부정경쟁의 모든 현상들에 다 적용될 수

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아니며 단지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에 해당되기 때문

에, 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독일 민법의 일반규정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독일 민법전의

일반조항에는 흠결이 존재하며, 특별법에 의해 예방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영

업상 거래에 관하여 바로 독일 민법 제826조가 불성실한 행위에 대한 배제를

포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적합하고 또한 입법자에 의해서도 그렇게 의도

되었다.”18)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비록 독일 민법 제826조가 명시적으로 손해

배상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시에 부작위 의무를 표현하고 있으

며, 법률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 그 권리를 실현하거나 의

무를 준수할 수 있는 청구권, 즉 의무자에 대하여 부작위를 소의 방법으로 청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19)고 하였다.

이 판결이 부작위청구권의 근거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찾

음으로써 요건상으로 두 가지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즉 하나는 부작위청구권

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배상의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었

고, 다른 하나는 부작위청구권이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행해진

위법행위가 계속하여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었

다.

18) RGZ 48, 114, 119.

19) RGZ 48, 11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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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독일 제국법원은 1905년 1월 5일의 판결20)에서 권리 이외의 法益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불법행위적 부작위청구권이

아니라) 준 부인소권(actio quasinegatoria)이라는 표현으로써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는 원고의 신용 및 그 영업이 침해될 수 있는 내

용의 책을 저작, 출판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그 책을 유포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불법행위법상의 부작위청구권에 기초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고에

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다. 그러나 독일 제국법원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객관적

으로 위법한 침해가 있는 경우, 향후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에서와 같이 과실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손해배상의무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공평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객관적

으로 위법한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의 야기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정의의 명령이다. 그러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

책사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는 독일 민법 제12조, 제862조, 제

1004조의 유추적용이다. 법익에 대한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의 당사자에게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준 부인소권(actio quasinegatoria)이 발생한다

.”21)고 판시하였다. 이는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는 독일 민법 제1004조의 법정

신이 반복적인 위법한 침해로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절

대권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924년 10

월 7일의 제국법원판결22)은 원고의 인격권과 위법한 침해, 그의 영업활동 및

20) RGZ 60, 6.

21) RGZ 60, 6, 7.

22) RGZ 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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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의 침해가 있는 경우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독일 제국법원은 1927년 2월 15일의 판결23)에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법

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작위 소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가

령 명예훼손으로 동시에 형사처벌도 가능한 경우에는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았으나, 이 판결은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리보호가 지체

되어 사실상 무보호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제한을 없앴

다. 즉, “법익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행

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부작위의 소를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

민법 제12조, 제862조, 제1004조에 담긴 법적 사고는 위법한 침해가 반복될 우

려가 있으면 거래의 필요에 따라 절대권의 범위를 넘어 다른 법익에까지 확장

된다. 판례에 의해 형성된 준 부인소권에 의한 소는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소와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소 이

외에도 침해가 계속될 우려에 대하여 부작위의 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가 존재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경우에도 법률은 형법에 의한 보호가 흠결되는 경우

에 한정되지 않고, 위법한 침해가 형벌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도 침해가 계속

될 우려가 있으면 그 침해의 부작위를 위한 특별한 방해배제의 소가 필요하

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 시기에는 법익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

권의 근거가 독일 민법 제1004조 등의 유추적용에 의한 것으로 확립되었다.

23) RGZ 116, 151. 이 판결은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회원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피고 소

비조합이 비회원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여 물건을 판매하자, 회

원 소매상인 원고가 피고의 비회원에 대한 판매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

의 중지를 청구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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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1004조의 규정과 같이 부작위청구권의 대상도 과거에 이루어진

침해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침해위험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 ‘침해’ 부작위

(Verletzungsunterlassung)에만 한정하지 않고, 아직 법익침해 행위가 발생하

지 않았으나 그 발생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염려되는 경우, 즉 침해가 곧바

로 임박한 경우에도 ‘예방적’ 부작위(vorbeugende Unterlassung)를 인정함으로

써 침해 예방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되었다.24)

2. 독일 민법의 규율내용

독일 민법은 여러 조문에서 임박한 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명권에 관한 제12조25)와 소유권에 관한 제1004조26)를 들

수 있다. 점유에 관하여는 제862조27)와 제1029조28)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물

24) Hohloch(주 11), S. 50-51.

25) 독일 민법 제12조 [성명권] (이하에서 독일 민법의 번역은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8의 그

것을 따름)

타인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를 다투는 때 또는 타인이 권

한 없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권리자는 그 타인

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는 부작

위를 소구할 수 있다.

26) 독일 민법 제1004조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

① 소유권이 점유침탈 또는 점유억류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자

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

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受忍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27) 독일 민법 제862조 [점유방해로 인한 청구권]

① 점유자가 금지된 사력에 의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그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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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반복하거나 준용하여 제1027조29), 제1065조30),

제1227조31)를, 그 밖에 제1053조32)와 제1134조33)에서도 부작위를 소구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사부속법률의 경우에도 독일 민법 제1004조가 지상권

법(Erbbaurechtsgesetz) 제11조 제1항 제1문, 용익임대차신용법

(Pachtkreditgesetz, 줄여서 PatG라고 함) 제8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계속

수 있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방해자 또는 그 前主에 대하여 하자 있고 또한 방해 전 1년 이내에

취득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28) 독일 민법 제1029조 [점유자의 점유보호]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위한 등기된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당한 경우에는, 방해가 있기

전 1년 이내에 지역권이 한번이라도 행사되었던 한에서, 점유보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29) 독일 민법 제1027조 [지역권의 침해]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권리자는 제1004조에 정하여진 권리를 가진다.

30) 독일 민법 제1065조 [용익권의 침해]

용익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관한 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1) 독일 민법 제1227조 [질권의 보호]

질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질권자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2) 독일 민법 제1053조 [권한 없는 사용에 대한 부작위청구]

용익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한 없는 사용을 하고 또한 소유자의 계고에 불구하고 그 사용

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33) 독일 민법 제1134조 [부작위의 소]

① 소유자 또는 제3자가 토지에 간섭하여 저당권의 담보력을 위태롭게 하는 토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② 간섭이 소유자로부터 나오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3자의 간섭 또는 그 밖의 가해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훼손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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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제34조 제2항에 준용된다.

민사특별법에도 다수의 부작위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상법 제37

조 제2항, 상표법(Markengesetz, 줄여서 MarkenG라고 함) 제14조 제5항, 제15

조 제4항, 제128조 제1항, 실용신안법(Gebrauchsmustergesetz, 줄여서

GebrMG라고 함) 제24조 제1항, 의장법(Geschmacksmustergesetz, 줄여서

GeschmMG라고 함) 제42조 제1항, 특허법(Patentgesetz, 줄여서 PatG라고 함)

제139조 제1항,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줄여서 UrhG라고 함) 제97조

제1항 등이 그러하다. 경쟁법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줄여서 UWG라고 함) 제8조 제1항이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그리고 경쟁제한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줄여서 GWB라고 함)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서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보보

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줄여서 BDSG라고 함) 제20조, 제35조는 동법

에 위반하는 정보의 수정, 삭제, 차단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의 입법자는 부작위청구권을 제1004조와 같이 주로 소유권에 관해

서 규정하였고, 이미 민법전 시행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개별 특별법

에서 부작위청구권을 정해 둔 경우, 즉 기업의 명예훼손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등을 민법전에 일반적으로 성문화하지는

않았다.34) 이로 인해 법익보호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규율의 흠결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명권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와 경

쟁관계 이외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행위이다.35)

34) Hohloch(주 11) 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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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

부작위청구권은 이미 행해진 법익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중지를 청구하는 침해 부작위청구권(Verletzungsunterlassungsanspruch)과

아직 법익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

우 그 예방을 청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권(vorbeugender

Unterlassungsanspruch)의 두 가지로 나뉜다.

독일의 통설36)과 판례37)에 의하면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요건은 ① 구체적

침해행위(konkrete Verletzungshandlung), ② 위법성(Rechtswidrigkeit), ③ 반

복위험(Wiederholungsgefahr)의 세 가지이다. 그리고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의

요건은 ① 처음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위험(Erstbegehungsgefahr, 이하

‘최초침해위험’이라 한다)이다. 그밖에 부작위청구권의 요건으로 귀책사유는 필

요하지 않다고 본다.38)

가.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요건

침해부작위청구권의 요건은 독일 민법 제12조 제2문, 제862조 제1항 제2문,

제1004조 제1항 제2문에서 도출할 수 있다.

35) MünchKomm/Wagner, 5. Aufl., Vor § 823 Rn. 35.

36) Staudinger/Gursky §1004 Rn. 134; Erman/Ebbing §1004 Rn. 76; Palandt/Bassenge

§1004 Rn. 32.

37) BGH GRUR 1987, 125, 126; BGH NJW 2005, 594.

38) MünchKomm/Wagner, vor §823, R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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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행위

침해행위는 존재하는 법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위반을 의미하는데, 부작위청

구권의 요건으로서 침해행위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긍

정설39)은 경쟁법의 규정을 근거로 드는데, 가령 부정경쟁방지법(UWG) 제8조

제1항과 상표법(MarkenG) 제14조 제5항과 제15조 제4항은 부작위청구권의 성

립요건으로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쟁법 판례는 부작위청구권의

범위와 부작위집행권원(Unterlassungstitel)의 해석에 관하여 소위 ‘핵심이론

(Kerntheorie)’을 적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구체적 위반행위

(Zuwiderhandlung)’를 요건으로 한다.40) 이에 반해 부정설41)은 독일 민법 제

1004조를 근거로 한다. 동조의 부작위청구권은 가해자의 행위가 있을 것이 아

니라 현재의 상태가 위법할 것을 필요로 하며, 명문 규정상 침해위험

(Begehungsgefahr)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침해행위는 반드시 완성(기수)되어야 하며, 그것이 미수상태에 머물러있다면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이 문제된다.

(가) 침해행위의 구체성

39) BGH NJW 2005, 594; Staudinger/Gursky §1004 Rn. 134; Erman/Ebbing §1004 Rn. 76;

Palandt/Bassenge §1004 Rn. 32.

40) Köhler/Bornkamm §8 UWG Rn. 1.52; Teplitzky, Wettbewerbsrechtliche Ansprüche und

Verfahren : Unterlassung - Beseitigung - Auskunft - Schadensersatz ;

Anspruchsdurchsetzung und Anspruchsabwehr, 2011, Kap. 5 Rn. 9.

41) MünchKomm/Medicus, §1004 R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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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은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개별적인 위반행위로부터 비

로소 발생하고, 이러한 청구권을 성립시키는 위반행위는 반드시 ‘구체적’이어

야 한다.42)

‘구체적 침해행위’의 개념은 부작위의 소에서 부작위청구의 소송물의 물적

범위와 관련이 있다. 부작위의 소의 원고는 문제가 된 구체적인 침해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구취지를 확실한 범위로 일반화시킴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단지 미미하게 변화시켜 부작위집행권원의 효력범위를 쉽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43) 이는 실체법적으로 부

작위청구권의 적절한 확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 침해행위’는 본질적

으로 동일한 행위방식(Verhaltensweise), 소위 ‘구체적 침해유형(konkrete

Verletzungsform)’이라는 부작위청구권의 근거가 된다.44)

(나) 침해행위

부작위청구권은 법적 금지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침해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작위청구권은 손해

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침해 및 손해가 발생하기 전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속된 부작위가 계속된 침해를 일으키면 그 금지된 행위의 부작위

그 자체로 인해 부작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45) 침해행위의 성립의 문제는

절대권과 행위법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구별된다.

42) Fritzsche, Unterlassungsanspruch und Unterlassungsklage, 2000, S. 134.

43) Fritzsche(주 42), S. 135.

44) BGH GRUR 1989, 445, 446; GRUR 1991. 772, 774; GRUR 1993, 579, 581; GRUR 1996,

290, 291; GRUR 1997, 379, 380.

45) Looschelder WRP 1999, 57, 5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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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법적지위의 침해행위

절대권이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인해 부작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무엇이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각각의 부작위청

구권의 보호객체에 달려있다. 이에 관하여는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제2문

에서 소유권의 방해가 언제 존재하는가가 다투어진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거

(Beseitigung)와 손해배상(Schadensersatz) 사이의 구분이 문제될 때 의미가

있지만, 이는 부작위청구권에 대해서도 의미를 지니는데, 부작위청구권이 장래

의 방해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원칙적으로 누가 법

률상 부작위청구권의 채무자(즉 방해자)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논의

는 다른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

다.

독일 민법의 입법자의 의지에 따르면 소유권의 내용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상태가 발생하면 항상 방해가 존재한다.46) 그에 반해 방해자측의 권리남용은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위반의 가능성을 세밀하게 기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방해’의 일반적인 개념이 채택되었다.

이는 Picker의 ‘소유권한참칭설(Rechtsusurpationslehre)’에 따른 것으로, 그에

의하면 방해자가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소유자의 지위를 침해할 때에만

그리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방해가 존재한다.47)

그러나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제1문의 문언을 객관적인 입법자의 의지

46) Motive Ⅲ, 392f.

47) Picker(주 10), 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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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준으로 삼으면, 소유자 권능의 사실상의 월권의 필요성이 결정적인 기

준은 아니다. 그리고 독일 민법의 입법자의 동기도, 그 사상적 원천이 독일민

법 제1004조의 로마법적 전형과 제3자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권능을 나타내

는 독일민법 제903조의 해석에 있는 소유권한참칭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유권한참칭설은 방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함으

로써 현저한 보호의 흠결과 불합리성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는다.48)

따라서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와 입법자들의 의사에 따르면 방해는 절대권의

내용에 모순되는 사실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방해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얻거나 광의의 방해를 부당하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49)

이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배타적 권리에 관한 성문의 방해배제청구

권을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무체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유형이 각기 다

르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독일 민법 제862조에는 점유에 대한 침해가,

독일 민법 제12조 제2문에는 성명권에 대한 다툼과 권한 없는 사용이 규정되

어 있다. 또한 독일 상표법(MarkenG) 제14조 제5항, 제15조 제4항은 동법에

위반되는 상표 이용에 관하여, 독일 특허법(PatG) 제139조 제1항은 동법 제9

조에서 제13조에 반하는 이용에 관하여, 그리고 독일 의장법(GeschmMG) 제

14조 제1항 제1호는 복제품의 생산과 배포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2) 행위법규의 침해행위

그런데 법질서에 의해 특정한 행위방식이 그 자체로 누구나 무엇에 대한 것

48) Fritzsche(주 42), S. 138.

49) Fritzsche(주 42), 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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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와 상관없이 비난받는 경우에는 금지된 행위방식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만

이 결정적으로 문제된다. 이는 독일 경쟁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이다.50)

물론 그 경우에도 경쟁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법상 특정한 사안유형이 단순한 시장행위규제를 넘어서 채

권법적 ‘특별법적 보호’의 방식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본다. 가령 소위 “보충

적 경쟁법상 급부보호”를 채권법적 근거에서 사고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보호는 ‘경쟁법상 고유의 방식’을 지닌 급부에서 공서양속위반에 속하는 침해

방식으로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따라서 여전히 본질적으로 침해

유형과 관련되고 권리객체의 침해와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주장과 입증책임

통설51)과 판례52)에 따르면 부작위의 소의 원고가 침해행위에 대한 주장과 입

증책임을 진다.

(2) 위법성

(가) 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의 침해

소유권 침해에 관하여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방해 상태(Störungszustand)’

50) Köhler/Bornkamm §8 UWG Rn. 2. 3.

51) Staudinger/Gursky §1004 Rn. 211; Palandt/Bassenge §862 Rn. 6.

52) RGZ 96, 242, 244; 98, 27,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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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53) 왜냐하면 방해배제청구는 침해의 위

법성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에 반하는 상태에 기한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행위자체가 위법한지 또는 그것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위법한지

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상태불법의 이론은 독일 민법 제1004조를 “소유권

상태의 침해”의 경우에 소유자를 위한 보호법규로 본 입법자들의 의도와도 일

치한다.54) 이에 의하면 부작위청구는 일반적으로 ‘방해 상태’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이러한 방해 상태는 물질적 침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장래에

물질적으로) 침해가 일어날 우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55) 그리고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체계상으로도 침해행위에 의해 형성된 상태가 위법해야 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민법 제1004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수인

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부작위청구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수인의무가

존재하면 침해가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게 된다.56) 따라서 침해는 위

법성을 징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독일 민법 제985조와 제1004조 사

이의 관계57)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독일 민법 제1004조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독일 민법 제985조에 의해 보충된다. 하지만 독일

민법 제985조는 점유자가 점유를 위법한 방법으로 획득했는지는 고려하지 않

고, 점유자가 독일 민법 제986조상의 점유할 권리를 갖지 않으면 소유자는 직

접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이러한 소유권 침해의 위법성은 소유자가 그것을 독일 민법 제904조 이하에

따라서 계약상 허용되는지 또는 공법상 규정에 따라 수인해야 하는지 여부에

53) BGHZ 66, 37, 39.

54) Motive Ⅲ, 423f.

55) Motive Ⅲ, 426.

56) Palandt/Bassenge §1004 Rn. 31.

57) Motive Ⅲ, 392f.



- 23 -

의해 좌우된다. 이는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부작위청구권의

경우뿐만 아니라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58) 피해자는 소유권침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수인의무를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을 증명해야 한다.59)

또한 지배적인 견해도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청구권의 대상은 소유권에 반

하는 상태라고 한다. 부작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반하는 상

태의 우려만으로 충분하다. 그에 반해 이미 행해진 침해행위는 반드시 그 자

체로 (행위불법의 이론의 의미에서) 위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독일 민법 제1004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수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부

작위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이 배제된다. 통설은 이러한 수인의무를 침해의 위법

성과 연결시킨다.60) 그러나 부작위청구권의 경우와 달리61) 제거청구권의 경우

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다.62) 즉 수인의무는 특히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

항의 의미에서의 ‘침해’ 즉 현재 침해되는 법익의 상태와 관련된다. 물론 소유

자가 이를 ‘수인’할 필요가 없으면 이를 순수하게 말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용어례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결과불법이론에 따르더라

도 불법의 판단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항상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

58) BGHZ 92, 143, 145.

59) Fritzsche(주 42), S. 142.

60) MünchKomm/Medicus, §1004 Rn. 94ff.

61) 부작위청구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위법성 기준으로써 구체화해

야 한다. 왜냐하면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I/2, 13. Aufl., 1994, §87 Ⅲ).

62) Larenz/Canaris(주 61), §86 Ⅳ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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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위법성의 의미가 제823조의 위법성의 의미와 같은

지에 대한 논쟁은 해결되는데, 양 규범에서 법적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문제

가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63)

또 다른 문제는, 독일 민법 제1004조가 ‘방해자의 위법한 행태’와 관련되는

가이다. 이는 상태책임에 대하여는 명백히 바로 부정되어야 한다.64) 가령 소유

자가 자신의 주택이나 나무뿌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이웃의 하수시설

을 막는 결함을 나타내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 결과불법이론에 따르더라

도 주택의 건축이나 나무의 식재를 이성적으로 소급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토지에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유독성 폐기물이 발견되거나 전 소유

자에 의해 행해진 악화와 관련될 때 토지의 취득을 위법한 침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것이다.

물론 행위책임의 경우에 소음원의 유지, 타인 토지에 물건의 저장 등과 같

이 계속적 성격을 갖는 행위의 사례에서 실제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기준

이 되지만, 이는 과거에 종료된 행위의 사례에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

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에 제거의 법적 의무는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적

법한 행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이 역할을 하는 한, 위

법성은 독일 민법 제1004조의 보호목적에 따라, 소유자가 부정적인 결과를 수

인해야 하는가의 여부에만 좌우된다.65) 그러나 이는 단지 그가 “침해를 수인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라는 문제의 다른 표현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답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이로써 결국 독일 민법 제1004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63) Larenz/Canaris(주 61), §86 Ⅳ 1. a)

64) Larenz/Canaris(주 61), §86 Ⅳ 1. b)

65) BGHZ 66, 3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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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무를 위법성의 요소에 의해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지 않는다고 한

다.66)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에도 부작위청구권은 침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수인의무에 대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이 경우에도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다. 수인의무는 특허법상 실

시계약이나 계속 또는 사전 이용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67)

(나) 경쟁법과 기타의 행위법규의 경우

경쟁법상 부작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침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68)

이는 경쟁법이 결과가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69) 즉 경

쟁법은 시장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위법성은 행위불법

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따라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객관적 공서양속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 경쟁법상 침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이는 다른 행위법규의 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독일 민법 제823조 제2항의 보호법규에 대한 위반은 위법하게 된다. 이는

가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일 때70)와 같이

정당화사유가 존재하면 적법할 수 있다. 또한 독일 보통거래약관법(AGBG) 제

9조 이하의 무효조항과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부작위청구권이 결합되어 고객에

66) Larenz/Canaris(주 61), §86 Ⅳ 1. b)

67) Fritzsche(주 42), S. 143.

68) Teplitzky(주 40), Kap. 5 Rn. 12.

69) Teplitzky(주 40), Kap. 5 Rn. 12.

70) OLG Frankfurt NJW-RR 1996, 1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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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리한 보통거래약관의 이용과 그 추천이 금지된다. 이 경우 행위방식이

문제될 뿐이고,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는 무관하다.71)

(다) 정당화사유

위반행위에 정당화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부작위청구권이 부정된

다. 우선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정당화사유로는 독일 형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독일 민법 제228조(긴급피난), 제904조(긴급피난), 독일 예술저작권법

(KUG) 제23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절대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동

의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 가령 소유권이나 인격권과 같이 동의자가

문제되는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을 때 위법성의 조각이 가능하다. 이

에 반해 경쟁법에서 ‘동의’는 일반적으로 공공이나 다른 경쟁자 또는 단체들의

이익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 동의는 개별 채

권자의 각각의 청구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조각시킨다.72)

(라) 소결

절대적 권리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위법성에 관하여는 결과불법 또는 상

태불법의 이론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특정한 행위가 금지의 대상인 경우 위

반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다.

(3) 귀책사유의 불필요

71) Fritzsche(주 42), S. 140.

72) Fritzsche(주 42),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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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견해73)에 따르면 부작위청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침해행위와 관

련하여 귀책사유(Verschulden)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

민법 제823조 이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독일 민법 제12조 제

1항 2문, 제862조 제1항 2문 그리고 제1004조 제1항 2문의 부작위청구권에 대

한 규정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항상 귀책사유가 구성요건

에 속하는 반면에, 부작위청구권은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반복위험

침해 부작위청구권은 그 성립요건으로 반복위험을 필요로 한다. 이는 독일

민법상 부작위청구권의 명문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독일 민법 제

12조, 862조 제1항 2문, 제1004조 제1항 2문은 부작위청구권의 구성요건으로

“앞으로도 침해될 우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에 의하면 침해자가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동일한 형식과 위법한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범할 위

험이 존재해야 한다.74) 그러나 이에 대해 경쟁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반복위

험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75) 판례는 다

수설에 따라 부작위청구의 요건으로 반복위험을 요구한다. 즉 독일 민법이 제

정된 후 독일 제국법원의 판결76)도 반복위험을 부작위의 소의 요건으로 보았

다.

73) MünchKomm/Wagner, vor §823, Rn. 36; Teplitzky(주 40), Kap. 5 Rn. 20; Köhler NJW

1992, 137.

74) Teplitzky(주 40), Kap. 6 Rn. 1.

75) Kugelberg, Das Verhältnis des gesetzlichen zum vertraglichen Unterlassungsanspruch

im Wettwerbsrecht, 1989, S. 25ff.

76) RGZ 25,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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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작위의 소의 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부작위의 소

에 대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77)는 독일민법 제1004조를

중심으로 한 규정의 유추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오늘날 경제생활에서

부작위의 소는 특히 예방적 권리보호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

도이며 일정한 경우 독일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하여

부작위의 소의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 지위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즉 이 견해

는 부작위의 소는 실체법상 정지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정지청구의

소가 인정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한해 인정된다고 하였다. 반

면에 부작위의 소를 단순한 소송법상의 제도라고 보는 견해78)는 부작위의 소

의 기초에 실체법상의 정지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독

일 민법은 사법상 보호형식으로서 청구권을 법률관계 혹은 권리가 존재할 때

만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권이 아닌 단순한 권리상태의 침해에 관해서는 불법

행위에 기한 채무관계가 보호청구권의 기초를 이루면서 동시에 비난해야 할

침해를 금한다고 하는 소위 ‘제1차적 규범’을 전제로 할 때에만 보호된다고 하

였다. 또한 이 견해는 만약 실체법상 부작위의 소를 인정하게 되면 독일 불법

행위법의 기초인 권리와 그 외 다른 법익의 준별의 실익이 없어지고 그로 인

한 제823조 이하의 체계가 붕괴된다고 보았다.

이후 반복위험은 소송상 요건에서 점차 실체법적 청구권발생요건으로 이해

되었다. 이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판례79)와 통설80)의 태도와도 일치한

77) Lehmann, Allgemeiner Teil BGB, 1963, 14. Aufl. S. 117ff.; ;

Rosenberg/Schwab/Gottwalt, Zivilprozeßrecht, 15. Aufl., 1993, §92 S. 510ff;

Stein-Jonas/Schmann, Kommentar zur ZPO, 20. Aufl.,1977, §253 Rn. 8ff; Henckel,

Vorbeugender Rechtsschutz im Zivilrecht, AcP 174, 1974, S. 97.

78) Blomeyer, Zivilprozessrecht, 1963, S. 169ff.; Josef Esser, Schuldrecht, 1960, S. 931ff.;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 B.Ⅱ, 12. Aufl., 1981, S. 69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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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해의 우려는 권리보호이익의 의미에서 소송요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체법

적 소송요건으로서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미리 확정되지 않은 임의의 다수의 방해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청구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81)

반복위험은 장래에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존재한다.82) 이에

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장래의 침해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은 거동의 위험을 요건으

로 하는데, 이는 앞으로 문제되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진지한 우

려가 있을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장래에 임박한 권리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진지한 우려는 최초 침해행위의 위험 또는 이미 행해진

위반이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83)

침해 부작위청구권은 침해행위가 가까운 과거에 있었거나 현존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므로, 이미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반복위험은 원칙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반복위험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

해행위도 포함된다. 물론 반복위험이 추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

거하여 계속된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야 한다.

79) BGH GRUR 1973, 208, 209; BGH GRUR 1992, 318, 319; BGH 1994, 443, 445; BGH

1996, 290, 291; BGH NJW 1995, 132, 134.

80) Palandt/Bassenge §1004 Rn. 28; Teplitzky(주 40), Kap. 6 Rn. 8.

81) Larenz/Canaris(주 61), S. 704.

82) BGH GRUR 1992, 318.

83) BGHZ 117, 264, 27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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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경우에 반복위험의 추정의 예외도 있다. 이는 개

별사안에서 반복위험이 드물게 존재할 경우에 그러하다. 가령 독일 연방대법

원은 기념일 판매를 맞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3항 2호의 의미에서 가

격표시명령에 위반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위반된 경우에 반복위

험의 추정을 부정했다.84)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위반이 반복되려면 적어도 25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위험은 새로운 위반이 객관적으로 항상 또

는 적어도 한정된 시기 내에 가능할 경우에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위험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

관계 및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반복위험의 제거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

다.85)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앞으로 문제된 행위를 진지하고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부작위 의사표시(strafbewehrte Unterlassungserklärung)를 하면 반복위험이

제거된다.86)

그러나 상태방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태방해자가 방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해 상태의 유지에 의해 위반행위가

계속해서 새롭게 실행되기 때문이다.87)

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의 요건

84) BGH NJW-RR 1992, 617(Jubiläumsverkauf).

85) BGH GRUR 1992, 318.

86) BGH GRUR 1970, 558; BGH GRUR 1972, 550; BGH GRUR 1990, 617, 624.

87) Fritzsche(주 42), 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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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행위의 불필요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은 반드시 침해행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장래에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예비를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88) 부작

위청구권의 목표가 금지의 관철 또는 법적 지위의 보호임을 감안하면 침해행

위의 예비도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로서 침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

다. 경쟁법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예비는 아직 침해행위

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방해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작위청구권에 대하여 보충적인 제거청구권은 이 단계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제거청구권은 계속되는 방해상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데,

예비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차피 제거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예비와 침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는 가령 독일 초기 연방대법원의 TRIANGLE 결정89)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BERMUDA TRIANGLE’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신청했다.

원고는 그 등록에 의해 자신이 먼저 등록한 ‘TRIANGLE’이라는 상표가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피고의 단순한 상표 등록 신청이 침해

인지 아니면 아직 준비행위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등록

이 비로소 방해상태를 야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즉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해 그것을

88) Fritzsche(주 42), S. 177.

89) BGHZ 12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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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신에게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고, 등록이 실제로 이루

어지는지는 오직 특허청의 결정에만 좌우된다. 따라서 이미 등록한 상표의 소

유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신청은 방해가 된다.90)

(2) 최초침해위험(Erstbegehungsgefahr)

최초침해위험은 침해행위가 처음으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 직접 임박한 때 존재한다.91)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은 아직 의무위

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금지를 목적

으로 하기 때문이다. 침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의 주장만

으로는 현실적인 침해의 충분한 개연성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고, 가해자가 이

미 침해하기로 결심하였고 침해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가 오직 그에 의해

좌우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즉 임박한 침해행위는 법

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실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

나야 하므로,92) 최초침해위험은 위험이 이미 구체적이라는 진지한 우려가 있

어야 한다.93) 이러한 최초침해위험은 반복위험과 달리 추정되지 않는다.

최초침해위험이 인정되는 사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해자가 문제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행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거나 그러

한 행위유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Berühmung)할 때 존재한다.94) 이

90) Fritzsche(주 42), S. 178.

91) Köhler/Bornkamm §8 UWG Rn. 1.17.

92) BGH 117, 264, 271; BGH GRUR 1990, 687, 689; BGH 1992, 318, 319; BGH 1992, 404,

405; BGH 1995, 753, 754.

93) BGH GRUR 1970, 358, 360.

94) BGH 3, 271, 276(아래에 서술할 콘스탄쩨 사건); GRUR 1984, 125, 126; GRU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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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태도에서 가해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조만간 확실히 실행할 것이라고 추

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한 침해행위를

하겠다고 통지(Ankündigung)할 경우에는 단순한 주장보다도 쉽게 최초침해위

험이 인정된다.95) 그 외에도 상표권 등록을 위한 신청과 같은 예비행위의 경

우에도 이용의사(Benutzungsabsicht)가 있다면 최초침해위험이 인정될 수 있

다.96)

4. 부작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가. 부작위청구권의 내용

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은 보호받는 법적지위에 대한 장래의 침해 또는 법적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 부작위

청구권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계약상 부작위청구권의 경우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는 일반적으로 규정되거나 약정의 해석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반면에, 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의 경우 중지해야 하는 행위는 행위법규

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대

해서는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에 관하여 경쟁법에서는 ‘구체적

인 침해유형’이라는 용어가 발전되었다.97)

나. 부작위청구권의 범위

678, 679.

95) BGH GRUR 1974, 477, 478.

96) BGH GRUR 1985, 550, 553.

97) Fritzsche(주 42), 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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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의 범위는 한편으로는 보호되는 법적지위의 범위와 다

른 한편으로는 거동위험의 범위에 의해 좌우된다.

(1) 보호되는 법적지위의 범위

부작위청구권은 특정한 타인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범위

는 이러한 법적지위의 침해나 위반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작위청

구권의 효력범위가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데, 이는 부작위 소에서 청구취지의 작성(Formulierung)의 경우에도 고려되어

야 한다.98) 가령 어떤 보호되는 법적지위의 내용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특정

한 기간으로 제한되면 이는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그 범위가 제한된다.99)

(2) 거동위험의 중요성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경우 부작위청구권의 범위는 이미 범해진 구체적인 위

반행위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의 경우에

는 아직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러한 두 가지 형태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작위청구권의

범위를 거동위험, 즉 반복위험 또는 최초침해위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경쟁법계의 통설100)이고, 이는 민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101)

98) Fritzsche(주 42), S. 222.

99) BGH WuW/E DE-R 197, 198.

100) Köhler/Bornkamm §8 UWG 1.52; Teplitzky(주 40), Kap. 5 Rn. 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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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체적 위반행위는 침해 부작위청구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또한 부작위청구권을 공식화하기 위해 구체적 위반행위만을 원

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 경우 부작위청구권의 범위가 불가피하게 크게 제한

될 수도 있다. 구체적 위반행위만 기준으로 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방식을

단지 조금만 변경시킴으로써 부작위청구권이나 부작위집행권원에 대한 위반행

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례는 소위 ‘핵심이론’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르면 부작위청구권을 성립시키는 구체적 위반행위와 동일

한 모든 반복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든 위반행위

도 금지된다.

(3) 핵심이론

핵심이론(Kerntheorie)은 우선 부작위집행권원의 보호범위가 판결주문에 기

술된 행위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방식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반행위와는

구별되지만 구체적 침해형식의 특성이 반복되는 행위방식도 포함하는 것을 의

미한다.102) 따라서 모든 개별적으로 동일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금지방식의 본질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행위도 금지된다.

따라서 핵심이론은 그 주문의 문언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와는 구별

되지만, 구체적인 침해형식이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위반에 대하여도 부

101) Fritzsche(주 42), S. 223.

102) BGHZ 5, 189, 193f; BGHZ 126, 287=GRUR 1994, 844, 846; GRUR 1997, 379, 380.;

OLG Frankfurt NJW 1996, 1071; Teplitzky(주 40), Kap. 57 Rn. 12 ff;

Köhler/Bornkamm §8 UWG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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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집행권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경쟁행위가 위

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는 주어진 집행권원의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103)

이러한 해석은 집행법원이 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이론을 부작위집행권원과

부작위계약의 해석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핵심이론에 의하지 않는다

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약간 변경시켜 그 보호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부작위집행권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104) 따라서 부작위집행권원은 본질적으로 집행권원에 표현된

것과 일치하는 모든 침해행위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실체법적으로 이미 범

해진 위반이 모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위험을 추정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105)

다. 부작위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의 구별

방해(Störung)로 인해 장래의 반복위험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통 그것에 의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에 대한 제거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침해에 관하여 이미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1문에 규

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작위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서, 이는 방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

위를 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106)

103) Fritzsche(주 42), S. 225.

104) BGH GRUR 1996, 290, 291f.

105) BGH GRUR 1992, 858, 859; GRUR 1997, 379, 380; GRUR 1997, 931, 932.

106) Fritzsche(주 42), S.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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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되는 사안유형

부작위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의 구별은 무엇보다도 지속적 방해와 과거의 원

인에 의한 방해에서 가장 문제된다.

(가) 지속적 방해

이는 방해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고, 방해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재 지속되고 장래에 계속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

인이 자기 매장의 쇼윈도에 허위 광고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자 경쟁업자가

그에 대해 부작위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그 상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3

조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이행하고 가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를 떼어내는 행위를 해야 한다. 이로써 그는 현존하는 방해를 제거하

고 자신의 제거의무를 이행하게 되지만, 이는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

구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경우에 채권자가

부작위청구권만을 행사한 것만으로 결과적으로 충분하다고 한다.107) 그리고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개구리가 사는 연못을 지었는데 밤에 개구

리 울음소리 때문에 이웃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이웃은 제거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한 방해에 대

하여 부작위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108)

(나) 과거의 원인에 의한 장래의 방해

107) Fritzsche(주 42), S. 202.

108) Fritzsche(주 42), S.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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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해자가 이미 과거에 야기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부

작위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방해자가 경쟁위반적인 광고

를 매주 토요일마다 신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게시하였는데 첫 번째 광

고의 게시 이후에 그가 부작위 가처분에 의해 광고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109)에, 그가 자신의 부작위의무에 대한 위반을 방지하려면

다시 방해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는 추가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부작위집행권원에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

다.110)

(2) 부작위의 전제로서의 제거

이상의 사례들에서 방해가 아직 지속되거나 방해자의 관여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작위채무자가 장래에 방해를 부작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속적 방해를 제거하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

한 행위는 제거청구권의 고전적 소송물이 된다. 하지만 이는 실무에서 적어도

지속적 방해의 경우에 종종 별도로 주장되지 않는데, 부작위의무의 이행이 행

위의 실행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거나 채무자가 사실상 어차피 방해의 제거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해의 제거는 부작위청구권을 통하여

관철될 수 있다.111)

통설112)은 이상의 사례들에서 제거청구권을 함께 이행할 필요성으로부터 부

109) OLG Hamm NJW-RR 1990, 1197의 사실관계이다.

110) Fritzsche(주 42), S. 203.

111) Fritzsche(주 42), S.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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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청구권이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도 포함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부작

위채무자의 이러한 행위의무는 우선 집행절차상으로 의미가 있는데,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위반하여 행위하면 그에 대하여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890조

제1항에 따라 질서벌113)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채무자는 금지

된 행위와 그밖에 모든 본질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부작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야기한 방해를 제거하고, 금지에 반하는 제3자의 행태를 야기

할 수 있는 행위를 부작위할 의무도 있다. 이는 제3자(가령 집행권원채무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언론기관)가 스스로 선의이거나 자신의 권한의 행사로서 행

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114) 즉 제3자의 행태는 집행권원채무자가 이를 야

기하였고 결국 예방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위반으로서 책임지게 된다.115)

따라서 채무자는 부작위의무에 의하여, 우선 과거에 발생하였고 장래에 위

반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위하도록 사실상 강

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부작위청구권의 대상이나 내

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설에 따르면 계속적 방해상태를 제거하지 않는 것

이 부작위명령에 대한 새로운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중요

하다.116)

112) BGHZ 120, 73, 76; OLG Frankfurt/M. NJW-RR 1990, 639, 640; Brox/Walker, Rn.

1099.

113) 부작위채무의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질서벌로서 250,000 Euro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합계

2년 이하의 질서구금을 명할 수 있다.

114) OLG Düsseldorf NJW 1969, 1817; OLG Frankfurt OLGZ 1985, 380, 382; OLG

Karlsruhe BB 1973, 14.

115) BayObLG NJWE-MietR 1996, 12; OLG Frankfurt OLGZ 1985, 380, 382; OLG Hamm

GRUR 1979, 873, 874.

116) Fritzsche(주 42), S.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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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방해상태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부작위의무에 대한 위반이 되지

않는 지속적 방해의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의 임차인이

금지에 반하여 그 주택을 건축상 변경시킨 경우에, 그 소유자가 원래 상태대

로 원상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이나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1문에

기하여 제거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부작위청구권의 내용은 주

택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건축상

의 변경을 제거시킬 수는 없다.117)

그리고 방해의 계속이 더 이상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그의 영향권 밖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 부작위집행권원에 따른 금지에

위반되는 상태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는 계속적인 위반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경쟁에 위반하는 내용의 안내서를 유통시켜서 이에 대해 부작

위 결정이 내려지자 그 후에 그가 적법한 내용의 새로운 안내서를 내놓은 경

우에, 채무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종전의 안내서들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면 부작위집행권원에 의하여 종전의 안내서들까지 회수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

다.118) 이 경우에 경쟁에 위반하는 안내서들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해상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종전의 안내

서들까지 회수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는 추가적으로 제거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119)

그러므로 부작위청구권의 내용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무언가를 하

117) Fritzsche(주 42), S. 204.

118) OLG Stutgart BB 1973, 14, 15.

119) Fritzsche(주 42), S.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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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요구하기만 할 뿐이다. 즉 부작위청구권은 그 채무자에게 직접 항

상 금지를 위반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담시키며, 적극적인 행위를 실행할 의무

를 부담시키지는 않는다.120) 무엇보다도 부작위청구권에 의해 채무자가 일반

적으로 계속적 방해의 제거를 위한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 가령 경쟁위반의 광고 플래카드 사안에서 부작위청구권에 의해 채무자

에 대하여 플래카드를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방해의 제거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채무자에게 맡겨져 있다.121)

다만 예외적으로 유일한 조치에 의해 방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가 플래카드를 제거하거나, 경쟁위반을 하

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시킬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122)

다만 채무자가 과거에 이미 그 원인을 야기한 새로운 위반행위의 발생을 저

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의무에 위반하는지는 이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

자가 가령 어떤 상호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면 그 상호가 새로 발간되는 전화번

호부 등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또한 노력해야 한다. 그에 반해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계좌잔고 내역서에 표시된 금지된 상호는 의미 있는 상호의 사용

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123)

라.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구별

원칙적으로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없다. 부작위청구

120) Teplitzky(주 40), Kap. 1 Rn. 8, 10f., Kap. 22 Rn. 3ff.

121) Staudinger/Gursky, §1004 Rn. 194.

122) Fritzsche(주 42), S. 205.

123) OLG Hamburg WRP 1982, 657; GRUR 1990, 637.



- 42 -

권이 금지에 대한 장래의 위반행위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데 반해, 손해배상청

구권은 독일 민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과거 상태의 원상회복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부작위청구권의 행사와 이행이 사실상 과거 상태의 원상회복의 결과

를 가져오는 예로서 이웃 부동산에서의 성매매영업에 대한 부작위의 소를 들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 제1항 2문 또는 보호법규와 결합하

여 독일 민법 제823조 제2항에 의해 부작위청구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이행은 이웃이 성매매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영업에 대한 부작위의 소는 그 본질상 독일 민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을 지향하고 불법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 외에 반복위험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통설에 따르면 모순이 야기되는데, 왜냐

하면 첫째 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은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작위청구권은 항상 장래를 향하기 때문에 과거 상태의 원상회복은 그 내용

이 아니다. 셋째 독일 제국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소위 ‘원상회복적 부작위청구

권’을 한번만 구성하였고 그 뒤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경우에 그것은 본질

상 제거청구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124)

따라서 ‘원상회복적’ 부작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의하면 부

작위청구권의 이행으로 사실상 방해의 제거의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써 그것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태의 회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작위청구의 우연한 속성을 고려하면 자연과학적으로

불가피할 수도 있다. 즉 원상회복은 부작위청구권의 내용이 아니고, 양 청구권

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므로

124) Fritzsche(주 42), 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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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경합이 된다.

그러므로 부작위청구권이 방해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방해에 따른 연속된 후속결과의 제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행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특히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125) 판례는 이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즉 “독일 민법 제1004조를 근거로 지속적인

방해의 제거만이 장래를 향하여 가능하거나, 방해원의 제거에 의하여 소유권

에 반하는 상태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

거도 요구할 수는 없다.”126)

마. 비례성의 원칙

부작위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그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례성

(Verhältnismäßigkeit)의 원칙이 고려된다. 이는 상린관계에 관한 소유권방해

배제․예방청구권의 판단에 필요한 이익형량에서 잘 나타난다.127)

(1) 비례성의 원칙의 정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발전된 비례성의 원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

하여 기본권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국가 행위의 원칙으로 승격되었다. 즉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 모든 개입은 수단의 비례성의 법치국가적 명

125) Larenz/Canaris(주 61), S. 700-701.

126) MünchKomm/Medicus, §1004, Rn. 71; BGH NJW 1996, 845(846).

127) MünchKomm/Medicus, 4. Aufl., § 1004 Rn. 33ff., 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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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따른다.”128) 이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은 오늘날 헌법의 지위를 지니는 불

문의 일반적 원칙이다.129)

비례성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당한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가능한 다수의 행위가능성

중에서 개인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지우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독일기본법상 개별적 기본권과 독일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법치국가원

칙(독일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은 행

정과 입법에 적용된다. 비례성의 원칙은 적합성(Geeignetheit)130), 필요성

(Erforderlichkeit)131) 그리고 협의의 비례성(과잉금지(Übermaßverbot))132)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적합성은 기본권 침해나 기본권 제한이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성은 수단이 목적 달성

에 실제로 필요한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문제되는 조치가 결국 좁은 의미에서 비례적이어야 한다. 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은 목적과 적합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133)

(2) 독일 민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

독일 민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은 입법과 법적용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입

법은 국가의 권력행위의 고전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 민법에서의 입

128) BVerfG 24, 367, 404.

129) Fritzsche(주 42), S. 254.

130) ‘방법의 적절성’, ‘수단의 상당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도 한다.

131) ‘피해의 최소성’이라고도 한다.

132) ‘법익의 균형성’이라고도 한다.

133) Fritzsche(주 42), S. 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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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기본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독일 민법은 독일기본

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행위자유의 영향과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독일 민법의 법적용에 있어

서도 다른 기본권과의 영향과 제한에 관련된다. 가령 일방의 일반적인 인격권

이나 영업권과 타인의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보면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비례성의 원칙이 독일 민법에서도 적용

되고 법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청구권에 있어서 경쟁법상 제거청구권이 문제되는데,

그 이유제시를 위하여 방해상태가 지속되고 그 제거를 위하여 취

하려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즉 비교적 덜 결정적인 조

치는 방해예방을 위하여 충분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거

청구권도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비례성의 원

칙의 준수의 명령에 따른다.”134)

또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블랙리스트” 결정135)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정보청구권의 인정에 있어서, 항상 민법 제242조의 적용에 있

어서와 같이, 개별 사례의 각각의 사정과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

해 필요한 수단의 비례성의 원칙이 권리보유자와 침해자의 이익의

형량의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34) BGH GRUR 1995, 424, 426.

135) BGH GRUR 1995, 427, 429. 경쟁업체가 도산예정이라고 기재된 목록을 배포하여 명예

를 훼손시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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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일 민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독일 민법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부작위청구권의 제한

Köhler는 경쟁법상 부작위청구의 효력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

칙을 고려하는데 찬성한다.136) 그는 많은 경쟁법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판례

는 경쟁법상 청구권들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독일 민법에서도 부작위청구권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영업자

는 자신이 거래하는 시장내에서만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위반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Fritzsche는 독일 민법에서 합목적성의 사상이 얼마나 고려되는가와 관련하

여, 독일 민법에서는 항상 이익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의 양 측면이 기본법

상 보호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는 기본권충돌의 사례들에서 목적 설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호 목적만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사상은 독일 민법에도

맞고 일반적으로 보호기능을 지닌 부작위청구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

다.137) 그리고 그는 비례성의 원칙이 독일 민법 제242조의 일반조항 즉 신의

와 성실의 원칙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헌법의 제3자에 대한 간접

적 효력설이 독일 민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원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136) Köhler GRUR 1996, 82, 89ff.

137) Fritzsche(주 42), S.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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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 민법이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비례성의 원칙과 타인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권충돌이라고 하고, 이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본다.138) Fritzsche는 역사적으로 독일 민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의

존재를 공법이나 헌법에서보다 훨씬 일찍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139)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과 중대한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이

기 때문이다. 양 법제도는 일방(권리자 또는 통치권력의 수범자)에 대하여 자

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범위에서(청구권관철 또는 권한의 행사) 다른 일방(의

무자 또는 권력 복종자)의 관점에서 고려할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비례성의

사상은 독일 민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독일 민법 제242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

성의 사상은 신의성실의 범위에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일반원칙을 보다 정확

하게 표현하는 데 기여하는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140) 이러한 비례

성의 원칙은 부작위청구권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법상으

로는 소비기한의 제도나 경쟁금지의 효력의 공간적, 시간적, 대상적 제한 등이

그 예이며 그 밖에도 다른 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이나 제3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실행을 위한 부작위청구권의 적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

다.141)

(4) 구체적인 적용례

독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발전된 거동위험의 단일성의 이론이 비례성의 원칙

138) Fritzsche(주 42), S. 261.

139) Fritzsche(주 42), S. 262.

140) Fritzsche(주 42), S. 262-263.

141) Fritzsche(주 42), S. 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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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례이다. 이 이론은 다양한 채권자의 부작위청구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다수의 채권자가 다양한 청구권한에 의해 채무자

에 대하여 다양한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에게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청구권한의 결과를 채무자를 위해 덜어

주기 위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반복위험의 불가분성의 이론을 정립했다. 판례

에 따르면 채무자는 충분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작위 의사의

표시에 의해 모든 채권자의 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거동위험

을 제거할 수 있다.142)

그리고 경쟁질서의 위반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남겨져

있고 개별 사례 상황에서 위반자의 투자․영업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이를 시장에서 처분할 일정 기간을 유예(Aufbrauchsfrist)해 준 뒤 위반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도 이러한 비례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143)

5. 부작위청구권의 주된 침해유형

가. 인격권

(1) 일반적 인격권의 인정

독일 민법은 원래 성명권(민법 제12조), 초상권(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

저작자의 인격권(저작권법 제12조 이하)과 같은 개별적 인격권만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여 일반적 인격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독일 민법 제정당시에

142) Fritzsche(주 42), S. 265.

143) Fritzsche(주 42), S. 263.



- 49 -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권리는 소유권 등 절대권을 의미한다고 보아 일반

적 인격권은 불법행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에도 만족스럽지 못하였지만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격에 대한 보호의

흠결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1949년

서독기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이 그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

정하였다. 또한 독일 민법 시행 이후의 독일 제국법원 판결들에 의해 인격보

호를 포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학

자들이 주장하던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은 1954년 독자의 편지 사건144)과 1958년 남자 기수

사건145)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인격

권을 인정하고 그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는 태도

가 확립되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학자들에 의해 주장

되고 실무에 의해 조심스럽게 확장된 인격보호가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의 인

정을 통하여 독일 민법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물론 독일 민법에서는 이처

럼 일반적 인격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적 인격보호가 인정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 인격권은 일반규정과 마찬가지로 불확

144) BGHZ 13, 335ff.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위임인의 부탁으로 변호사가 서신을

보내어 언론사에 위임인에 관한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그의 요구와는 달

리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그 일부가 게재되었다. 이에 그 변호사는 인격권의 침해를 근

거로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서신을 언론사에 보냈다는 언론사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청

구하였다.

145) BGHZ 26, 349.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말을 타고 있는 한 양조업자의 사진이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력제를 판매하는 한 회사의 광고에 이용되자, 인격권의 침

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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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격보호가 어느 범위에까지 실현될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개별사안에서의 이익형

량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령 현대사의 인물은 그 자신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사진, 소설, 영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146) 나아가 독일 제국법원과 달리 독일 연방대법원은 언론, 신문,

방송, 영화 등도 일반인의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진지한 알권리가 있는 사

안에 대해 보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공공적 과제를 수행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에서는 인격권침해로 평가되지 않기도 한다.147)

그리고 1957년 11월 15일의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148)이 인격권 침해는 부정

하였으나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이후에, 인격권 침해에 대

하여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은 1960년 3월 20일의 독일 연방대

법원 판결149)(소위 “메피스토 판결”)이다. 1심인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원고의

146) BGHZ 26, 52ff.

147) BGHZ 31, 308ff.

148) BGHZ 26, 52.

149) BGHZ 50, 133.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배우 겸 극장 감독이었던 구스타

프 그륀드겐스의 양자이자 단독상속인으로, 클라우스 만의 소설 “메피스토-한 입신출세

자의 이야기”를 출판한 피고 님펜부르그 출판사를 상대로 위 소설의 배포금지를 청구하

였다. 그륀드겐스는 1920년대에 클라우스 만과 친한 친구로서 그의 여동생 에리카 만과

결혼하였으나 1928년에 이혼하였다. 1933년 남매인 클라우스 만과 에리카 만은 정치적

망명을 하였다. 한편 메피스토 역으로 유명해진 그륀드겐스는 1934년 베를린 국립극장

감독으로, 1936년에 프로이센 국가위원회에, 1937년에 괴링 소속 프로이센 국립극장의

총감독으로 임명되었다. 클라우스 만은 망명 직후 위 소설을 썼다. 위 소설에서 주인공

은 연극배우인 헨드릭 회프겐으로, 소시민적 환경에서 성장하여 연극에 재능이 있으나

기회주의자로서 나치에 동조하여 나치 정권하에서 출세를 거듭하였다. 회프겐은 특히

흑인 무용수와 성도착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그녀가 회프겐의 출세를 위태롭게 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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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인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즉,

위 소설은 적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미 사망한 그륀드겐스에 관하여 잘못되고

모욕적인 성격상과 생활상을 전달함으로써 그의 인격상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사망 후

에도 존속하고, 고인의 양자이며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왜곡은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 님펜부르그 출

판사는 고등법원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을 가부동수로 기각하였다.150) 독일 기본법 제5조 제3항은 아무런 법

률유보 없이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술의 자

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예술작

품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인격권과 예술의 자유가 충돌

하게 된다.

(2)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

인격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부작위청구권이 성립한다. 그 법적

비한 방법으로 나치로 하여금 그녀를 추방하도록 하였다. 위 소설에서 회프겐의 모습은

그륀드겐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의 실제 모습이나

생활과 유사하였다. 위 소설은 1936년에 Querido 출판사에서 독일어로 출판되었다가, 그

후 1956년 동베를린에 있는 Aufbau 출판사에서 새로 출판되었으며, 다시 1963년 8월에

피고가 위 소설의 출간을 발표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김재형, “모델

소설과 인격권”, 언론과 인격권, 2012, p. 53-54에 소개되어 있다).

150) BVerfGE 75,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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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독일 민법 제12조, 제862조 제1항 제2문, 제8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1004조 제1항 제2문, 형법 제185조 이하와 제824조의 유추적용이다.151) 인격

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예로는 사실주장 뿐만 아니라 의견 표현, 초상의 사

용 및 개인 정보의 검색과 저장 등을 들 수 있다.152)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부작위청구권은 일반적인 부작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

지 않는다. 성립요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거동위험(반복위험과 최초침해위험)과

장래에 발생할 사실에 대한 표현의 금지이다.

(가) 반복위험과 최초침해위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은 반복위험 또는 최초침해위험을 요건으

로 한다. 만약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의 소에서 반복위험이 부정되어

소가 기각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제기되는 부작위청구의 소는 전소의 판단

의 기판력(Rechtskraft)에 의해 예단되지 않고 후소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문제된다.153) 반복위험은 인격권 침해 이전에 이루어진 가해자의 선행행위가

위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이익의 주장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된

다.

1) 위법한 선행행위

과거에 이미 인격권 침해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면 반복위험이 추정된

151) RGZ 61, 366, 369; BGHZ 34, 99, 102; BGH NJW 1982, 2246; 1986, 2503, 2504; 1994,

1281, 1282; 1998, 3047.

152) MünchKomm/Rixecker, 6. Aufl., Anh §12, Rn 214.

153) BGH-RGRK/Dunz Anh Ⅰ Rn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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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4). 이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행위자의 개

인적 성격의 주관적 측면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반대 견해가 존재한다.155)

반복위험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침해의 정도와 위반의 사정도 고려대상이 된

다.156) 그러나 가해자가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작위 의사표시를

교부하거나157) 또는 예외적인 상황158)에서는 반복위험의 추정이 깨어질 수 있

다.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가령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명백한 해석에 의할 경우에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조치에 의해 보장

되거나159), 특정 사건의 경과가 이미 정정되어 반복으로 볼 수 없도록 사정이

변경된 경우160)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행위자가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계획이 문제되었다고 밝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161) 가령

출판인이 형식과 내용에 따라 어떤 표현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면

책의 판매의 중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162)

2)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한 선행행위

반면에 과거에 이루어진 표현이 오로지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한 것이었

으면 의견의 표시와 사실의 주장이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의견의 표

154) BGH NJW 1969, 463; 1981, 2801, 2804f; 1986, 2503, 2505; 1987, 2225, 2227; 1994, 1281,

1283; 1994, 2614, 2616; 1998, 1391, 1392.

155) Larenz/Canaris(주 61), § 88Ⅲ1a Fn. 19.

156) BGH NJW 1994, 1281, 1283; OLG Koblenz NJW 1996, 325.

157) BGH NJW 1994, 1281, 1283.

158) BGH NJW 1980, 2801, 2805; 1994, 1281, 1283.

159) BGH NJW 1980, 2801, 2805.

160) BGH LM Nr 19 zu Art 5 GG unter 3.

161) BGH NJW 1994, 1281, 1283.

162) BGHZ 14, 163, 168; OLG München NJW-RR 1996, 1365,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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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한 독

일 형법 제193조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사실

의 주장은 그 진실성이 법관이 확신이 아니라 임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더

라도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진 한 정당하다.163) 하지만 면밀한 조사 끝에 허위

임이 밝혀지면 그러한 사실의 주장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164) 그 경우에는

반복위험이 아니라 최초침해위험이 문제된다. 최초침해위험의 경우 추정이 문

제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더 이

상 언론이 추가적인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부작위청구권은 부

정된다.

(나) 장래 사실에 대한 표현의 금지

이와 달리 행위자에 대하여 장래의 모든 표현이 금지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행위자가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부작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절도사건에 관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

실과 다른 누명을 씌우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부작위판결에 의해 장래에

발생할 사실과 관련될 수 있는 주장이 금지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누

군가가 부당하게 절도의 누명을 써서 그러한 허위의 주장에 대한 부작위청구

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장래에 실제로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가 여

기에 해당한다.

이는 그러한 주장이 과거에 정당한 이익에 의해 보호되었는지, 즉 충분히

163) BGHZ 132, 13, 23; BGH NJW 1979, 266, 267; 1981, 2117, 2120; 1985, 1621, 1622, 1987,

2225, 2226; 1993, 930, 931.

164) BGH 31, 308, 318; BGH 90, 113, 11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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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165) 그러한 경우 그 행위는 반복위험이

존재하지만 이는 다시 독일 형법 제193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하지만 과

거의 표현이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와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표현이 우선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그 주장이 허위임이 소송에서 밝혀지면 결론이 달라진다. 이 경우

선행 표현이 위법하지 않았다면 반복위험이 추정되지 않고, 최초침해위험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최초침해위험이 존재하면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사실이거나 적어도 충분히 조사되어 정당한 이익

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정은 집행절차에서 독일 민사소송법 제

890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166) 규범에서 요구되는 귀책사유는 위법한 행

위를 요건으로 한다. 정당한 이익의 행사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면, 부작위

를 강제할 수 없다.

(3) 부작위청구권의 법률효과

부작위청구권의 내용은 위법성이 충족되는 한 침해의 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서 여기에는 표현의 금지와 유포뿐만 아니라 잡지의 판매 금지도 포함될 수

있다. 부작위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관은 판결 주문의 내

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167) 가령 비방하는 표현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

거나, 사실 주장의 일부만이 허위라면 그 구체적인 해당부분만을 금지해야 한

165) Larenz/Canaris(주 61), §88Ⅲ1b.

166) Staudinger/Hager, §823, C 262.

167) BGHZ 31, 308, 319; BGH NJW 1968, 1773,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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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어떤 표현이 어느 정도의 관련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그에 반해 다른

경우에 허용되면 그러한 표현의 반복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격권의 침해가 생략, 조합, 애매한 표현, 제목과 활자와 사진의 결합의 교묘

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면, 개별적인 위법한 표현의 금지 외에 문맥에서

나타난 전체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168) 인격권의 침해가 복

합적 표현에 의해 개별적인 텍스트의 한 부분이 금지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피

해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적인 출판의 금지가 청구될 수도 있

다.169)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표현의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핵심을 반복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170)

(4) 입증책임

(가)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

허위의 사실 주장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입증책임이 문제된

다. 반면에 사생활 침해가 위법하면 그와 관계없이 부작위청구권은 성립한

다.171) 판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 입증책임은 독일

형법 제186조와 결합하여 독일 민법 제8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진다고 한

다.172) 이러한 입증책임은 행위자의 정당한 이익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173)

이에 반해 통설은 어떤 표현이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해명할 수 있도

168) BGH NJW 1980, 2801; BGH NJW 2001, 3710.

169) MünchKomm/Rixecker, 6. Aufl., Anh §12, Rn 217.

170) BGH AfP 1968, 55.

171) Staudinger/Hager, §823, C 265.

172) BGHZ 132, 13, 23; BGH NJW 1993, 525, 527; 1998, 1391, 1393; 1998, 3047, 3048.

173) Staudinger/Hager, §823, C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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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명의 진실성이 추정된다고 본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이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게 된다.

만약 행위자가 자신이 주장한 사실이 진실임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여 정

당한 이익의 행사를 원용할 수 없게 되면 그가 입증책임을 진다.174) 물론 증

거조사 결과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충분한 간접증거가 나타나면 부작위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적법한 대체행위의 항변(Einwand des

rechtmäßigen Alternativverhaltens)175)이 가능하게 된다.176)

(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사실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표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허위의 사실만 인격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허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177) 이에 반해 소수

설은 형법 제186조(명예훼손죄)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78)

(5) 부작위의무의 공표를 할 권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의견 표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직 계속되는 표현

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가 필요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위반시 상당한

174) BGHZ 132, 13, 27; BGHZ NJW 1998, 1391, 1393.

175) 이는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적법한 행위

를 하였더라도 역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76) Staudinger/Hager §823, C 267.

177) BVerfGE 54, 148, 157; Larenz/Canaris(주 61), §88Ⅱ1.

178) MünchKomm/Schwerdtner, 3. Aufl., §12, Rn 332.



- 58 -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부작위의무를 공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79)

물론 이러한 공표는 오직 피해자의 만족을 위해서만 요구되어서는 안 되고,

방해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철회 주장을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주장에 대하여 부작위판결이 공표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독일 연방대

법원이 긍정한 바 있다.180)

나. 영업이익

(1) 영업의 존립에 대한 보호

독일 제국법원은 영업이익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독일 민법 제826조를 근거

로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이익에 대한 침해가 과실에 의하거나 보호법규

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보호

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독일 제국법원은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이 절대권

또는 절대적 법익의 침해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영업이익을 보

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자 하였다.181)

179) BGH NJW 1987, 1400.

180) BGH LM Nr 85 zu §11004 unterⅠ3b.

181) 독일 민법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입

법자들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제2항, 제826조의 세 개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은 위법하고 유책하게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그에게 속하는 ‘기타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요건으

로 하고, 동법 제823조 제2항은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류’의 유책한 위반을

요건으로 하며, 동법 제826조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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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일 제국법원은 1904년 2월 27일의 판결182)에서 영업의 존립 그 자체

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이를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

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독일 제국법원은 자

유로운 영업을 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미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eingerichter und ausgeübter Gewerbebetrieb)’을 직

접 침해로부터 보호 가능한 권리로서 승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기존

의 독립한 영업에 대하여는 단순히 영업자 의사활동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

라 그 의사가 이미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을 권리로 인

정하기 위한 확실한 기초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영업을 정지당한 자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특

별법에는 구제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민법의 불

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독일 민법 제826조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과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적용이 검토되었다. 그런

데 독일 제국법원이 이미 존립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의 ‘기타의 권리’ 로서 보호를 받는 법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에 열거

된 다른 법익과 적어도 대등한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독일 제국법원은 영업

이익이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경우 즉,

182) RGZ 58, 24ff. 이 판결은 각종 섬유제품의 실용신안을 등록한 피고회사가 경쟁하고 있

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모방을 금지하며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영

업을 못하게 되었으나, 그 실용신안이 등록 당시에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었고 실용신

안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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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관한 권리’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업이익의 구체

적 내용을 확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 제국법원이 영업권을 승인하였으나 처음에는 영업의 존립을 단

순한 영업활동과 구별하여 보호하는 데 머물렀다. 따라서 경업행위로 인하여

고객을 빼앗긴 경우에는 이는 기업 활동에 당연히 수반한 고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호할 영업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 민

법 제823조 제1항이 절대권 침해에 기초하지 않은 순수재산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민법 제826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뿐

이라고 하였다.183) 그리고 보이콧에 의한 영업 방해행위의 경우에도 독일 민

법 제826조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였다.184) 하지만 영업의 존립과 영업활동은

분명히 구별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이 침해되면 영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독일 제국법원은 그 후 영업의 보호범위를 영업활동으로까지 확

장하게 되었다.

(2) 영업활동에 대한 보호

따라서 독일 제국법원은 1928년 10월 19일의 판결185)에서 영업권의 보호범

183) RG 22. 2. 1907, RGZ 65, 210, 211.; RG 28. 9. 1911, RGZ 77, 217, 219.

184) RG 25, 6, 1890, RGZ 28, 238, 248.; RG 29, 5, 1902, RGZ 51, 369, 374.; RG 14, 12,

1902, RGZ 56, 271, 275.

185) MuW 1929, 65ff. 이 판결은 슈타인하겐(Steinhagen)에서 슈타인해거(Steinhäger)라는 술

을 제조하는 한 업체인 슐리히테(Schlichte)사가 “당신은 슈타인해거가 아니라 슐리히테

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진정한 슈타인해거를 갖게 됩니다”라는 광고를

하자 다른 증류업체가 이를 부작위청구한 사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청구는 기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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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영업의 존립으로 제한하려는 태도를 변경하였다. 즉 “절대권으로서 설립

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기한 청구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영업의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는가의 여부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 제국법원은 1931년 2월 27일의 판결186)을 통해 영업권의 보호

범위를 영업의 존립 자체에 대한 침해에서 영업활동의 침해로까지 확대했다.

이 판결에서 독일 제국법원은 “영업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영업을

권한 없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 가령 권한 없이 이루

어진 구두 및 서면에 의한 권리주장에 대하여는 부정경업을 방지하는 수단으

로서 금지청구권이 주어진다. 이 경우 원고 영업의 존립이 직접 침해되는가의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업의 존립 그 자체와는 관계

없이 영업활동의 침해도 포함시킴으로써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보호범위

가 확대되었다.

(3) 기업의 신용에 대한 보호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은 영업권의 개념을 기업의 신용보호로까지 확대하였

다. 이는 한 종교 주간지가 여성잡지를 비판하자 영업침해라는 이유로 손해배

상을 청구한 소위 ‘콘스탄쩨(Constanze) 사건’187)에서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186) MuW 1931, 276ff. 이 판결은 보일러의 일부 부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보일러 전체에 대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에게 원고가 제조한 보일

러용 물정화장치가 마치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준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187) BGHZ 3, 270ff. 즉 이 사건은 종교 주간지인 교회주보를 출판하는 피고가 여성잡지 콘

스탄쩨에 대하여 “잡지의 종류로 치면, 그것은 가치가 의심스러운 문화 산물의 늪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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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은 독일 제국법원이 영업활동의 보호를 경쟁상의 권리보호에

만 한정한 것은 객관적 이유가 없다며,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권은 소유권

과 동일한 것이고, 그 존립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영업

현상도 보호받아야 한다.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지닌, 방해받지 않고 영업활동

영역을 펼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받는 침

해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는 보호를 침해한 것이고 이 침해는 피고에게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다. 여기서 형법상의 모욕이

라는 요건사실이 존재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명예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영업을 수행하는 원고의 권리가 문

제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독일 민법 제824조와 제826조가 신용보호

에 있어서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신용위태화를 영업권

침해로 구성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판결에서 영업의 개념에 ‘영업상 신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비판행위도 영업권 침해행위로 인

정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열거된 권리와는 다른 성

질을 지닌 영업이익에 대한 모든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따

라서 독일 판례는 영업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관한 보호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나온 꽃”이라고 표현하였고, “크리스트교 독자는 이 잡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

의 처와 딸의 명예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러한 출판물에 대하여 비판의 금지와 명예회복

을 청구하고, 손해배상과 판결의 공표를 요구하였다. 원심은 소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

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파기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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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성의 요소

과거 독일 제국법원은 영업의 존립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직접성’의 요소

를 제시했다. 이 요소는 그 후 영업의 존립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행위

가 아닌 영업방해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다. 가령 독일 제국법원

은 1911년 2월 13일의 판결188)에서 “점포의 침입이나 이용객에 대한 협박과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한 입구에서의 폭력행사와 마찬가지로, 이용객들

로 하여금 불쾌한 생각을 갖게 하더라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식당에의 접근을

방해한 것에 의해서도 원고의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는 어떠한 권리에 기초한 것도 아니므로 독일 민법 제823

조 제1항에 의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독일 제국법원은 ‘영업의 존립에 대한 직접침해’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보호

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을 단순히 영업 수익의 감소를 초래함에 지나지 않는

행위와 구별함으로써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한정

하고자 하였다. 가령 정식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단

속법규에 의해 판매가 금지된 양고기를 유통시킨 도축업자에 대하여 판매감소

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89)이나,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노선

버스를 운영하는 원고가 시장이 열리는 날에 노선버스를 허가 없이 운행한 행

정청에 대하여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90)에서 그것이 단순

188) RGZ 76, 35, 46. 이 판결은 사회민주당이 집회에 어느 식당의 사용이 금지되자 전단지

를 배포하며 식당에 대한 보이콧을 호소하고 입구에 보초를 세워 이용객들에게 경고한

사안이었다.

189) RG 2. 6. 1921, RGZ 102, 223ff.

190) RG 19. 1. 1928, RGZ 119, 43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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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감소에 불과하여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업권에 대한 침

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영업의 물적 조건을 침해하여 결국 영업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직

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즉 1940년 1월 17일 판

결191)에서 독일 제국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에게 공급된 자동차의 설계상 하자는 그 하자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물건만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였

다. 원고의 영업에 대해서는 사고, 승객의 소송 및 원고의 부상이 중간에서 매

개되어 영향을 미쳤으므로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이유가 없

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업이 사실상 방해된 경우에는 ‘영업의 존립에 대한 직접 침해’라는

공식만으로는 단순한 영업수익의 감소와 위법한 영업이익 침해를 명확히 구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5) 영업관련성의 요소

그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은 1958년 12월 9일 소위 ‘전선 절단(Beschädigung

191) RGZ 163, 21ff. 택시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중이던 두 대의 자동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자 피해자인 승객이 택시회사와 택시 운전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1

심에서 가처분을 얻었으나, 2심에서 그 사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장치의 설계상 하자에

의한 것임이 전문가의 감정으로 밝혀졌다. 이에 택시회사가 택시를 판매한 중개업자와

자동차 조립업자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설계상 하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비용, 그리고

승객의 가처분에 의하여 택시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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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s Stromkabels) 사건’192)에서 ‘영업관련성(Betriebsbezogenheit)’의 기준을

통하여 영업에 대한 직접침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에

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우선 “영업의 존속은 보호되어야만 하지만 영업영역에

대한 ‘직접’ 침해가 제823조 제1항을 적용할 요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를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명

확하지 않으며,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중간원인(Zwischenursache)이 존

재하는가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관한 권리의 보호범위와 한계는 ‘직접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구체화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권에 대한 침

해는 해당 영업에 대한 침해, 즉 영업과 관련되거나 영업과 불가분인 권리와

법익에 대한 침해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의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 원고의 영업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포크레

인 운전수는 원고에게 전기가 공급되는 전선을 단지 우연히 절단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 이외의 수요가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기공급의 청구는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고유한 것

은 아니고, 전력회사의 전력공급의무의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영업관련성’의 기준은 현재까지 판례의 준칙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스페인 아파트와 호텔 분양의 독점권을 갖고 예약접수를

받는 여행사(원고)가 이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 중 불만을 가진 고객과 인터뷰

한 내용을 촬영하여 방영하려고 한 텔레비전 방송사(피고)에 대하여 방송금지

를 청구한 사안에서, 여행사 내부의 단순한 수입문제라는 이유로 영업관련성

을 부정하였다.193) 그리고 유명한 피겨 스케이트팀의 여자 피겨 스케이트 선

192) BGHZ 29, 65ff.

193) BGH 21. 4. 1998, BGHZ 138, 311ff. 이 사건에서 피고 토목건설업자의 포크레인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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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남자 파트너를 사고 때문에 잃게 됨으로써 공연을 못하게 되자 영업손실

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권에 의한 청구권은 영업관련성 있는 침해에

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194) 이에 반해, 한 회사의 사적 명부

로서 작성한 채무자일람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어떤 기업

이 채무자라고 표기되었다면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기업의 영업관련성

을 긍정하였다.195) 이러한 ‘영업관련성’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 자체를 침해받은 자만 그 침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영업의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하여

물리적 방해가 가해진 경우는 영업이익 자체의 방해와는 구별된다. 어떤 영업

의 종업원이 부상당하거나 기계가 훼손된 때에는 신체의 침해 또는 소유권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설에 따르면 이러한 영업관련성의 기준은 영업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법

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독일 민법 제823조상 순수 재산손해를

과실로 야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영업관련성

의 기준은 왜 영업관련성을 결여하는지 언제 영업 특유의 침해가 아닌지가 추

상적이다. 또한 영업관련성의 기준은 누가 영업을 침해할 의도를 지녔다는 것

이 드러난다면 쉽게 충족될 수도 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

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196)

전력회사의 고압전선을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정전으로 인해 다음날 6시 30분까지

제판인쇄업자인 원고의 조업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고압전선의 절단을

유책한 영업침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전선의 절단이 원고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이 아니므로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94) BGH 10. 12. 2002, NJW 2003, 1040ff.

195) OLG Rostock 21. 3. 2001, ZIP 2001, 79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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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독일 판례는 이 ‘영업관련성’의 의미를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한다. 가령 1998년 10월 13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렌트카 권유가 문제가 된 사건197)에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영

업권을 침해하므로 부작위청구의 근거가 제823조 제1항이라며 다음과 같이 판

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영업권의 보호내용으로서 영업관련성과 고객의 범위

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즉 피고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영업에 있어서 고객의 범위는 모든 방

해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 있는 침해에 기한 방

해로부터만 보호된다. 주도적인 보험회사로서 피고의 목표가 정해진 행위는

원고가 입은 현저한 침해에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당연히 가장 싼

렌트회사의 차를 빌릴 것이어서 피고는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의 행위는 배상책임 보험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원고의 영업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준다.”라고 하였

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의 고객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었으나, ‘고객권’은 영

업자들의 자유경쟁에 따라 영업활동과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이어서 명확한 범위를 지니지는 않았다. 따라서 영업관련성만으로 영업권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기는 어렵고, 영업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침해행위의 측면

에서 ‘목표’나 ‘침해와 그 행위와의 필연성’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보다 구체

화시킨 것이다.

196) Larenz/Canaris(주 61), S. 542.

197) BGH 13. 10. 1998, NJW 1999, 279ff. 책임보험업을 영위하는 큰 보험회사인 피고는 렌

트카 사업자인 원고가 취급하는 렌트카가 가격이나 사고 발생률에 있어서 문제가 많으

므로, 고객으로 하여금 렌트한 차를 반환하는 대신에 피고가 소개하는 업체로부터 더

값싸고 유리한 조건으로 차를 빌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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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성 판단의 문제

한편 독일 판례는 영업의 존립이나 활동의 법적 허용성이 부정되거나 영업

이 중지 또는 축소된 경우와 영업이 사실적으로 방해받은 경우에 대하여 위법

성 판단을 각각 달리 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 영업의 법적 허용성을 부정하는

하자 있는 보호권에 기한 영업 방해행위, 즉 무권리자의 보호권 경고

(unberichtigte Schutzrechtsverwarnung)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영업권

침해에 의하여 직접 위법성이 징표된다. 즉 전통적인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

의 보호권 경고에 대한 책임은 ‘이익형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경고가 권리

없이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되면 침해의 위법성이 바로 인정된다.198)199) 이 경

우 침해의 위법성은 다른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대한 권리들과 마찬가지

로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200)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이익형량은 구별되

어야 한다.

(가) 장래를 향한 부인적 권리보호(부작위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실 요건의 검

토에 좌우되지 않고, 불법행위의 물적 보호범위에 대한 침해가 있는 한 충분

하다.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에서 밝혀진 이후에, 즉 경고가

권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면 추가적인 경고는 바로 유책하게 된다.

198) BGHZ 38, 200, 206ff.; BGH NJW 1976, 916; 1996, 397, 399; RGZ 141, 336, 338f; RG

GRUR 1942, 54, 55.

199)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무권리자가 상표권에 기하여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한 사안에서 권리남용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200) BGH NJW-RR 2006, 832 Rn. 24; GRUR 2006, 433 Rn. 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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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의 검토를

위한 ‘이익형량’은 근본적으로 기본권적 자유(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것이고, 과실 요건의 검토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 기본권의 보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없는 보호권경고에 대하여는 즉시 부작위의무가 주어진다. 손해배상이 청

구될 경우에 과실이 비로소 문제가 되고, 그 경우에는 ‘이익형량’이 반드시 필

요하다.201)

이러한 영업 방해에 대한 위법성은 영업 침해, 즉 영업이 제한되는 사태의

발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무효인 보호권에 기초하여 경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고 자체의 위법성이 문

제될 여지는 없다.

이에 반해 사실적 영업방해의 경우에는 영업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침해행위의 양속위반성과 권리남용성 등이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콘스탄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판례는

“제82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을 침해하는 가치판단은, 그 이익

실현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한계 내에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한계는 이익이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

고 법익․의무형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가치충돌이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야만 정당한 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적 해

악에 그치는 수단, 즉 가장 타인을 배려하는 수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따라서

201) MünchKomm/Wagner, §823 Rn.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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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그것이 내용상, 형식상, 그리고 부수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승인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것에 필요한 수단을 객관적으로

취하는 때에만 적절한 이익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202)고 하였다. 그

런데 왜 영업이익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대권과는 달리 그 침해에 의

해 위법성이 징표되지 않고 다시 이익형량을 해야만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되

지 않는다.

(7) 학설의 태도

따라서 독일의 다수설은 판례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영업이익을 절대권으

로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영업이익은 절대권으로는 볼 수 없는 이질적 법

익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von Caemmerer는 불법행위체계의 절대권과 다른

법익과의 구별을 붕괴시키고 체계에 친숙하지 않은 권리개념의 하나로서 영업

권을 들고 이것을 비판하였다.203) 그는 영업이익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가 영업이익을 절대권으로 구성하여 얻은 것은 과실로 인한 침해

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창출한 것뿐이고, 이를 위해

서는 굳이 절대권을 창출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조항을 인정하고 영

업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을 유형적으로 고찰하여 보충함으로써 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조항의 내용 형성에 있어서는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가

위법한 침해인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무엇이 위법

한 침해로 될 만한가를 상세히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운 행위법규가 평가적으

로 작출되어야만 한다.”204)고 하였다. 영업권에 대하여도 모든 일반조항과 동

202) BGH 26. 10. 1951, BGHZ 3. 270, 281.

203) von Caemmerer, Wandlungen des Deliktsrechts in : Festschrift deutscher Juristentag

Ⅱ, Müller, 1960, S. 8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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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재판관의 이러한 작업에 의한 긍정과 부정의 기준이 사례군의 형성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확정되어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판례를 유형화하

여 영업권을 긍정한 사례와 함께 부정한 사례군을 ① 송전선 절단 케이스, ②

제조물 결함으로부터의 영업손해, ③ 교통지체에 의한 영업손해, ④ 종업원의

부상에 의한 영업손해, ⑤ 그릇된 고용증명서의 발행, ⑥ 소의 제기 등으로 분

류하고, 책임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차이는 최종적으로는 행위규범 위반 여

부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특별한 행위규범 즉 피해기업에 대하여 존재하

는 의무에 위반했는가는 법생활의 실제적 요구와 법질서의 전체 체계와 관련

되는 모든 이익의 형량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였다.205) 오늘날 독일의 다수설

도 영업권이 할당내용(Zuweisungsgehalt)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절대권이 아니

며, 따라서 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익형

량에 의한 불법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한다.206)

한편 Fikentscher는 판례에 의한 권리 창설을 고려하여, 보호법익의 종류와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절대권처럼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것은 개별 소송에서 확

정하도록 하는 권리개념을 실체법상 인정하여야 한다며 ‘범주적 권리

(Rahmenrecht)’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207) 범주적 권리는 특정인의 권리영역

에 속하지만 절대권처럼 고정적이고 명백한 윤곽이 없이 불명확성을 특징으로

하는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하지만 원칙적으로 타인의 어떠한 침해

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법적 지위이다.208) 범주적 권리는 모든 침해행위

에 대하여 명확한 배타적 기준을 가지지 않고, 범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직

204) von Caemmerer(주 203), S. 501f.

205) von Caemmerer(주 203), S. 507.

206) Larenz/Canaris(주 61), S. 544.

207) Fikentscher/Heinemann, Schuldrecht, 10. Aufl., 2006, Rn. 1571ff.

208) Fikentscher/Heinemann(주 207), Rn.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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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위법성을 징표하지 않는 점에서 절대권과 구별된다. 범주적 권리는

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관계에서 행위규범의 확인에 의해 형성되고, 범주

적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 개별적 행위규범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위법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적 권리에는 경제생활상 인격 발전을 보호하는

영업권과 사적생활상 인격 발전을 보호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포함된다고 하였

다. 또한 경제생활상 인격 발전을 기업가에게 한정하는 것은 안 되고 소비자

등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인격권에까지 권리개념을 확장하였다.209)

(8) 소결

독일은 민법전 시행 이전에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가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

에 하자 있는 보호권리에 기한 영업 방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 1899년

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210)에서 독일 제국법원은

의장등록 말소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임을 전제로 “시민법의 일반원칙

으로부터, 특히 영업령 1조에서 인정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의 영업상 자유

로운 활동을 인정할 권리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모

두에게는 아니라도 경업자에게는 이 권리의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민법전 시행 전에 영업권이 권리로 확립되지 않

았지만 영업이 보호법익으로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 제국법원은 1899

년 판결에서 영업 보호의 내용으로서 참칭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나 경고에 대

209) Fikentsche/Heinemann, Schuldrecht, 10. Aufl., 2006, Rn. 1572.

210) RG 9. 12. 1899, RGZ 45, 59 피고는 10종의 의장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

품에 ‘법률상 보호되고 있다’고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피

고로부터 제소당하지 않는 제조업자인 원고가 이 모양에 대항 법률상에 대한 법률상 보

호가 신규성과 독자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등록말소의무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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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에 의한 금지를 인정하고, 영업은 물권과 동일한 법

적 보호를 받을 법익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제국법원은 민법

전 시행 후 1904년 하자 있는 보호권리에 기한 영업 방해사건211)에서 영업의

자유를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기타의 권리’로 보고 ‘영업의사의 객관적 구

체화’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 제국법원이 영업을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로

보아 여기에 절대권적 보호를 인정하였다고는 하나, 영업이라는 법익의 성질

이 모든 측면에서 절대권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보호권리에 기한 영업 방해사건에 한하여 영업권의 절대권적 구성을 확립하

고, 권한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경고를 위법성만을 요건으로 하여 금지시켰다.

다만 여기서 독일 판례는 영업의 처분성과 절대적 불가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금지청구를 인정해왔다. 즉 독일 판례가 절대권적 구성을 취한 것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적용에 의해 배제할 수 있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려는 민법상 근거를 제823조 제1항에서 구

하려는 의도였다.

오늘날 독일의 통설이 영업권을 범주적 권리로서 구성한 것은 금지청구권의

해석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제823조 제1항에서 절대권 이외에 법창조에 의한

권리보호의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에 의해

보호목적을 도달하고 있는 판례를 위해 실체법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을 마련한 것이다. 영업권이 범주적 권리로서 절대권 체계로부터 구별된 것은

위법성 판단 구조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판례는 물론 영업을 인격권이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절대권으로 구성하는 학설은 영업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

211) RG 27. 2. 1904, RGZ 5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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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구권의 이론적 근거를 물권적 청구권에서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

해 범주적 권리에도 침해예방의 효과가 인정되어 있으나 그 이론적 근거는 판

례에 의해 형성되는 관습법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 환경이익

(1) 환경침해의 의미

독일 민법 제906조는 제1항 본문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 소음, 진동 및 다른 토지로부터 나오는 유사한 간섭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미하게만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유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연방임밋시온방지법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줄여서 BImSchG라고 함) 제3조 2항은 “본법

의 의미에서의 임밋시온(Immissionen)이란 사람, 동물, 식물, 토양, 물, 대기

및 문화재와 물건에 작용하는 공기오염, 소음, 진동, 빛, 열, 광선 및 유사한

환경침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본법의 의미에서 엠밋시온

(Emmissionen)이란 시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오염, 소음, 진동, 빛, 열, 광

선 및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엠미시온은 장소와 무관한

침해를 의미하며, 임밋시온은 장소와 관계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시

설에서 배출된 엠밋시온이 특정한 장소에 이르러 환경침해를 유발하면 임밋시

온이 되는 것이다. 한편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제3조 제1항

은 환경침해(Umwelteinwirkung)를 “물질, 진동, 소음, 압력, 빛, 가스, 증기, 열

이나 기타현상이 땅, 공기, 물을 통하여 확산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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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법적 근거

환경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인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물권의 침해로

서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를 두자는 물권설, 환경권의 침해로 보자는 환경권설,

인격권의 침해로 보자는 인격권설 및 환경침해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

되면 부작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법행위설 등이 있다.

환경권설은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의 성격도 가지므로, 생활방해 등의 환경

침해에 대하여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환경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청

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에서는 Johannes

Köndigen이 영미법상의 Public nuisance의 법리에 따라서 깨끗한 물⋅깨끗한

공기⋅소음에서의 자유와 같은 환경재(Umweltgüter)를 독일 민법 제823조 제

1항의 기타의 권리 즉 절대권이라고 주장한다.212) 이러한 환경권설은 오늘날

의 환경침해의 중대성을 직시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행위법의 보

호능력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

다.213) Johannes Köndigen의 주장에 제기된 가장 큰 비판은 청구권자의 인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공법상의 민중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14)

212) Johannes Köndgen, Überlegungen zur Fortbildung des Umwelthaftpflichtrechts, UPR

1983, S. 349ff.

213) Peter Marburg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Das Gutachten Marburgers

zum 56. DJT(1986), Bd. Ⅰ S. C120; Dieter Medicus, Zivilrecht und Umweltschutz,

JZ 1986, S. 779; Christian von Bar, Zur Dogmatik des zivilrechtlichen Ausgleichs

von Umweltschäden, Karlsruher Forum 1987, S. 11.

214) Peter Marburger(주 213), S. C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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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설은 환경침해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보는 견해로서, 인격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대권이므로 환경침해로 인한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청구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격권이 환경침해에 대

한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독일의 Hans Forkel은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독일의 통설에서는 상린관계법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고려될 수 없다고 한다.215) 왜냐하면 환경침해로 인해서 일

반적인 인격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윤곽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까지 인정된 개인적이고 사

적인 영역의 보호에 한정된 인격권의 보호유형이 환경침해로 인한 침해에 보

호를 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216) 사실 환경침해는 대개 사람에 관련

되고 소음이나 자연의 파괴는 사람의 안녕을 침해하나, 사람의 안녕의 심각한

침해시에는 건강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인격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환경침해로 인한 부작위청구권을 독일 민법 제1004조에 의한 물

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설은 환경침해를 물

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는 점에서 물권을 갖지 않는 자의 보호가 불충분하다

는 흠이 있다.

(3) 소유권의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소극적 침해(Negative Einwirkungen)란 물건의 환경에 대한 자연적인 연결

215) Peter Marburger(주 213), S. C119.

216) Peter Marburger(주 213), S. C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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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탈되어지는 것 또는 자기의 토지의 경계안에서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토

지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념상의 침해(Ideelle

Einwirkungen)란 비물질적인, 심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임밋시온를 말하는데,

물건(특히 토지)의 이용시에 제3자의 행동을 통하여 소유자의 정신적인 느낌

이 침해되는 것, 즉 자기 소유의 토지 안에서의 행태에 의하여 다른 토지 소

유자를 정신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가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독일 민법 제906조는 불가량물질의 유입이 있는 적극적 침해의 경

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조망의 차단, 빛이나 공기의 차단, 인접한 토지의 심

굴 등과 같은 소극적 침해나 매춘업, 나체욕과 같은 관념적 침해는 제906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217) 따라서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는 임밋시온

의 문제는 아니며, 소유권의 보호와 제한의 문제라고 한다.

독일의 통설218)은 소극적 침해가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침해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토지의 경계를 넘지 않고서 자기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독일 민법 제903조에 따른 소유권의 행사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판례219)도 소극적인 침해는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침해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기의 토지의 이용이 상린관계자

의 보호를 위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규정에 반할 때에는 소극적인

침해가 성립한다고 한다. 즉 상린관계자가 지역권이나 상린관계자를 보호하는

건축규정 등에 따라서 권리를 가질 때에는 소극적인 침해가 인정된다고 한다.

217) Staudinger/Gursky, §1004 Rn. 64ff.

218) MünchKomm/Medicus, §1004 Rn. 29; Staudinger/Gursky, §1004 Rn. 65.

219) BGHZ 88, 344; BGH, NJW 1991,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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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관념상의 침해시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의미에서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미학적인 느낌의 침해는 독일

민법 제906조 제1항에서 언급한 임밋시온과는 유사하지 않다220)거나 관념상의

침해가 관계된 토지위에 사는 사람의 건강이나 안녕을 침해하는데 적당하지

않다221)고 본다. 그리고 최근의 판례에서는 상린관계자가 도덕적․풍속적인

침해를 지각할 수 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인접한 토지의

가격하락은 중요하지 않다222)고 하였다. 관념상의 침해의 문제도 2개 토지의

이용시의 두 소유자의 갈등이 문제이다. 그 때문에 하나의 토지의 이용의 보

호는 다른 토지의 이용을 침해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소유권의 관점 아래서

자기 소유토지의 이용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독일 민법 제903조

에 따르는 소유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념상의 침해가

특별법에 따라서 인정되면 제1004조에 따르는 방해제거 내지 방해예방청구권

이 인정된다223)고 한다.

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1965년 부정경쟁방지법(UWG)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형태의 단체소송

220) BGH, NJW 1975, 170; BGHZ 95, 307.

221) BGHZ 51, 396, 398.

222) BGHZ 95, 310.

223) BGH, NJW 197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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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nds-Unterlassungsklage)을 도입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주된 내용은

계발과 상담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작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취지는

소비자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열의가 부족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소비자

를 보호하고자 함이었다.

(2) 유럽공동체 지침에 따른 독일법의 개정

2000년 6월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부작위소송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

침」224) 이 제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유럽공동체(EU) 회원국 사이에 소

비자보호법제의 통일화의 움직임 속에서 1998년 EU 지침에 의해 부당한 표

시, 광고나 부당조항의 사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국

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의 법제의 차이를 넘어서서 다른 회원국에

서 제소권이 인정된 단체나 조직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회원국의 관할법원이나

행정청에 부작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회원

국의 의무로 하였다. 그에 따라 독일은 EU 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해 보통거래

약관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줄여서 AGBG라고 함)과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줄여서 UWG라고 함)을 일부 개정하였다.

우선 독립된 부작위소송법(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줄여서 UKlaG라고 함)이 제정되

224)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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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보호법규의 위반행위 및 위법한 약관의 사용이나 추

천의 부작위청구 및 철회청구를 인정하였다. 이는 채권법현대화법(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의 시행으로 보통거래약관법을 폐지하면서

동법의 실체법적 규정은 독일 민법으로, 그리고 절차적인 규정은 위 부작위소

송법에 각기 편입시킴에 따라 부작위소송법은 소비자보호법의 위반행위와 보

통거래약관법의 위반행위에 인정되던 단체소송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

전의 보통거래약관법(AGBG)에 비하여 단체소송의 내용이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다.

(3) 단체소송의 청구권(제소권)의 근거

부작위소송법(UKlaG) 제3조 제1항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8조 제3항은

각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작위를 구하는 소의 제소권을 소비자단체 등

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

의 제소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과거에 이론적 대립이 있었다. 즉 이에 대

하여는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견해, 민중소송으로 보는 견해, 실체법상의 청

구권을 수반함이 없이 의무에만 기초한 순수한 제소권으로 보는 견해, 단체

고유의 부작위청구권에 기한 소송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대

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타인에게 귀속하는 청구권을 단체가 대신 행사하는 법정 소송담

당(gesetzliche Prozeßstandschaft)으로 보는 것이다. 자신의 법익에 직접 불이

익을 받은 한정된 범위의 소비자집단의 집단적 권리(Kolleektiverecht)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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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특정이나 개인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은 불특정의 소비자단체의 이익옹호자(Interessenwahrer) 또는 대

표자(Repräsentant)로서 소비자단체가 위 집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

다.225)

(나) 단체의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

부작위청구권의 귀속주체를 소비자단체로 보아 단체소송을 단체 고유의 실

체법상의 부작위청구권의 주장으로 구성하는 견해로서 독일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태도이다.226)

(다) 검토

과거에는 단체의 제소권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종전

부정경쟁방지법(UWG)이나 보통거래약관규제법(AGBG)이 소비자단체가 부작

위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können nur geltend gemacht werden von)고 규

정한 것과 달리, 부작위소송법(UKlaG) 제3조 제1항이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법(UWG) 제8조 제3항은 단체에게 부작위청구권이 ‘속한다’(stehen zu)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입법에 의해 단체가 고유한 부작위청구권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227)

225) Habscheid, Das Prozeßführungsrecht der Verbände zur Förderung gewerblicher

Interessen(13 Ⅰ UWG), GRUR 1952, 221.

226)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16. Aufl., 1990, § 13 UWG Rn. 13.

227) 전병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 그 이론적 근거 및 앞으로의 과제

-”, 법조 제639호, 2009,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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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작위청구권의 내용

2003년 개정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작위청구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제거와 부작위) 

(1) 제3조 또는 제7조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한 자는 제거

청구 또는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청구를 받을 수 있다. 부작

위청구는 제3조 또는 제7조에 대한 동종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

하다.

(2) 사업자에 의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또는 직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부작위청구와 제거청구는 사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다음의 자에 속한다;

1. 모든 경쟁자;

2. 영업상 또는 자영업상의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있는 단체. 다만 그 단체에 동일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상품이

나 영업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당한 다수가 구성원으로 소속되

어 있고, 단체가 특별히 그 인적․물적․자금적 장비를 동원하여 영업상 또는 

자영업상의 이익을 촉진한다는 정관상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가 그 단체의 여러 구성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것

이어야 한다;

3. 부작위소송법 제4조에 의한 자격 있는 조직 리스트 또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한 부작위소송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제4조에 기한 유럽공동체 

위원회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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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작위청구권 규정은 당시 입법이유서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228)

(가) 구법 제13조 제2항은 부작위청구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

법 제8조 제1항은 종래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제거청구권도 명시

하였다. 제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법위반이라고 평가되고 그

방해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한다. 제거청구권의 내용은 독일 민법 제1004조의

비례원칙에 의해 정해지는데, 현존하는 방해상태를 제거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즉, 제거청구권은 방해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작위청구권은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228) BT-Drucks. 15/1487, S. 22f.

4.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

(4) 제1항의 청구권 주장은 이하의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즉 그 주장이 모

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남용되고 있을 때, 특히 그 주장이 주로 위반행위

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에 필요한 비용 또는 비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

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5) 부작위소송법 제13조는 다음의 경우에 준용된다. 부작위소송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 제2문에서 부작위소송법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들 조

항에 의한 주장을 대리할 경우에. 그 외에 부작위소송법은 부작위소송법 

제4a조의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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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구법

의 ‘영업자’에서 ‘경쟁자’로 변경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판례상 경쟁자의 청구권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속하

지 않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청구권한이 있는 경제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고충을

제출하고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경쟁자’에는

추상적 경쟁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신법 제3조가 구법 제

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

하고, 그 대신 ‘경쟁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행위를 부정행위의 요건으로 추가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개별 소비자 등의 청구권을 인정

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 측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

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다) 신법 제8조 제3항은 ‘1항의 청구권은 다음의 자에게 속한다’고 함으로

써, 구법 제13조 제2항이 ‘부작위 청구권은 다음의 자가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표현을 달리 하였다. 이는 단체 고유의 청구권설에 따른 다수설과 판

례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법상의 부작위청구권을 근거로 공공이익의 침해를 주장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연방통상법원은 경

쟁자는 스스로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이익 침해를 근거로 한 부작위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였다.229) 부작위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위반행위자가 부

작위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반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을 침

해당한 자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부작위청구를 인정하여

229) BGH GRUR 1957, 128, 130; BGH GRUR 1958, 32, 33; BGH GRUR 1966, 445, 446;

BGH WRP 1998,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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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법 제3조(일반조항)의 ‘경쟁자에게 불리하게’라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경쟁자가 위반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신법에서는 구법에서 규정하던 소비자단체의 요건인 ‘소비자의 본질적

인 이익’이 삭제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자단체의 제소권 인정범위가 확대되었

다. 동시에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규모가 소액인 경우에는 신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법 제3조에 의하더라고 구법 규정의 ‘소비

자의 본질적인 이익’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던 모든 행위가 제소권 행사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법하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제소권이 확장되

게 되었다고 한다.

마. 제조물책임상 제조물관찰의무

제조물책임(Produkthaftung)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이용

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독일법

상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한편으로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

행위적 제조물책임이 인정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책임법(ProdHaftG)

에 의하여 위험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독일 민법상 제조물책

임은 계약책임이나 신뢰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입장도 있었으나, 1968년 독일

연방최고재판소의 닭페스트 사건230) 이래 피해의 원인이 된 결함 있는 제조물

230) BGHZ 51, 91; BGH NJW 1969, 269. 닭농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그의 닭들에게 수의사

로 하여금 닭페스트 예방접종을 시켰다. 이에 수의사는 피고에 의하여 생산된 닭페스트

예방백신을 접종하였는데, 그 후 곧 원고의 농장에 닭페스트가 발생하여 약 4천 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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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제조자로부터 피해자가 취득하지 않은 이상 독일 민법 제823조에 근

거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231)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의 근거는 제조자가

생산을 통하여 제3자의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제조자에게 가능하고 기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방지의무의 과실 있는 침해의 결과이

다.232) 즉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안전의무의 과실 있는 침해가 제823조 제

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자의 거래안전의

무는 다른 거래안전의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가능

한 한 제3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의 회피 내지 제거를 위해 그에게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다고 한다.233) 따라서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제조물안전의무를 위하여 제조자

에게 주어지는 위험방지의무로서 다양한 거래안전의무는 통상 설계상의 의무

(Konstruktionspflichten), 제조상의 의무(Fabrikationspflichten), 표시상의 의무

(Instrukionspflichten), 제조물관찰의무(Produktbeobachtungspflichten)로 분류

된다.234) 이 중에서 부작위청구권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제조물관찰의무이

다.

(1) 제조물관찰의무

닭들이 죽었다. 백신의 닭페스트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에 의하여 오염되어, 백신이 면역

효과가 없어서 닭페스트의 발생을 저지하지 못하여서 닭들이 죽게 된 것이었다.

231) Taschner/Frietsch, Produkthaftungsgesetz und EG-Produkthaftungsrichtlinie, 2. Aufl.,

1990, S. 25.

232) Taschner/Frietsch(주 231), S. 44.

233) Foerste, Produkthaftungshandbuch, 3. Aufl., 2012, §24 Rn. 6.

234) Taschner/Frietsch(주 231),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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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관찰의무(Produktbeobachtungspflichten)는 제조물의 거래유통과 더불

어 제조자의 거래안전의무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학문과 기술

의 수준의 발전에 좇아 지속적으로 제조물을 관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이다.235) 제조물관찰의무는 제

조물의 제조자가 제조물관찰을 통하여 그에게 알려진 위험을 잠재적 제조물이

용자에게 가리켜 주는 방법으로 행해지게 된다. 즉 제조자가 제조물관찰을 통

하여 그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알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서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GPSG) 제5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표적으로 경고(Warnung)와 회수(Rückruf)가 있을 수 있다.

(2) 회수의무의 인정여부

제조물관찰의무의 효과로서 제조자의 경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36) 그리고 제조물의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만 제조물의 위험을 방지

할 수 있을 때에는 제조자는 제조물의 회수(Rückruf)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제조물의 교환, 무상 수리 및 환불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관찰의무

의 효과로서 제조자의 경고의무를 넘어서,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해서 제조물

의 결함을 제조자의 비용으로 제거하는 회수의무(Rückrufpflicht)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제조물관찰의무로서의 회수의무에 관하여

다수의 견해237)는 이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소수의 견해238)는 이를 부정하고

235) MünchKomm/Wagner, §823, 6. Aufl., Rn. 671.

236) Foerste(주 233), §24 Rn. 251-253.

237) Foerste(주 233), §24 Rn. 258f; Brox/Walker, Besonderes Schuldrecht, 36. Auf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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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밖에 침해받는 법익에 따라 임박한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회수의

무를 인정하고 임박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견해239)도 있다. 지금

까지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자의 회수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독

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제조물의 위험상황에 따라서 제조자의 단순

한 경고등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한다.240) 하급심 판결 중에는 방론으로 제조

자의 불법행위적 회수의무를 인정한 것이 있고,24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의 비용으로 제조물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 있다.242) 하지만 제조물관찰을 통하여 추후에 확인된 결함

이 표시상의 결함(Instruktionsfehler)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용지시

로 그 결함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회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243) 그러

나 제조물관찰의무를 통하여 발견된 결함이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

인 경우 제조물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기대할 수 있다면 제조자의 회

수의무가 존재한다고 한다.244) 즉 제조물 이용자나 공공에 대한 경고가 제조

물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고, 회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다면 제조자의 회수의무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조자의 제조물 회수시에 발

생하는 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수리나 교체 비용뿐만 아

니라 회수를 위한 기타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만일 제조물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면 고객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조

§41 Rn. 41; Vieweg/Schrenk, Produktrückruf als Instrument präventiven

Verbraucherschutzes, Jura 1997, S. 563.

238) Medicus/Lorenz, Schuldrecht Ⅱ, Besonderer Teil, 16. Aufl., 2012, Rn. 106.

239) Schwenzer, Rückruf- und Warenpflichten des Warenherstellers, JZ 1987, S. 1062.

240) Michalski, Produktbeobachtung und Rückrufpflicht des Produznten, BB 1998, S. 965.

241) OLG Karlsruhe, VersR 1986. 1125.

242) OLG Stuttgart, NJW 1967, 572.

243) Michalski(주 240), S. 965.

244) Vieweg/Schrenk(주 237), S.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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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찰의무의 과실 있는 위반시에는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독일 제조물안전법(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줄여서 ProdSG라고 함)상의 공법상의 제조물관찰의무에 의해서

는 제조자의 회수의무가 인정된다. 즉 동법 제6조 제4항은 제조자의 의무로서

“제조자는 제조물의 유통시에 소비자제품의 회수, 적절하고 유효한 경고와 회

수 등에 이르는 대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 의해서 유통된 소비자제품의

성질에 맞는 안전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제

조물에 의한 소비자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법

상의 제조물관찰의무에 따라 제조물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유통된 제조물

을 시장에서 회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조물을 유통시킬 시점에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었던 개발위험(Entwicklungsgefahren)이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제조자의 불법행위적 회수의무가 인정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

여는 개발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과실이 없

으므로 경고의무는 인정되지만 회수의무를 부정하는 견해245)와 개발위험에 의

한 결함시에도 경고의무와 더불어 독일 민법 제1004조에 의한 회수의무를 인

정하는 견해246)가 있다. 그 밖에 개발위험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적 회수를 인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무의 과실 있는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다는 견해247)가 있다. 제조물의 개발위험을 통하여 제조물이용자 등에게 손해

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자에게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으므로 독일 민법 제823

245) Schwenzer(주 239), 1061; Foerste(주 233), §24 Rn. 261.

246) Herrmann, Die Rückrufhaftung des Produzenten, BB 1985, 1804f; Hager, Die

Kostenbetragung bei Rückruf fehlerhafter Produkte, VersR 1984, S. 806.

247) Sack, Produzentenhaftung und Produktbeobachtungspflicht, BB 1985, S.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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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위험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

법(ProdHaftG) 제1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동법 제1조

제2항 제5호). 그러므로 개발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으므로 경고의무는 인정되지만 불법행위적 회

수의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248) 또한 개발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1004조에 의한 방해제거 및 부작위청구

권은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독일 민법 제1004조에 의한 회수

의무를 인정하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249)

이에 반해 독일 제조물안전법(ProdSG)에 의한 공법상의 회수의무에서는 제조

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조물을 거래할 당시에 제조물의 위험을

인식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제조자의 공법적 회수의무는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제조물안전법(ProdSG)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회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것은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거래안전의무로 인정이 되어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이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

한 제조물책임을 강화시키는 면이 있다. 또한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따른 회수의무가 부정되는 ‘피할 수 없는 제조상

의 하자’(unvermeidbaren Fabrikationsmangel)시에도 제조물안전법 제6조 제4

항에 의한 제조자의 공법적인 회수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250)

(3) 소결

248) 전경운,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3호,

2012, p. 1364.,

249) Vieweg/Schrenk(주 237), S. 563f.

250) Marburger, Produktsicherheit und Produkthaftung, Festschrift für Erwin Deutsch,

1999, S.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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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조물관찰의무는 제조물책임법(ProdHaftG)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

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상의 결함개념에 포함되어 위험

책임에 입각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제조물관찰의무는 제조물책임

법상의 결함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과실 책임의 영역에 남아있는 제조자의 거래안전의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물관찰의무는 공법인 제조물안전법의 민사법적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물관찰의무가 제조자의 거래안전의무로서 인정이 되어 제조자

는 제조물 유통이후에 발견된 제조물결함에 대해서 경고나 회수의무 등을 부

담하므로, 제조물관찰의무는 제조물안전을 위한 제조자의 공법상의 각종의 의

무가 인정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의 발달로 가상공간에서 타인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문서, 사진, 음원 등의 정보가 수집, 전파되는 과정

에서 기존의 다른 매체보다 훨씬 쉽고 폭넓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2000년 6월 제정된「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공동

체 지침」251)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하여 전자미디어법(Telemediengesetz vom 1. 3. 2007, 줄여서 TMG라

25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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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미디어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유형에 따라 그 책임과 면책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자신의 정

보에 대하여, 타인의 정보를 저장한 경우, 타인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한 경우

각각에 따라 다르게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했거나 자신의 것으로 승인한 때에는 그

러한 정보의 제거 및 접속의 차단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한다.

(1) 자신의 정보에 대한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즉

전자미디어법 제7조 제1항은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이용에 제공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명문 규정상으로

인터넷상 정보는 자신이 직접 작성, 게재한 정보와 타인이 작성, 게재한 정보

로 구분되지만, 판례는 더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비록 타인

에 의해 작성, 게재된 정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마치 자기 스스로

가 작성, 게재한 것과 동일한 책임이 부여되는 경우를 인정한다.252)

(2) 타인의 정보 저장에 대한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정보를 저장한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민

사상(독일 민법 제823조, 제824조) 또는 형사상(독일 형법 제185조 이하) 책임

을 부담한다. 즉 전자미디어법 제10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에 의해

작성, 게재된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장한 경

252) KG Berlin, MMR 2004, 673f.; OLG Köln, NJW-RR 2002, 1700f.; OLG Brandenburg,

WRP 2004, 627f.; LG Hamburg, MMR 2007, 4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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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첫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가 위법한 행위나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면책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있

어서는 위법한 행위나 정보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실 또는 상

황도 알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전자미디어법 제10조 제1호). 둘째,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행동 또는 위법한 정보임을 안 때에는 그 인식 후 정보

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행동

하였다면 면책된다(전자미디어법 제10조 제2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식의 개념과 기술적 통제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이다.

(가) 인식의 개념

판례에 따르면 전자미디어법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인식의 개념을 개별 구

체적 내용의 실질적, 객관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단순히 인식

할 수 있었거나 또는 인식하였어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다.253) 또한 판례는 정보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실질적인 인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문제된 내용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정보의

차단가능성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254)

(나) 기술적 통제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자신의 서버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존재함을 인식한 이상, 인

253) BGH, MDR 2004, 92f.

254) KG Berlin, MMR 2004, 673f., CR 2005, 62f.; OLG Brandenburg, CR 2004, 696f., MMR

2004, 330f.; OLG Düsseldorf, MMR 2004, 3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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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러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여

야 한다(전자미디어법 제10조 제2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특권에 관

하여는 위법적인 정보에 대한 기술적 제거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법률은 불가능하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급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무엇

보다 침해의 종류와 정도, 정보의 제거 또는 차단 등으로 야기되는 법익의 침

해, 특히 양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가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일부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접속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

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255)

(3) 타인의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자미디어법 제8조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망에

서 전달하거나 그 이용에 대한 접속을 매개한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

로 책임이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달을 야기하지 않았

고, 전달되는 정보의 수신자를 선별하지 않았으며, 전달되는 정보를 선별하거

나 수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규정은 타인의 정보가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그리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중간 저장하는 네트워크에

의 접속을 중계하는 기술적인 과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위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

하여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 통과라고 할 수 없다.256) 따라서 이러한

255) LG Berlin, MMR 2002, 3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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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전자미디어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전자미디어법 제9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단지 타인의 정보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저장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4) 방해자책임

전자미디어법 제7조 제2항 2문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법 제

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한 정보

의 제거 또는 접속의 차단의무는 별도로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상에 타인의 정보를 저장 또는 전달하거나 접속을 설정해줌으

로써 간접적으로 권리 침해에 관여함으로써 방해자(간접 방해자)257)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주된 가해자와는 별도로 권

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부작위 또는 그러한 정보의 제거를 청구당할 수 있

다.258) 여기에서는 특히 장래에 발생할 법익침해에 대한 예방의무가 발생하는

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침해에 대한 예

방의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 감시 또는 통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

는지 여부 또는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고 한다.259)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이러한 예방

256) BT-Drucksache 14/6098, S. 24.

257) 자신이 위법한 정보를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

달함으로써 위법한 방해 상태를 유지하는 자는 방해자로서 책임을 진다.

258) BGH, NJW 2007, 2558f., ZUM 2007, 533f.; BGH, CR 2004, 76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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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든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260)

6. 소결

독일 제국법원은 처음에는 영업방해 사안에서 부작위청구권을 불법행위를

근거로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준 부인소권’으로 구성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

라 독일 민법 제1004조를 유추적용하여 부작위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리가 확립

되었는데, 이에 따라 법익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부작위의 소를 인정하였으며, 위

법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작위 소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독일 민법은 성명권(제12조)과 소유권(제1004조)에 대하여만 부작위

청구권을 규정하고,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반적인 부작위청구권

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성명권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와 경쟁관계

이외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규율의 흠결을 갖게 되었다. 따라

서 독일의 판례는 일반적 인격권과 영업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부작위청

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보호의 흠결을 메워왔다.

독일의 부작위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이미 행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침해

259) BGH, GRUR 1993, 561f.; BGH, GRUR 1994, 819f.; BGH, GRUR 1995, 62f.; BGH,

GRUR 1996, 71f.; BGH, GRUR 1997, 313f.; BGH, GRUR 1999, 418f.; BGH, CR 2001,

850f.; BGH, WRP 2004, 1287f., NJW 2004, 3102f.; BGH, NJW 2007, 2558f.; OLG

Düsseldorf, MMR 2006, 618f., CR 2006, 682f.

260) LG Köln, ZUM 2007, 568f.; LG München, MMR 2006, 179f., CR 2006, 4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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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청구권’과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구체적 침해행

위’와 ‘위법성’, ‘반복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후자는 ‘최초침해위험’만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는 공통적으로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침

해행위가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소송물의 물적 범위와 관련이 있는데, 원

고가 청구취지를 확실한 범위로 일반화시킴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단지

미미하게 변화시켜 부작위집행권원의 효력범위를 쉽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이다. 또한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있어서 위법성은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방해 상태’가 위법해

야 하는 반면에, 경쟁법과 같은 행위법규의 경우에는 구체적 ‘침해행위’가 위

법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위험’은 침해자가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동일한 형식

과 위법한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범할 위험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러한 반복위험은 구체적 침해행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제

거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앞으로 문제된 행위를 진지하고 무조

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부작위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다만 상태방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상태방해자가 방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위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예

방적 부작위청구권의 경우 ‘최초침해위험’은 법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실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반복위험과 달리

추정되지 않는다.

독일의 부작위청구권의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위 ‘핵심

이론’으로서, 이는 기술된 행위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방식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반행위와는 구별되지만 구체적 침해형식의 특성이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행위방식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작위청구권과 제거청

구권의 구별은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지속적 방해’나 ‘과거의 원인에 의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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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방해’와 같은 사안에서 방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작위청구의 이행을 위하여 사실상 방해의 제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

으나 이것이 부작위청구권의 대상이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 특정한 사

실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제거청구권과 부작위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구별이 문제되는데, 부작위청구

권이 방해상태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방해에 따른

연속된 후속결과의 제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부작위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그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이

고려되어 이익형량이 요구되며, 이는 ‘거동위험의 단일성’ 이론이나 ‘소비기한

의 유예’ 등이 그 예이다.

독일 민법은 원래 개별적 인격권만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판례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며 그 침해에 대하여도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특히 ‘메피스토’ 판결).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성립

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정당한 이익의 행사’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독일 민법은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중인 영업에 대한

권리’를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기타의 권리’의 하나로 보았다. 이러한 영

업권의 보호범위는 ‘영업의 존립’ 자체에서 ‘영업활동’과 ‘기업의 신용보호’에까

지 확대되었으며, ‘영업관련성’ 기준을 통해 영업에 대한 직접침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영업이익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독일 판례는 ‘영업의 존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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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의 법적 허용성이 부정되거나 영업이 중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영

업권 침해에 의하여 직접 위법성이 징표된다고 보는 반면에, ‘사실적 영업방

해’의 경우에는 영업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침해행위의 양

속위반성과 권리남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양자

를 구별한다. 결국 독일의 통설이 영업권을 소위 ‘범주적 권리’로서 구성한 것

은 제823조 제1항에서 절대권 이외에 법창조에 의한 권리보호의 기능을 인정

함으로써 금지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독일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부작위청구권 인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물권

설, 환경권설, 인격권설, 불법행위설 등이 있으나 독일 민법 제100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소극적 침

해’가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관념상의 침해’

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다.

독일의 부작위소송법(UKlaG)은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보호법규의 위반행위

및 위법한 약관의 사용이나 추천의 부작위청구 및 철회청구를 인정한다. 그리

고 독일 부작위소송법(UKlaG) 제3조 제1항과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

8조 제3항은 각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작위를 구하는 소의 제소권을 소

비자단체 등에게 부여한다.

독일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ProdHaftG)에 의하여 위험책임에 입각

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한편,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

위적 제조물책임이 인정이 되며, 그 근거는 제조자가 생산을 통하여 제3자의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제조자에게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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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거래안전의무의 과실 있는 침해의 결과이다.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제

조물안전의무를 위하여 제조자에게 주어지는 위험방지의무로서 다양한 거래안

전의무는 통상 설계상의 의무, 제조상의 의무, 표시상의 의무, 제조물관찰의무

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부작위청구권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제조물관찰

의무’이다. 제조물관찰의무의 효과로서 제조자의 ‘경고의무’와 ‘회수의무’를 인

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독일 연방대법

원의 판례는 없다. 그리고 개발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으므로 경고의무는 인정되지만 불법행위적 회

수의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독일 전자미디어법(TMG)에 따라 인터넷상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

는 정보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했거나 자신의 것으로 승인한 때에는 그러한 정

보의 제거 및 접속의 차단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한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상에 타인의 정보를 저장 또는 전달하거나 접속을 설

정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권리 침해에 관여함으로써 간접 방해자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주된 가해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부작위 또는 그러한 정보의 제거를 청구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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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랑스법의 논의

1. 서론

가. 프랑스 민법전의 규정

프랑스 민법전에는 일반적인 형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예방청구권

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프랑스민법전 제정 당시 소유권의

권한 없는 역권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 한하여 판례법으로 역권의 존재를 확인

케 하는 소(action confessoire)를 인정하였다.261) 물론 프랑스민법전에도 제

555조 1항과 같이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각각의 경우에 방해배제를 내용

으로 하는 개별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소유권취득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일반적 형태를 갖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명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로써 개별 규정을 통한 체계적 일반화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정에 따라 독일과는 달리 소유권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법익침해의 금지청구

권에 관한 일반적 근거로 기능할 바탕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262) 그리고 프

랑스 민법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법익에 관하여 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적 구제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1972년의 개정을 통해 사생활

비밀보호에 관한 제9조263) 내용이 개정되었다.

261) Hohloch(주 11), S. 90f.

262) Kötz, Vorbeugender Rechtsschutz im Zivilrecht - Eine rechtsvergleichende Skizze,

AcP 174, 1974, S. 145, 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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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판례의 태도

따라서 프랑스 판례는 금지청구를 포괄적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왔다. 즉, 불법행위법 규정의 유연성을 최대

한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침해행위의 중지와 예방을 내용으로 하

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264) 물론 불법행위의 법률효과인

손해배상에 금지청구가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는

법관에게 부여된 판단상의 재량에 따른 특유의 유연함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장래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위험원 제거와 같은 일정한 행위를 명

령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해 주는 예방적 법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265). 즉, 프랑스 민법전 제1142조는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회복을 부인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판례와 학설의 지배적 견해는 이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물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방법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266) 그리고 프랑스 판례는 불법행위의 사전적 금지와 예방도

263) 프랑스민법전 제9조

① 누구든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법관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방지 또는 중지시키기 위하여 손해배상과 별도

로 계쟁물 임치, 압류 기타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한 경

우에는 임시심리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264) Hohloch(주 11), S. 108f.

265)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제55호, 2011, p.

199-200.

266) 명순구, “금전배상 이외의 손해배상과 그 적용례”, 고려대 법학논집 제33집, 1997, p.

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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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파악하면서 장래의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와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267) 예를

들어 프랑스 판례는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상징적 프랑’(franc symbolic)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 조치 이외에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 일반규정을 근거로 장래를 향한 침해행위의 예방과 함께 판

결문의 공표 등을 통해 현재 만들어진 침해상태의 제거를 명한다.

2.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

프랑스 판례에 의해 금지청구권의 보호법익이 되는 것은 상린관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보호(troubles de voisinage), 시장 질서에서 불공정한 경쟁행위

로부터의 보호(action en concurrence deloyale), 성명권, 초상권과 같은 인격적

법익의 보호 등이다. 그런데 특히 성명권 등의 개별적 인격권에 대하여 예방

적 보호의 근거를 절대적 권리의 성격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린관계와 경쟁관계에서 영업이익 등의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의 근거로서 절

대권적 구성이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대적 권리로 파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청구권에 의한 법적 보호가치 여부에 따라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268)

3. 금지청구권의 요건

프랑스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불법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의한 제약을 받게

267) Kötz(주 262), S. 145, 159.

268) Hohloch(주 11), S. 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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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프랑스 민법은 제1382조269)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가해자의 귀책사유(faute)과 손해의 발생을 필

요로 한다. 그런데 금지청구권의 기능이 예방적 법익보호를 위한 것임을 감안

하면 이처럼 손해배상법상의 요건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판례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유연한 법형성을 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특유의 탄력적 법적용을 통해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와 달리 형성하였다. 우선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faute는 독일이

나 우리나라의 불법행위 구성요건 가운데 객관적 위법성과 주관적 비난가능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판례는 불법행위의 금지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관적 비난가능성을 묻지 않거나 귀책사유를 사실

상 추정하는 법리를 활용해 오고 있다.270) 이로써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는 물

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독일법과 다르면서도 결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발생의 요건도 현실적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실한 손해’(dommage futur certain)의 가능성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으로써 금지청구권의 성립 여지를 넓히고 있다. 즉, 불법행위법에 의해 배상

해야 할 손해는 ‘직접, 현실적 그리고 확실한’(direct, actuel, certain) 것을 요

구하는데, 이때 손해의 현실성이란 표지가 장래에 비로소 실현될 손해의 배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손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금지청구권에 관한 프랑

스의 법발전 상황에서는 가령 성명권의 경우 그 침해에 따른 현실적 손해 여

부를 묻지 않고 권한 없는 성명의 활용에 따라 대외적으로 피해자의 정체성

269) 프랑스민법전 제1382조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그 손해가 발생한 자

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270) Hohloch(주 11), S. 101, 110; Kötz(주 262), 1974, S. 159.



- 105 -

혼란이 발생하는 한 이미 그 자체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이로써 금지청구

권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271)

4. 금지청구권의 효과

프랑스 민법에서 금지청구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한 침해행위의 중지․예방

과 함께, 필요할 경우에는 위험원의 제거와 같은 적극적 행위도 그 구체적 내

용으로 하고 있다.272) 프랑스법의 경우 금지청구권은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로써 금전배상만으로 침해된 법익의 성격 또는 개

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금전배상 이외의 구제조

치가 가해자에게 기대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5. 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의 내용

이러한 프랑스 판례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2005년 프랑스 민법전의 채권 및

시효의 개정시안(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prescrition)273)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원상회복의 규정의 신

설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법익침해의 금지청구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74)

271) Hohloch(주 11), S. 101, 110; Kötz(주 262), S. 159.

272) Hohloch(주 11), S. 111; Kötz(주 262), S. 159.

273) 이는 34인의 민법학교수들이 동원된 까삐땅 협회(L'Association capitant)에서 완성하여

2005년 9월 22일에 프랑스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이다. 개정시안은 세 부분으로 나

뉘어져 있는데, 각 부분은 이유서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하

여는 G. Viney, G. Durry 외 4인의 민법학자로 구성된 팀이 공동작업을 하였고, G.

Viney 교수가 이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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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이은희,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민사법학 제45-2호, 2008, p.

334-337.; Cartwright, Vogenauer, Whittaker, Reforming the French law of

obligations : comparative reflections on the 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the Avant-projet Catala'), 2009, p.851,

857.

제2장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절 계약외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별규정

   제4관 생활방해

(주) 판례상 형성된 제도를 유지하였으나 그 범위를 수정하였다. 왜냐하면 

공사 현장 인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별도의 논리에 따르

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361조(생활방해에 대한 책임)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 이용자가 상린관계에서 통상적인 불편을 넘는 침

해를 일으킨 때에는 당연히 그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제1절 총칙

    제1관 현물배상

(주) 이 관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원상회복만을 규율한다. 현행 제1143조와 

제1144조에 규정된 내용은 채무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편과

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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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의 이유서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예방적 기능을 프

랑스 채권법에 대한 혁신 중의 하나로 들고, 원상회복의 규정에서 예방적 기

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275)

6. 소결

프랑스는 침해행위의 중지와 예방청구를 포괄적 일반규정의 형식을 택하고

있는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왔다. 다만 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가

275) 이은희(주 274), p. 366-367.

개정안 제1369조(현물배상)

법관이 현물배상을 명할 경우, 그 방법은 손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배상하는데 특히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안 제1369조의1(손해회피조치)

① 손해가 악화되거나 반복되거나 영속되기 쉬운 때에는, 법관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 가해활동의 중지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회

피하기에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관은 또한 피해자가 직접 전항의 조치들을 배상책임자의 비용으로 취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배상책임자에게는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지급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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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주관적 비난가능성의 측면을 과책(faute)의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 방

향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손해발생의 요건도 ‘장래의 확실한 손해’(dommage

futur certain)라는 완화된 형태로 정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책요건의 객관화

와 더불어 위태한 법익침해 가능성을 손해로 포섭함으로서 불법행위법적 금지

청구권을 마치 우리나라나 독일의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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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스위스법의 논의

1. 서론

스위스 민법 제641조276) 2항은 독일 민법 제1004조와 유사하게 소유권의 방

해배제청구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점유침탈 이외의 모든

방해형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익 침해금지의 중요한 법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77) 그리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율은 스위스 민법 제679조278)에 의

해 이루어진다.279) 동 조항은 그 내용상 우리 민법의 제217조와 유사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모든 자가 인적 보호범

위에 포함됨으로써 소유자 이외에 임차인 등 채권적 용익권자도 방해배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80)

276) 스위스민법 제641조 소유권의 내용

1 물건의 소유자는 법질서의 제한내에서 물건에 관해 자신의 임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

다.

2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부당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277) 김상중(주 265), p. 203.

278) 스위스민법 제679조 토지소유자의 책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벗어남으로써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는 자는

가해상태(Schädigung)의 제거 또는 임박한 손해로부터의 보호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9) Hohloch(주 11), S. 74-75.

280) Hohloch(주 11), S. 74,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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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위스 민법은 제28조281)의 인격보호 규정에서 소유권 이외의 법익의

침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청구권을 규율한다. 동 조항은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보호와 같은 인격적 법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질서를 위반하는 보

이콧, 영업활동에서의 예방적 법익보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282) 예를 들

어 BGE 82 II 292 판결에서 스위스 시계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한

동업단체가 회원자격을 갖추고 입회를 희망하는 제조업자의 단체가입을 거절

한 사안에서 동 조항의 인격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하여 허용되지 않는 보이

콧의 중단을 명하였다.

이처럼 스위스 민법 제28조가 소유권 이외의 법익침해에 대하여 폭 넓게 적

용되므로, 독일 민법과 같이 인격적 법익, 영업이익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위

하여 침해법익을 절대권적으로 구성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독일 민법 제1004조

를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법적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스위스 민법 제

679조와 제28조가 손해배상과 더불어 침해행위의 예방적 보호를 법익보호의

구제수단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과 기능적으로 관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283) 다만 성문규정상 예방적 법익구제가 가능하기 때문

281) 스위스민법 제28조 인격보호의 원칙

1 인격을 위법하게 침해받은 자는 침해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이를 보호해 줄 것을 법

원에 소구할 수 있다.

2010년 12월 31일 개정전 스위스민법전 제28조의 c

1 인격이 위법으로 침해된다든가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것 및 침해에 의하여 용이하

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을 소명한 자는 가처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82) Hohloch(주 11), S. 74,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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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프랑스민법과 같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손해배상법을 통하여 법익

의 예방적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

2. 금지청구권의 규율내용

스위스 민법 제679조와 제28조는 규정의 문언상 금지청구권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위법한 침해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284) 그리고 스위스 민법 제679조의 “가해상태의 제거 또는 임박한 손

해부터의 보호”, 스위스민법 제28a조285)의 “염려되는 침해의 금지” 또는 “발생

한 침해의 제거”와 같은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외에 아직 침해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적어

도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법익침해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286) 스위스 민법은 행위자유의 원칙과 법원에 의한 현실적 집

행가능성의 보장을 위하여 막연히 피고의 모든 행위가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는 없고, 원고가 진지하고 임박한 침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개별

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입증하여야만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가. 스위스 민법 제28a조의 규율

283) 김상중(주 265), p. 205.

284) Hohloch(주 11), S. 74, 76, 81-82.

285) 스위스민법전 제28a조 소구내용

1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염려되는 침해의 부작위;

2. 발생한 침해의 제거;

3. 침해가 계속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확인.

286) Hohloch(주 11), S. 79,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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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민법 제28a조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관에게 부작위, 제거,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판결

의 공시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들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나. 방해배제청구의 내용

(1) 부작위청구권

스위스 민법 제28a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의 인격권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부작위청구권을 갖는다.

부작위청구의 내용은 분명하고 진지하게 우려되는 장래의 행태의 금지에 대

한 것이어야 한다287). 이 때 원고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이 보호받을 가

치가 있다는 것과 함께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의 위험도 증명해야 한다.288) 예

를 들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의 야기자가 스스로 위법하게 행

위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면 반복위험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

으면 그는 스위스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정당화사유의 주장이 사실상 허용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87) BGE 97 Ⅱ 108; 108 Ⅱ 344; ZR 1991, 97.

288) Honsell/Vogt/Geiser, Zivilgesetzbuch Ⅰ, 2010, Art 28a Rn. 2; Tuor, Das

Schweizerische Zivilgesetzbuch, 2009, §11 R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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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관이 피고에게 방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피고가

이에 위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였음을 이유로 스위스형법 제29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금지명령의 준수가 강제됨으로써 예

방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위청구권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289) 다만 법관은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특정한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행태의 금지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

다.290) 실무상 부작위의 소에 의하여 장래에 방송, 영화, 책, 기사의 배포가 금

지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특정 문구를 지우거나 장차 배포할 책의 개별

단어를 검게 표시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령은 소급효가 없다.

소송의 측면에서 스위스민법 제28c조 이하의 여러 조치들이 많은 정식의 소

에 우선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청구는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

법적 성격을 갖는다.291)

(2) 제거청구권

스위스 민법 제28a조 제1항 제2호는 인격권의 방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그 제거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관은 첫째, 방해가 단순한 우

려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였고, 둘째, 방해상태가 판결 시점에 이미 종료한

289) Kostkiewicz/Schwander/Stephan, ZGB : Hand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2006, Art 28a Rn. 2; Büchler/Jakob, Kurzkommentar ZGB, 2012, Art

28a Rn. 2.

290) BGE 97 Ⅱ 92ff.

291)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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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셋째 방해상태가 비례성에 따라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현재의 그리고 아직 존재하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92) 가령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있는, 이미 유통중인 신문

이나 시장에서 판매중인 책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

에도 제거청구권은 가해자의 귀책사유나 어떤 기간의 준수와는 무관하다.293)

제거의 소의 대상은 원고가 어떤 조치로 침해상태가 제거되어야 하는지 알

려야 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종을 이유로 한 계

약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관련 계약의 체결에 기하여 제소될 경우 제거의 소에

의하여 제거가능한 인격권침해이다. 제거청구의 내용은 원본294)이나 복사본295)

의 파기 및 사용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거청구권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상과 관련된 원래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할 수 있는가가

다투어진다.296) 또한 제거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도 부작위청구권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스위스형법 제29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3) 확인청구권

인격권의 침해가 이미 발생해서 부작위의 소에 의해 더 이상 예방될 수 없

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서 제거청구권에 의해 제거될 수 없으면, 결국 피해

자는 스위스 민법 제28a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 의해 위법하게 침해

292)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4; Kostkiewicz/Schwander/Stephan(주 289),

Art 28a Rn. 3; Büchler/Jakob(주 289), Art 28a Rn. 3; Tuor(주 288), §11 Rn. 26.

293)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4.

294) BGE 96 Ⅱ 423.

295) BGE 97 Ⅱ 107.

296)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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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법원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법원이 이미 출판

된 기사나 이미 방송된 꼭지에 의해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떤 출판된 전체 내용이나 서술과 관련하여 침해가 이루어

졌다면, 개별 표현이나 문구가 표시될 필요는 없다.297) 이러한 확인청구권은

스위스 민법 제28a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작위청구권이나 동법 제28a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보충적이지만, 동법 제28a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판결의 공시청구권이나 동법 제28a조 제3항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충적이지는 않다.

언론의 보도에 의해 원고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법원의 확인은

방해의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298) 그런데 확인청구권은 전적

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될 뿐이고, 사실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299) 따라서 법원은 판결에서 가령 문제된 표현이 허위임을 확인시켜주

지도 않는다. 확인청구권은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확인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확인 판결은 집행이 필요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

다.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증대된 확인의 이익’은 불필요하다고 보았고300), 피

고가 자신이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즉 그러한 출판

물이 존속함으로써 사후에 제3자가 새로이 침해하는 표현을 인식하게 되는 위

험이 창출된다.301)

297)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6.

298) BGE 104Ⅱ234.

299)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7.

300) BGE 95Ⅱ469ff., 101Ⅱ187f.

301) BGE 104Ⅱ234.



- 116 -

확인청구권은 ‘발생한 침해가 (전부 또는 일부) 계속 방해가 되는 경우’라는

스위스 민법에 명시된 요건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가 종료되

었더라도 그 효과가 아직 계속 존재하거나 새롭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인격

권 침해의 요건이 충족된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법원이 종

종 방해의 현존을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도 그것이 계속된다고 전제한다. 그런

데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출판되고 그 원인인 언론기관이 독자들에 의해

발견될 수 있을 경우에, 사실 그 자체만이 일반 공중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지

속될 수 있는지는 다투어진다. 이 문제는 가령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인

터넷에서 읽을 수 있다면 방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02) 스위스민

법 제8조의 입증책임 규정에 따르면, 문제되는 표현에 의해 사실상 방해가 계

속된다는 것의 입증을 원고가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스위스 연방법상

확인청구권의 확고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과거 스위스 연방법원의 실무가 통일적이지는 않았다. 즉 부

정경쟁법 사건을 관할하는 스위스 연방법원 제1민사부는 언론매체에 의한 유

포가 필연적으로 지속적 방해를 일으킨다는 태도303)를 취한 반면에, 한동안

스위스 연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1민사부의 결정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

고304), 단순한 ‘방해상태’가 아닌 ‘실질적인 방해효과’를 요건으로 하였다(물론

중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추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입증책임을 전환시킴

으로써 이를 제한하였다305)). 따라서 행위가 종료되고 방해가 지속되지 않는

침해의 확인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결여한다고 보았다.306) 그

302)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8.

303) BGE 123Ⅲ354ff.

304) BGE vom 3.4.1998[Medialex 1998, 171ff.]

305) BGE 123Ⅲ387ff.

306) BGE 120Ⅱ371ff.,373; 122Ⅲ449ff; 123Ⅲ385ff.; BGE in Medialex 199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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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BGE 127Ⅲ483ff. 판결에서는 종래의 제2민사부의 태도를 변경하여 제1민

사부의 견해에 따랐다. 이러한 판례의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방해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사라지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상대

적으로 감소될 수는 있으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오랜 시간

이 지난 후에도 개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매체의 내용은 오늘날 새로운 전자적 저장기술을 고

려하면 처음 출판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열람이 가

능하다. 과거의 결정에서 매일매일의 정보의 홍수를 고려하면 공

개되고 유포된 모든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실제로 권리를 위

태롭게 하는 상태(즉 인격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가가 의심스러운 한, 이는 확인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라 요즘 피해자가 지속되는 방해상태의 제거에 대하여 보호받

을 가치 있는 이익이 있으면, 더 이상 방해효과와 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

고 확인의 소가 허용되고 있다.307)

이러한 새로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한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반론권

(Gegendarstellungsrecht)의 행사가 상황에 따라 현존하는 침해를 제거하기 위

해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308) 그러나 스위스 연방법원은 독

자투고를 공개한다고 해서 확인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

다.309)

307) Honsell/Vogt/Geiser(주 288), Art 28a Rn. 8.

308) 이에 대해 BGE 119Ⅱ99는 반론이 확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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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스위스 민법전 제641조 2항은 일반적 형태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규율

하고 있으며, 상린관계에 관한 규율은 스위스 민법 제679조에 의해 이루어진

다. 스위스 민법전 제28조의 인격보호 규정은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보호와

같은 인격적 법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질서를 위반하는 보이콧, 영업활동

에서의 예방적 법익보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민법 제

679조와 제28a조는 규정의 문언상 금지청구권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위법한 침

해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미 발

생한 침해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외에 아직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는 않았으나 적어도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법익침해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스위스 민법 제28a조에 따르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관에게 부작위, 제거,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판결의 공시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법관이 피고에게 방

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피고가 이에 위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였음을 이유로 스위스형법 제29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를 통해 금지명령의 준수가 강제됨으로써 예방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이

는 제거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09) BGE 119Ⅱ9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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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럽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1. DCFR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

유럽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이라고 한다)310)은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311)

310)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위탁을 받아 두 연구 그룹이

유럽私法의 내용을 기본원리, 개념 및 모델규칙의 형태로 작성한 연구성과물이다.

DCFR 중간판(Interim Outline Edition)은 2007년 12월에 유럽위원회에 제출되어 2008년

2월에 출판되었고, DCFR 최종판(Outline Edition)은 2008년 12월에 유럽위원회에 제출

되어 2009년 2월에 출판되었으며, 조문별 해설과 비교법적 검토결과까지 담은 DCFR 종

합판(Full Edition)이 2009년 9월에 출판되었다.

311) von Bar and Civ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Vol. IV, 2010, VI.-6:301 Comments.

[DCFR 제 VI.-1:102 예방] 법적으로 의미있는 손해가 임박한 경우 본 편은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는 만약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야기에 대

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행사한다.

[DCFR VI.-6:301 예방할 수 있는 권리] 

(1) 예방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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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 제 VI.-1:102조는 ‘손해예방이 사후의 손해배상보다 더 낫다’는 정의

의 요청에 비추어 손해에 직면한 자에게는 가해에 따른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312) 그리고 동 조는

금지청구권의 권리자와 의무자, ‘손해발생의 염려’라는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DCFR 제 VI.-6:301조는 손해배상에 의한 충분한 구제가 가능

하지 않으며, 손해가 귀속될 자에 의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DCFR의 금지청구권의 내용

금지청구권의 당사자로서의 권리자는 가해사태가 예방되지 않음으로써 손해

가 입게 될 자이다. 동 규정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청구권자의 범위에

가령 환경침해 등에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도 포함하는가에 대

해서는 결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313) 이에 반해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손해야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이며, 따라서 가령 책임능력 없는 아동의 행위

312)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5, 3803.

313)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6.

  (a)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니고; 그리고

  (b)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야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그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2) 위험원이 물건 또는 동물로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로 하여금 위

험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권리는 위험원을 제거할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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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그 감독의무자가 상대방이라고 한다.314) 또한 금지청구권의 상대

방은 책임발생근거로서 위험책임이 인정되는 한 가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을 묻지 않고 손해야기의 원인인 위험원 관리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도 해당한

다고 한다.315)

그리고 금지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에 인정된다. ‘임박한 손해

의 발생’이란 단지 추상적 위험의 잠재 또는 타인의 위태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금지될 위험이 특정되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즉각적인

침해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316) 가령 자동차에 들어갈 특정 부

품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립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조립상의 결함이 있는 자동

차가 회수 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금지청구권에 의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한다. ‘임박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표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침해의 예방만

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이미 발생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한다.317)

또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손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부여함으로써 DCFR이

법익침해의 예방청구권의 보호법익을 절대적 권리에만 한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318) 다만 가령 생명 등의 법익에 대한 우발적 가해사태나 목적 없는 가

해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에 의한 예방적 법익보호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한다.319)

314)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6-3107.

315)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7.

316)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7.

317)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7.

318)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8.

319) von Bar and Cive(주 311), p.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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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DCFR 제 VI.-6:301조는 예방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손해배상 조

치의 불충분함’과 ‘가해자에 대한 예방조치의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특히 금지청구권에 따른 잠재적 가해자의 행위자유를 억

제하는 데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익형량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

다.320) ‘손해배상 조치의 불충분함’은 다른 구제수단에 의해서는 회복할 수 없

는 손해발생의 급박함, 임박한 손해의 종류와 규모, 손해가 현실화될 개연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321)

금지청구권의 내용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단순한 부작위 외에도 경우에 따라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원 제거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잠재적 가해자에 의한 예방조치의 기대가능성을 판단요소에서 고

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지붕의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가 필요한 경

우 금지청구권은 그 주택의 임차인 또는 이웃 등이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주

변을 간혹 이용하는 통행자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322)

320) von Bar and Cive(주 311), p. 3804.

321) von Bar and Cive(주 311), p. 3804.

322) von Bar and Cive(주 311), p. 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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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미국법의 논의

1. 영미법상 금지청구의 변천

미국에서는 초기에 영국법이 적용되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보통

법원(common law courts)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이 원칙이었

다. 하지만 손해배상만으로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평법원

(courts of equity)에 의한 구제수단인 금지명령(injunction)이 인정되었다. 이는 원고

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형평법적 금지명령은 초기에는 국왕의 시혜적 조치로서 인정되었다. 이러한

형평법원은 보통법원에 의해 구제되지 못하는 사건을 관할하고, 분쟁의 해결에 있어

서 선례의 구속을 강조하는 보통법원과는 다르게 유연하고 비전형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발령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며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

였다.323) 이처럼 손해배상이 부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보충성의 의미에서 ‘회복불

가능한 손해(the irreparable injury)’를 예방하기 위해 형평법적 구제수단이 적용된다

는 소위 ‘회복불가능성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회복불가능성은 첫째 손해배상

만으로 피해 구제의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와, 둘째 금전배상만으로 피해구제에 만전

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었다.324)

그러나 금지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대법관(Chancellor)이 회복불가능한 피

해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석하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지청구

323) James M. Fischer, Understanding Remedies, 2nd ed,. 2006, p. 191.

324) Douglas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 4th ed., 2010, p. 375 이하.



- 124 -

를 인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영국의 James Ⅰ는 1616년경 대법관과 국

왕법정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생기면 대법관이 국왕법정에서의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관이 보통법원의 방해를 받지 않

고 형평법원의 관할권을 넓히는 쪽으로 회복불가능성의 원칙을 개념정의하여,

사건이 금지명령의 발령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이 더 적절한 구제수

단인지를 심사하지 않고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식으로 구제제도를 운용하게 되

었다.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금지명령의 적절성 요건이 엄격하

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는 금지청구의 인정 요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다른 구제수단이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무익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이례적인 구제

수단이며, 매우 드물게 발령된다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즉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 온 손해배상의 부적절성 요건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 사건에서 구제수단들 사이에 상대적인 적절성을 비교하는 정도에 그친

다고 한다.325) 따라서 어떤 실체법상 권리에 관하여 금지명령을 발령하면 그

이후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

었다.

그런데 손해의 회복불가능성 요건이 구제수단의 상대적 적절성을 의미한다

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Laycock 교수는 이 요건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이 통합된 이후에도 손해배상이

금지명령보다 구제수단으로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

325)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2d. Volume 4, 1979, p.

55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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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불충분성 요건의 중요성이 경감되어

간다고 하며 이러한 요건이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회복

불가능성을 ‘금지명령의 적절성(adequacy)’이란 개념으로 바꾸어 판단하였고,

그 적절성을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완전성(complete), 실용성(practical),

효율성(efficient)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26)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다.327) 이는 회복불가능성

의 요건이 크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사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328) 이는 첫째, 법원은 실무에서 회복불가능성의 원칙을 약화시켜왔지만 명

시적으로 폐기시킨 것이 아니다. 둘째, 보통법적 구제수단과 형평법적 구제수

단 사이의 차이는 각각의 구제수단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이 여

러 가지로 다르다. 형평법적 구제수단은 배심이 아닌 법원에 의해 판단되며,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반시 법정 모독죄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회복불가능성의 요건이 완화되고 있음

은 분명하지만, 법원은 구제수단의 상대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여전

히 유의미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모든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도 인정되고 있다. 즉 금지명령의

326) Douglas Laycock, “The Death of the Irreparable Injury Rule”, Oxford Univ. press

1991, pp. 20-23.

327) Doug Rendleman, “Irreparability Irreparable Damaged”, 90 Mich. L. Rev, 1642(1992);

Gene Sheve, “The Premature Burial of the Irreparable Injury Rule”, 70 Tex, L, Rev.

1063 (1992).

328) James M. Fischer(주 323), 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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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불가능성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그 연혁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가능성

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절성으로 의미를 치환하여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2. 금지명령의 정의와 종류

금지명령은 형평법원이 일정한 내용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령하는 재판

이나 그 절차를 의미한다. 금지명령은 그 작위성의 유무에 따라 ① 피고에 대

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명하는

작위적 금지명령(mandatory injunction) 과 ②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부작위 금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명령의 시기에 따라 ① 본안판결 이전에 명

하는 임시적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과 ② 본안판결 이후에 명하는

확정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으로도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ⅰ) 피

고에 대한 예심(preliminary hearing) 이전에 명하는 임시적 긴급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s)과 ⅱ) 예심 이후 명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으로 구별된다.329)

3. 금지명령의 보호법익

금지명령은 소유권과 재산적 법익,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구제수단으로 인정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불법 침

해(trespass to land), 취수원의 오염과 유용(pollution and diversion of

329)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59; Dan B. Dobbs, Law of Remedies, 2nd

ed. 1993, Vol. 1, §2.9(1), §2.11(1).



- 127 -

waters), 환경오염(nuisance), 계약관계 침해(wrongful interference with a

business), 가족관계 침해(interference in domestic relations), 인격적 이익 침

해(injuries to interest of personality)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

형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도 그 대상이 된

다.330)

4. 금지명령의 요건

금지명령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 불법행위가 임박할 것, ② 금지명령이

손해배상 등의 다른 구제수단과 비교할 때 보다 적합한 구제수단일 것, ③ 금

지명령에 의한 피고의 부담이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않을 것, ④ 금지명령의 발령이 공익에 부합할 것의 네 가지이다.331)

이러한 네 가지의 요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332) 판결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종전에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침해사안에서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부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위와 같은 형평법적 요건들

330)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72-574; Dan B. Dobbs(주 329), §2.9(3),

§2.9(5).

331)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56 이하; James M. Fischer(주 323), p. 299.

332) 547 U.S. 388(2006).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MercExchange사는 소형

가전제품이나 전자거래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품을 거래하

는 전자경매시장에서 즉시구매시스템에 관한 영업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

고 eBay사가 1995년 9월에 경매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특허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용하였다. 이에 원고 MercExchange사는 피고 eBay사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

로 확정적 금지명령(permanant injunction)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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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가. 불법행위의 임박성(Threatened Tort)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33조 제1항333)은 금지명령의 요

건으로 임박한 불법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는 손해 발생이 막연하게

추측되는 것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충분히 심각하

고(seriousness) 긴박한(imminence)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피고의 불법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표현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법행위

를 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행동에 의해서도 불법행위를 할 우려

(threat)가 존재하게 된다. 사실 장래의 불법행위의 우려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시 반복되거나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하의 과거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불법행위의 합리적인 개연성

(reasonable likelihood)을 나타내는 피고의 발언이나 행동을 입증하면 된다.334)

그러나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고자 할 입장에 있다’거나 ‘피고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주 불법행위를 범한다’, 또는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할 것

을 두려워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명령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335)

나. 금지명령의 적합성(Appropriateness of injunction)

333)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33조 적합성 판단(Test of Appropriateness)

(1) 불법행위가 이미 행해졌거나 임박한 경우에 대한 금지명령의 유용성은 제936조에 열

거된 사항들을 비교형량함으로써 결정되는 금지명령의 적합성에 따른다.

334)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61; James M. Fischer(주 323), p. 247.

335)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62.



- 129 -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금지명령의 적합성 요건이 과도하

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는 금지청구의 인정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축적인 용어로 인해 ‘금지명령은 다

른 구제수단이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무익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거나,

‘금지명령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이례적인 구제수단이고 매우 드물게

발령된다’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즉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 온 손해

배상의 부적절성 요건은 구체적 사건에서 구제수단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적절

성을 비교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336)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36조는 금지명령의 적합성을 판

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으로 ① 보호법익의 성질, ② 다른 구제수

단과의 상대적 적절성, ③ 금지명령 여부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곤란함의 형

량, ④ 제3자와 일반의 이익 및 명령이나 결정을 작성하고 집행할 가능성 등

을 들고 있다.337)

336)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59-561.

337)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36조 금지명령의 적합성 판단시 고려사항

(1) 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은 사례의 모든 사항들의 비교형량,

특히 아래의 중요 사항에 따른다:

(a) 보호할 법익의 성격,

(b) 다른 구제수단과 비교하여 금지명령이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적절할 것(relative

adequacy),

(c)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의해 어떠한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었는지,

(d) 원고 측에서 관련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

(e) 금지명령이 인용될 경우 피고에게 발생할 곤란함과 금지명령이 거절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곤란함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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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수단의 상대적 적절성 평가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44조는 다른 구제수단 특히 손해

배상과의 상대적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① 침해된 이익의 성질, ② 손해

배상을 규율하는 법의 효율성, ③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

과 증명력, ④ 자력구제조치에 의할 때의 효과, ⑤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그

리고 반복되거나 계속된 불법행위의 경우 반복 제소에 따른 비용, ⑥ 배상판

결의 실현가능성, ⑦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338)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연

(f) 제3자와 공공의 이익

(g) 명령이나 결정을 작성하고 집행할 가능성.

(2) 불법행위에 대한 임시적 금지명령의 적합성은 본안심리에서 나타날 바와 같이 제1항의

사항들을 고려하면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항에 따른다.

(a)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위험의 정도,

(b) 임시적 금지명령이 피고에게 발생하게 될 결과,

(c) 원고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할 개연성,

(d) 일반의 이익.

338)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44조 손해배상의 상대적 적절성(Relative

Adequacy of Damages)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이 금지명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절한가는

손해전보적 기능이 문제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좌우된다,

(a) 침해된 이익의 성질,

(b)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법의 효율성,

(c)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d) 자력구제조치에 의할 때의 효과,

(e)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그리고 반복되거나 계속된 불법행위의 경우 반복 제소에 따른

비용,

(f) 배상판결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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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가지고 판단된다.

이 중에서 ①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관련하여 가령 부동산과 같이 시장에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고유성(uniqueness)을 가진 보호법익의 침해에 대해서

는 금지명령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339) 법원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승진발령

등으로 인해 야기된 직장에서의 경험과 기회의 상실은 손해배상으로 보상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340)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이라는 구제수단이 적절하다고 본다.341) ③ 손해배

상액 산정과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와 관련하여, 손해를 평가하거

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도 금지명령의 적절

성이 인정된다.342) 부동산의 불법 침해(trespass on land)의 경우 손해배상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장래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이 보다 적절한 구제수단으로 여겨진다.343) ⑥ 배상판결의 실현가능성 측면과

관련하여, 피고의 변제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금지명령의 적절성이 용이

하게 인정될 수 있다.344)

(2)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법경제학적 검토

(g) 다른 개별 사항들.

(2) 손해전보적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확인적, 감정적 그리

고 징벌적 기능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339) James M. Fischer(주 323), p. 214.

340) James M. Fischer(주 323), p. 212.

341) James M. Fischer(주 323), p. 211.

342) James M. Fischer(주 323), p. 210.

343) James M. Fischer(주 323), p. 214.

344) James M. Fischer(주 323),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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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되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법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권리나 이익은 그 침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규칙(property rule)

으로 보호하는 것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제수단이 된다

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345)은 그

재화의 효용가치(utility)를 가장 높게 매기는 자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346)는 것이다. 이런 효율성 높은 자원

의 배분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거래(consensual exchange)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의규칙(property rule)이란 그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취득하고자 하

는 자는 그 권리의 가치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발적인

거래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 침해행위 자체

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보상규칙(liability rule)이란 권리자 아닌 타인이

그 권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가격만을 지급하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리의 가격은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제3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침해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그 권리의 객관적

인 가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347)348)

345) 효율성(Efficiency)에는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분배적 효율성(distributive efficiency)이 있다. 생산적 효율성은 최소자원

의 투입으로 최대생산량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효율성을 일컫고, 배분적 효율성은 한정

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성을 지칭하며, 분배

적 효율성은 개인차원에서 그 개인에게 효율적인 자원을 분배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2000, p. 589 이하 참조.

346) 박세일(주 345), p. 9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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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의규칙에 의할 때, 권리자는 예상침해자에게 배제조치(preventive

relief)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의 행사를 통하여 침해를 사전이나 사

후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오직 계약을 통한 거래(voluntary exchange)만

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침해행위 후 손해배상과 같은 강제거래(coercive

exchange or involuntary exchange)는 동의규칙에 의해 배제되게 된다. 따라

서, 동의규칙 하에서는 재화는 합의를 통한 거래로 가장 효용가치를 높이 매

기는 자에게로 이전이 일어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배분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권익침해는 동의규칙으로 구제하는 것이 분배적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동의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도 존재한다.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349)이 대단히 높은 경우 또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 측에서 독

347)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인 property rule, liability rule, inalienability rule에 대하여 최

초로 정리한 논문은 Guido Calabresi and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1972, pp. 1089 – 1128이다.

348)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의 번역에 관하여는 용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전자를

물권적 보호원칙, 후자를 손해배상원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윤진수 교수는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같이 물권 아닌 채권의 경우에도 property rule이 적

용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확하지 않

으므로 property rule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동의규칙이라고

부르고, liability rule에서는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상규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윤진수,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법경제학 연구 제9권 1호,

2012, p. 47)고 하는데,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하의 용례는 이에 따른다.

349) 거래비용이란 거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거래상대를 찾는

비용,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비용, 거래조건의 이행을 강제하고 감독하는 비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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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을 경우, 권리에 대해 현재의 보유자보다 더 높게 효용가치를 매기는

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의 효용가치 + 거래비용 > 상대방의 효용

가치}인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350) 이러한 경

우에는 보상규칙(liability rule)을 인정하는 것이 분배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어 동의규칙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거래비용이 높아서 거래가 잘 이루어

질 가능성이 낮을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침해행위

에 대하여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만을 배상해 주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제

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 재화에 대하여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효용가치를

두는 자들은 그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고 난 다음 시장가격의 손해배상만

을 하게 되어 합의에 기하지 않은 거래(involuntary exchange)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권리 등이 더 높은 효용가치를 매기는 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사회전체로 보아도 분배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경제학의 연구 성과의 도움을 받아 과거 보상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동의규

칙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동의규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구제제도의 인정과 운용이 그 나라의 재화의 거래와 분배적 효율성

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한다.

350)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나서 용도가 없어진 유아용품의 경우 재활용센터

등의 부족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례이고, 소위 알박기(holdout) 관행과 같이 특정 토지를 독점적으

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매를 거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쌍방독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차동, "금지(유지)청구권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6권 제4호, 2009,

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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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 등의 거래비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물권에는 대체로

동의규칙을, 그 외의 권익침해에 대하여는 대체로 보상규칙만을 인정하는 방

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사

회 전체적으로 분배적 효율성을 최대화하지도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

판이 존재한다.351)

이 견해에 따르면, 대체로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

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강제조치의 두 가지 구제수단을 전부 인정해 주

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지청구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는 손해배상청구가능성에 상관없이 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반면에, 대륙법

계 국가에서는 개별 권리나 이익의 근거 법령에 손해배상 또는 강제조치 등

당해 권리나 이익침해에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제제도를

운용하여,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근거가 불법행위 전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파악하여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모든 권익침해에 광범위하게

손해배상을 인용해 주고 있으나 금지청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

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352)

첫째, 권리나 이익의 존부나 요건 등은 입법을 통하여 사전에 규정해 둠으

로써 명확성,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으나, 구

제수단은 사전에 이를 명시할 특별한 필요성이 약하다. 따라서, 구제수단의 하

나인 금지청구에 대하여 권리발생 요건에 요구되는 정도의 법적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둘째, 입법과정에서 사전에 권리나 이익침해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을 전부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

351) 김차동(주 350), p. 233.

352) 김차동(주 350), p.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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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사실 그동안 환경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

해야 하는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입법적으

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최초 입법시 가장 최적의 구제수단을 설계하기

어려웠던 데 기인한 것이다. 결국 사후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

면 우회적인 학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무리한 판결들이 생산되어 그 문제

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는 권리요건의 경우 엄격성이 요구되나, 그 구

제수단은 일반적으로 접근하여도 된다는 점을 간과한 법제도운용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실무상으로도 피해가 있는데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어 곤란

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의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래도, 환경법의 경우는 법리 구성은 별론으로 하고 권리구제에

큰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구제수단이 제법 정비되어 있는 셈이나, 다른 권익

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부담간의 이익형량(Relative Hardship -

“Balancing of Equities”

(1) 서론

금지명령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을 때 피

고에게 야기되는 부담과 발령되지 않았을 때 원고에게 야기되는 손해를 형량

한다.353) 여기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동기를 포함하는 행위의 성질뿐만 아니라

제3자나 공중의 이익도 고려하게 된다.354)

353)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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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부담에 대한 책임

우선 원고가 입은 손해와 금지명령에 의한 피고의 부담은 피고의 행위로 인

해 발생한 것임이 강조된다. 가정적으로 피고는 불법행위자이므로, 피고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구제해야 할 필요를 너무 쉽게 부정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비

합리적으로 연기하거나, 피고가 방해를 제거하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거부하거

나, 방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사 온 것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부분적으

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355)

그리고 피고의 선의나 악의 유무가 그의 책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

다. 가령 경계 침범(encroachment)의 경우에 이것은 단지 피고가 건축할 당시

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지를 알았는가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아

무런 근거도 없이 타인의 토지라는 것을 알면서 그 위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피고는 원고가 일정한 경계를 주장하고 있

음을 알고도 그 경계를 침범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자신

의 토지 위에 건축하였다고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와 그러한 확신을 가진 것

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었나를 고려해야만 금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악의 여부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평가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증거의 성격, 측량기사

의 실수 유무, 관련 법규의 명확성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

해 피고가 법원으로 하여금 금지명령 대신에 손해배상의 판결을 내리도록 설

354)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1.

355)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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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자 고의로 부담을 초래했다면 그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

여 소유물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부담

이 큰지와 상관없이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356)

(3) 원고의 손해

불법행위 중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

산에 대한 불법 침해가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손해를 입

지 않거나 경미한 손해만을 입을 수도 있다. 금지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불법 침해의 경우에는 피고

의 부담과 함께 원고가 부동산으로부터 향유하는 이익이 고려된다. 이러한 경

우 단지 형식적으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서는 안 된다.357)

이에 반해 환경오염(nuisance)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불법행위의 성립 요

건이 된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웃 사이에 이익의 충돌을 조

화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피해가 유익한 활동의

불가피한 결과일 경우 일정한 정도까지는 감수되어야 하지만, 피해가 그 정도

를 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된다. 전형적인 환경오염 사안에서 원고가 입는

피해는 경미하고 금지명령에 의한 피고의 부담은 현저한 경우는 상정되지 않

는다. 오히려 보통은 원고가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가 상당하고도 실

질적이어서 금지명령 발령 여부의 판단이 어렵게 된다.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형량하여 환경오염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후에도, 법원이 금지명령을 인정하기

356)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1-582.

357)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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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시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은 당사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조정이 될 수 있지

만, 금지명령으로 인해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향유를 심각하게 위축시

켜 이를 사실상 박탈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358)

환경오염을 주장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1)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원고는 공동체 생활에서 수인한도

내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어떠한 구제수단도 주어지지 않는다. (2) 환경오

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금지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원고

는 공동체 생활에 수반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3) 원고에게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지청구

를 인정하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보충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영국 귀족원은 피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다가

토사가 유출되어 그와 이웃한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잠식함으로써 손해액

이 1,500 파운드로 산정되는 사안에서, 피고가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00 파운드가 소요되고 피고가 토사 채취 작업 중에 가능한 예방

조치를 모두 취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의 야기를 방지한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작업 중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359)

그리고 유명한 Boomer v. Atlantic Cement Co.사건360)에서 피고는 뉴욕주

358)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2-583.

359) Redland Bricks v. Morris, [1969], 2 W.L.R. 1437 (H.L.)

360) Boomer v. Atlantic Cement Co., 26 N.Y.2d 219, 257 N.E.2d 870(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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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시 부근에서 큰 시멘트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를 포함

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자

신들의 토지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지명령과 함께 이미 발생한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 소유 주택의 가치는 3만 달러인 데 반해,

피고가 공장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공장에서 약 300명의 근로자가 일

하고 있었다. 종래 미국 법원은 공해배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을 발

령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이를 환경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정하면서도 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여 일시적 손

해배상(Temporary damages)을 명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기술수준에서 가능한 주의조치를 다하였고 금지명령을 발하여 공

장을 폐쇄하게 될 경우 피고의 막대한 투자금이 쓸모없게 되고 많은 공장 근

로자들이 실업위기에 처하는 등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이 공해로 인한 피해

보다 크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뉴욕주 대법원은 금지명령 청구를 역시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영구적 손해배상(permanent damages)361)으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이러한 영구적 손해배상은 원고 토지의 이용 대가로 간주

되고, 원고와 그 포괄승계인은 장래에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즉, 다수의견은 대기오염 규제가 공적 목표로서 사적

소송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시멘트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기술의

발전은 전국적이거나 전세계적인 시멘트 산업체의 자원과 그 실현을 위한 경

제적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어 단일 시멘트 공장의 능력을 넘는 것이므로, 피

고 공장에 의한 그 인근토지에 대한 생활방해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증명된다 하더라도, 피고 공장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금지명령을 허용

361) 이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내에 과거,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손해를 포괄하여 배

상토록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생활방해의 계속적 허용을 그 대상 토지에 대한 지역권

의 설정으로 보아 그 代償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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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며, 영구적 손해배상을 명함과 동시에 그 기한 내에

위 영구적 손해배상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기한의 경과와 함께 비로

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금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다고

판시하였다.362)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킴으로써 근로자나 지역주민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제3자나 공공의 이익도 고려한 것이다.

또한 Myers v. Caple사건363)에서 양 당사자들 소유의 토지가 실개천을 사

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었다. Caple은 자신의 70에이커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

하여 제방을 쌓고자 하였는데, 그 제방이 완성되면 폭우가 내릴 경우 Myers

의 29에이커의 토지에 심각한 홍수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1심 법원은

Caple이 극심한 홍수가 나는 해에 Myers의 29에이커의 토지에 일어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70에이커의 땅을 간척하여 매년 경작하는 권리를 포

기하여야 하는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아,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Myers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그 제방이

예상 이상의 피해를 가져다 줄 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익의 형량은 경계 침범(encroachment)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가령 원고와 피고

362)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중대

한 악영향을 미치고, 다수의견과 같이 사적 생활방해(private nuisance)를 계속적으로 허

용하는 것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유재산의 사실상의 수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위

헌이므로, 생활방해와 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증명되는 한 일정 기한까지 현재보다

개선된 기술에 의하여 그 생활방해를 감소케 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금지명령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363) 258 N.W. 2d 301 (Iow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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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서, 원고는 5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피고는 최근에 20

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자. 유능한 기술자와 건축업자들이 건

축을 완성하였고, 그들과 피고는 선의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10

층에서 그 건물의 외벽이 원고의 토지쪽으로 기울어져 토지 상공에서 경계선

을 최대 4인치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침범의 제거를

요구하는 금지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현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장래에 10층 이

상으로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었다. 고층

빌딩의 외벽은 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내부 구조에 의해 지지되는 외관을 형성

할 뿐이므로, 원고가 고층의 외벽의 두께를 줄이면 경계의 침범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면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다. 반면에 피고가 경계의

침범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50만 달러라면, 금지청구를 부정할 경우 원고가

입을 피해는 거의 없는 반면에 금지청구를 인정할 경우 피고가 져야 할 부담

이 막대하기 때문에 금지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만약 금지청구가 인정되면

피고는 아마도 그가 침범하는 토지 상공의 사용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

해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의 협상 지위가 너무 불리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원고가 회복할 수 있는 손해는

미미할 것이므로 금지명령은 확실히 원고에게 유리할 것이다. 법원이 금지명

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면 금지명령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가

능성은 남아있다. 그 대신에, 금지명령은 원고가 금지명령으로부터 얻게 될 이

익이 아니라, 금지명령이 없다면 그가 받게 될 부담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364)

그러나 가령 Ariola v. Nigro 사건365)에서는 원고(Saverio Ariola and

364)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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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a Ariola)는 2층집과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Negro)는 그

서쪽에 1층 건물과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가 그 대지상에 부속건물

을 신축하면서 기초공사시 원고 건물의 서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인치 내

지는 2～3/8인치 정도 원고 대지를 침범하여 부속건물이 신축되었다.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 중 경계침범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그

부속건물의 신축을 강행하였다. 원고는 부속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건물철거의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을 인용하

였다. 항소심 법원은 “작위를 명하는 금지명령은 경계침범에 대한 구제수단이

된다. 그러한 금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은 경계침범을 제거하는 어려움

과 비용과 그 제거로 발생하는 이득과 같은 사실들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미 경고나 통고를 받았는데도 강행하는 등 경계침범이 의도적인

경우이거나 또는 경계 침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등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용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을 거

부할 수 있고, 상대적 편리성이나 현저한 곤란성을 고려함이 없이 작위를 명

하는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 법원의 금지명령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환송하였다. 이처럼 Ariola 사건에서는 일리노이주의 원

칙이 적용되었는데, 이 일리노이 원칙은 고의 있는 경계 침범은 언제나 강제

이행의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에게 대체적인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원고가 청구

하는 금지명령이 피고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원고의 이익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

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원고가 통행 목적의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

여 피고 토지에 있는 방해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365) 156 N.E. 2d 536 (Ill.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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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통행 목적에 충분히 맞는 다른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

고가 문제된 방해물을 철거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피

고의 경계 침범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원고의 토지 사용에 대한 방해가 발생하

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장래 토지 사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확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는 특허권 침

해 소송에서 원고가 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침해의 유

지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없고 피고에 대한 금지명령 때문에 피고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법원은 피고가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금

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366)

(4) 사적 수용인지 여부

경계 침범이나 환경오염의 사안에서 상대적 형량의 결과 원고 토지에 대한

이용의 대가로 손해배상을 명하고 금지명령을 부정하는 것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

한 구제수단의 운용은 토지 수용절차와 전혀 다르다.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이

공익 목적이 결여되어 수용 절차에서는 금지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

한 결과는 법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달

하게 된 우연일 뿐이다. 피고는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중립적인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도록 강요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불법행

위자가 사적 수용의 권한을 가진 경우와도 다르다. 만약 불법행위자가 경계

침범이나 환경오염을 무모하고 부당하게 일으킨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인정될

것이다. 가령 피고가 인접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고의로 건축하거나, 사적 수용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366)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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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한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367)

(5) 실험적 명령 - 대체적인 구제수단

산업공해나 수질 오염 사안에서는 중립적인 과학적 감독 하에 수행되는 실

험을 요하는 명령에 의해 그것들이 방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적 기술에 의해 연기, 가스 등의 오염이 줄어들거나 방지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적당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이나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금

지청구를 부정하기 전에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라. 제3자와 공공의 이익의 고려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42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

령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한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다양한 사회

정책의 이익을 말한다.368)

제3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주장은 경우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어떠한 지역의 공장에 대해 생활방해를

이유로 금지명령이 청구된 경우에 공장이 폐쇄되면 당해 지역 주민이 일자리

를 잃게 됨으로써 세수와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의

이익은 피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금지명령이 인용되

면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건강상 위해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

367)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4-585.

368)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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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된다면 제3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소는 원고에게 유리하

게 작용될 수 있다.369)

제3자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고려는 특히 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피고의 행위가 다수의 경쟁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당해 기업의 부정경쟁행위가 소비자 일반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명령은 손해배상에 비하여 구제의 대상이나 효과

면에서 더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3자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고려는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370)

마. 판결 작성의 명확성과 집행가능성

법원은 형평법상의 항변이나 형평의 형량 원칙과 같이 정의나 도덕적 요소

뿐 아니라, 금지명령을 위한 판결작성의 명확성이나 집행가능성과 같은 실무

적․정책적 요소 또한 금지명령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

다.371) 금지명령은 특정한 불법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이라는 특정적 구제수단

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구체적인 부작위 의무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원고에 대한 구제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피고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제거가 문제된 경우에

금지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공장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장의 운영, 즉 피고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법익도 고려된다. 만약

법원이 공장의 특정 설비의 운영 중단과 같이 특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

369)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7.

370)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87-588.

371)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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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경우,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원고의 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

어선다면 금지명령은 피고의 적법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금지명령

의 범위가 원고의 보호에 필요한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면 원고의 구제라는 금

지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72) 그러나 판결서 작성의 어려움

이나 집행불능과 같은 사법행정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원고를 위한

금지명령의 실제적 필요성이라는 요소가 우선되며, 개별 사안별로 상황에 따

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요소에 의해 금지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그

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73)

5. 금지명령의 내용

가. 금지명령의 효과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금지명령의 내용은 소극적

부작위의 명령 이외에 위험원 제거와 같이 적극적 행위도 포함한다.

그리고 금지명령의 보충적 발전과정 및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의 이원화를 고

려할 경우 미국법에서 금지청구가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문제되나,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51조는 원고의 금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금지청구와 함께 또는 금지청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금지명령의 탄력적

372)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91.

373)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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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조화하는 내용

으로 운영하고자 한다.374) 결국 금지명령에 따른 가해자인 피고의 곤란함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축소하기 위하여 가령 일정 기간 동안 금지명령의 효력발

생을 유보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조건을 부과한 채로 피고에게 금지명령을 발

령한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침해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원고의 부담을 최소

화하는 침해방법을 택하라고 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금지명령이 장래

의 행위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사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금지명령의 수정․취소

가능성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375)

나. 형평법상 항변사유

한편 형평법상 구제가 청구되는 경우 원고의 권리가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재량에 의한

법원의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요소가 형평법상의 항변으로서 대표

적으로 ‘비합리적인 지연’과 ‘오염된 손’의 법리가 있다.376)

(1) 원고의 비합리적인 지연(laches)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39조는 형평법상 비합리적 지연의 항

변을 금지명령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들고 있다. 비합리적인

지연에 의한 항변으로 금지청구가 기각되기 위해서는 원고에 의한 ‘비합리적

인 지연’과 ‘피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한 결과’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때 지연

374)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73.

375)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94.

376) Dan B. Dobbs(주 329), § 2.4, at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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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의 이익이 위협받는 경

우 원고의 지위에서 예상될 수 있는 원고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결

정된다.377) 비합리적인 지연이 인정되는 전통적인 형태는 원고가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데 있어 보통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나 원고에 의한 소제기의

지연에 의해 피고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이다.378) 가령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가 권리의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소

를 제기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원고에 의한 소

제기의 지연은 비합리적인 지연에 해당되어 형평법상 구제가 거부될 수도 있

다.379)

(2) 오염된 손(unclean hand)의 원칙

금지명령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형평법상 항변사유로 ‘오염된 손

(Unclean Hands)의 원칙’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평법상

의 구제를 구하는 자는 스스로의 행위가 정당하여야 한다는 형평법상의 격언

에서 유래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원고의 부당한 행위가 금지청구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 당해 청구는 기각된다.380) 따라서, 원고의 부당한 행위가 불법행위

나 범죄에 해당되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자구행위나 제3자 방어로서 실체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면책되는 때에는 원고의 금지청구는 기각된다.381) 그러나 원

377)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2d. Volume, p. 577-578.

378) Dan B. Dobbs(주 329), § 2.4(4), at 75.

379)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76-577.

380) Dan B. Dobbs(주 329), § 2.4(2), at 68.

381)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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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행위가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비도덕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

하면 족하다. 또한 이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금지청구 사이에는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원고의 부당행

위가 금지명령에 의해 원고를 보호할 만한 가치를 부정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382) 가령 광산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당해 토지가 이웃 광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임을 알고 이를 이

용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광산주에게 매수를 강요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383)

6. 구체적인 사례 - 부정이용 사안

부정이용(tort of misappropraiation)의 법리는 저작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지

식재산권의 침해는 부정되는 경우에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리이다.

부정이용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외에도 형평법상 원리에 기하여 금지명령이 가

능하다. 이러한 부정이용의 요건은 첫째 원고가 상당한 투자를 하여 지식재산

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무형재산을 창출할 것, 둘째 피고가 투자비용을 거

의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행위로 그 무형재산을 이용할 것, 셋째 이러한 피고

의 무임승차에 의하여 원고의 계속적인 무형재산 창출 동기를 감소시킬 것 등

이다. 이 법리에 관한 판례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International New Service v. Associated Press384)

382) Dan B. Dobbs(주 329), § 2.4(2), at 71.

383) The American Law Institute,(주 325), p. 579.

384) 248 U.S. 2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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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Associated Press(줄여서 AP라 함)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전

황을 취재하여 미국 동부해안 지역에 기사를 배포하였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International New Service(줄여서 INS라 함)가 AP의 기사를 복제하여

미국 중서부와 서부해안지역의 회원 신문사들에게 중계해주었다. 이에 INS로

부터 기사 중계를 받는 신문사들이 AP와 계약을 맺은 서부해안의 신문사들보

다 종종 먼저 기사를 받게 되자 AP는 INS의 기사 무단 복제와 중계행위가

부정이용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사가 공유물이므로 그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AP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수집한 기사를 대가 없이 이용하

는 것은 무임승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경쟁

력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기사 취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공중에게 손해가 발

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정이용의 법리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나.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385)

피고 Motorola사가 자신이 제작, 판매하는 SportsTrax 단말기를 통하여, 그

리고 Sports Team Analysis and Tracking System사가 자사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원고인 NBA의 농구 경기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가

농구 경기결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상업적 부정이용을 이유로 그 정보제공

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385) 105 F.3d 841(2d Ci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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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우선 뉴욕주법상 부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원고가 정보의 생성과 수집에 비용을 지불하였을 것, ② 그 정보가 시간에 민

감한 정보일 것, ③ 피고에 의한 정보의 사용이 원고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

일 것, ④ 피고가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을 것, ⑤ 이러한 무임승차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

한 동기가 감소하거나 품질이 상당히 감소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본 사안에

서는 농구 경기결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피고와 원고가 경쟁관계

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이용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다. National Telephone Directory Co. v. Dawson Mfg. Co.386)

원고 National Telephone Directory사는 세인트루이스 시내에서

Southwestern Bell Telephone사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전화번호부 내에 광고

를 게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자신이 수주한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Dawson Mfg.사가 Chase 호텔의 객실과 사

무실, 아파트에 광고를 제공하기로 하는 광고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화번

호부의 원고의 광고면의 표지, 뒷면, 중간의 여백 등에 자신이 수주한 광고를

삽입하여 위 Chase 호텔의 객실과 사무실, 아파트에 배포하였다. 이에 원고가

그 금지를 청구하였다.

본 판결은 피고가 자신의 광고물을 원고의 광고물에 중첩함으로써 피고의

광고물을 원고의 광고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을 무

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며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386) 263 S.W. 481(Mo. Ct. App.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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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미국에서는 보통법적 구제수단과 대비되는 형평법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명령이 발

전되어, 현재는 금지명령의 회복불가능성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손해배상가능

성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지명령은 부동산에 대한 불법 침해, 취수원의 오염과 유용,

환경오염, 계약관계 침해, 가족관계 침해, 인격적 이익 침해 등의 다양한 사안

에서 개인의 재산적 법익과 인격적 법익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금지명령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 불법행위가 임박할 것, ② 금지명령이

손해배상 등의 다른 구제수단과 비교할 때 보다 적합한 구제수단일 것, ③ 금

지명령에 의한 피고의 부담이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않을 것, ④ 금지명령의 발령이 공익에 부합할 것의 네 가지이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형평법적 요건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

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의 임박성’이란 손해 발생이 막연하게 추측되는 것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충분히 심각하고 긴박한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지명령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보호법익의 성질, 다른 구제수단과의 상대적 적절성, 금지명령

여부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곤란함의 형량, 제3자와 일반의 이익 및 명령이나

결정을 작성하고 집행할 가능성 등이다.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부담간의 이익

형량’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을 때 피고에게 야기되는 부

담과 발령되지 않았을 때 원고에게 야기되는 손해를 형량한다. 이 때 피고의

부담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의 선의나 악의 유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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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적이다. 또한 금지명령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쟁의 당사자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도 고려한다는 점이 다른 국가의 금

지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평법상의 항변이나 형평

의 형량 원칙과 같이 정의나 도덕적 요소뿐 아니라, 금지명령을 위한 판결작

성의 명확성이나 집행가능성과 같은 실무적․정책적 요소 또한 금지명령의 적

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다.

금지명령의 내용은 소극적 부작위의 명령 이외에 위험원 제거와 같이 적극

적 행위도 포함한다. 그리고 법원은 ‘금지청구와 함께 또는 금지청구에 갈음하

여’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금지명령은 탄력적 구

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데, 이는 형평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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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 민법의 논의

제1절 우리 민법상 금지청구의 규정

우리 민법상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우선 소유자

의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4조이다. 이

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는 지상권(제290조), 지역권

(제301조), 전세권(제319조), 저당권(제370조) 등 민법상 다른 물권에도 준용된

다. 또한 생활방해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

217조 제1항도 넓은 의미에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조항으로서 민법 제214

조의 특칙이다.

그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특허법 제126조,

저작권법 제123조, 상표법 제65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8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등에서도 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 보호법익에 따른 학설과 판례의 전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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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나라와 시기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교

법적 고찰에 따르면 적어도 어떠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즉 금지청구권이

종래 소유권의 예방적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되

는 법익 일반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절대적 권리로 편성할 수 없는 영업

이익, 거래관계의 존속․실행이익에 대해서도 주어지고 있다. 이는 2010년 우

리 대법원의 결정387)이 영업활동에 따른 재산적 이익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법

적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388)

1. 소유권, 인격권

소유권과 인격권은 모두 절대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배타

적 효력으로부터 침해금지의 부작위의무를 도출하기가 쉽다. 하지만 소유권의

특색 또는 권리의 배타적 성격으로부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이 당연히 도출

되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 절대권적 성격을 지닌

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소유권의 보호내용을 확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금지청구권은 보호되는 권리의 절대적 성질이라는 본질 자체로부터 곧

바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법익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의 정

도, 다른 수단에 의한 구제가능성, 금지청구권에 의한 효율적 침해예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권리의 배타성․

절대성→금지청구권”이라는 도식적 연결이 아니라 금지청구권이라는 구제수

단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침해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행위의 계기와 상

387)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388) 김상중(주 265),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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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등을 참작하여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금지청구권의 부여 여부는 침해된 권리․이익의 종류 여하를 묻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예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

며, 따라서 금지청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물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고 한다.389)

가. 소유권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대한 예방적 권리보호 수단인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청구권을 제2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생활방해에 대하여도 민법 제217조의

해석상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은 다른 물권인 지상권(제290조), 지역권(제301조), 전세권(제319

조) 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인 저당권(제370조)에서도 준용되고 있고, 질권에 대

해서는 준용규정이 없다.

나. 인격권

인격권은 ‘생명․신체․건강권, 신체적․정신적 자유권, 명예권, 성명권, 초

상권, 저작권과 공연 등 지적 생산에 관련된 권리, 사적인 문서와 대화 및 가

정․가족․애정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이른바 프라이버시(privacy)권, 인격형

성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라고 정의된다.390)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관해

389) 김상중(주 265), p. 212-213. 마찬가지로 물권 이외의 권리․법익에 대해서도 금지청구권

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로 김재형, “제3자의 채권침해”, 민법론 Ⅲ, 2007, p. 431; 권영

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LAW & TECHNOLOGY 4권 2호, 2008, p. 61.

39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Ⅸ] 채권(12), 박영사, 2005, p. 416-417(이재홍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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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불법행위설391), 인격권설392),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적용설393) 등의 견해

가 주장되고 있다. 불법행위설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면

서 그 손해를 발생케 하는 근원인 위법행위의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는 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다. 한편, 부작위청구권의 인정 여

부는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활동제한이라는 손실과 그로부터 피해자가 얻은 이

익을 비교형량하여 이들 청구권의 인정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격권 침해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도를 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의 배제 및 예

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인격권설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

유권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인격권은 재산적 색채를 띠

지 않는 경우도 많은 점에서 인격권 자체에 기하여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인격권은 절대

권의 일종으로서 배타적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권과 유사하며, 물건에 대

한 권리인 물권을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는 만큼 사람 자신에 대한 권리인 인

격권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

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

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394)

언론 등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언론사 등에 대한 피해자의 금

39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p. 455-456.

392) 강남진,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민사법학 제13ㆍ14호, 1994, p. 131.

393)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p. 566;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

연구Ⅰ, 박영사, 1991, p. 511 이하; 김재형(주 7), p. 86 등.

394)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 2011,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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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구권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를 입법적으

로 해결하였다. 즉 동법 제30조는 제1항에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

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에 의한 인

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

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동

법 제14조, 제15조), 반론보도청구권(동법 제16조) 및 추후보도청구권(동법 제

17조) 등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론권이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기사에 의해 비판․공격 기타 피해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당해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인

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로 보면서, 구 정기간

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

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

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395) 따라서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

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

395)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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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

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

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이러한 청구에는 언

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또한 언론등에 의하여 범

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

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러한 추후

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국민의 언론기관에 대한 반론권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나 계약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이때에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등도 보

호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반론권을 우선시킬 수는 없고, 기본권의 충돌이

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격적 가치의 침해에 대응하는 반

론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반론권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이 민

주적인 여론형성과 관계가 클수록 그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

다.396)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파스퇴르 유업 사건)

판례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지만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

다. 유아용 조제분유업계의 후발주자로 출발한 피고가 자신이 생산한 조제분

396)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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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판매망을 개척하기 위하여 TV, 라디오, 일간신문 등 매체를 통하여 ‘원

고가 비식용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으며, 법령상 사용

금지된 원료 또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여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

의 광고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서 침해행위의 정지ㆍ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인용

하였다.

“원심이,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

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

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

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ㆍ방지 등의 금

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우리나라 우유업계 전체가

이른바 ‘광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경위와 그 동안의 피

고의 광고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

현할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행할 위법한 광

고로부터 그 명예ㆍ신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광고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97)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미 여러 차례 비방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위 광고가 비방광고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며, 원고들의

대응광고에 대하여도 반박광고를 내는 등 피고의 광고행태로 보아 장래에도

위와 같은 비방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구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전에 비방광고금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반면에 비방광고

39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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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할 경우 피고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양자의 법익을 비

교형량하면 금지되는 행위유형이나 그 실질적 내용이 비교적 특정되어 있어서

금지로 인하여 피고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반면에,

만약 또다시 피고에 의하여 비방광고가 행해진다면 원고가 입게 될 피해는 막

심하고 사후구제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에서 피고에 대하여 비방광고를 금지하도록 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본 판결은 이러한 사전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

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389조 제3항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래에 적당한 처분에 간접강제의 방법(민사집행법 제261조)이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3항의 ‘적당한 처분’은

물적 설비의 설치에 국한된다고 하여 간접강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

해398)도 있지만, 민법 제38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는 장래의 위

반을 방지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배상금 지급의 예고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담보의 제공명령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399)이다. 이에

따라 부작위채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보면, 계속적 또는 반복적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이 허용되지만 이

는 위반 결과의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에 한정되므로, 불충분한 경

우에 위반상태를 제거하거나 장래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간접강제가 인정된

다.

(2)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398) 박해성, “작위, 부작위 채권의 강제집행”, 재판자료 36집, 법원행정처, 1987, p. 642-644.

399)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200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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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특정 종교단체인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종교적으로 비

판하는 내용의 출판물 중 일부가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로서 그 출판물의 출판 등의 가처분을 신

청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

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

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

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

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

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

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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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

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

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

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이 결정은 무엇보다도 인격권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배타

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찾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는 ① 법

원이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출판물의 출판 등의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헌

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②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출판물의

출판 등의 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

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근거와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400)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 등은 헌법상의 검열금

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401)는 방영금지 가처

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언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한다. 즉 민·형사 책임의 추궁이나 반론보도 내지 추후보도의 청구는 모

400)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 결정.

401)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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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

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402)은 표현행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

위책임에 관하여,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

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

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또

한 대법원403)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

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

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형량에 따라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

우”라는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40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40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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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404)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는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금

지청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서울 YMCA 사건)

대법원은 사단법인인 사적 단체가 성별에 따라 그 구성원의 권리를 차별적

으로 제한한 사안에서 그 차별적 처우는 별개의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상 평등

권 침해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인격적 법익 침해의 위법행위

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405)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

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

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

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

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

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

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

404) 김재형(주 7), p. 106.

40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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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

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

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

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

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

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본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금지청구를 부정하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06)

“피고 서울회가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총회원 자격을 부인한 것이

헌법질서에 반하는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원이 직접

해당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거나 피고 서울회에게 총

회에 여성회원들을 참여시키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렇다

고 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법에 따른 구제까지 회피하는 것은 기본

권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는 것이 되어 헌법상 과소

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06) 서울고등법원 2009.2.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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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와 더불어 특정한 차별행위, 즉 “연령,

회비의무를 갖춘 자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원 자격 부여 대상에

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이를 함께 인

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407)가 있다. 즉 손해배상과 금지청구의 인

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위법한 차별행위에 대해 보다 완전하고 실효적

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의 침해된 인격

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변호사 인맥지

수 사건)

피고는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

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법률 서비스의 수요

자들에게 이를 이용한 유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서

비스 제공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중지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

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407) 김태선, “위법한 차별의 구제와 금지청구 -인격권 관련 실무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의 평

가를 겸하여-”, 민사법학 제58호, 2012,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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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

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

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

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그리하여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

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

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

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운영자

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

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출 방법의 합리

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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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호사들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

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 인맥지수 서비스,

사건정보 및 승소율, 전문성지수 등이 변호사들의 인격권, 특히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개인정보를 공개함으

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408)

이러한 이익형량을 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검토해보면 첫째,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적어도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한도에서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

다. 둘째,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직업적

정보이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치화하여

인맥지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고, 인맥지

수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 또는 평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

집․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의 목

적․절차․이용형태에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 등은 일반 법률수요자가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이 사건에서 문제되

408) 김재형, “2011년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1권, 2012, 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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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은 그 이용방법이 위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태도에 반대하는 견해

가 존재한다. 첫째, 이 사건 인맥지수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공개

된 정보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한 보호의 필요

가 적은 반면, 이 사건 인맥지수는 법률수요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서 섣불리 내용의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다.409) 둘째,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인맥지수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그릇된 의심을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두 사익과

무관한 제3의 공익이 사안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법원이 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의 1차적 판단자임을 자임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410)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구룡마을 사건)

피고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

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

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

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409)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

구 35권, 2013, p. 772-774.

410) 홍진영(주 409), p. 77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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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

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

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

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원고의 통행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도로 전체가 권리자 또는 무권리자에 의해

폐쇄되거나 도로의 일부가 폐쇄되어 모든 사람이 불편을 겪는 경우와는 성격

이 다르다. 즉 이러한 행위는 ‘물적 시설인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인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유사한 성격

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인의 도로 통행에 대한 반사

적 이익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로서의 인격을 차별적으

로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행의 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인

정될 것이다.411) ①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사실 상

411) 김성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자유권” 대법원판례해설 89호(2011 하

반기),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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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존재해야 한다. ② 방해배제를 구하는 자의 통행의 자유권에 대한 직접

적이고 지속적인 침해가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이 동등하게 가지는 통행

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이 가지는 물권 기타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

다.

(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피고인 모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원고는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문건

을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함으로써 이른바 미국의 정

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

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고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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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청구하고 있

는 이 사건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과 관련이 없는 기사 등

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기사삭제 청구는 인정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

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사 피고가 그 각 기사

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412)

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대법원이 배상위법과 금

지위법의 내용을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제

3절 5. 가.에서 논한다).

2. 환경이익

환경이익에 대해서는 판례가 아직 사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해 방해배제 혹은 방

해예방을 인정한다. 환경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을 留止請

求라고 한다. 환경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환경침해가 일어나면 원상회복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보다는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적 유지청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재산권을 기본축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재산권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을

이용하여 환경침해를 포섭하려는 인격권설, 헌법상 환경권 규정에 입각하여

환경권을 새로운 축으로 받아들이려는 환경권설, 불법행위에 기하여 유지청구

412) 서울고등법원 2010.6.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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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려는 불법행위설이 주장된다.413)

이 중 불법행위설은 물권이나 환경권․인격권 등 절대권의 침해가 없더라도

환경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이익이 있는 이상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불법행

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물권이나 환경권ㆍ인격

권 등 이른바 지배권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생활이익 또는 인체의 건강

등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의하여 유

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서 첫째, 불법행위의 경우에 유지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책의 문제이고,

둘째,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불법행위의 경우 유지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어떠

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셋째, 「인격권 침해=유지청구, 피지배권 침해≠

유지청구」라는 등식으로 일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사건마다 개별

적․구체적인 사정에 기하여 유지청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넷째, 환경문제에 인격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기실 환경이익 침해를 토지

소유권으로 포섭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그렇다고 환경권을 전면적으로 인정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궁여지책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환경문제를

굳이 인격권으로 포섭할 특별한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다섯째, 불법

행위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환경침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할 때가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구성할 때보다 더 많은 유형의 환경침해를 포섭할 수 있고, 여섯째, 인

격권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민

법이 명문으로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격권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론구성하면 간단

히 극복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414)

413) 조홍식, “유지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22권, 2000, p. 45.

414) 조홍식(주 413), p.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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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다른 학설들이 지닌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법익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금지청구에 관련된 법률관계

를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청담공원 사건)

피신청인이 청담공원 안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일부에 골프연습

장을 설치하였다. 인근주민인 신청인들이 위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하여 위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체증과 소음, 골프연습장

에서의 골프공 타격소리와 연습장 내 조명 등으로 인근주민들인 신청인들의

환경권과 생활환경을 침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하

였다. 1심과 원심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재

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며 환경권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

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

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

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

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

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

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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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법원은 환경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

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금지청

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환경관련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환경권에 기한 금지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을 남겨 놓았

다고 볼 여지가 있다.415)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부산대학교 사건)

대법원은 부산대학교가 5층 높이의 첨단과학관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에서, 그로부터 불과 20내지 4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24층의 고층아파트의

건설사업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주택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

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ㆍ조

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

415) 김재형, “소유권과 환경보호”,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1999,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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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

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

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

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ㆍ허가 관계, 지역성, 토

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416)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환경권에 기하여 공사중지가처분 및 공사중지를 주장하

였으나 대법원은 사권에 기한 환경권을 부정하고 수인한도 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내지 방해예방청구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봉은사 사건)

봉은사와 인접한 토지 위에 높이 약 80m에 이르는 운봉빌딩 등 2동의 건물

을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건축공사를 시행하다가 운봉빌딩 중

지상 15층 건축물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를 해서는 아

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사이에 예정된 19층 높

이의 건물을 완공될 경우 봉은사에 인접하여 사찰내부 전체를 가까이에서 내

려다볼 수 있어 그로 인하여 봉은사의 불교도장으로서의 환경과 종교활동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 봉은사의 환경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침해는

41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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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것이므로 4층 이상의 건축의 금지가 청구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

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417)

본 판결은 종교적 환경 내지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해서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음을 선언하고, 나아가 방해배제청구까지 인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판결은 환경권의 사권성을 부인하는 종전의 판례를 확인하면서 조망권을 독립

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환경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

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제214조)

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이른바 수인한도론을 채

택하여 유지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위법성단계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위법한가를 살펴보

고 그 다음 단계로 손해배상만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청구까지도 인용

할 것인지를 나누어 살피는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위법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여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의 태도는

그 형량방식이나 형량요소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41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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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상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

하다는 견해가 있다.418)

3. 채권의 침해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방해

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민법하에서의 학설은 처음에는 채권

의 상대성을 이유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권리불가침설에 입각하여 채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 견

해가 되었다. 현행 민법하에서는 권리불가침설에 입각하여 그 논리적 귀결로

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금지청구권을 부정하고, 채권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견해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해석론

으로는 채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419) 대법원도 구

민법하의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에서 채권에 기한 금지청

구가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현행민법 시행 이후에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과 같이 채권이 배타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채

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방치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들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우려가 급박한 경우에

는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 방해예방 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

418) 조홍식(주 413), p. 88.

419)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p. 6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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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견해가 있다.420) 이 견해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나중에

손해의 발생을 기다렸다가 그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점, 물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이 물권의 절대성이나

배타성에서 선험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물권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를 사전

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이유라는 점을 들어

그 방해예방 또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1)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법원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가 허용된다고 판

단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재무부장관이 소외 미제5공군당국과 공생건설주식회

사대표에 대하여 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이행의 지불보류요청을 하

자,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채권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의 목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

고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은 물론 제3자도 이에

응할 의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은 소위 상대권으로 동일 채

무자에 대하여 동일행위를 목적하는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또 양자는 채권평등원칙에 따라 각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

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한 때

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

420) 김재형(주 389),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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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

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

다.”42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의 이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것은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보류할 것

을 요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또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강제로 방해하

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그러나 현행민법 시행 이후에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원고인 정유업

체 甲사이에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대하여 甲의 석유제품공급권을 부여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주유소의 운영권을 임차한

피고 乙이 甲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다른 정유업체 丙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

급받아 판매하고 丙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사안에서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정유업체 甲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

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421)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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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

인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위 주유소에 정유업체 丙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

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甲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甲이 제3자인 주유소 운영권자 乙에게 丙과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ㆍ상표 등의 말소 및 丙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422)

대법원은 채권이 배타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정유업체 甲

이 석유제품공급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주유소 운영권자

乙에 대한 주유소운영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

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

422)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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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423)

이처럼 채권에는 물권과는 달리 배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으

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확고한 실무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판례와 같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특정채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을 충족시키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 민법 제404조

와 제40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제한이 있으며,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채

권침해의 경우 채무자가 다수의 불특정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특정하

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

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양어선 4척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8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였으나, 위 선박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원인

무효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말소

되자 등기된 임차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하였

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인정하였다.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

42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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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

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

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

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

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4. 영업이익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

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

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현재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정경쟁행위를 사전에 억지하는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영업’이나 ‘영업이익’이 침해

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여기에서 영업이익은 일반적으로 영업경영에 따른 이익으로서, “어떤 기

업이 그 기업의 전통,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업의 통상수입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424)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침해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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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배타적 지배권이 침해

된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는 침해된 권리가 물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인격권,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배타적 지배권의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영업에 기한 이익은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임박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영업침해가 반복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지를 하지 못하고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때까

지 기다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행위법의 목

적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뿐만 아니라 법익의 적절한 보호와 불법행위의 억지

도 있으며, 우리 민법이 독일과 일본과 달리 불법행위책임에 권리침해를 요건

으로 하지 않음에도 절대권 또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만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이론구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영업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다.425) 한편 우리

법은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하여 물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보호에 한정

하여 금지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예방적 보호의

필요가 반드시 어떠한 권리 종류에 해당하는가라는 기계적, 도식적 판단에 한

정될 수는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그 밖에 가해행

위의 모습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금지청구권의 보

호는 반드시 물권적 침해에만 한정될 이유는 없으며 침해행위의 양태, 예상되

는 손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행위 관련적 측면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보

42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425) 윤태영,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 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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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법적 손해배상의 보호는 침해된 권리가

물권인지 채권 또는 영업적 이익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 손해발

생의 양태 그리고 위험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 가해행위의 모습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426)

(1)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종전에 대법원은 영업이익의 침해 자체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부정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는 모두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등은 그들

이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허가 없이 실소비자와 거래한 피고를 상대로 석유판

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본 건 석유사업법상의 허

가는 법령상의 제한, 금지를 제거하여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국의 단속대상이 될 뿐 원고의 영업권 침해가 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 등의 지역별 판매실적은 상공

부장관의 석유수급계획과 관계가 있고 그 지역에 관한 조정 내지 허가는 상공

부장관의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석유배급업무에도 영향을 가져온다 할 것

이므로 원고 등이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피고가 허가 없이 실소비자와 거래함

은 그 허가가 비독점적인 것이기는 하나 수익감소는 그만두고도 원고 등의 영

업에 방해가 된다 할 것이니 그 방해의 금지를 구함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

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판매구역 중 그

판시 위 한정된 북부 경상북도 지역 외에서의 석유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426)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비교사법 제17권

4호, 2010, 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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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427)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허가받은 자의 판매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3자

가 석유판매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 허가받은 자는 그로 말미암

아 영업상의 개별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3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고, 위 제3자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영업 그 자체에 기하여 직접 그 판매행

위의 금지 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보

이지 아니하는 본 건에 있어서 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이 허가받은 판매구역 안에서 피고가 허가 없이 석유를 판매하고

있거나 또는 판매할 염려가 있음을 전제로 그 금지를 구하는 원고

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방해제거 및 방

해예방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428)

즉 그 허가받은 자의 판매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석유판

매행위는 이러한 제3자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영업 그 자체에 기하여 직접 그 판매행위의

금지 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나 방해예방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영

427) 대구고등법원 1978. 12. 30. 선고 77나964 판결.

42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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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乙은 甲 회사와 甲 명의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얻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甲 명의의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하여 이를 甲에게만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丙이 乙과 甲 사이의 위와 같

은 계약내용을 알면서도 해당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왔다. 이런 사실을 알고

乙이 丙에게 해당 제품의 시중 유출을 중지하라고 몇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丙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중에 유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

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

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

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

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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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으로부터 특정물품의 제작을 주문받아 그 특정물품을

그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 특정기업이 공급받

은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판매권을 침

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가 특정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독점판

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행위는 그 특정기업에 대

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됨과는 별도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된다.”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자유경쟁의 한계를 형성한다고 전제하

고,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채권침해

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뿐만 아니라 거래자유를

보장할 필요성과 경제․사회정책적 요인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본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정보검색, 커뮤니티,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그 도메인 이름은 www.naver.co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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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네이버’라 한다)를 구축하여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네이버를 방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방문객에게 배너광

고를 노출시키거나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광

고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인 업링크 솔루숀

(uplink solution)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하는 회사로서,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신

청인의 광고 대신 같은 크기의 피신청인의 배너광고가 나타나거나(이른바 ‘대

체광고 방식’), 화면의 여백에 피신청인의 배너광고가 나타나거나(이른바 ‘여백

광고 방식’),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한

검색창과 신청인의 키워드광고 사이에 피신청인의 키워드광고가 나타나는(이

른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으로, 피신청인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

태로 나타났다.

이에 신청인은 위 프로그램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주장

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사용, 판매 및 배포의 금지

등을 구하였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ㆍ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

였다.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

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192 -

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

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ㆍ교

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29)

그동안 법원은 인격권과 같이 배타적 지배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의 침해

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대법

원 결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법리적으

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특히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법원 결정은 획기

적 또는 거의 1세기에 걸친 불법행위법의 구제수단의 종국적 완결이라고 평가

된다.430) 이 결정은 소유권 등 물권의 침해가 없는 부정한 경쟁행위의 사안에

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결정이 제시하고 있는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을 것.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네

이버를 통한 광고영업의 이익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

한 성과물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았다.

둘째, 부정한 경쟁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429)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430) 김상중(주 426),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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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할 것이다.

셋째,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

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

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일 것. 이 사건에서

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채권자가 일일이 파

악하여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서는 채권자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이 사건 프로그

램에 의한 네이버에서의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채권자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채권자

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하였

다.

이 결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나아가

세 번재 요건을 갖추면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즉 물권

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과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431)

431) 김재형, “2010년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0권, 2011, 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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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 민법의 해석론의 검토

1.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법적 규율의 특성

불법행위에 관한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적 규정방식을 취함으로써, 절대

적 권리의 침해 또는 일정한 침해유형에 대하여만 불법행위책임을 한정하는

독일민법이나, 권리침해를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일본민법과 다

른 태도를 취한다. 이처럼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범위를 일정한

권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같은 채권적 권리에 대한 침

해행위도 불법행위책임으로 포섭할 수 있다. 학설432)과 판례433)도 영업이익과

계약관계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따

라서 영업이익 등 채권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권리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을 지녔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영업이익 등 채권적 권리가 상대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으로 보호된다 하더라도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와 동일한 정도로 보호받

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는 영업이익을 절대권으로 파악하는 독일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생명, 소유권 등의 절대권과 비교해보면 그 보호내용이 분

432) 김재형,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판례실무연구 제9집, 2010, p. 345; 안법영, “영업경영

의 과실침해와 책임귀속의 인과적 표기”, 판례연구 8집, 고려대학교, 1996, p. 175; 윤태

영, “영업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민사법학 제30호, 2005, p. 75.

43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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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않다고 한다.434) 즉 영업이익은 생명, 소유권과는 달리 법질서에서 특

정인에게 널리 인정할만한 어떤 고정적이고 명백한 보호범위를 갖지 않고, 따

라서 이를 권리로 인정하더라도 단지 그 권리의 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주적

권리(Rhamenrecht)로 본다.

영업이익의 경우 다른 경쟁자와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영업이익이 경영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

을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자유경쟁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이익형량

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이익 등 채권에 대하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민법 제750조가 의미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는 없

다. 다만 영업이익 등 채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공정한 거래관념이나 합리적

사회관념에 비추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이러한 영업이익 등 채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하여 통설인

상관관계론435)은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이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침해행위

의 모습 사이의 상관관계로부터 판단된다고 한다. 즉 피침해법익이 강한 것이

면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적더라도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피침

해법익이 그다지 강한 것이 아니면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크지 않는 한 가해행

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생명, 신체, 건강, 소유권 등의 권

리가 전자에 해당하고, 영업이익 등 채권에 대한 침해는 후자에 속하며, 그 침

434) Fikentscher/Heinemann(주 207), Rn. 1571.

435) 곽윤직, 채권각론, 2004,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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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가 형벌법규, 사회질서 위반, 권리남용 등의 모습을 갖추는 경우에 위법

한 행위가 된다. 이처럼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법익의 침해시 위법성의 판단

을 구분하는 태도는 결과불법․행위불법 이원론436)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

르면 절대적 권리는 그 침해의 결과 발생만으로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추정되

는 반면에 상대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행위가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적

극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

판례437)는 영업이익 등 채권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 외에도 피

해자의 영업이익의 보장과 가해자의 경쟁자유 실현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

의 이익형량을 통해 거래관념상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의 근거 즉 상대적 법익

의 침해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금지청구권의 인정 및 근거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면 ①

불법행위제도는 위법행위로부터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시키는 것이므로 현

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행위의 배제·정지나 장래 있을 위법행위의 예방청구

권 등은 불법행위 자체로부터는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438)과 ②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를 발생케 한 위법행위를 배제·예방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그러한 침해의 배제·예

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설439), ③ 어떠한 법익에 관하여 어느 정도

436) 김형배,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귀속의 근거와 손해배상의 범위”, 법률행정논집, 고려대

학교, 1980, p. 118.

437) 가령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3. 3. 14. 2000다 32437 판결의 태도가 그러하다.

438)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p. 899.

439)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p. 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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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제수단을 인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절충

설440)이 대립된다.

한편 긍정설은 그 인정 근거에 따라 ⅰ) 민법 제750조의 해석상 불법행위

자체의 효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소위 불법행위설441)과 ⅱ) 권

리의 성격 또는 행위의 성격의 유사성에 의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금지청구권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청구를 정

할 수 있다는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적용설442)로 나뉜다. 불법행위설은 금지청

구권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자체의 효과에서 찾는데, 불법행위를

손해행위와 가해행위로 구분하여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와 더불어 가해행위

의 배제 및 예방을 하는 것이 불법행위의 목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불법행위

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위법행위의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는 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물권적 청구권에서도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을 인정하는

데 고의·과실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물권적 청구권의 유추적용설은 소유권 침해의 경

우 소유물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214조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므로,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

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규정에 따라 발생하지

만, 다른 법익에 기한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

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44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p. 399.

441)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에 관한 일제언”, 민사법 연구 6집, 1997. 12., p. 146.

442) 김재형(주 7), p. 85-86; 양창수,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법적 측면을 중심

으로”, 민법연구 I, 1991, p. 5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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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불법행위로부터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근본적

으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절충설도 있다. 이는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배제의 인정여부는 불법행위로 침해된 이익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다르며, 어떤 법익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구제를 해주는지는 논

리의 문제가 아닌 순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방해배제 또는 예방청구권을 인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해석상 전혀 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이

외에 방해배제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가해자 측의 자유활동을 제한하는 데서

생기는 손실과 피해자 측이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의 비교·교량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영업이익 등 채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인

정되는 반면에 그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래 판례443)

와 학설이 대체로 부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

은 경쟁업자가 대체광고, 여백광고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사이

트 광고영업을 방해한 사건444)에서 침해금지가 명시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쟁업자의 광고방해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면서 피해기업의 방해금지와 예

방청구권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개별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영업

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자 학계는 그 결론에

443) 가령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 38699 판결의

태도가 그러하다.

444)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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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서도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① 대법원

결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한 피해자의 법익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절

대권이라는 견해445), ② 가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열거한 개별적 부

정경쟁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동법 제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금지청구권

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견해446), ③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청구

권을 판례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견해447) 등이 있다.

금지청구권을 절대권의 특성에서 도출하는 견해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면

서 물권과 같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에 한해서만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적 성질을 갖는 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침해행위를 예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

면 절대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권에 의한 보호범위가 명확하고,

절대권이 대세적 배타적 효력을 지니므로 제3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의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등 생활방해에 대

한 금지청구권의 경우 그 인정 근거를 민법 제214조 등 소유권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침해의 배제와 예방청구권이 권리의 침해결과 발생만으로 바

로 인정될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하는 이익의 형량, 침해행위의 계

기와 경위, 방지․예방조치의 기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가령 인격권의 경우에도 인간의 인격적 가치

는 타인과의 사회생활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하여 침해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것과 대립하는 침해자의 이익

445) 김천수,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 그 자화상과 미래상”, 민사법학 특별호 제52호,

2010, p. 550.

446) 김재형,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법률신문 2011년 4월 7일자.

447) 김상중(주 426),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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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침해행위의 계기를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전 외의 개별 특별법에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현재의

법상황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는 금지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권

리의 성질이 아니라 침해행위의 유사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

를 경우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는 부정한 경

쟁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생성되는 법익에

대한 복잡한 침해 양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에 규정된 절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개

별 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다를 경우

공통적인 인정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 인정하

기 위한 근거로 법의 전체유추(Gesamtanalogie)를 주장하는 견해448)가 있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

수의 법률규정들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에 의하여 법률 내에 존재하는 흠결을

보충하는 유추방식인 ‘전체유추’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검토한다.

4. 전체유추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전체유추란 서로 상이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

448) 권영준(주 389), p. 5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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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몇 개의 법률규정으로부터 일반적인 법원칙을 도출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구성요건에 적용하는 것이다449). 독일의 전통적 견해와

국내 관련 문헌에서는 어떤 구성요건에 주어진 규칙을 가치평가적으로 동등하

다고 보일 수 있는 다른 구성요건으로 이전하는 것을 법률유추

(Gesetzanalogie) 또는 개별유추(Einzelanalogie)라 하고, 상이한 구성요건에 동

등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다수의 법규정으로부터 일반적인 법원칙을 발췌한

후, 이를 법률에 규율되어 있는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을 법유추(Rechtsanalogie) 또는 전

체유추(Gesamtanalogie)라고 한다고 한다.450) 이러한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일

반적인 법원칙을 획득하는 것은 연관된 개별규정들의 공통적인 법률의 목적이

특정된 전제조건하에서는 항상 들어맞는다는 생각에 의거한다. 즉 개별규정들

의 법률목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을 공식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러한 법원칙은 그것에 내재하는 실체적 정의의 내용을 통해서 명백

하게 되며 그리고 이 정의의 내용과 일치하여 법률에 규율되어 있는 사례들을

통해 실정법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제유추는 종종 개별유추보다

는 일반적인 원칙을 연역적으로 획득하는 것과 가깝다.451)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은 전체유추보다는 개별유추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체유추에 해

당하는 모든 사례들을 개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452)

우리 민법은 제214조와 제217조 등에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대한 방해행

449) 윤진수, “이용훈 대법원의 민법판례”,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2011,

p. 55

450) 김영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법철학연구 제12권 2호,

2009, p. 16～17

451) Larenz/Canaris, Methoden der Rechtswissenschaft, 3. Aufl., 1995, S. 205f.

452) Larenz/Canaris(주 452),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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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배제와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권리나 법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소유권 중심의 규율태도는 우리 민법의 입법적 바탕이

된 근대 유럽민법전의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중시하는 태도에 따른

것으로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법익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적 구제

수단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규율의 공백은 유럽의

경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천에 따라 소유권 외에도 다양한 재산적

법익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흠결로 평가되었

다.453) 이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 및 이

에 따라 민법전 이외의 영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하여 이미 영업이익

등 채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구제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같은 것은 같

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적 사고에 따라 개별 법률이 금지청구권을 명시적으

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한 예방적 구제수

단을 통한 효율적 법익보호의 요청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 등 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음에도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막연히 사후적 손해배상만을 강구하라고 미루어두

는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불만스러운 법의 흠결이라고 할 것이다.454)

따라서 이러한 흠결은 법률규정들의 개별유추에 의해서는 충분하게 보완될

수 없고, 현행 법률규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예방적 구제수단을 통한 보호법익의 효율적 실현’이라는 법 원리를

이끌어내어 이를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즉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14조(물권적 청구권), 제217조 제1항(생활방

453)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p. 525 이하; 김상중(주 265), p. 191

이하.

454)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판례법적 형성과 발전”,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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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관한 적절한 조치의무), 제389조 제3항(부작위채무에 위반한 적당한 처

분), 제764조(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금지청구권)

등에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침해

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

다”는 법의 일반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전체

유추’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유

추가 가능한 근거로 물권과 채권의 구별 완화와 권리본질이 아닌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 물권적 보호방식의 확장경향을 들 수 있다. 즉 법익 침해

행위의 금지청구권은 물권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법률이 정한 경우

를 넘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의하더라도 금지청구권이 위법한 가

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지청구권이 법익침

해의 효율적 예방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 즉 침해법익과 가해행위에

따른 이익의 형량, 손해의 사후적 회복가능성, 가해행위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5.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

가. 침해행위의 위법성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위법성의 판단은 당사자들

의 대립하는 이익과 침해행위의 경위와 계기 등을 전체적으로 형량하는 방법

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

록,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한 경우 위

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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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위법성(‘금지위법’)

의 판단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위법성(‘배상위

법’)의 판단과 같을 수는 없다. 즉 금지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배상

위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역으로 배상위법이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침해행위를 사전에 중지하도록 하는 금지위법이 반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455) 왜냐하면 금지청구권이 침해자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이고 예방적으로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

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서는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금지청구(기사삭제)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

서 원고는 사후적 금지청구(기사삭제)의 경우에는 사전적 금지청구(보도금지)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적 금지청구 역시 사전적 금지청구와 동일한 요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다456). 그것은 양자가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적 금지청구는 사전

적 금지청구보다 완화된 요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사전제한의

경우 그 표현이 처음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대중들

에 의한 평가나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점과 사후제한은 사법절차를 통하

여 법적 책임을 부과하므로 ‘절차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사전제한은 ‘절

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절차의 적정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후제한과 사전제한을 동일한 법리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다.457)

455) 김상중(주 454), p. 345.

456)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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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표현행위를 사전에 제한할 경우 대중이 표현물을 접할 기회를 봉

쇄하여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선택의 대상조차 될 수 없게 되므로 기사삭제

와 같은 사후적 금지청구보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더 중하다. 표현행

위의 사전제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명예권보다 우월하지 않다

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 반면에, 기사삭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에 이

르지는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명예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만 입증되더라

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후적 금지청구로서 기사삭제의 요건을 사전적

금지청구의 요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인정하여

야 할 것이다. 즉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를 금지한

다는 것이고 표현행위가 일단 이루어진 후에는 그 표현행위는 이미 공중에 전

파되어 토론과 비판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단순 비교․형량을 하여 인정하면 되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

하여 사후제한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적 금지청구의 요건과 관련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 이론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의

1심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인격권에 기한 사후적 금지청구 모두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상당성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458) 즉 기사삭제청구가 인격권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 게재행위

가 위법하지 않다면 기사삭제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행

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에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457) 한경환,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 근거 및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2013상), 법원도

서관, p. 186.

4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7가합13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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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 기사삭제청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원심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으로 가해자에게 귀

책사유와 위법성이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만,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 이

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불법행위에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인격권에 기한 사후적 금지청구(기사삭제)는 인격권의 침

해 상태가 계속되면 바로 인정되는 것이며 가해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인

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기사삭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

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성조각

사유는 행위자의 표현행위 당시의 ‘행위위법’에 관한 위법성에 관한 것이지만,

기사삭제는 기사의 존재 자체로 인한 현재의 ‘상태위법’에 관한 것이므로 ‘현

재의 상태위법’을 ‘과거의 행위위법’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이론으로 해소시

킬 수는 없다. 둘째, 기사보도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그 이후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내용

이 ‘허위 사실의 보도행위’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유지 행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

더라도 상당성의 판단시점이 보도행위 이후의 기사 유지행위 시점까지 뒤로

연장되어 피고에게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

더라도, 비록 진실하지 않은 기사라 하더라도 기사게재 당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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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판례의 ‘상당성 법리’를 기사삭제 여부에까지

적용하여 기사게재 후에 허위 기사임이 밝혀져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

음에도 기사 삭제를 할 수 없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 구제의 실효성

금지청구권은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에 의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불

충분할 경우에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가령 인격적 법익, 영업이익, 소비자

피해 등과 같이 피해의 성격상 또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지 않거나 손해가 양적으로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

속하여 확대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 위법행위의 임박성

금지청구권은 이미 위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예방적

기능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임박한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위

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금지청구권은 위법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장래의

손해발생을 억제하려는데 그 내용을 두고 있다.459) 이러한 침해행위의 ‘재발

또는 개시의 염려’라는 요건은 금지청구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침해의 염려’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타인 법익의 침

해금지의무는 단지 법률의 추상적․일반적 명령으로만 머물지 않고 특정 당사

자 사이의 청구권 관계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피해자

의 법익을 위하여 가해자의 행위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의 판례는, “장래의 침해행위를 억제하도록

459) Fritzsche(주 42), S.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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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작위청구권은 거동의 위험(Begehungsgefahr)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앞으로 문제되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진지한 염려가 있을 경우를 뜻한다. 이

런 임박한 권리침해에 대한 진지한 염려는 처음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위

험(Erstbegehungsgefahr) 또는 이미 행해진 위반이 반복될 위험

(Wiederholungsgefahr)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한다.460)

이러한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의 충분한 구체화’라는 요건은 현재가 아닌 장

래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이미 침해행위가

행해진 중지적 부작위가 문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

우 원고는 일정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정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장래에 피고

의 침해행위에 대한 추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염려는 단지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침해행위를 하게

마련이다’와 같이 막연하고 일반적 가능성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심정에 따른

우려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고, 침해행위가 ‘심각하고 급박하거나’(serious

and imminent) 또는 ‘구체적이고 확증적’(konkret und greifbar)일 것을 필요

로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을 활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①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가? 또는 과거에 피고가 이미 위반행위를 수차례 행해

왔는가? ② 피고의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③ 침해행위로부

터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는가? ④ 피고의 위반행위가 단지 과실에 의

해 이루어진 것인가? ⑤ 침해행의 전후 과정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행동이 어떠한가?461)

460) BGHZ 117, 264, 271f.

461) Fritzsche(주 42), S. 121, 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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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지청구권의 내용과 효과

가. 금지청구권의 주체

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손해발생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직

접적 관련성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특히 불공정 경쟁행위, 환경침해,

소비자피해와 같이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 관련 단체 또는 더 나아가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자까지도 권리행사의 주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가 문

제된다. 이에 관하여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서 법 위반 사업자와 직접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 소비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행사주체도 반드시 직접적 피해자

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462) 한편,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상 위

해 방지 기준이나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소비자

단체는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의 이러한 권리는 소비자단체의 고유

한 권리로 보는 것463)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소비자 개인에 대하여 기업의

부당하거나 허위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민중소송화되어 남소의 위험

462) 강우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과 가처분”, 민사판례연구 31권, 2009, p. 895-896.

463) 임선숙, “소비자단체소송”, 민사법연구 제14집 1호, 2006, p. 107; 전병서, “소비자단체소

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법조 제639호, 2009, p. 102; 이영규, “소비자단체소송”, 법

과 정책연구 제12집 3호, 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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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에 대하여 금지청구의 원고적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대량의

재화가 거래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에 대한 잠

재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금지청구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은 무엇보다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침

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Verletzungsunterlassung) 또는 침

해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는 부작위(Vorbeugender

Unterlassung)를 주된 내용으로 할 것이다. 또한, 침해행위의 중지와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침해행위의 원인이 되는 물건이나 설비 등의 제거

(Beseitigung)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행위도 청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침해 부작위청구는 위법한 가해행위와 이미 행해진 위반이 반복될

위험(Wiederholungsgefahr)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반해 예방적 부작위청구는

처음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위험(Erstbegehungsgefahr)을 요건으로 한다.

이미 발생한 방해의 제거 청구는 위법한 방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가능한

데, 독일 제국법원은 이러한 계속적 방해(fortdauernde Beeinträchtigung)는 피

해자에게 명예침해나 재산침해를 계속적으로 갱신하여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

는 계속적 위태화상태가 존재하게 되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464) 이러

한 제거 청구는 방해자만이 할 수 있고 또 그에게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여 장래의 손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465), 방해에 따른 연속

464) RGZ 17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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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속결과의 제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행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특히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466) 하지만 이러한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과의 경계 획정은 쉽지

않은 문제467)로서, 방해제거청구권의 운용에 있어서는 손해와 방해를 구별하

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468) 이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다. 손해와 방해의 구별

손해와 방해의 구별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방해 상태가 지속하

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제거청구권으로 제거해야 할 방해가 있는 것이고, 방해

상태가 종료한 후에는 더 이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그 시점

부터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보를 받아야 하는 손해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한다. 즉 ‘방해상태의 현존’을 방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해가 있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물건 및 소유권이 현존하여야 하므로,

방해 받을 소유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

상청구권이 문제된다고 한다. 이는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민법 제211조가 정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출발점으

로 하여 동조가 인정하는 포괄적 권리에 (점유의 상실이 아닌 방식으로) 장해

가 되는 행위 내지 사실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있다고 하여 방해

의 개념을 소유자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465)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물권(2), 박영사, 1992, p. 205-206(양창수 집필부분).

466) 김상중(주 265), p. 197-198.

46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물권(2), 박영사, 1992, p. 206(양창수 집필부분).

468) 김형석,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大法院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4호, 2004, p.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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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손해와 방해의 구별에 있어서 이러한 통설의 태도에 원

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방해의 현존성’이라는 기준이 실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469) 왜냐하

면 물건의 멸실과 같은 손해상태가 있으면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실

현이 방해되고 있는 상태의 지속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방해를 법적인 장해뿐

만 아니라 사실상의 장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불명확함

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손해와 방해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

에는 항상 사실상의 장해가 지속하고 있어 손해와 방해의 구별에 결정적인 난

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권한을 기준으로 하는 방해

개념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손해와 방해를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추가적

인 관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설의 방해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방해자의 행태를 고려하

여 손해와 방해를 구별하려는 견해가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에 의

하면 만일 방해의 개념 자체만으로 손해와의 구별이 어렵다면, 방해배제의무

의 범위의 기준은 방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방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反對行爲(actus

contrarius)이다. 즉 방해자는 자신이 행한 방해행위에 대한 반대의 내용의 행

위를 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는 방해행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반대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해가 물건에서

기인하는 상태책임에는 방해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즉 방

해원인(Störungsquelle)의 제거만이 방해자의 반대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그

469) 김형석(주 468), p. 418-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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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법의 영역이라고 한다.470)

한편, 이와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물권적 청구권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인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과

넓은 의미의 물권적 청구권(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에 물권적 수거청구권을 포

함)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471)가 있다. 넓은 의미의 물권적

청구권 개념이 인정되어야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방해의 경우

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거청구권까지 인정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을 넓게 보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상 다소 무리라고 본다.

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금지 내용의 결정

법원이 금지청구권에 따른 금지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각

국의 비교법적 고찰을 참고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 연방대법원

이 발전시킨 거동위험의 단일성의 이론은 다양한 채권자의 부작위청구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서, 만약 다수의 채권자가 다양한 청구권

한에 의해 채무자에 대하여 다양한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에게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청구권한의 행사라는 결과를 채무

자로부터 덜어줄 필요가 있다. 즉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는

충분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작위 의사의 표시에 의해 모든

470) Baur, “Der Beseitigungsanspruch nach § 1004 BGB”, AcP 160(1961), p. 478-480.

471) 김진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비용부담(Ⅰ) - 학설대립의 상황, 원인 및 문제점 -”,

광운비교법학 6호, 2005, p. 2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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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법률상 부작위청구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거동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금지 내용에 의해 침해행위자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침해

행위자의 이익과 피침해법익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가령 경쟁질서의 위반 또

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남겨져 있고 개별 상황에서 위반자

의 투자․영업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침해금지기간을

설정하거나 침해행위 금지개시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재량에 따라 그 내

용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 부정경쟁방지법의 한정열거주의와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부정경쟁방지

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9개의 행

위유형으로 한정열거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일반조항을 두

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위 9개의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하여 침해되는 무형

의 가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타인의 상

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

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위 보충적 일반조항으

로 신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포섭범위를 확대하였다.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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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

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

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

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

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

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

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

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체약국)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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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관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

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즉 좁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에 유사한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구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473) 즉,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은 영업활동의

구석구석을 모두 그 규제범위 안에 두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넓은 영

역이 그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그 영역은 여

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

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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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473)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세창출판사,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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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다.474)

왜냐하면 새로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은 타인의 성과를 무

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 없는 상품의 품

질이나 질량을 오인시키는 행위, 상표권의 침해는 없지만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경쟁 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 끼워팔기나 부당강매 등 부정

한 가격경쟁행위, 보이콧 등 영업방해행위, 종업원 스카웃이나 고객 빼돌리기

등 경쟁자에 대한 부정한 침해행위 등은 소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법이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

는 타인의 지적 성과물 등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그 이용행위가

언제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

로는 모방과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지식재산권의 침해에는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면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기술개발을 추구하면서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나 그에 상응하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

의 침해, 상도덕이나 관습에 반하여 행위태양 자체의 불공정성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그 이용행위가 자유경쟁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475)

474)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민법연구 3, 박영사, 1995, p. 335-336.

475) 차상육,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지적성과물의 모방도용행위와 일반 불법행

위의 기능”, 창작과 권리, 세창출판사, 2009년 가을호,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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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제집행의 문제

채권자가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가 성립하는데,

이는 성질상 대체성이 없으므로 그 의무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민

사집행법 제261조, 민법 제389조 제1항 단서)를 할 수 있고, 부작위의무 위반

에 의한 물적 상태를 제거하고 위반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대체집행(민법 제389조 제3항)을 할 수 있다.

가. 간접강제

부작위의무위반의 결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체물의 제거라는

방법으로는 위반상태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476)와, 부작위의무위반이 계속 존

재하지만 물적 위반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477)에 그 의무위반이나 위반의 개

연성이 있으면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러한 부작

위의무의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

만, 위반상태가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부터 있었어도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478) 또한 부작위판결 뿐만 아니라 부작위가처분결정도 간접강제

476) 예를 들면 소음발생금지채무에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민법 217조 1항에 위

반하여 배수의 유출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예방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

면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477) 예를 들면 주택출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주택에 거주하지만 이에 대하여 적당한 처분으

로서 집행관의 원조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화물반입방해금지채무에 위반

하여 화물의 반입을 방해하는 경우, 일조방해금지채무에 위반하여 매일 계속해서 일조

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47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p.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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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계속적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데, 1회적 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는 다시 의무위반의 여지가 없

어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앞으

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479)가 있다. 이 경우 장래에 위반행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이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

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480)

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을 갖추어

채권자가 제1심법원에 내어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집행을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해야 할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481) 제1심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작위 또는 부

479) 주석 민사집행법(Ⅵ)(황진구 집필부분), 2012, p. 130.

48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48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에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

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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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의 내용을 해석하여, 그 내용이 과연 간접강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

리 판단하여야 한다.

부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성립 후에 채무자의 의

무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가가 다투어진다.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사실이 필

요하다는 견해는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이 부작위의무의 집행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방해예방청구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1

항)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300조 2항)에 따라 위반행

위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482) 이에 반해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사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특히 위반결과를 남기지 않는 1회적 부작위의무의 경

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전혀 집행방법이

없게 되고 위반이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도 위반

행위가 있을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반드시 위반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위반행위가 행해질 고도의 개연

성이나 위반행위의 위험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될 것이다.483) 판례도 부작위의

무에 대한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면

그 판결절차에서도 의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본다.484)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일반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과 간접강제의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82) 박해성, “작위, 부작위 채권의 강제집행”, 재판자료(36), 법원행정처, 1987, p. 646; 남기

정, 실무 강제집행법(7), 1981, p. 469.

483) 강용현, “비방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광고금지를 명하는 판결 및 그 판결절차에

서 명하는 간접강제”, 대법원판례해설 25호, 1996, p. 78-79.

48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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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심리한다. 이 때 채무자의 심문은 필요적이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소

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

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늦어진 기간

에 따라 일정한 배상 혹은 즉시 손해배상을 하라는 등 배상금의 지급결정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항). 이러한 배상액은 제1심법원의 재량으로 결정

한다.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배상금은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고, 배상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손해가 완전

히 전보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액수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액수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추심금의 실체법적 성격은 금액의 결정을 집행법원에 위임한 법정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85) 만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행의 확보라고 하는 제도적 의의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

이다. 간접강제결정이나 간접강제신청을 배척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 하

여 집행문을 부여받아486) 금전채권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강제집행은 종료되며 강제금결정은 실효된다.

나. 대체집행

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물적 상태의 제거의무는 대체

집행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위반행위의 반

48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p. 605.

486)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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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

다. 이 경우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의무 그 자체가 아니라, 부작

위의무로부터 파생하는 별개의 의무로서 그 변형물에 대한 작위의무의 집행이

다. 만약 부작위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상태도 남지 않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부작위의무에는 채무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를 참고 견

뎌줄 수인의무도 포함된다.

부작위의무는 그 형태에 따라 1회적 부작위의무, 반복적 부작위의무 및 계

속적 부작위의무로 나눌 수 있다. 1회적 부작위의무란 위반행위로서의 침해가

1회적인 것을 말한다.487) 이는 그 위반행위가 1회라도 있으면 그 후에는 의무

가 목적을 상실하여 소멸되고 그 부작위의무는 손해배상의무 또는 원상회복의

무로 변형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대체집행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위반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대체집행은 1회적 부작위의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는 설이 있다.488) 반복적 부작위의무는 위반행위로서의 침해가 반복적인 것을

말한다.489) 그리고 계속적 부작위의무란 침해상태가 계속적인 것이면 족하고

현실의 침해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 부작위

의무에 관하여는 1회의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그 후의 부작위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대체집행이 가능하다.

487) 예를 들면 특정 일시나 장소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에 출연하지 않을 의무, 일정기간 채

권자의 비밀을 공표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488) 예를 들면 일조방해를 이유로 한 건축금지의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의 철

거와 같은 경우이다.

489) 예를 들면 매일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지 않기로 하는 의무, 채권자가 필요에 따

라 채무자의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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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에 위반한 상태의 제거가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

성이 있어야 한다.490) 그러나 물적 위반의 결과가 남지 않는 침해의 회복의

경우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수권결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

리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서를 공표하지 않을 채무에 위반하여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경우에는 위반상태의 물적 결과는 존재하지만, 그 제거 자체를 대체집

행에 의할 수는 없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491)

그리고 민법 제389조 3항에서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란 반복적 또는

계속적 부작위의무에서 그 처분이 행하여진 이후의 부작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말한다. 이는 부작위채무의 집행법상의 변형물로서, 부작

위의무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의한 집행은 불가능하

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가령 출입금지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을 쌓는 것과 같은 물적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적

당한 처분”의 전형적인 예이지만 그 이외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지급의 예고명령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92) 나아가 의무자의 위반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집행관에 대한 제지

명령을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담보의 제공이나 배상금 지급의

예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러한 수단은 민사

490) 예를 들면 건물건축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축조된 건물, 통행방해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축

조된 방해물 등의 제거 등이다.

49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p. 590.

492)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2009, p. 112. 다만 적당한 처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견해

도 수권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자체에서 그 예방조치임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여 담보제공명령이나 배상명령 등의 처분은 간접강제보다 더 유효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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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261조의 강제집행에 의하면 된다고 하여 결국 “적당한 처분”은 물적

설비의 설치에 국한된다고 하는 반대의 견해493)도 있다. 이처럼 물적 설비의

설치에 의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도 쉽게 확정하기 어려우므

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직접 그 이행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494)

또한 부작위의무에는 채권자나 다른 제3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어떠한 강제집행이 가

능한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를 유추하여 바로 집행관에게 그 저항의 배

제·진압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견해,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의한 수권결정에 의

하여 집행관에 대하여 의무자의 방해행위를 제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견

해, 민사집행법 제261조 소정의 간접강제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

다.495)

대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자가 제1심법원에 수권결정

(授權決定)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을 개시한다. 수권결정에서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행위와 대상물을 특정하여

야 한다. 제1심법원이 수권결정을 함에는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

법 제262조). 대체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집행종료후 비용확정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든지(민사집행법 제23조), 채무자에 대해 필요비의 선지급결정을 법원에

493) 박해성(주 482), p. 642-644.

49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p. 591.

49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p. 59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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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이러한 선지급결정은 집행권원이

되고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수권결정 또는 비용 선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3항).

9. 부작위가처분의 문제

금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의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에는 법률행위496)와 사실행위497)가 있을 수 있

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305조 제2항에서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

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작위를 명하는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

고 있다. 대부분의 부작위가처분은 그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

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그리고 부작위가처분은 대부분 그 효력이 발

생하면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시로 실현된 것과 같은 법률상태를

잠정적으로 형성하므로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 된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그 인정 범위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수인명령과 단순부작위명령

496) 판매금지가처분이 그 예이다.

497) 공사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이다.



- 226 -

부작위가처분은 그 부작위의무의 내용에 따라 수인명령과 단순부작위명령으

로 나뉜다. 수인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제3자의 일정한 행위를 수

용․감수(Duldung)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대표적으로 각종의 방해금지

가처분498)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

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는 가처분으로서 기능한다. 이

와 달리 단순부작위명령은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일

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순부작위(Unterlassung)를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다양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499)이 이에 속한다. 단순부작위

명령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는 소극적 방어수단인 반면에, 수인명령은 채무자에게 수인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이므로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단행적 가처분의 효과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500)

부작위가처분이 수인명령이냐 아니면 단순부작위명령이냐에 따라 주문의 표

현이 달라진다. 수인명령의 주문은 특정 건축공사의 방해금지와 같이 채권자

의 행위를 특정하여 채무자에게 그것의 수인을 명하는 형식으로서, 보통 “채

무자는 …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표현된다. 이에 비해 단순부작위명령의

주문은 건축공사금지와 같이 구체적인 일시․장소 또는 물건에 관하여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으로서, 보통 “채무자는 …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고 표현된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가처분의 저촉을 판단하는데 있다. 즉, 수

인명령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498) 점유사용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출연방해금지 등이 그 예이다.

499) 건축공사금지, 출입금지, 잡지판매금지, 저당권실행금지 등이 그 예이다.

500) 장성원,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법조 제522호, 2000, 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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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인명령이 발령된 후 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인정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발령된

수인명령에 저촉된다. 그러나 단순부작위명령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

를 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명령이 발령된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

다.501)

나. 부작위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단순부작위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

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

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에 의하고, 그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위해서는 채무

자의 심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62조).

가처분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명령을 얻을 때까

지 사이에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시키려는 행위를 하여 이미 발생한

물적 상태를 제거할 수는 없고, 그 제거를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야 한다.502)

집행을 따로 요하지 않는 단순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501) 장성원(주 500), p. 89-90.

50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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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면 채권

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0조, 민법 제389

조 3항), 그 명령위반 행위시부터 그 제거나 방지를 위한 신청의 집행기간이

개시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

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

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

가 생기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

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

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503). 한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공시명령이나

집행관보관명령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기간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04).

수인명령의 경우도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

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

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며,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될 때

그 행위의 수인을 채무자에게 명하면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실력으로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민법 제389조 3항의 해석에 따

라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에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

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취지의 집행명령을 얻어

503) 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

504) 대법원 1982. 7. 16. 자 82마카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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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다.505)

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과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업무방해행위나 인격권침해행위의 경우 그 방법과 태양이 다양하고, 대부분

의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문제와 충

돌하며, 가처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무방해 또는 인격권침해행위에 해당하

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래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에서는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행위나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의 주문

기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506). 즉 금지되는 행위를 단순히 “채권자의 명예 또

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거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

고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독일의 ‘핵심이

론(Kerntheorie)’을 참고할 수 있다. 즉 핵심이론에 의하면 부작위집행권원의

보호범위가 판결주문에 기술된 행위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방식뿐만 아

니라, 구체적 위반행위와는 구별되지만 구체적 침해형식의 특성이 반복되는

행위방식도 포함하므로, 모든 개별적으로 동일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지방식의 본질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행위도 금지된

다. 즉 핵심이론은 그 주문의 문언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와는 구별되

지만, 구체적인 침해형식이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위반에 대하여도 집행

권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약간 변경시켜

집행권원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0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p. 347.

50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p.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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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사건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증명

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결

정을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

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

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507)

라.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전속계약이란 보통 예체능 활동의 노무제공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

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

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계약의 한 유형이다. 전속계약의 상대

방은 그러한 금지의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계약상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

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도 계약관계에 기한 침해금

지가처분 또는 계약상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연

예인 등이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본래의 의무는 직접강제

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실무는 소속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일체의 연예활동

의 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전속계약은 매니저

507)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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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예인이라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일단 그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와 사이에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

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전속의무에 위반한 채무자의 활동을 금지한다

고 하여 채권자와의 전속계약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결국 채무자의 연예활동

에 따라 분배받을 수입금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전보가 가능

한 반면, 채무자가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

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일체의 연예활동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쉽게 허용될 수 없다는 이

유로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508)

이에 대하여 전속강의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나 퇴사한 회사 근로자 등에

비해 연예인에 대해서만 직업의 자유를 더 보호해 주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무효,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

려 한다는 표면적인 사정에만 기초하여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먼저 심리한 뒤 전속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전속계약금의 액수, 전속계약기간 및 잔존 계약기간, 기존에 출연이 예

정된 연예활동이 있는지 여부, 전속계약위반사실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귀책

사유, 전속계약을 중단하려는 갈등의 요인, 이를 둘러싼 쌍방의 대처방식 및

행태, 금지를 구하는 연예활동의 범위, 매니지먼트사가 향후에도 연예인에 대

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509)

50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p. 495-496.

50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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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소속사의 출연금지 외에 연예인 측에서 먼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또는 전속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

되었음을 전제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급심 가처분 결정례 중에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

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

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

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

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

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

여 본안판결시까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

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독자적 연

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예가 있다.510)

제4절 민법개정안의 검토

1. 1993년 한국민사법학회의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는 1993년 민법개정제안작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로 외국의 입법

5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14, p. 49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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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통설의 경향에 따라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1993년 민사법학회 민법개정안 연구소위원회 개정안] 불법행위가 급박

하거나 반복될 명백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을 사람은 그 행위의 유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시 위 개정안의 신설을 담당했던 양창수 위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물권적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물권 이외의 법익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②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있고 난 후에 주어지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나, 불법행위가 급박한 경우 등에 이를 사전에 막는 장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물권/채권의 구분이라는 민법의 기본원칙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③ 실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가처분에 실체법적 기초(“피보전권

리”)를 줄 필요가 있다고 신설근거를 밝히고 있다.511) 이에 대해 당시 소위원

회에서 예방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손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주관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와 유책

성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문언 대신 그것이 없어도 족한 ‘위법한 가해

행위’라는 문언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512)

2. 2012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2012년 2월 13일자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에는 불

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1) 한국민사법학회 민법개정안연구소위원회, 민사법학 제15호, p.220.

512) 한국민사법학회 민법개정안연구소위원회, 민사법학 제15호,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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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청구권이 민사상 법익보호의 기능적 연관성에 따

라 불법행위 편에서 손해배상의 구제수단과 더불어 규정되었으며, 민법 제750

조의 규정방식에 따라 보호법익을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 이외에 영업이익 등의 재산적 이익

에 대해서도 금지청구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지청구권은 예

방적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가해자 또는 가해하려는

자의 고의․과실을 반드시 물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지청구에 따른 불

현 행 개정안

<신설> 제766조의 2(금지청구) ①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

고 손해의 발생을 중지 또는 예방하

도록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그 행위

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

가 있는 자는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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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안게 되는 가해자 또는 가해하려는 자의 행위자유를 고려하여 중요한

판단요건을 규정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를 충분히 회

복할 수 없”으며 또한 “손해의 발생을 중지 또는 예방하도록 함이 적당한 경

우”에 한하여 금지청구권은 비로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금지청구권의 요건의 검토

(1) 금지청구권의 주체

개정안은 금지청구권의 주체에 관하여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함으로써, 계속적 가해행위의 경우에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민법 및 특별법의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타당하

다고 본다.

(2)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요건

개정안은 금지청구권을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

아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거의 회복적 기능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타당한 분쟁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이

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513)가 있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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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서는 종래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구제수단을 신설함에 있어

서 필요최소한의 성립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상황의 급

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금지청구권의 증가로 인해 경쟁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

각한다.

나. 금지청구권의 내용의 검토

개정안은 제1항에서 금지의 대상을 손해발생이 아닌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률규정의 경우에도 금지대상을 손해발생이 아니라 행위로

파악하는 입장에 서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

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6조나 저작권법 제123조도 손해가 아니라

침해(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

1541 결정도 판결이유에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금지대상은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그리고 금지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중지와 예방, 즉 소극적 부

작위를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만 가령 기업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담긴 광고 전

단의 폐기와 같이 손해발생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야기 원인인 물건

의 폐기와 같은 적극적 작위의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설규정

의 제2항에서는 청구권자의 청구내용으로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513) 김태선, “미국법상 금지명령 제도”, 민사법학 제61호, 2012, p.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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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청구권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내용․효과에 관하여도 법원이 탄

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 기타의 문제

(1) 금지청구권의 규정 위치

금지청구권을 민법전의 어느 편에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① 독일과 같은 (준)물권적 구성, ② 스위스 같은 인격권의 민법총칙에

의 고유한 구성, 그리고 ③ 프랑스․영미법과 같은 불법행위법적 접근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 종래 학설들은 대체로 해석론상

(준)물권적 구성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514) 이 구성을 취할 경우 독일의

입장과 같이 금지청구권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의 필요 없음, 침해행위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염려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성은 단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이익이나

계약관계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배척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채택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권리의 배타적⋅절대적 성질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독일에서도 이미 학설과 판례가 금지청구

권을 절대권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금지청구권의 규정 위치를 스위스와 같이 인격권의 예방적 보호법규를

민법총칙편에 신설하면서 금지청구권의 필요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

다. 이에 관하여 인격권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민법총칙에 규정하며

514)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ⅩⅧ], 채권 (11), 박영사, 2005, p. 256-257(박철 집필부분).



- 238 -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견해가 있다.515) 이 경우 민법총칙의 구성상 권리․법익의 실현에 관한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인격적 법익을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보호

이외에 영업이익, 거래관계의 침해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이 해석론상 가능

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법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고의․과실의 요

건, 침해결과의 발생과 관련된 문제가 남게 된다. 하지만 금지청구권을 불법행

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첫째, 법익보호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권의 기능적 관련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법익침해의 중지․예방청구권이 규

정된 특별법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의 전후에서 다른 구제수단으

로서 금지청구권을 정해 두고 있다. 둘째,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법에 편성해

둠으로써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지청구권의 보호가 소유권 등 절대권을 넘어 영업이익

등 재산적 법익에 대해서도 널리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바가 컸으나, 대법원 2010. 8. 15.자 2008마1541결정이 영업이익 침해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한 향후 절대권 이외의 법익에 대해

515) 김재형(주 394), p. 76-77.

이 견해에 따른 개정안 중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제3조의5(인격권 침해에 대한 중지 또는 예방 청구)

① 사람은 그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

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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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금지청구권이 보호하게 될 것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체계

상으로는 불법행위법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516)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법에 신설할 경우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근

거인 민법 제750조 바로 다음에 신설하는 방안과 ② 원상회복과 유사한 구제

방법으로 보아 민법 제764조 뒤에 규정하는 방안, ③ 불법행위 장의 맨 마지

막 규정인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 다음에 위치하도

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금지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 불법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민법 제750조부터 제766조의 규정이 불

법행위 책임 요건과 효과의 일관된 규정내용을 갖추고 있는 한 ③의 규정위치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비용의 귀속문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귀속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 부담해

야 한다는 견해517)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와

달리, 금지청구의 소송이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대체집행할 대

상인 의무가 아직 없는 것이며, 설사 있다고 하여도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집행

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더구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받

기 전에 스스로 방지조치를 하고 비용을 상환받도록 하는 것은 비용 규정을

통하여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입법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

516) 김상중(주 265), p. 228.

517) 김천수,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민사법학 제57호, 201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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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특히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은 대체집행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제1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실제로 집행은 대체집행에 의하고

그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 방지조치를 하고 비용을 상환받는 것도 적절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그 상환청구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손해의 방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비용도 상환청구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유럽사법공통참조기준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18)

[DCFR Ⅵ.-6:302: 손해방지를 위한 손실에 대한 책임]

발생하려고 하는 손해를 자신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입게 될 

손해의 범위나 정도를 감축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다

른 손실을 입은 사람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18) von Bar and Cive(ed.),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Vol. IV, 2010, VI.-6:30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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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불법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이 신설되면 손해배상이

라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도모해 줄 수 없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나 계속적․반복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법익보호의 효율성

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지청구권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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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독일의 판례와 학설이 영업이익을 배타적 권리로서 구성한 것은, 독일 민법

제823조 1항이 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상황에서 그 보호를 영업이익에 확대하기 위함이

라고 한다.519)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법의 보호객체로서 권

리․법익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과 같은 구성을 하지 않

고서도 영업이익에 대한 불법행위법적 보호를 별다른 이론적 어려움 없이 부

여할 수 있으므로,520) 영업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배타적 권리라고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절대권이 아닌 영업이익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예방적 보호는 부정경쟁

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등의

특별법 규정에서 비롯되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예방적 보호는 반드시 성문규

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521)

한편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를 9개의 행위유

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 소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모

519) 김상중(주 265), p. 213.

520) 윤태영, “영업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민사법학 제30호, 2005, p. 75.

521) 김상중(주 265),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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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현대사회

에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법행

위법은 영업활동의 자유에 한계를 긋는다는 새로운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522)

이처럼 영업이익의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근거를 법률 및 “공정한 거래질

서”의 관념에 따른 일정한 행위의무로부터 도출함으로써, 금지청구권에 관하

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523)

첫째, 금지청구권은 법률 등에서 정해 둔 행위의무의 실현을 관철하고자 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절대권에 대한 침해금지의무는 이미 절대

권이라는 보호객체의 성질로부터 주어지고, 이로써 절대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염려케 하는 행위 등이 존재하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후자

의 영업이익은 이 같은 절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관계로 주어진

상황에서 법률 또는 거래관념이 요청하는 구체적 행위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

단한 후에 비로소 침해금지청구권의 보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침해에 대해서도 금지청구권의 적용을 언제나 배제하여야 할 이

유가 없다는 점이다. 채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구제가 부여되지 않은 것

은 대개의 경우 채권침해의 예방적 보호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행청

구․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이미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금지청구권을 인

522) 양창수, “한국에서의 불법행위법의 전개 -그 경향과 가능성-”, 고려대 법과대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6, p. 247.

523) 김상중(주 265),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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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상대적 권리로서 채권에 대하여 예방적 보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어떤 선험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한다.524)

다만 이처럼 채권․계약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자유로운 경

쟁행위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쟁보장과 금지청구 사이의 이익

형량을 통한 엄격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이 신설되면 법익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특히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을 가지고서는 피해자에게 충

분한 보호를 도모해 줄 수 없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나 계속적 반복적 불법행

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금지청구권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의 시장 상황에서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

다려 사후적 손해배상의 구제를 받기 이전에 이미 시장으로부터 도태하여 추

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금지청구권의 예방적 조치를 통해 이 같

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금지청구권을 과잉 또는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청구인의 담보제공 조치와 본안패소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524) 김재형(주 389), p. 431; 권영준(주 389),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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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be injunction and damages that are two major remedial measures

to enforce private laws. Damages have a function to compensate a victim's

losses on the case of the infringement of its entitlement not only under

common law jurisdictions but also under civil law jurisdictions. On the

other hand, the underlying idea of injunction is that someone faced with

imminent damage must be able under the law on non-contractual liability

to take positive action to prevent the damage from happening. So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But, courts in Korea vest a plaintiff with injunctive relief only if he or

she succeeds in proving the violation of his or her proprietary rights or

quasi proprietary rights except for the rights created by statutes to furnish

an injunctive relief. The Korean style enforcement of an injunctive relief

shares its common characteristics with other civil law countries.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basis for new rights should be fore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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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previously held that the remedy in tort is,

in principle, limited to monetary damages and, thus, was reluctant to grant

an injunctive remedy against an illegal act. However, in its August 25,

2010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cknowledged the relief of

preventive claim on the part of the unfair competition. It held that if one

who infringe the interest which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by the law,

misusing fruits which the competitor has constructed for a long time with

considerable effort, his act would be tort. Furthermore, one who has been

infringed by such infringement can apply the injunction for unfair act and

tort. This judgement is the first step toward the acceptance of injunction

as the effect of tort in Korean civil court.

However, this judgement did not make clear whether or not it is needed

for the subjective element, for example negligence, regarding the concrete

elements. Like a claim for injunction on real right, subjective element is

not needed for injunction. It is easy to predict that all kinds of remedial

measure can be provided if the rights are violated. So, the practice of

common law in an injunctive relief has a considerable implication to the

application of injunction in Korea.

The German Civil Code § 908 permits an injunction to be granted in

order to compel the adoption of necessary protective measures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threat that a neighbouring building will collapse or there is

a danger that parts of a neighbouring building will become detached. There

is no need to wait for damage to occur; the mere threat of danger en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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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imant to injunctive relief. According to German Civil Code §

1004(l)(ii), an owner is entitled to claim a prohibitory injunction requiring

the defendant to cease interfering with the property. This entails that the

defendant must ensure that the threatened breach does not materialize,

which also connotes that he or she may be required to adopt positive

measures if this is the only means by which the damage can be prevented.

In contrast to the express wording of the provision, contemporary legal

scholarship and the courts consider that the owner has a general claim to

injunctive relief under German Civil Code § 1004(l)(ii) in the case of a

mere initial threat of damage and that therefore this claim is not only

confined to cases where there is a risk that the damage will reoccur.

Several other prohibitory injunction claims can be found in supplementary

statutes outside the confines of the German Civil Code, for example,

provisions which safeguard against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and those

that afford protection against breach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German Civil Code contains provisions which afford a claim for a

prohibitory injunction in cas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to

one's own name(German Civil Code § 12), possession and an array of

limited proprietary rights. A general claim to prohibitory injunctive relief

exists for the protection of every enumerated absolute right contained in

CC §823(1).

On the contrary, the approach of the common law to injunction is said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ivil law. Every infringement of entitlement

may be prohibited by injunction in the United States, if the requirement



- 263 -

for injunction is met, regardless of the kinds of underlying rights. To be

entitled to permanent injunctive relief in American Tort Law, a plaintiff

must establish that a future harm is irreparable and that the hardship

brought to the defendant by compliance is not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the plaintiff after compliance. The requirement that harm be

irreparable has been softening in many cases, stated in terms of "the

relative adequacy of injunction." The relative hardship likely to result to

the defendant if an injunction is granted and to the plaintiff if it is denied

is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injunction against tort. Restatement (second) of torts points out that by

hypothesis, the defendant is the wrongdoer. Care must be taken that the

needs of the deserving plaintiff are not too easily overbalanced by the

hardship that an injunction would bring upon the defendant.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as follows:

(1) The case law of the countries examined so far has developed over the

written rules about the injunctive relief in order to increase the preventive

protection of rights.

(2) The scope of the injunctive relief is not only limited to the absolute

right as property, personal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lso

expanded to the protection of contractual relation, and can also provid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 264 -

(3) The entitlement of the injunctive relief requires an act of infringement,

its illegality and the risk of repeat, but not negligence.

(4) The injunctive relief exists in so far as reparation would not be an

adequate alternative remedy and it is reasonable for the person who would

be accountable for the causation of the damage to prevent it from

occuring.

(5) The injunctive relief includes the negative removal of infringing activity

and the positive actions.

Keywords : prohibitory injunction, injunctive relief,

remedy, unlawful ac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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