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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종전까지 표현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로 논의되어 온 것

은 주로 명예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표현행위가 개인이

나 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기업활동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아니하면 언론과 타 법익의 충돌과 그 조정 및 해결에 관한 논의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표현행위가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보도․비판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손해가 어떠한 경

우 어떠한 범위에서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글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활동이 표현행위에 의한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구제책을 설명하는 부분과 나아가 경제활동이 표현행위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에 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 작용

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 전통적인 형사법제도가 논의되고, 나아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포괄하여

보호하게 된 이른바 기업권의 법리가 논의 될 것이다. 나아가, 경제활동

이 표현의 성격을 띠는 경우 일반적인 경쟁법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고찰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필요하다. 특히, 광고에 관한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법리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이고,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인식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가치가 크다.

Ⅱ. 표현행위에 의한 기업권 침해-영업의 자유와 표현행위

1. 개관

개인의 사회생활상의 평가는 명예를 보호하는 제도에 의해 보호된다. 그

러나 개인의 경제생활상의 평판(評判)이나 그가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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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표현행위에 의해 침해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종전에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는 인격권의 한

부문으로서 보호받았을 뿐 독자적인 특별한 구제책이 강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격적 이익이 포괄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이 있을 수 있

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에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경제거래상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격적 이익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 즉 영업의 자유를 해치는 표현행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규정

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에 의해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정들만으로는 개인의 기업활동과 표현행위간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

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이른

바 ‘기업권’(Recht am Unternehmen)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포괄적인 보

호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독일법상 기업권은 개인의 경우 ‘일반적 인격

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이 개인에 관한 포괄적 법익으로 주장

되는 바와 같이 경제적 기업이 그 존속과 유지에서 향유하는 포괄적 법익

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민법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특정

한 권리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호받는 이익을 위법하

게 침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제를 베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참조) 이 기업권 개념의 도입은 인격권개념에 있어

서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 법제상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를 일별한 후 독

일법상 기업권의 법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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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법제상의 기업권 보호

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기업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상 고려되는 것은 업무방해를 처벌

하는 형법 제314조이다. 동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

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

도 포함된다.1)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일 것이 요구되므로 공장의 이전과 같

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2)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

야 하나,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

생하는 것이면 족하다.4)

업무방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목적하는 이익

과 피해자의 이익을 형량(衡量)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노

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기업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

우라 하더라도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

량하여야 하는 것이다.5) 다음 사례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인정되는 경우라

1) 대법원 1961. 4. 12. 4292형상769판결, 1977. 3. 22. 76도2918판결, 1985. 4. 9. 84도

300판결

2) 대법원 1989. 9. 12. 88도1752판결, 공859.1526(73)

3) 대법원 1991.6.28 91도944판결, 공902.2080(69)

4) 대법원 1991. 6. 28. 91도944판결, 공902.2080(69)

5) 대법원 1993. 12. 28. 93다13544판결, 공94. 2. 15. 96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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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인 판단이 행해진 사례이다.

[사례] 아파트 관리업무 분쟁사건(1995)

대법원 1995. 6. 16. 94다35718판결, 공95.8.1. 997(＊5)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

의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

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다소 방해하고, 관리업체의 명예․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

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

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

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용권을 침해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

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

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

다고 보아야 하며,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부

위와 같이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가 성립하게 됨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 판례는 ‘업무’의 개념을 상당히 넓

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독일의 기업권의 개념이 의미하는

설립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보호보다 오히려 더 넓은 범위를 포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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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기업권 보호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기업의 다양한 활동범위 중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하에서 그 보

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독일법상 기업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지장은 없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 기업권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위청구권이나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용훼손

가. 서론

(1) 의의

우리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를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법상의 신용훼손죄가 성

립한다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고의가 없어 형사상의 신

용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의 신용훼손은 성

립한다.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이 경제생활상 누리는 사

회적 평가로서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

한다. 이와 같이 신용훼손죄가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용을 보호하고

있지만, 신용에 대한 위해(Gefährdung)만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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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와 무관한 개인의 소득활동과 직업활동이 허위주장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무에서 신용은 경제생활상의 사회적 평가로서 넓은 의

미의 명예개념에 포함하여 취급되고 있을 뿐6), 신용이 어떠한 범위에서 어

떠한 침해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렇다 할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관하여는 독일의 입법과 판

례가 참고될 수 있다. 독일 민법 제824조는 신용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동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업의 발전은 피해자의

신용을 넘어서는 경제적이고 직업적인 면의 총체적인 장래적 전망을 들 수

있고, 민사상 신용훼손의 불법행위는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성가

를 보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7) 경제상의 성가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이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여러 문

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824조(신용훼손, Kreditgefährdung)

① 진실에 반하여(der Wahrheit zuwieder) 타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거

나 또는 그의 소득이나 발전(Erwerb oder Fortkommen)에 대해 기타의 불

이익을 야기함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 또는 유포한 자는 그것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았어야 할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전달자 또는 그 전달의 수령인이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

을 갖는 경우에는 전달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전달행위에 대하여 전달자

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2) 의의 및 체계상의 지위

독일 민법상 신용훼손에 관한 법리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본래적인 의미를 갖는다.

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집36(2)민,34;공1988. 7. 15.(828),1020]; 대법

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공1996. 8. 15.(16),2351]

7)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ndbuch des

Äuß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1986, RN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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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하면 다투어지고 있는 표현행위가 명예를 침해하는 것인가의 여부

를 떠나 적용될 수 있고, 기업의 경제적인 번영과 개인의 직업적인 성공이

허위의 주장 또는 유포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독일 민법 제824조 제1항은 허위 주장에 의한 직접적인 언어적 침해에

대해 경제적인 성가를 보호한다. 동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경우이든지 경제적인 성가를 침해하는데 적합한 것이면 허위 사실의

주장은 모두 이 구성요건에 포괄된다.8) 처음에 판례는 그 허위가 기업 전체

에 관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최근 연방통상재판소는 태도를 바꾸어 민법

제824조는 허위의 주장 또는 유포를 통해 기업의 개별적인 현상형태에 대해

오해를 갖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9) 그리고 사실주장은 피해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간접적인 침해 또는 이른바 반사적 효

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의 주장이 경제적인 성가(聲價)와 함께 동시에 인격적인 명예를 침

해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경합된다. 기업권에 대한 침해와 신용훼손이 경합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호의 측면에서 적용되는 신용훼손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고, 이른바 포괄적 구성요건인 기업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행위가 영업적인 거래에서 경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경쟁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특히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및 관계조항이 적용되며, 나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도 적용되게 된다. 신용훼손책임 역시 이

러한 규정들과 경합할 수 있다. 다만, 경쟁법상의 구성요건이 보다 중한 책

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훼손에 기한 책임을 부가적으로 주장할 필

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되는 청구권이 단

기시효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신용훼손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이 의

미를 갖게 된다.

8) Wenzel, a.a.O. RN 5.193f

9) BGH NJW 66, 2011 - Teppichkehrmaschinen-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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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건

(1) 허위사실의 주장 및 유포

독일에서 민사상의 신용훼손은 허위의 사실이 주장될 것, 즉 허위의 사

실주장이 제기되거나 유포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에 해당하는 여부는

우선 표현의 의미에 따라서 결정된다. 진술의 전체 내용에 따라 사심없는

독자나 청취자가 받는 의미가 기준이 된다. 즉, 이의 대상인 보도가 수용자

에 의해서 이해되는 바 또는 그들에게 야기되는 인상이 기준으로 되는 것

이다. 신용훼손은 경제적인 성가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

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 또는 유포는 제3자에 대해서 고지됨을 요한다.

피해자 자신에 대해서만 행해진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가) 사실주장

사실주장이란 증거에 의해서 이론상 접근이 가능한 사항이며, 따라서 진

실 또는 허위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업적 성과에 관한 실체없

는 가치평가 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에 대하여는 사실의 성격이

부정되고, 따라서 신용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컨대, 한 기

업의 수입이 협잡에 근거하고 있다든가, 한 회사가 사기회사라든가, 창고

회사의 매매는 불리하다든가 하는 등의 주장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10) 이

러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권 침해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있다.

우리의 판례에 의하면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稧) 불입금을 모아서 도

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10) Wenzel, a.a.O. 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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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

실의 유포라고 할 수 없다.11)

(나) 허위의 주장

허위주장이란 그것이 실제, 즉 사실상의 사실관계(tatsächlichen Sachverhalt)

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수적인 사항을 생략하거나 중요치 않

은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 표현의 내용이 영향받지 않는 경우에

는 허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비행의 취소로 피해받은 자가 30

명인데 불구하고 40명이라고 주장된 경우 구제가 부인된 사례12)가 있다.

그러나 과장, 누락 및 일방적인 취급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그러한 경

우에는 그 발언이 허위라고 평가될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한 양조업자가 정

당에 광고비를 지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냈다고 보도하는 경우

에는 허위가 된다.13) 세척제를 쓰다가 다친 한 어린이에 대한 보도에 있어

서 그 상해가 사용상의 잘못에 의해 야기되었음에도 단지 그 세척제를 씀

으로서 다쳤다고 보도하는 경우는 허위가 된다.14) 변호사의 보수계약에 관

한 비판적 보도가 누락과 왜곡에 의해 그 중요한 정황에 관하여 원고인 변

호사의 활동은 거의 성과가 없었고 그럼에도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달성

된 결과에 관하여 너무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 인상을 주게 하는 경우

에는 허위라고 판단될 수 있다.15) 특정 시점에서 협력자가 해고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호 합의하에 헤어진 것이면 허위가 된다.

[사례] ‘부도’ 루머 유포 사건 (1997)

서울지검 특수1부 1997. 8. 2. 결정

피혁제조 전문업체로서 중소기업인 모 피혁공업사는 매연 절감장치 등

신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는 등 증권가에서 매우 유망한 업체로 알려

11) 대법원 1983.2.8 82도2486판결, 공701.538(47가) 집31(1형).94

12) BGH NJW 85, 1621 - Tükol

13) BGH NJW 51, 352

14) Hamburg OLGE 20, 255

15) BGH NJW 6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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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 부도날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 피의자인 모 증권사 간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피혁공업사가 “농협에 들어온 어음 18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생명보험회사 등 기관투자

가들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부 차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고의로 유

포하였다. 이러한 악성 루머는 곧 고객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러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피의자를 형법상 신용훼손혐의로 구

속했다.16)

(다) 주장 및 전파

주장(Behaupten)은 제3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믿는 바를 발언하는 경

우를 말한다.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은 숨겨진 형태로 또는 교묘한 방법으

로 행해질 수 있다. 전파(Verbreiten)란 타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을 전달자

자신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생각으로서 복제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전파에 해당하는 대

표적인 경우이다. 주장이 다른 제3자로부터 근원하였다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자로서의 책임

을 면치 못한다. 전파는 공개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제3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족하다. 소문 역시 전파될 수 있다. 인쇄인, 서적상과 같은

기술적인 전파자의 전파책임은 제한된다. 매체의 전파책임도 그것이 단지

의견의 시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전파의 경우에는 피인용자가 실제로 표현했던 바대로 전달된 것만으로

족한가, 아니면 인용된 내용(Inhalt des Zitates)도 진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전달된 내용과 같이 피인용자가 실제로

진술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인용이 허용되려면 그 인용의

내용도 옳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행위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파악되어야 할 경우가 아니라, 피인용자가 설명된 바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위

양자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행위자가 추구하려고 한 의도에 의하

16) 법률신문 1997년 8월 7일 6면 <김성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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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일반평균적인 수용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17) 따

라서 피인용자가 말한 내용 자체에 관하여 공공의 알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정보가 옳은 것인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구

치감의 미결수에게 권총을 밀반입한 것이 특정한 변호사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장기간 논란이 있어 왔다면, 그 문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구치소장이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고, 그 보도는 실제로 누가 총을 밀반입했는가 여부와는 상관 없이 허용

된다.18)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행위자에 의해 설명이 전파되는 때이

다.19) 주장된 일이나 사태가 사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

로 진실성 여부는 영향받지 않는다. 주장된 바대로 사건이 사후에 발생했

다면 그 주장이 예측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주장의 시점에서 그 허위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혹 내지는 주장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20)

(라) 입증책임

허위의 사실주장이 제기되거나 또는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입증책

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신용의 훼손

신용훼손을 인정함에는 허위의 주장이 타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그 이윤획득이나 기업의 발전에 대해 불이익을 야기함에 적합한 것임

을 요한다(독일 민법 제824조 참조). 신용의 훼손은 타인이 자기의 재산법

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향유하는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기

업의 발전에는 피해자의 신용을 넘어서는 경제적이고 직업적인 면의 총체

적인 장래적 전망을 들 수 있고, 민사상 신용훼손의 불법행위는 총체적인

17) Wenzel, a.a.O. S. 178

18) Wenzel, a.a.O. S. 178

19) BGH AfP 68, 55

20) BGH GRUR 75, 89 - Brü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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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성가를 보호한다.

위태롭게 하는 것(Rufgefährdung)으로 족하기 때문에 허위의 주장이 경

제적인 성가(聲價)를 현실적으로 손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신용을 훼손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기의 굳윌(good will)이

사실상 침해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21)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2)

그러나, 예컨대 비리가 있다고 하는 기업의 주소를 잘못 표시 보도한 경

우와 같이 중립적인 허위가 게재된 경우에도 고객의 내방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가 있다고 보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23)

일견 긍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한 극장의 입장권은 항상 매진

이라고 보도하는 행위는 고객이 가보았자 입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기업의 경제적인 성가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

다.24)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는 경제적인 성가보호에 관하여 제한을 가

하고 있다. 즉, 민사상의 신용훼손은 허위정보에 의해 기인되는 모든 위협

에 대하여 방해받지 않는 경제활동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단지 영업상대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관계의 이익만을 보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허위의 표현이 영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

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이익이 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업외적인 것에

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용훼손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방

철도청의 고속철도 계획에 대하여 한 환경보호단체가 그에 반대하는 기록

물을 발간한 사안에서 그 기록 속에 일부 허위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연

방철도청의 영업적인 관계를 저해한 것이 아니라 영업외적인 관계에서 제3

자의 이해를 촉구하면서 철도부설을 반대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이 될 수 없

다고 한 판례가 있다.25)

21) BGH GRUR 75, 89 - Brünig

22) Wenzel, a.a.O. S. 180

23) Wenzel, a.a.O. S. 181

24) Wenzel, a.a.O. 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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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책사유

주장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으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신용

훼손에 따른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허위에 대한 고의뿐 아니라 과실의 경

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

를 위반하여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4) 개별적 연관성

자연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하여도 신용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

될 수 있다. 자연인이 죽은 경우 그 상속인은 단지 망인의 생활상에 관한

왜곡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의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고 한다.26)

신용훼손행위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관련될 것을 요함은 물론이다.

개별적 연관성(individuelle Betroffenheit)은 반드시 성명의 거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한 회사가 비판되었다면 그 회

사의 이사도 함께 관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일반적인 비판이 행사되

거나 표현이 특별히 개인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예컨대, 상이한 제도가 서로 비교되고 전자오르간이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제기된 경우27)나, 평균적인 시장

가격이 잘못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개개의 상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

다 할지라도 개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이다.28)

특정한 상품이 아니라 상품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에 허위가 개재된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25) BGH NJW 84, 1607

26) 대법원 1996. 6. 28 96다12696판결, 공96.8.15.[16], 2351; 대법원 1965. 11. 30. 선

고 65다1707 판결(집13-2, 민249);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공

1988, 10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89 판결 참조

27) BGH NJW 63, 1871

28) BGH NJW 6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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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인가? 허위는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될 수 없고, 허위를 중단시켜

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비판자가 상품 종류만을

언급했음에도 그가 명백히 특정한 생산자를 지칭하려는 의도가 인정되거나

수용자들의 인상이 그 생산자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라면 개별적

연관성은 긍정되어야 한다.29) 실제상 부작위청구권과 정정청구권의 경우

그러한 필요는 크다. 통째로 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이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속 기업의 범위가 예컨대 보험업계 또는 구조비행기

업 등과 같이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권한있는 협회

가 당사자 적격을 갖고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30)

명칭이 거론된 제품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그 생산자에게 신용훼손으

로 인한 구제청구권이 귀속되며,31) 서적의 경우에는 출판자에 귀속된다. 생

산자가 외국에 있다면 상표권을 갖는 독점수입업자는 그 생산물의 비판에

관하여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영화수입업자의 그 영화비판에 대한 적

극적 당사자적격에 관하여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32)

주장이 원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피고 또는 제3자에 관련된

것이면 개별적 연관성은 부인된다. 권리자에 대해 단지 간접적인 영향만을

갖는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A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우승

을 했다고 하는 보도는 A가 우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으므로 A가 직

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33)

다. 책임의 제한

민사상의 신용훼손 역시 형사상의 신용훼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허

위사실의 유포를 요하지만, 행위자가 허위임을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 어떤

29) Wenzel, a.a.O. S. 183

30) Wenzel, a.a.O. S. 183

31) BGH NJW 66, 2010

32) Wenzel, a.a.O. S. 183

33) Wenzel, a.a.O. S.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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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면책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진실로 믿고 보도한 것이 사후에

허위라고 밝혀진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알 권리에 봉사하려

는 언론활동은 위축될 수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신용정보의 수

수와 전파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 민법 제824조 제2항에 의하면 “전달자 또는 그 전달의

수령인이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을 갖는 경우에는 전달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전달행위에 대하여 전달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고 규정한다. 이 정당화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독일의 학설은 표현행위자

또는 수령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일

반적 정당화사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에 관하여 오신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데, 동조의 해석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다), 또 위 정당화사유는 오신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34) 따라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언론매체의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진실성을 오신한 경우에 그 오신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 한, 환언하면 그에 과실이 없는 한 역시 위법성이 조각

된다는 판례이론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적용에 있

어서는 일반 공중에 전파되는 언론매체에 의한 공표와 신용정보를 구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간에 구별을 두어 후자에 대한 면책의 범위를 넓게 인

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연방통상재판소는 카페트청소기 사건에서 전파자 또는 수용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경우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35) 그러나 다른 한편 상품의 판매를 어렵게

하거나 생산자에게 해를 입힘에 적합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자는

자기 인식의 원천이 충분하게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지의 여부를 매우 조

34) Wenzel, a.a.O. S. 184f

35) BGH NJW 6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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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럽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

우 그에 의해 방송된 내용은 의견형성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방

송의 시청취자는 그 보도에 있어서 엄격한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방송의 심사의무는 더 크다. 심사가 이러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득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의 공개적인

전파 이전에 사안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철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자는 정당

한 이익의 옹호라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36)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

이다. 허위임이 입증된 표현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권과 방해배제 등의

권리는 그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사될 수

있다.

[사례] 이동 쌀막걸리 사건 (1997)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판결

한국소비자보호원(정부출연기관)은 전국지역의 비살균막걸리 24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고 20개 제품에 유통기간이 표기되지 않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언론

에 공표하였다. 심리 결과 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없

이 제조자의 직접 공급지역 외에서 단지 외관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기초

로 ‘이동 쌀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공표를 ‘행정상 공표’로 파악하여 공

권력을 행사하는 공표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

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그 공표사실

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

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1993. 11. 26.선고 93다18389판결 참조)는 전제에 서서, 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없이 제조자의 직접 공급지역 외에서 단지 외

관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동 쌀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경우에, 공표의 기초가 된 시료가 원

36) Wenzel, a.a.O. S.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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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내용의 진실성을 오신한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

였다.

이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 당시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명예훼손에 관

한 상당성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인 또는 언론매체의 경우와

처리를 달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행정상 공표

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입장(대법원1993. 11.

26.선고 93다18389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발언에 절

대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미국 판례(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387면 이하 참조)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태도는 공직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행정상 공표는 언론매체의 보도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심사의

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에 있어서 언론매체의 보도

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공표에 대하여 보다 더 중한 책임을 부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원을 행정주체로 보는 판결이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

다.37)

4. 독일법상 기업권의 법리

가. 연혁

독일에서는 제국재판소(Reichsgericht, RG)가 1890년부터 인간의 존중이

라는 근거위에서 영업하는 자 개인의 영업적 기업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였

으나, 1900년부터는 재산권의 근거에서 기업권과 유사한 보호를 시도하였

다. 처음에 제국재판소는 그 보호를 기업의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한정하였으나, 그 후 경쟁의 권리 및 상표권의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기업의 영역 내지 영업적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는 경우에

37) 이은영, ‘이동 쌀막걸리의 신용훼손사건 대법원 1998년5월22일 선고, 97다57689

판결’, 판례평석(법률신문 1998/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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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제나 부작위청구권이 인정됨을 인정하였다.38)

기업권 보호에 관하여 연방통상재판소는 1951년의 콘스탄체 판결에서

‘기업권’(das Recht am eingerichteten und ausgeübten Gewerbebetrieb)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것은 기존의 기업이 행하는 활동이나 업적에

관한 방해적 가치판단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39) 이것은

기업권도 여타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본래의 존립뿐만 아니라 총체적

인 영업활동범위에 속하는 개별적인 현상형태에 있어서 직접적인 방해로부

터 모두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업권은 사실주장뿐 아니라 가치판단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업권의 인

정은 그러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지장을 주는 비판은 원칙적으로 위

법하며, 비판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권이 표현의 자유에 비하여 더 보호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콘스탄체 판결에 의해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예컨대 한 기업

과의 거래관계를 개시하기 이전에 협회에 조회할 것을 권고한 것도 위법하

게 되며, 한 상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의 신

용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거나 경쟁의 이익이 양심적

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지어는

경매신청이 된 사실의 유포도 위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가 확대되었음은 당연하였

다. 그러나 하급심은 실무상 위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를 무제한 추종하였

고,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비판이 전개되었음은 물론이었다.40)

연방통상재판소는 1966. 6. 21. ‘지옥의 불’ 판결41)에서 원칙적인 점에서

방향전환을 행하게 되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적인 활동에 대한 비

38)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ndbuch des

Äuß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1986, S. 134

39) BGH, 1951. 10. 26. Constanze-Entscheidung, NJW 52, 660

40) Wenzel, a.a.O. S. 136

41) 1966. 6. 21. Höllenfeuer-Urteil, BGHZ 45,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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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인 판단은 기업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성은 법익 및 의무형량

(Güter- und Pflichtabwägung)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업

권은 하나의 완전한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구

성요건(Auffangtatbestand)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존재와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 이익형량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기업활동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본질상 공공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정신적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추정(Vermutung für

die Zulässigkeit)이 작용한다고 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를 존중하

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판결로 기업권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는 역전(逆

轉)하게 되었고, 법원은 형량의 결과 언제나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항상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곤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84년 ‘폭로자’ 판결42)에서 연방통상재판소의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그 판결에서 기업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종전에 보호가 베풀어질

수 없는 여러 사안에서 그 개념을 동원하여 기업이 보호를 받은 사례가 다

수 보고되고 있다.

나. 기업권 보호의 대상 및 요건

기업권은 단순한 포괄적 구성요건이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신용훼

손 또는 불공정경쟁행위 등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업권 침해로 인

한 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업권의 침해는 구제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경우에도 기업권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이 긍정되려면 법익형량

(法益衡量)을 거쳐야 한다.43)

42) BVerfGE 66, 116 (1984), Wallraff-Fall

43) Wenzel, a.a.O.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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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의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례에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일반원칙의 전개가 필요하지만, 그에 관한 이익형량의 사례는 아직 판

례법으로 그 방향이 확립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연방통상재판소의

1966년 ‘지옥의 불’ 판결이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실제적인 의미를 주는데

기여하였으나, 이익형량에 의해 성부가 인정되는 기업권에 대한 침해의 위

법성이 확실성을 가진 일반원칙에 의해 정해지고 있지는 않다. 판례의 발

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1) 보호대상

독일의 다수 학설에 의하면 기업권의 보호는 설비를 갖추고 운영되는 기

업(eingerichteten und ausgeübten Gewerbebetrieb), 즉 이미 존재하며 운

영되는 기업을 전제로 한다.44) 단순히 일시적인 생산의 시도만으로는 그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념단체가 기업으로 간주될 것인가의 여부는 다투어지고 있다. 또 변호

사, 의사 등 자유직업의 경제적인 활동에 관하여 기업권의 보호가 주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유직업 활동은 영업적인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경향에 있으나, 다수의 학설은 자

유직업인에 대하여도 기업권의 보호를 긍정한다.45)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

격권 보호가 원용될 수 있는 한 기업권 보호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특정 서적이나 영화 또는 극작물에 관해서 언론이 불이익하게 판단․비

판한 경우에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자나 배우는 기업권에 의한 보호

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나 영화사 또는 극장은 기업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권의 보호대상은 기업의 존속 뿐 아니라 그 영업활동 전반이다. 기

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영업권과 같은 의미에서 거래객체로 파악되

는 경우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침해의 객체로서 보호받는 경우이

다. 그러나 특히, 거래관계를 포함하여 영업활동 전반이 그 보호범위에 포

44) Wenzel, a.a.O. S. 139

45) Wenzel, a.a.O.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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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유경쟁질서하에서 원칙상 경쟁의 대상일

뿐 배타적 보호의 대상은 아니므로 그 한에서 보호와 경쟁이라고 하는 양

법익 간의 형량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의 형량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

는 것이다.

독일의 판례는 기업권 보호내용의 하나로서 기업의 신뢰관계를 들고 있

다. 그에 의하면 신뢰보호의 최소한도는 고용관계뿐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

의 토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얻은 정보를 공표하

는 경우에는 기업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 위장취업

으로 입사하여 알게 된 기업의 내부사항을 폭로한 사례에서 판례는 그 정

보가 위 신뢰관계를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달된 것이어서 기업보호

의 측면에서 보아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46)

그러한 폭로가 정당화되는 예외는 그 정보가 공공의 알 권리나 공적인

여론형성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권리침해로 인

해 피해자가 입는 손해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불법적

으로 얻어진 정보가 위법한 상태 또는 범죄행위를 밝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예외가 인정된다. 위 사건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획

득된 정보가 한 언론기업의 편집국의 활동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

면 그것은 편집의 비밀로서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폭로자’ 사건 (198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Wallraff-II-Entscheidung, BVerfGE

66, 116

자유기고가인 피고는 1977년 하노퍼시에 있는 독일 최고의 발행부수를

가진 우익성향의 가판지 ‘Bild’-Zeitung의 편집 및 작업행태를 관찰하고 그

에 관한 비리를 보도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그 의도를 알리지 아니한

46)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81. 1. 20. 제1 ‘폭로자’ 판결, Der Aufmacher I-Urteil, 일

명 Wallraff-Urteil, BGHZ 8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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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위 신문사에 입사하였다. 그는 4개월간 근무한 후, 그 근무 당시의 경험

을 폭로하는 서적을 발행하면서 그 신문사의 편집회의의 진행상황, 사회적

인 진지한 테마나 정치적인 테마는 피하고 피상적인 선정적인 편집만을 시

도하는 그 신문의 경향 등에 관하여 폭로하였다. 원고인 신문사는 그를 상

대로 그 배포를 금지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독일 연방통상재판소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가 위장취업

에 의해 잠입 저널리즘의 방법으로 원고 신문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편

집의 신뢰영역’(Vertraulichkeitsbereich der Redaktion)에 침입하여 수집한

내용의 공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위 서적 중 Bild지의 편집장에 관하여 익명으로

다룬 부분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피고(Wallraff)가 자기에게 허용된, 편집장의

사적인 주거영역(privat häusliche Sphäre)을 보다 광범위한 독자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편집장의 직업활동으로서 이른바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중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입

장이었다. 그것은 제보자와의 신뢰보호를 보호하는 편집의 비밀영역과는 무

관하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

소는 신문의 편집부문의 기밀성은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편집활동 영역에 위장취업으로 침입하여 그

과정을 탐지 기사화한 것은 빌트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고 판단한 것이다.

(2) 기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침해

(가) 손해발생의 우려

기업권은 총체적인 기업활동을 그 모든 현상형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주장 모두가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

는 경우에만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게된다.47)

이 손해발생의 위험은 피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독일 판례에 의

하면 문서의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에 의한 침해의 위

법성이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그 표현이 불이익을 발생

47) Wenzel, a.a.O. 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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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거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

다고 한다.48)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비판으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가

고려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49) 보통

의 경우에 부정적인 주장은 손해발생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추정될 수 있

다. 예컨대, 사진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주최자가 불공평하게 취급하였

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최자의 기업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50)

그리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그릇된 의견의 표현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 비판이 객관적으로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의 인정에 언제나 요구되는 바와 같이 표현행

위와 침해 간에는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함은 물론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이라고 하는 테마에 관한 TV기사에서 두 개의 여성잡지만을 언급했

을 뿐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원고 발행의 잡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

도 거기에는 침해의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

례가 있다.51)

(나) 기업관련성

침해는 기업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최초의 판례는 기업

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요한다고 하였다. 이 요건은 책임있는 행위형

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표현행위의 책임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기

업연관성의 판단에는 단지 언어적 의미에서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인과

관계도 중요치 않다고 한다.52) 보도기사의 내용에 동독에서 몰수당한 기업

의 표시로서 ‘자이스’라고 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보호가 거부된 사례가

있다.53)

48) BGH NJW 84, 1607

49) BGH, AfP 84, 101/105

50) BGH NJW 80, 881/882

51) Ufita 40/1963, 220

52) BGHZ 29, 65 - Stromunterbrechung

53) BGH GRUR 65, 547 - Zonenb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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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째, 기업 그 자체에 대한 침해만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뿐,

영업에 의해 성취될 수 없는 권리나 법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업권

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54)

예컨대, 연방통상재판소는 한 방송사가 오락방송에서 한 권투시합의 녹화

필름을 사용한데 대하여 그것은 권투시합 주최자의 영업에 대한 기업연관적

인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55) 왜냐하면 입장권 및 안내서의 판매

와 같이 실황녹화의 제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그러한 행사의 경제

적인 이용에 속하나, 그에 반해 오락영화의 제작을 위한 허가의 부여는 권

투시합 주최자의 전형적인 활동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단순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면 기업연관성의 요소는 부인된

다. 예컨대, 여러 경쟁상품 중 하나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상품을 제조․판

매하는 기업에 연관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관계 기업의 매상을

줄이게 되고 그 때문에 그 영업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반

사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기업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56)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여러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경우이다. 연

방통상재판소는 상품검사에 관한 판례(Warentest-Falle)에서 상품 비교검

사의 형태로 한 상품을 비난받는 위치에 놓아 불리하게 하는 것은 단지 반

사적 효과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업에 대한 침해는 기업연

관성이 없다고 보았다.57)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연관성을 갖는 비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검토

할 문제는 그 표현이 단순한 의견표현 내지 가치평가이냐 여부에 있고, 그

것이 시인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비판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주장인 경우 민법상

54) Wenzel, a.a.O. S. 141

55) BGH GRUR 71, 46

56) Wenzel, a.a.O. S. 141

57) BGH NJW 76, 6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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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성립됨은 물론이다.

(3) 침해행위

(가) 위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권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침해되는 기업

권과 그에 대한 표현행위자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법익형량에 의해서 비로

소 결정될 수 있다. 침해되는 권리가 기업의 보조적인 권리에 불과한 때에

는 바로 위법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특히, 사실주장이 진실한 경우 위법성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기사가 공공에 중요하게 관계되는 문제

에 관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인 때에는 공개적인 비판을 위해 과도

한 요건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58) 그 경우에는 우선 언론 자유의 허용

성이 추정되며, 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의 허용성이 추정된

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이 위법함을 주장하려면 기업주 자신이 우선 비

판된 자기의 활동 및 서비스에 잘못이 없음을 변호해야 한다.

언론이 경제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그것

이 언제나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산업의 전체적인 영업부문에 존재하는 폐단 또는

불공정성에 대처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한 소비자들을

손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

우라면, 공적 이익이 우선한다.59)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1966년 ‘지옥의 불’ 사건이래 판례

는 기업권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인색한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상품검사보고서의 공표60), 홀몬크림에 관하여 비판적인

보고서를 공표한 경우,61) 한 기업이 상품테스트 문제에 대하여 발표한 의

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경우62), 또는 신용장의 지급을 방해하기 위한 목

58) BVerfG NJW 76, 1680

59) Wenzel, a.a.O. S. 143

60) BGH GRUR 67, 113; NJW 76, 620

61) BGH GRUR 69, 624

62) BGH GRUR 66,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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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업적인 흠결을 알리는 행위63) 등에 관하여 모두 위법성이 부인되

었다. 다만, 설정된 기준에 대한 검사내용을 갖춘 상품검사보고서라 하더라

도 그 안에서 가치판단을 하면서 비방적 표현을 쓴 경우에는 위법함을 면

치 못한다.64)

영업적 표지의 불법사용이 상호나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도 기업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보이콧, 항의 기타 호소(Aufrufe)가 불공정한 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권 침해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

업적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항의를 조직화할 목표로 표현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표현 내용이 영업적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허위사실 주장이 아닌 한 신용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

게 일반 제3자가 기업에 대하여 손해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는 주장은 신용

훼손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구제가 어려웠지만, 기업권

보호의 수단에 의해 그 보호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한 입장에서 최근 독일 판례는 기업활동에 대하여 압력행사를 목적

으로 하는 이익단체의 조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기업을 보호하려고 시도

한다. 예컨대 1968년 두취케(Rudi Dutschke)에 대한 암살을 계기로 하여

쉬프링거(Springer) 출판사에 대해 한 봉쇄기도는 출판사의 기업에 대한

권리의 불법한 침해라고 판시된 바 있다.65) 또 1973년의 조종사 파업은 여

행사의 기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었

다.66)

보이콧의 제기 역시 기업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보

이콧의 호소가 단순한 의견의 고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타 압

력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게 된다.67)

63) BGH GRUR 70, 465

64) BGH NJW 76, 620/622

65) BGH NJW 72, 1366

66) BGH NJW 77, 1875

67) BVerfG NJW 67, 1161 - Blinkfüer; BGH NJW 85, 1620 - Mietboyk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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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해행위의 태양

표현행위의 태양이나 강도도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행위자의 자기결정권

에 속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배광고에 대하여 건강상의 이유에서 과도하

게,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68) 그 비판자는 적절하

거나 자제적인 표현에 제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공에 대한 계몽을

위해 표현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비교상품테스트에 관한 특별한 한계(후

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심이나 이익 자체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와 전혀 상관없이 언론자유의 이익이 추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형태는 알 권리라는 객관적인 요청과 그것이 피해자에게 주는 부정적 효과

를 비교하여 상호간 비례를 지켜야 한다.69)

독일 판례에 의하면 비방(Schmähkritik)의 형태로 행해지는 기업에 대한 침

해는 위법하고, 차별적 주장(Diskriminierung)이나 폄훼적 주장(Diffamierung)

역시 위법하다.70)) 또 비판자는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바와 관련이 없이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

게 할 수는 없다.71) 자기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명도가 큰 타 기업

체를 표적으로 삼아 비판을 시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원고

는 그 침해가 사회적인 행동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입

증할 책임이 있다.72)

근거없는 의혹을 일깨우는 것 역시 불법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한 기업이 합리화 계획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

기 건물에 방화하였다고 하는 근거없는 혐의를 유포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한 은행건물의 소유자가 무기거래

68) BGH NJW 84, 1956 - Mordoro

69) Wenzel, a.a.O. S. 143

70) 전술 ‘지옥의 불’ 사건 1966. 6. 21. Höllenfeuer-Urteil, BGHZ 45, 296 및 BGH

NJW 84, 1956 -Mordoro 판결 참조

71) Wenzel, a.a.O. S. 143

72) BGH NJW 80, 881 - Vermögens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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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되었다고 하는 의심을 보도한데 대해서 이를 허용되는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다.73)

표현행위가 경쟁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쟁의도의 입증

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기업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포괄적 구성요건으로

서 기업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사례] 월스트리트 저널 오보 사건(1997)

MMAR Group Inc. v. Dow Jones & Co. Inc., et al., DC

Texas, No. 95-1262, motion argued 4/17/97

Dow Jones & Co. Inc.가 발행하는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Wall Street

Journal은 1993. 10. 21. 휴스턴소재 MMAR(Money Management Analytical

Research)이라는 증권중개업체에 관해 보도하였는데, 그 중 문제된 것은 동

사가 전략을 잘못 세워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동사는 커미션을 벌

기 위해 루이지애나 연금기금에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을 사도록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당하였고, 호화승용차 유지비로 한해에 2백만 달

러의 돈을 사용했고, 한 거래자는 원고 회사의 복합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그 직원들은 4%의 커미션 한도를 정기적으로 위반하

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기사가 보도된 지 한달 후 이 회사는 고객을 모두

잃어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동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 결과 동 신문사

의 제레스키기자는 30여 명의 취재원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지만 44개 문

장으로 이뤄진 이 기사 중 위에 든 5개 문장이 오보로 판정되었다.

미국 연방배심원은 1997. 3. 20. 피고에 대하여 2억 불의 징벌적 손해와

22,700,000불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 액수는 미국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유회사인 다우

존스사는 최종 판결에 따라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었다(중

앙일보 1997년 3월 22일 토요일 12면, 뉴욕=李圭敏특파원).

그러나 1997. 5. 23 남부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위 기사를 보도함

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명백하고 확증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배상액을 감경하여 보상적 손해로서 22,700,000불과 징벌적 손해

로서 20,000불로 결정하였다.

73) BGH NJW 6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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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활동으로서의 표현행위

1. 서론

현대법에 있어서 경제상의 경쟁질서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

다. 자유 시장경제를 취하는 경제헌법 체제 아래서도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적 규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거래는 여러 형태의 경쟁행위로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광고나 선전 등 언어적 표현행위의 형태로 수행되

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경쟁법상의 규제를 받게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본항에서는 이러한 경쟁질서를 규제하는 법령의 구성요건이 개인의

표현행위나 언론매체의 보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경쟁법제는 제정법에 의해 이를 규제하는 독일법제와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로부터 불공정거래관행을 판례법(law of unfair trade practices)으로

규제하게 된 영미법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법상의 규제는 애초

에 사법상의 불법행위법으로부터 공법상의 경제법으로 변하여 오다가 현재

에 이르러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성격도 포함하게 되었다.

일본의 법제를 따른 우리의 경쟁법체제는 독일법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

지만, 미국의 법제를 가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제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두지 아니한 채, 개개의 한정

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만을 규제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2. 경쟁법의 규제 개관

우리의 경우 애초에 1961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일의 부정경쟁

방지법(UWG, Gesetz gegen unlauteren Wettbewerb vom 7. 6. 1909)을 답

습한 것이었는데,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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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법(FTC,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 등의 제정

법과 보통법을 모방하여 불공정거래관행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제도를 도

입하였다. 그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는 부정경쟁행위 혹은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하여 이원적인 규율체제가 성립되고, 그 규제관할권이 특허청과 공정

거래위원회에 분할 관장되어 온 결과 그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4)

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먼저 현행법상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법적 체

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

적 독점의 금지,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정경쟁을 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한 규제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공법적 규제체제(시정

권고, 시정명령 등)가 채용되고 있어, 사인간의 사법적인 권리 구제는 현저

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 규제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한다. 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일본의 예를 따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이

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6

가지 행위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일반고시(1995. 7. 8.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95-6호)는 거래거절 등 9개의 유형을 설정하고, 다시 이를 세분

하여 30개의 세부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74)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불공정성의 의미와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 법문사 (1996),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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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행위가 위에서 열거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부

당한 표시․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우리의 경우 종전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되었으나(개정 전 동법 제

23조 제1항 제6호), 1999. 2. 5.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1999.

2. 5. 법률 제5814호)이 새로 제정되어 동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

(1) 개관

부정경쟁방지법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에 그 뿌리를 가지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의 공정성 내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

는 목적을 가진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제2조에

서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손해배상 외에 부작위청구권과 신용

회복청구권이라는 특수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 개인적인 사법적 구제절차

를 위주로 하고 있다. 특히, 1986년의 개정 이전에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청

구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었으나, 1986년 개정법은 이를

삭제하고(1986년 법 제4조 제2항, 현행법 제5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성

립에 있어서 그 목적의 존재는 필요치 아니한 것으로 명시하게 되었다(제2

조 제1호 본문). 이러한 경향은 부정경쟁방지법리가 민법 제750조 이하의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충분치 못한 현실

에서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75)

(2) 규제대상 행위의 유형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① 고객유인(Kundenfang) ② 방해

75)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2),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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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erung) ③ 도용(Ausbeutung) ④ 법위반(Rechtsbruch) ⑤ 시장교란

(Marktstörung) 등 5가지로 분류하는 바움바하․헤퍼멜(Baumbach-Hefermehl)

의 분류가 지배적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혼동초래행위, 오인유발행위, 영

업비밀침해행위의 3가지로 분류․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6)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11개의 부정경쟁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보아 ① 타인의 영업상의 표지에

대한 침해행위, ② 공중에 대한 오인유발행위 및 ③ 영업비밀침해행위의 3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우리 법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UWG) 제1조나 파리조약 제10조의2 제2항과 같은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명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부정

경쟁으로 규제․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적용할

법이 없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不備)는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론에 의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80년 가입한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조약’ 제10조의2

제1항은 각 조약국이 조약국의 국민을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상 또는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동 조약 제2항), 특히 경쟁자의

영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거래과정에서 생산품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할 표시 또는 주장을 그러한 행위로서 예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법이 이렇게 불완전한 법상황을 갖게 된 것은 일본법을 그대

로 답습한 위에 1986년 법개정에서는 영업비방행위의 유형까지 삭제된 때

문이었다. 그 때문에 현행법은 장차 출현할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

비가 없음은 물론이고, 상품 내지 용역에 관한 오인유발적 표시, 영업비방

행위, 타인의 저명한 표지의 희석화, 완전모방(sklavische Nachahmung),

비교광고와 기대기광고(anlehnende Werbung), 끼워팔기 등의 구입강요, 과

다한 경품제공을 통한 고객유인, 부정한 종업원 스카웃, 보이콧과 같은 영

76)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2), 12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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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방해행위, 덤핑, 가격차별, 고객 빼돌리기 등의 고전적 부정경쟁수단에

대해서도 그 규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행위유형들은 실질적 의의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

항을 적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문

제되는 경쟁수단의 위법성 내지 불공정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시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그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는 독일 등 제국에서 이미 판례나 학설에 의

해 밝혀진 법리를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미디어가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광고의 공표에 있

어서와 일반적 편집․보도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3. 표현행위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

가. 개관

개인의 표현행위나 언론 미디어의 활동이 경쟁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려

면, 상술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일반적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영업적인 거래에

서 경쟁의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부작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은 경쟁법 전체의 기초를 이루며,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경쟁관계상

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관하여 독일 판례의 일반

적 경향을 보면 정치적․정신적 토론에 기여하는 언론보도나 공공의 이익

에 관계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비판의 위법성을 부인하지만, 객관적인 근

거도 없이 또한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에도 기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비방

에만 치중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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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쟁 증권정보지 비판 사건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81. 10. 30자 판결 Restquoten -IZR

93/79- NJW 82, 627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매체 간의 상호간 비판의 한계

에 관하여 일반적 요건을 제시하였다.

피고들은 1977년 그들이 발행하는 월간 경제지 및 증권정보지 등을 통하

여 소위 대은행주식(Restquoten)에 관하여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원고가 발

행하는 주간지, ‘주주를 위한 신문’(E. 슈피겔)의 보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대은행주식은 그 당시 아주 전망이 나쁜 정치적인 희망의 증권이었고, 실제

로 소유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지난 수주일 동안 대은행

주식을 둘러싸고 심한 투기가 발생하였는데, 그 투기는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E. 슈피겔 잡지가 보도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었

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이어서 독일 대은행주식에 관련된 투기는 실제와 아

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었고, 그동안 그 투기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서는 E.

슈피겔 잡지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보도가 경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지를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금 문

제된 기사의 게재를 중지하라고 판결하였다. 연방통상재판소 역시 위 판결

을 지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피고가 객관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관적으로

경쟁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여론형성에 기

여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건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임무를 고려하

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 언론 매체가 경쟁지를 비판한 경우 그 비판이 자기

자신의 영업을 촉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바로 경쟁의사가 추정되는 것

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에서 뒷받침되는 근거(예를 들면,

원고가 대은행주식에 관하여 행한 평가 등 피고들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

한 사실)를 적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잡지와 경쟁관계에 있

는 원고의 잡지를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하였기 때문

에 경쟁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 즉, 경쟁관계에 있는 한 언론기업이 상세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경업자를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공중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언론매체간의 세계관

적․정치적․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상이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소비자

에 대한 객관적 보도 및 계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자기 자신의

영업능력이 경업자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줄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

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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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

증권정보 잡지의 발행에 종사하는 기업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보도하는

기사는 그들의 영업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존속 및 신뢰성을 위

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이러한 기사의

배포에는 하등의 보호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실이 진실이

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언론으로 하여금 경쟁자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이

라거나 사실에 근거한 의견진술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물론 의견상의 차이에 기해서 관심있는 독자의 계몽을 위

하여 경쟁지의 보도 및 견해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언론기관에 금

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언론기관은 서술의 형식 및 내용에 있

어서 요구되는 점들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논쟁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인용하지도 않고 상대편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잡지를 곧바로 믿을 수 없는 것으

로 표현하였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문제된 기사에

서 취급한 원고의 대은행주식 추천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비방기사는 원고의 대은행주식에 대한 평가에 관한 독자들의 객

관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도 불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 비방기사는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원고가 전적으

로 또는 적어도 대은행주식 추천에 관련해서는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보도

함으로써 원고의 잡지를 전면적으로 깍아내린 것이고, 따라서 지방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적인 잘

못이 없다. E. 슈피겔(E. Spiegel)잡지를 무조건적으로 또한 아무 근거도 없

이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것은 정신적인 의견대립이나 공공의

이익 옹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독자층을 둘러싼 경쟁에서

피고들의 개인적인 영업이익만을 높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비판의 기준이 되는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언급함이 없

이, 그리고 무조건으로 경쟁지를 헐뜯는 언론비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경

쟁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

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는 실질적 경쟁행위의 개념에 의해

이를 규제하는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위법하

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른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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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구성요건 형태의 불법행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이러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불법행위로 포섭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위와 같은 일반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독일에서 전개된

판례와 학설을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영업적 거래상의 행위

부정경쟁행위는 우선 영업적 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가장 넓은 의미

에서 영업적 거래행위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영업목적

의 촉진에 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7) 과학적, 예술적 목적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 역시 이에 속한다. 반드시 이윤획득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나, 자선사업 기타 근거에서 하는 공익적인 사업도 이윤목적을 추

구하는 한 영업적 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취급된다.78) 언론의 보도에 관

하여도 영업적 거래의 징표가 긍정될 수 있다. 예컨대, 한 기업 경영자가

TV 인터뷰에서 자기의 상품가격을 경쟁기업의 그것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영업적인 거래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79) 공법인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도 그것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 구성원 또는 이

용자와의 관계가 사법적이든 또는 공법적이든 불문하고 경쟁법의 규제를

받는다.80)

그러나 사적인 활동이라든가 순수한 고권적 조치는 영업적인 거래에 속

할 수 없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이라든가 스포츠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은 원칙상 영업적 거래가 아니다.81)

영업적 거래에서의 행위는 외부에 나타날 것을 요하며, 기업 내부의 경

과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이 상사대리인에게 행한

77) BGHZ 42, 210 (218)

78) BGH GRUR 62, 254 - Fussball-Programmheft

79) BGH GRUR 64, 208

80) BGHZ 66, 229

81) Wenzel, a.a.O. S.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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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의 의미에서 영업적 거래가 아니다.82)

다. 경쟁목적의 행위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경쟁목적의 행위일 것을 요한다.83) 실제에 있어

서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는 영업적 거래상의 행위라고 긍정됨이 보통이다.

매체의 표현행위에 경쟁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부정

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표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무거운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의 표현행위에 경

쟁목적이 있었는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84)

이 경쟁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요건

으로서 ‘경쟁관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경쟁목적’이 충족될 것을 요한다.

(1) 객관적 요건

외적으로 보아 한 경쟁자의 판매 또는 주문가능성을 촉진시키기에 적합

한 행위가 그에 의해 그 경쟁자의 주문 또는 판매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쟁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85) 현

존 고객의 유지를 위한 목적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려는 목적과 같이 취

급된다. 그러므로 경쟁행위는 한 기업의 촉진이 다른 기업의 불이익을 초

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경쟁관계를 전제로 한다.86) 그 경쟁이 동등한 경

제단계에서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는 결정적이 아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사

실상 영향받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쟁관계는 예컨대 판매방법은 상이하다 할지라도

구독자와 광고주를 동등하게 얻으려고 하는 두개의 신문간에 존재하며 일

간신문과 보도부분을 가진 광고지 사이에도 존재한다. 방송과 신문간, 텔레

82) BGH NJW 70, 2294

83) Wenzel, a.a.O. S. 196

84) Wenzel, a.a.O. S. 196

85) BGHZ 3, 277 - Constanze I

86) Wenzel, a.a.O. S.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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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영화간에도 이러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87)

언론매체 간의 경쟁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독자

군(讀者群)이다. 양 매체가 동일한 독자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판

매방법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각 언론사가 발행

하는 간행물이 동종의 내용에 관하여 동일한 독자층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가 발행하는 잡

지가 같은 경제전문지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증권거래 및 투자추천에 관한

안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잡지

가 일반 잡지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거나, 오로지 예약에 의해서만 판매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관계를 인정함에 하등 지장이 없다.88)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표현행위 기타의 행위가 경쟁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때에는 경쟁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의 국외자

도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경쟁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 경우 국외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자로 행위하게

된다.89)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가 가격비교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90) 언론 매

체가 경쟁자들의 경쟁관계에 관해 보도함으로써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언론매체는 경쟁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2) 주관적 요건

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객관적 요건 외에 경쟁의도라고 하는 주관적 요

건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

이다.91) 타인의 경쟁을 촉진시킬 의도만으로도 이 요건은 충족되므로 행위

자는 경쟁자 자신이거나 또는 기업경영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론인도

87) Wenzel, a.a.O. S. 196

88) 전술 경쟁 증권정보지 비판 사건,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81. 10. 30. 판결

Restquoten - IZR 93/79 -

89) Wenzel, a.a.O. S. 197

90) BGH NJW 81, 2304 - Preisvergleich

91) BGH NJW 7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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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에 관한 보도를 통해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쟁의도를 갖는 것이며, 그 보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판단 받게 된

다.92) 경쟁목적이 추구되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 조합의 회람이 원

래 조합원에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경

쟁의도가 추구될 수 있다.93)

경쟁의도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사실문제이고,94)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결정될 수 있다. 주장․입증 책임은 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경쟁자가 영업상의 거래에서 타인의 희

생 위에 자기 자신의 영업을 촉진하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견해를 표현한

경우에는 경쟁의사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아서 생

활경험에 일치한다는 것이 독일 판례의 태도이다.95) 그러나 전달자가 자기

의 표현에 의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추구했고 자기 선전은 불가피한

부수효과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그 때문에 경쟁의도를 인정하여 이를 금

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허용되는 표현이 위법하게 취급되는 것이어

서 옳지 않다.96)

[사례] 수의사 회견보도 사건 (1984)

유럽 인권위원회, EKMR NJW 84, 2751 - Barthold ge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유럽 인권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 der Menschenrechte, EKMR)

는 한 수의사(獸醫師)가 새로운 수의사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의사의 정규

적인 야간 진료제도에 관해서 이를 지지하는 신문회견을 하면서 실무상 자

기에게 걸려온 문의전화의 회수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수의사에게는 금지되

는 광고를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그 수의사의

표현행위가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테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광고효과는 단지 수의사의 이름과 자기의 실무상의 특정 사실의 전달에

92) BGH NJW 52, 660

93) Wenzel, a.a.O. S. 197

94) BGH NJW 82, 637

95) 전술 경쟁 증권정보지 비판사건 BGH NJW 82, 637 - Restquoten

96) EKMR NJW 84,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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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이름과 직능을 밝힐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에 관해서 가장 정통한 자가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표시되기만 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나아가 유럽 인권위원회는 비판이

효과를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관계되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

며, 그 수의사가 경험한 문의 건수의 설명은 그러한 관련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결국 수의사법상의 광고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 판단한 바 있다.

행위자가 경쟁자도 아니고 경제단체와 같이 경제적 이익의 대변자도 아

니라면 경쟁촉진의사를 바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97) 행위자 자신

이 경쟁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가 자기의 영향력으로 개별적인 경제적 목표

를 추구했는가의 여부 또는 정치적, 경제정책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관계

에서 공공에 봉사하려 했는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념적인 목적이 추

구된 경우라면 헌법상 표현자유로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경쟁의도는

부정해야 한다. 학문적 발표, 자선목적의 추구, 변론에서의 언급, 전문단체

의 올바른 진술, 노조의 발표, 소비자단체의 활동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

로 이 경쟁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98)

언론보도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경쟁의도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99) 언

론보도는 정보의 이익, 즉 공공의 알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는 추정이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 신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 즉 언론

기관 간의 분쟁(Pressefehde)에 있어서도 그 테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

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100)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발행인의 행위를

다룬 경우에도 같다. 독일 판례에 의하면 다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는 설

득력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인 토론이 가급적 개방되어야 할 것이

므로 언론매체의 기사에는 정치적인 경쟁, 즉 의견형성이 의도되고 있다고

97) Wenzel, a.a.O. S. 199

98) Wenzel, a.a.O. S. 199

99) Wenzel, a.a.O. S. 199

100) BGH NJW 66, 1617 - Höllenf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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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고, 따라서 경쟁의도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시험성적이 공표되는 경우,101) 라디오 해설에서 한 영화가 비판되는

경우102) 또는 한 의사가 TV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은 광고를 하는 의사보

다는 자격있는 외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말한 경우 등에는 경쟁의도를 부인

해야 한다. 언론이 한쪽 편을 든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바로 경쟁의도가 귀

결되는 것은 아니다.103)

[사례] 경쟁 증권정보지 비판 사건 (1981)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81. 10. 30자 판결 Restquoten

- IZR 93/79 -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통상재판소는 한 증권정보사의 기사가 타 경쟁사

에 대하여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거나 암시함이 없이 “막바로 진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표시한 사례에서 원․피고가 객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위 보도가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면

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경쟁자가 영업상의 거래에서 타인의 희생 위에 자기 자신의 영업을 촉진

하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경쟁의사의 존재를 사실

상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아서 생활경험에 일치하는 것이지만, 언론

의 보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이 자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에 대하여 공익에 관한 사건을 보도하고 여론의 형성에 기여

하는 언론의 특별한 사명에 비추어 언론기업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건에 관

하여 타 매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경우에 경쟁의도의 존재를 너무 넓게 이

해한다면 의견 및 정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

으로 요구되거나 헌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까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건의

보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보도의 경우에 경업의사의 존재

를 인정함에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이러한 기사가 경쟁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

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으로 하여금 공익에 관한 보도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일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에서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에서 뒷받침되는 근거(예

101) BGH GRUR 67, 113 -Warentest I

102) BGH GRUR 68, 314

103) Wenzel, a.a.O. S. 1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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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원고가 대은행주식에 관하여 행한 평가 등 피고들이 소송에서 비

로소 주장한 사실)를 적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잡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잡지를 일반적으로 별로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경쟁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한

언론기업이 상세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공중에 대하여 경업자를 별로 진

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인식하도록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언론매체간의 세계관적․정치적․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종류의 알력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 보도 및 계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도가 독자에게 자기 자신의 영업능력이 경업자의 그것보

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줄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 판결이 경쟁의

도를 인정한 근거는 위 피고의 보도에 의해 정신적인 의견의 경쟁이 촉진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적인 지위가 추구된 것이기 때문이었으나, 이 판결

은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판에 대하여 이를 금지

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Wenzel, a.a.O. S. 200 그 판시에 의

하면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주장이든, 또는

의견표현으로 평가되든 여부를 막론하고 경쟁지의 신용을 추락시키고 그 존

재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혹 주장이 진실인 경우

라 할지라도 언론에게는 그러한 위협의 권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언론기관은 의견논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있는 범위의 사람을 계몽하기 위

하여 경쟁지의 표현이나 견해와 대결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그 경우 그는

그 표현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며, 논쟁

의 기초가 되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연관이 없이 타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벤첼에 의하면 그러한 정보는 오로지 그 분야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널리 알림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고, 영업적 활동에 근거하여 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자가 그에 관하여 진술

하는 경우 그 문제가 영업적인 것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재갈을 물리게 된다면, 그러한 법적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부족현상은 타개될 수 없고, 그것은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주장한다.104) 벤첼은 같은 이유에서 신문판

매법(Pressevertriebsrecht)의 문제에 관한 대학교수의 논문에 기재된 표현은

그것이 경제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경쟁적인 표현행위라

104) Wenzel, a.a.O.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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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나, 한 청약자의 영업광고(Werbeinserate)를 전파하는

잡지도 그 광고주의 경쟁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다고 한다.105)

물론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명백히 경쟁의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

컨대, 신문이 토론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영업의

대변자로 되는 경우가 그렇다. 예컨대, 한 건축설계팀의 건축물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거의 아무 비판없이 그 작품을 놀라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면 그것은 새로운 수주(受注)를 위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도가 추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106)

한 부문의 정보제공업자가 광고과정에서나 행해질 수 있는 시미(試味)

매매를 촉구하는 경우107) 또는 독자들에게 한 생산자의 가격결정과 다른

경쟁자의 가격수준에 관하여 언급하고, 나아가 가격이 유리한 공급자의 이

름을 거명하면서 제품취급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거래하는 생산자와의 관계

를 단절하도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경쟁의도가 긍정된다.108)

표현의 일방성 또는 오류가 경쟁의도를 귀결하게 하는가의 여부는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이라는 테마에 관한 텔레

비전 기사에서 3개의 부인잡지 중 주로 한 잡지에 관해서만 언급이 되고,

다른 하나는 곁다리로 언급되었으며,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경쟁의도가 인정될 수는 없다.109) 그러

나 예컨대, 경쟁의도를 인정함에 부족이 없을 정도로 상품테스트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표현이 경쟁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영향미치는 경우

에는 경쟁의도를 긍정해야 한다.110) 독일의 경우 광고업자율단체인 광고중

앙위원회의 지침(ZAW-Richtlinien)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05) Wenzel, a.a.O. S. 205

106) Wenzel, a.a.O. S. 200f

107) BGH NJW 81, 2752 - Testkauf

108) Wenzel, a.a.O. S. 201

109) LG Hamb0urg Ufita 40/1963, 220

110) Wenzel, a.a.O. 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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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보도적 표현이 아니라 경제광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11)

라. 반윤리성

(1) 일반론

부정경쟁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불공

정거래관행(unfair trade practice)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불

공정성’을 들고 있으며,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선량한 풍속’(gute Sitte)

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여 그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려

면 공서양속(gute Sitte)에 반하는 반윤리적 행동이 인정되어야 한다. 독일

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공서양속의 개념은 공명정대하게 사고하는 자의

품위의식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112) 주로 경쟁 사업자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성적이고 품위있는 일반․평균적 기업인의 품위의식

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113) 여기서는 윤리의식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져야 할 것이 기준이 된다.

그 결정은 경쟁의 기능을 존중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르도록 법

관에게 위임되어 있다.114)

경쟁적인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상 보장되는 경쟁의 자유가 원칙적

으로 주어지며, 현행법상으로는 경쟁의 제한을 금지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참고로 된다. 그러나 경쟁적인 표현행위를 금지하

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인 효과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에

의한 가치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15)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쟁자 상

111) Wenzel, a.a.O. S. 201

112) BGH GRUR 55, 541; 60. 558

113) BGHZ 15, 364

114) Wenzel, a.a.O. S.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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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에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이지만, 나아가 수요

자와 공급자의 이익 등 여타 시장관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일

반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공의 알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116)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 이르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할 중요성은 더욱 커지

고 있다. 예컨대, 자유로운 언론을 보전하는 것은 일반적 이익에 속하기 때

문에 언론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쟁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117)

일반공공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경쟁적 표현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러한 관점이 의미를 갖는다.118) 그 대표적인 예로서 비교광고(vergleichende

Werbung)를 허용하는 최근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종전에 비교광고는 금지

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향 때문에 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경우에 비교광고가 오해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

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일반적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이를 금

지하는 것은 기본권적인 가치질서와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독일 판례는 비교를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비판이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광고도 허용된다고 하는 입장

을 취한다.119) 비교하여 대치시킨다거나 비판함으로써 일반공공의 알 권리,

특히 소비자의 이익이 옹호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20) 특히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영업방법 예

컨대, 사기적인 광고를 비판하는 경우 허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표현행위

가 오로지 경쟁자 양인의 경쟁적인 논쟁에 그치고 그들의 개별적인 이익에

만 관계되는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반윤리성의 문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보면 자유로운 시장 참여자

115) Wenzel, a.a.O. S. 202

116) Wenzel, a.a.O. S. 202f

117) BGH NJW 69, 744

118) Wenzel, a.a.O. S. 202f

119) BGH NJW 61, 1916

120) Wenzel, a.a.O. S.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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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보도는 불공정하다(unlauter)고 볼 수

있다.121) 그것은 오해의 유발 기타 비합리적 영향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보도에 의해 잠재적인 이해관계자 내지 고객으로서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특히 공급자, 기업 및 은행도 부당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 보

도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언론미디어가 제3자로서 개개의 부문에 관해 경

제적인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표현에 의한 영향이 문제된다. 그 경우

표현규제법과 비교하여 보다 엄중한 경쟁법상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

은 미디어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고

려를 요한다.122)

자기의 기업 또는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해 불공정한

영향력이 행해질 수 있다. 그러한 자기진술은 그 내용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외적인 표현형식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예컨대, 실제상으로는 경제적인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편집부문의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언론매

체가 단지 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컨대, 징벌행위(Denkzettel-Aktio

n)123) 기타 보이콧124) 등 능동적 행위에 의해 경쟁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다.125)

(2) 보이콧

보이콧(Boykottaufrufe)이라 함은 조직된 차단행위(遮斷行爲)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통상적인 영업상 거래로부터 배제되도록 하는 투쟁조치를

말한다. 보이콧 상대방의 경쟁능력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데 봉사하는 보이콧조치는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반경쟁적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쟁행위이다.126) 경쟁자가 허용된

121) Wenzel, a.a.O. S. 203

122) Wenzel, a.a.O. S. 203

123) BGH GRUR 80, 242; BVerfGE 83, 1181

124) BGH GRUR 84, 461 - Kundenboykott

125) Wenzel, a.a.O. S. 203

126) BGH GRUR 84, 214 - Copy-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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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활동을 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조직된 형태로 방해하는 것은 능률경

쟁의 원칙(Grundsatz der Leistungswettbewerb)에 반한다. 공급차단 또는

관계차단의 요청이 특정한 경쟁자를 불공정하게 가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도 한다.

표현행위 내지 언론에 의한 보이콧을 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동기가 중요하며, 그와 관련하여 요청의 목적 및 목표가 고려된다. 그

요청의 근거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관계에서 일반 공공의

이해(利害)에 근거를 갖는 것으로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추정을 받게 된다.127)

[사례] 뤼트 보이콧 사건 (195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58. 1. 15. 판결, BVerfGE 7, 198 -

Lüth-Entscheidung

이 판결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이콧을 제기하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천명하

였다.

이 사건에서 함부르크주 언론국장이었던 뤼트는 나치에 협력한 영화감독

이 제작한 영화를 배급받지 말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영화

상영을 바라는 영화업자들은 뤼트의 위 표현행위가 그들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 하여 그 금지를 바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뤼트의 그

러한 표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조항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뤼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가 사적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제기

한 보이콧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의 일환으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어

서, 그로 인해 영화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언론자유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조항

이 뤼트와 영화기업 간의 사적 분쟁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

나, 기본법 제5조에 표현된 헌법제정자의 가치결정은 위 사적 분쟁을 규율

하는 사법규정의 해석에서도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뤼트의 표현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128)

127) BVerfGE 7, 198; NJW 58, 257 - Lüth

128)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6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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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역시 언론매체 간에 종교적 논쟁이 문제된 사안에서 객관적으

로는 경쟁관계가 인정됨에도 일방의 타방에 대한 격렬한 비판에 대하여 경

쟁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그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베풀고 있다.

[사례] ‘지옥의 불’ 사건 (1966)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66. 6. 21. Höllenfeuer-Urteil, BGHZ

45, 296/307

1962. 1. 14.자 주간 사진잡지 ‘슈테른’(stern)지(원고)가 “지옥에는 정말

불이 타고 있는가?”라는 표제 아래 카톨릭 교파에 대한 비난적 기사를 게재

한 데 대해, ‘시대의 메아리’(‘Echo der Zeit’)라는 카톨릭 관계 잡지(피고)는

슈테른지의 표제는 ‘바보 사로잡기’를 의도한 표제이고, 독일 최대 발행 부

수의 사진잡지인 슈테른지의 가치기준은 길바닥에 있다고 이를 비난하는 내

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슈테른지를 발행하는 원고 회사(유명

한 주간지 ‘Die Zeit’도 발행함)는 위 ‘시대의 메아리’지의 기사가 슈테른지에

대하여 폄훼적인 형태로 명예를 훼손하고 평가를 저하했기 때문에 원고인

출판사의 기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전파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연방통상재판소는 피고의 기사 내용은 거의가 피고의 주관적 의견의 표

현으로서 원고의 기사를 비판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의 기업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그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승인될 수 없는 종류의 가해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

면서 위와 같은 정도의 과격하고 비난적인 표현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판

시하였다.129)

비리(非理)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해 주목을 받게 하고 그 제거를 촉

구하는 것은 언론의 과업에 속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슈퍼마켓과 창고업

자가 생산자들과의 개별적 거래를 배제하려는 것은 공공에 중대하게 관계

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고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촉구하

는 것은 허용된다.130) 그러나 소비자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보

복을 가하도록 촉구하는 행위가 관계 전문분야만을 취급하는 전문지에 게

129)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174면 이하

참조

130) BVerfG NJW 82, 2655 - Kreditha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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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경우라면 그것은 여론을 동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개별적인 경제상의 대결관계에서 타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

이콧의 촉구는 경쟁법에 위반될 수 있다. 예컨대, 도매상인들에게 소비자시

장에 직접 공급한 생산자의 명단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지 말자고

촉구하는 경우와 같이 보이콧 상대인 생산자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하

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131)

독일 판례 중에는 한 전문정보지가 특정 복사기 제조자와의 협력관계를

그만두도록 촉구한 사안에서 그 정보지는 그 촉구에 의해 동업자인 관계

복사기 제조자의 경쟁을 촉진할 의도에서 단지 의견의 제시만이 아니라 유

리한 참조원천을 거명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

지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례132)가 있고, 한 정보지가 시계전문점에 대하

여 커피상점에서 시계를 얻은 고객에 대해서 배터리 교환을 거절하라고 촉

구한데 대하여 커피상점의 시계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

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례133)가 있다. 이 경우 보이콧 촉

구의 상대방인 전문상인과 그 차단의 상대방인 고객과는 동일인이 아니어

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여론에 호소할 목적의 보이콧이라 할지라도 그 투쟁수단으로서 폭력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미국 판례는 보이콧의 수

단에 관하여 그것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된다고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례] 인종차별 상점 보이콧 사건 (1982)

미국 연방대법원 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458

U.S. 886 (1982)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이콧의 표현은 Brandenburg사건 기준

131) BGH GRUR 80, 242; BVerfG NJW 83, 1181 - Denkzettelaktion

132) BGH GRUR 84, 214 - Copy-Charge

133) BGH GRUR 84, 461 - Kunden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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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폭력을 선동(incitement to violence)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동이

의도되고, 그 발생이 절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요건(“intent to incite

imminent lawless action” test)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면,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인종적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유색인지위향상협

회’(NAACP)의 지방조직에 의해 주도된 한 백인 소유 상점에 대한 보이콧

이 문제되었다. NAACP 지도자 중의 일인이었던 Charles Evers는 그 보이

콧을 위반하는 자는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질 것이고, 보안관이

야밤에 그 위반자들과 같이 잘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나아

가 “우리가 당신들 누구든 그 인종차별 상점에 드나드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의 모가지를 부러뜨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그 보이콧이 정치적인 동기를 갖는 것이어서 수정헌법 제1

조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판시에 의하면 강력하고 효과적

인 즉흥적 수사(修辭)는 순수하게 감미로운 말로 고상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Evers와 다른 보이콧 주도자의 말이 폭력의 권고

(exhortation)와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Brandenburg기준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순한 주창(advocacy)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사례] 마이클잭슨 공연반대 사건(2003)

서울고법 민사7부 2003. 12. 30. 판결

1996년 10월 원고 (주)태원예능은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하였으

나, 기독교윤리운동실천본부 등 50여 개 종교․시민단체로 결성된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운동 공동대책위’가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등을 이유로 공연 반대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행사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공대위 간부 3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고 1, 2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 환송 후 법원은 시민운동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시민단체가 공익

을 위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관람 반대운동을 벌이고 협력업체에 협력중단을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경제적 압박수단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허

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시민을 상

대로 공연관람 거부운동을 벌이고 공연협력업체에 협력을 하지 말도록 설득

한 것은 공익적 시민운동으로 적법하지만, 입장권 판매 대행 은행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해 태원측과 계약을 파기하게 한 것은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134)

134)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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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에 의한 보이콧이 아닌 언론에 대한 보이콧에 대하여는 특별

한 고찰을 요한다. 신문이나 방송의 논조에 불만을 품은 이익단체나 집단

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이나 시청거부운동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침해로서 위법한지 여부가 자주 논란된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적인 영역의 시도 중 특히 위험한

무기는 보이콧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이콧에 사용된 방법이나 추구된

목적이 공서양속에 저촉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영업적 경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이콧은 공서양속에 저촉되어 규제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아 보이콧에 의해서 한 신문에게 그의 정치적 방침

또는 사상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는 그 목적이 공서양속

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135) 독일 연방통상재판

소는 남부독일 대도시 극장 소유자들이 그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억제하기 위해 그 지역 지방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대하여 그러한 결의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금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36) 보이콧 상대방의 다투어진 행위에 대하여 보이콧을

행하는 것이 원래의 이의대상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 보이콧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

그러나 언론이나 표현활동에 대한 보이콧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8년 뤼트 보이콧 사건137)에서 나치에 부역한 전

력이 있는 자가 제작한 영화에 대하여 보이콧하도록 촉구한 주(州) 언론국

장의 행위를 사상의 자유의 기본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 또 동독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게재한 한 잡지에 대하여

보이콧이 행해진 사안에서 독일 연방통상재판소는 그 보이콧은 사상적 동

기, 즉 반공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행해진 것임을 이유로 허용되는 것이

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138) 그러나 이러한 판지에 대하여는 보이콧의 목적

135) Martin Löffler, Presserecht, 1. Bd, 2. Aufl., C.H.Beck, München, 1969 S. 98

136) BGH, AfP 37/60 S. 137

137) BVerfGE 7, 198

138) BGH NJW 64, 29 - Blinkfü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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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국방송의 청취를 방해하려는데 있는 것이어서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

는 헌법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

다.139)

(3) 법적인 또는 계약에 의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독일의 경우 처방(處方)이 필요한 의약품을 일반에게 광고하는 것은 법

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약재에 관해 편집부문의 보도

기사의 형태로 작성된 보도가 해당 제품에 관한 위장된 광고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기사

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정보제공적이거나 교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도

광고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140)

계약이나 또는 효력있는 엠바고 약정에 의해서 어떤 정보의 공개 시점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을 준수하는 것은 언론인의 직업윤리상 의무에 속한

다. 만약 그러한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론인이 미리 정보자료를 조

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일반 공공을 위해

서도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1984. 10. 2.자 독일언론평의회의 엠바고에

관한 취급 지침 참조). 그러한 제한을 무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141) 그러나 보도대상인 자가 제3자와 (예컨대 연

극배우와 제작자 간에) 체결한 엠바고 약정은 존중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마. 제보자의 경쟁법상 책임

언론매체의 보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그 매체는 그

에 대하여 전체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판례에 의하면 제보

자도 역시 경쟁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 되는

139) Löffler, a.a.O. S. 98

140) Wenzel, a.a.O. S. 211

141) Wenzel, a.a.O. S.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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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경쟁법상의 제보자 책임은 공표 매체가 경쟁의도를 가지고 그 기사를

보도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 자신이 경쟁자였다면 그의 표

현이 경쟁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족

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쟁의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다.142) 제보자가 스스로 자기 메시지를 편집부문에 게재하도록 노력했는

가, 아니면 기자가 보도를 위해 그것을 요청했는가하는 문제는 그 동기 여

하가 편집의 비밀보장 때문에 해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제보자책임의 성립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143)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보자에게 경쟁의도가 긍정되는

경우 그는 제보에 의해 자주 야기되는 불확실성이나 일반화에 대하여도 상

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 매체가 공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제외한 경우에만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

다.144) 이렇게 엄격한 제보자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위 판례가 드는 이

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경쟁자는 언론기관 자신에게는 금지되었을

경쟁적 표현을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

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언론계의 현실에 부합

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판받고 있다. 제보자는 기자에게 제공한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되는가를 검토할 권한이 없고,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도 제보

자에 의한 그러한 관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145)

4. 언론보도에 의한 부정경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쟁법의 기본적 법리에 따라 언론보도가 부정경

쟁행위로 될 수 있는 경우를 상술할 필요가 있다. 광고가 아닌 편집부분의

142) BGH NJW 68, 1419 - Pelzversand

143) BGH NJW 68, 1419 - Pelzversand

144) BGH NJW 64, 1181 -Weizenkeimol; 67, 675 - Spezialsalz; 68, 1419 - Pelzversand

145) Wenzel, a.a.O.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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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경쟁을 추구하는 경우와 숨겨진 형태를 띠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경쟁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반윤리적인 것임을 요하는데, 미디어

의 보도가 경쟁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그 법적 효과를 받게 되려면

미디어의 보도가 불공정성(Unlauterkeit)한 것임을 요한다. 여기서 불공정성

은 미디어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부터

귀결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해의 유발 기타의 비합리적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잠재적인 이해관계자 내지 고객으로서의 소비자가 부당하

게 영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특히 공급자, 기업 및 은행

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경쟁관계에서는 특히 제3자의

진술에 의한 영향이 문제로 되는데, 매스미디어가 개개의 부문에 있어서

경제적인 경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이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에는 문제로 된다.

그 경우 미디어의 보도활동에 대하여 아무 제한없이 경쟁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보아 경쟁법은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에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법상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스미디어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에 의한 불공정한 영향력은 미디어 자신의 기업 또는 서비스에 관

한 경쟁촉진적 진술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그러한 자기진술은 그 내용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외적인 표현형태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상으로는 경제적인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편집부문의 기사

로 게재함으로써 허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미디어의 보도가 단지

알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행위하면서 경쟁의 싸움에 개입하

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위로 될 수 있다. 예컨대, 언론매체가 단지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관계자에 대한 징벌행위(Denkzettel-Aktion) 또는 보

이콧조치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서 경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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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적인 편집상의 경쟁적 표현행위

(1) 개관

한 신문이 편집부문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컨대

“본지는 전국 제1의 발행부수와 보급지역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독자에게 광고적인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관하

여는 일반적인 경쟁법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고에 있어서 오해유발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언론매체의 편집상의 기사가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문제되

는 경우라면 경쟁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금지․제한한다 하더라

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광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제한이 편집부문의 기사에 대하여

아무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광

고, 즉 고액의 비용이 투입되어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광고문안이

나 광고 스파트의 경우에 엄격한 경쟁법상의 제한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적 표현에 대해 설정된 한계는 너무 무겁기 때문

에 이를 보도활동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제재의 두려움으로 인해 언론활

동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에 의해 정보의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오로지 그 분야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널리 알림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영업적 활

동에 근거하여 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자가 그에 관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문제가 영업적인 것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게 재갈을 물리게 된다면, 그러한 법적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부족현

상은 타개될 수 없고, 그것은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

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말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

여될 뿐 아니라 수용자, 즉 일반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46) 그러므로 언론의 경쟁적인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광고에 대하

146) Wenzel, a.a.O. 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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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서는 안되고,147) 표현행위에 관하여

경쟁법에 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행위의 태양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48)

(2) 경쟁촉진적 보도

편집의 형식을 취하는 글 속에서 특정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그 광고적 의도를 감추지 않고 명백히 드러내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된다. 그 경우 편집부문의 보도는 원칙적으로 공정성 및 진

실성을 위해 노력한 언론기관의 객관적 표현이지, 오로지 광고목적을 위한

일방적 표현은 아니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광고라는

표시가 없다면 신문 독자는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다.149) 이와 같은 원칙은

무료로 배포되는 광고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무료로 배포한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에 게재된 문안이 모두 광고라는 표시로서 충분하지 않다.

(3) 오인 유발적 보도

표현자유와 관련을 갖는 오인유발적 사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특

히, 편집부문의 표현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유발적인 경쟁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150)

독일의 판례는 한 자동차 제조업자의 새로운 모델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

업자가 수많은 관계 기자를 초대한 자리에서 제공된 바를 근거로 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독점보도라고 표시한 잡지의 기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51) 자연적으로 이해한다면 독점 게재라고 하

는 주장은 그 잡지만이 공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의 견해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그 잡지만이 유일하게 보도했다고 이해되는

그 기사는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든 거래 당사자가 새

자동차 모델의 사진보도와 기사가 수많은 잡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47) BGH NJW 68, 64 - Pelzversand

148) Wenzel, a.a.O. S. 205

149) Wenzel, a.a.O. S. 216

150) Wenzel, a.a.O. S. 215

151) LG Hamburg, ArchPR 6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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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그러한 보도가 단지 유일한 잡지에만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인유발적인 것임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한

다. 또 오인유발적인 것으로 판시된 사례로서 건축가의 작품집에 자기의

건축팀이 공항을 설계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게재한 것이 문제된 경우 사후

에 사실상 건축된 공항이 다른 건축가의 설계에 의한 것이 드러난 경

우,152) 현실에 있어서 정상적인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단지 수개의 전문점

만이 그 공급자의 판매망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상점의 타 업종으로

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언론정보업무사가

경쟁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153)를 들 수 있다.

독자에게 공표된 표현행위가 특정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특정인에 의

한 진정한 글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갖게 하여 그것을 믿게 하는 경우에는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진실과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채색되어 인용된 말이 사진잡지에 게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

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154) 저널리즘보도의 경향에 의하면 피상적인 독자

를 상대로 하는 대중지의 경우 광산사고 등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관계자의 진술은 문구에 따라 정확하게 재현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간결하고 가볍게 소개되거나 직접화법의

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독자들 역시 이렇게 잡지의 사실보도란에서 널리

관용되는 대화식으로 재구성된 언론적 기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리 피상적인 독자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론제작물의 속성을 고려에 넣는

것이 우리의 생활경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가 사실의 경과

를 올바르게 반복하여 표현하고 관계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

우라면 현실적 사건의 이와 같은 묘사방법이 금지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155)

152) KG Ufita 91/1981, 220

153) Frankfurt AfP 82, 228

154) BGH GRUR 68, 209/210 - Legende

155) Wenzel, a.a.O. 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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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관 및 비교하는 보도

그러나 편집부문의 기사에 대하여 연관광고 및 비교광고(bezugnehmende

und vergleichende Werbung)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신

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편집부문에서 경제적

인 경과에 대해서 취급하는 기사는 예외없이 연계 또는 비교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러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불법하다고 생각되어 왔는데,156) 언론의

보도를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관광고 및 비교광고에서 발전된 법리를 언론보도에 적용한

다면, 그러한 보도들은 거의 경쟁을 촉진할 의도에서 공표되는 것이기 때

문에 경쟁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157) 이러한 문제 상황은 전술한 경쟁 증권정보

지 비판사건158)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총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의가 그대로 타당하다. 순수한 광고에 있어서

는 총체적으로 부정적 평가(pauschale Abwertung)를 행하는 광고가 금지

되지만, 독일의 판례는 편집기사에 관하여 이러한 법리를 제한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독일 연방통상재판소는 1968년 모피판매 판결159)에서

신문의 경쟁자가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에

는 불가피하게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가격 등 여

러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제보자는 그 계획된 언론공표가 자기 또는 제3자

의 경쟁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타인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공공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다면 통상 부정경쟁

방지법(UWG)의 의미에서 반윤리적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설시하

였다. 연방통상재판소는 나아가 일반공공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보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경쟁자를 경쟁법상의 엄격한 규율에 무제한적으로 구

156) RG GRUR 31, 1299 - Hellegold-Entscheidung

157) Wenzel, a.a.O. S. 205

158) BGH NJW 82, 637 - Restquoten-Entscheidung

159) BGH NJW 68, 1419 - Pelzversand-Ent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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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는 것은 헌법에 의해 이행하도록 주어진 언론의 과업을 저해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기망적인 광고와 같이 일반이 이해관계를 갖는 영업방법

에 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밝히는 경우에도 그것은 공공의 알 권리

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긍정되어야 한다.160) 정보

제공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된 자

의 과거행적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서비스와 광고주장 간에 불일치가 확

인되는 때에는 바로 비판을 받게되고 그 관계자는 강경하고 명료한 표현방

식을 감수해야 한다.161)

결론적으로 보아 표현행위는 그것이 경쟁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론의 형태로 나타난다거나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

에서 광고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표

현행위는 현저하게 넓은 활동영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편집상의 숨겨진 경쟁적 표현행위

발간 형태에 따라 저널리즘적 목적에 봉사하는 인쇄물을 대하는 독자는

그 내용이 저널리즘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따라서 그 게재 기사들

은 공공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고 이해함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라고 하는 외형을 위장하여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광고목적을 달

성하거나, 하려 하는 때에는 독자들에 대한 기만이 이루어지게 된다.162) 이

렇게 광고적 내용을 저널리즘적인 기사로 위장(僞裝)하는 것은 언론의 직

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선량한 경쟁윤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는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제공

의 정도를 넘어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상거래 관

160) Wenzel, a.a.O. S. 207

161) Wenzel, a.a.O. S. 207

162) Wenzel, a.a.O.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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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보도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순수한 광고의 경우와는 견줄 수 없는 상당한 의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사의 게재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기사

가 상품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쓰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공정거래

를 요구하는 상거래 관습을 해하는 것으로 본다.163)

독일 판례는 한 잡지 발행인의 객관적 견해로 위장된 광고는 경제적으로

무관한 제3자의 전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거래상 보통

광고주 자신의 선전적 문구보다 강력한 존중과 보다 높은 비중이 주어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64) 그 경우에는 감정(鑑定) 내용을 곁들인 광고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그 광고는 이해관계 없

는 자가 독립적으로 한 상품의 장점을 스스로 확인한 판단인 것처럼 기만

적인 외관을 불러 일으켜서 소비자들이 이를 믿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경

쟁행위에 해당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165) 독일 제주의 출판법은 정기간행

물의 발행인과 책임편집인은 그가 공표를 위해서 대가를 받거나, 요구했거

나 또는 약속한 때에는 표시나 편집에 의해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알 수 있

게 하든가, 그 공표에 관하여 명백히 광고란 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종류의 기만은 이러한 법규정에도 위반하는 것이다.166)

편집부문과 광고의 분리원칙에 대한 위반은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규칙

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 물론 편집부문에서 허용되는 보도와 언론적 위

장을 한 경제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데는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기업권 및 인격권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그 구별은 어렵다. 어

떤 범위에서 편집상의 기사가 기업보도 내지 인격권보도로 생각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판례는 편집부문에서

이루어진 언론보도 속에 특정 기업에 관하여 그 상호와 함께 그에 유리한

163) BGH 1983. 2. 18. ZR14/91; GRUR 1993, 561, 562; 1994. 6. 30. ZR 167/92

164) BGH GRUR 68, 382 - Favorit II

165) BGH NJW 61, 508 - Rippenstreckmetall I

166) Wenzel, a.a.O. S. 20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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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적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이를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

은 유리하게 취급된 기업에 있다고 한다.167) 그러나 편집부문에서의 기사

가 관련 회사의 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가 해설없는

단순한 언급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경쟁법상 금지되는 독자의

기만이 있어 불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기

사에 의해 정보의 이익이 공정한 형태로 옹호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는 적

법한 것이다.

편집부문과 광고를 구분하는 판별 기준에 관하여 Frankfurt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168) 즉,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신문의 발행인

기자 및 광고주의 직업적 기준에 반하지 않으려면 ① 특정 기업 및 그 생

산 제품에 대한 보도가 대가없이 행해지고, ② 주로 공정한 정보제공

(sachliche Unterrichtung)이 전면에 서며, ③ 불가피하게 그에 결부되는 광

고적인 효과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부수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다. 위 법원은 한 광고잡지의 이자조건에 관한 편집부문의 보도

가 특정한 은행의 이자제시 요건에 국한되고, 광고의 전형적인 세부목록을

언급함으로써 광고적인 성격이 짙고, 이를 강조 칭찬 선전하는 등 표현이

포함되고, 독자들에게는 동일한 판의 광고부문에 게재된 광고문구가 생각

되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합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고 판시한 바 있다.

편집부문과 광고의 분리원칙에 대한 위반은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규칙

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

[사례] 현상상품 선전 사건 (1994)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94. 7. 7. 판결 ZR 104/9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문의 퀴즈란의 정답자에게 부여되는 현상(懸賞)상

품에 관한 설명이 그 상품의 모습과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설명을 부

167) BGH NJW 67, 675 - Spezialsalz-Entscheidung

168) OLG Frankfurt, ZUM 85,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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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켜 거래상 강력한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당해 상품의 품질이 뛰어나 특

별한 구매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상품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한 신문사가 십자단어퀴즈란에 정답자에 대한 현상(懸賞)상품으로

식물성 미용오일을 내걸고 그 사진과 상품설명을 게재하자, 공정경쟁을 감

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

사의 형태를 빌어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고, 피고회사는 신문의 기사란을 광고의 목적

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피고의 행위가 영업적 거래상의 경쟁행위에 해

당함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현상광고를 통해 스스로 의도했던 신문 자체에

대한 독자의 관심고조라는 목적과 동시에 현상광고의 경품으로 채택된 상품

의 광고효과를 추구하고자 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법원은 우선 어떠한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정도를 넘어 이

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상거래 관습을 해하는 것이

며, 그러한 보도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순수한 광고의 경우와는 견줄 수

없는 상당한 의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사의 게재에 대하

여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기사가 상품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 쓰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상거래 관습을 해하는 것으

로 보는 종전의 판례(BGH 1983. 2. 18. 선고 ZR14/91; GRUR 1993, 561,

562; 1994. 6. 30. 선고 ZR 167/92)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즉, 신문이 특정 상품을 십자단어퀴즈 정답에 대한 상품으로 내건 경우에

단어퀴즈의 참가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장점을 열거하고 그 상

품의 생산자명까지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생산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기사인 것처럼 위장한 광고의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현상상품에 대한 흥

미를 유발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현상 상품의 모습과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

조하고 상품설명을 부각시켜 거래상 강력한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당해 상

품의 품질이 뛰어나 특별한 구매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상품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객관적인 선택으로 위장한 경우에는 경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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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고 의사 500인” 보도 사건

독일 연방통상재판소 1997. 4. 3. 판결 - I ZR 196/94 (OLG

München)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도부문의 기사에서 공정한 판단기준에 의하지 않

고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이라는 제하에 그들 이름을 거명한 기사는 ‘은

폐된 광고’의 법리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공서양속 위반의 경쟁행

위이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잡지 F.는 1993년 6월호에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이란 제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임을 예고하고, 그 제1편으로 심장질환의 전문가

46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성명과 개업장소를 표로 게재하고, 그들 중 일부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 선정기준은 수술의 회수, 학문적 명성, 의사들의 추

천, 의회에의 참여 활동 등이라고 논해졌다.

그에 대하여 바이에른주 의사협회는 그 잡지사를 상대로 그 기사가 게재

된 잡지의 배포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천된 의사들은 전문지식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함이 없이 심장전문가로서 과도하고 왜곡적으로 칭찬되었

기 때문에 그 기사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

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

결하였고, 연방통상재판소에 상고되었다.

연방통상재판소는 기사에서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으로 거시된 의사

들에 대한 능력평가는 경쟁의사를 가지고 다른 경쟁자들과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고, 최고의 의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적용된 기준이 실제로 추

천된 의사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윤리칙에 반하기 때

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위반되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그러한 보도가 거시된 의사들에 대하여는 유리한 취급을 받게 함에

비하여 거시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는 불리하게 취급될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경쟁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경쟁의도에 관하여 공익을

다루는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경쟁관계에 관하여 언급한다는 것만으

로 바로 경쟁의사가 추정되지는 않고, 그를 위해서는 언론적 과업의 이행

이외에 타인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

는 것이지만,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이라는 표현은 과도하게 광고적 표

현이고, 그러한 칭찬은 독일 국내 의사의 전문화나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제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위법성에 관하여 그 보도는 “독일의 최고 의사 500인”

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없이 거시된 의사들

을 유리하게 하는 광고적 과잉을 제공한 반면에, 거시되지 아니한 의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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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한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최고’라고 하는

최고급 표현에 의해 그에 거시되지 않은 의사들로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의

사들에 대한 폄하가 결과되는데, 그 선정기준으로 언급된 수술 관여의 회수,

학문적 명성, 의사들의 추천, 의회에의 참여 등이라고 하는 기준은 ‘최고’라

고 하는 표시를 정당화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되는 광고적

기사는 과도하게 칭찬하는 광고적 메시지로서 편집부분에 숨겨진 광고

(getarnte Werbung)에 해당한다. 편집부문의 은폐된 장막을 써서 경제적 광

고를 시도하는 자는 부정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그 경쟁법적 책임의 근거는

언론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함이 없이 오로지 광고자의 칭찬하는 정보 또는

제3자에 관한 긍정적인 표현에 편집보도라는 옷을 입힘으로써 그것을 저널

리즘적으로 행하였다고 독자들을 기만하는데 있다.

능력이 떨어지는 외과의사가 수술에 의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능력있는 외과의사는 수술 없이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수술

의 회수가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학술적 연구나 그 결과

논문의 발표가 반드시 진단이나 치료와 수술 등 임상능력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동료들의 인정이 유능한 의사를 인정함에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성과에 관한 환자들의 의견, 이론적인 면에서 의료보험 측의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회에의 참여도 직업적 성취에 대한 관

심의 표현에 불과할 뿐 그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평가

기준에 의한 판단이 의사들의 능력의 특정한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

나, 그것이 의사로서 최고라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판단은 윤리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사들에 관한 정보 그 자

체에 대하여는 금지할 수 없고, 피고 잡지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것은 개별

적으로 성명을 지칭하여 독일의 최고 의사라고 하는 진술에 국한된다고 판

시하였다.

다. 독일 광고업중앙위원회의 지침

독일 제주의 언론법은 편집부문의 기사와 광고 메시지를 구별하여 편집

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다. 즉,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책

임편집인은 그가 공표를 위해서 대가를 받거나, 요구했거나 또는 약속한

때에는 표시나 편집에 의해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알 수 있게 하든가, 그

공표에 관하여 명백히 광고란 말로 표시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방송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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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방송법 제73조 제1항). 이것은 편집의 순수성

을 보호하려는 언론의 윤리관행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경제적 세력이 편집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는 기도에 대처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경쟁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편집부문의 기사와 광고 메시지간의 구별에 있어서 존중해

야 할 구체적 원칙이 자율규제규범으로 상세히 성문화되어 있다. 즉, 독일

기자협회(DJV, Deutscher Journalisten-Verband)와 광고업중앙위원회(ZAW,

Zentralausschuß der Werbewirtschaft)의 협조 아래 증권협회(Börsenverein),

독일연방신문협회(BDZV,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 및

독일잡지협회(VDZ, 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는 공동하여

‘신문과잡지의편집상참고에관한지침’(Richtlinien für redaktionelle Hinweise

in Zeitungen und Zeitschriften)과 나아가 ‘편집에삽입된광고를위한광고업중

앙위원회의지침’(ZAW-Richtlinien für redaktionell gestaltete Anzeigen)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들은 우리의 경우에도 실무상 중요한 의

미를 갖기 때문에 다음에 전문을 전재한다.169)

‘신문과잡지의편집상참고에관한지침’(Richtlinien für redaktionelle Hinweise

i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전 문

발행인과 기자는 여론형성에 있어서 협력한다. 그들의 언론적 임무를 이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독자들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독자들이

신문과 잡지의 본문 속에서 대가가 지불된 경제광고로서 외형을 갖추지 않

은, 사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편집상의 언급을 발견하는 경우 이 신뢰는

생기지 않으며, 또 유지될 수 없다. 편집상의 언급은 본문형성의 한 부분으

로서 편집국(Schriftleitung)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자는 기업과

그 성과에 관한 보도에서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배제

할 의무가 있다.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발행사(Verlag)의 부가적 서비스로서

169) Wenzel, a.a.O. S. 21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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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의 본문부분에 사경제상의 기업, 그 제품, 용역 또는 행사(行事)에 관

해 유리한 판단을 게재하여 주는 것은 광고에서의 청렴성, 언론의 독립성 및

의견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위협하며, 그밖에 특히 가격충실성에 저촉되므로

광고주가 이를 기대해서도 안되고, 발행사가 이를 허여해서도 아니 된다.

1. 직무상의 공고 및 고지

관청, 공공단체, 동업자조합 등이 언론에 의해 전달하려고 하는 공고 및

고지는 광고 부문에 속함이 보통이다. 편집부문에서 그러한 공고 등에 관하

여 언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행사, 스포츠, 패션, 연극, 영화 등

오락적인 유형의 행사(연극, 영화, 바라이어티 쇼, 서커스, 연주회, 강연)

와 문화적, 종교적 및 향토적 유형의 모든 행사에 관해서는 원칙상 1회의

사전보도만이 허용되는데, 그 속에는 모든 영업적인 것 내지 행사결과, 입장

료, 입장권예매처, 사전예약 등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통지와 선전은 광고부문에 속한다. 기자가 다수의 독자에게 그

중요성에 관해 알려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러한 중요한 행사에 관해

서는 언급될 수 있다.

레스토랑에서 수시로 그리고 작은 규모로 행해지는 바라이어티의 공연에

관해서는 그 행사의 예술적 성과가 특기할 만한 경우에는 그 고찰이 공표될

수 있다. 언제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가는 각개의 경우에 편집부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에 반해 음식점, 바, 무도장 등의 여타 행사에 관한 언급 및 그에 관한

보도는 거절해야 한다. 그에 관한 언급은 광고부문에 속한다. 발행인은 할인

된 기본가격을 허용할 수 있는 이른바 협회의 행사표를 종합하여 게재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선행사에 있어서 주최자 또는 특정한 범위자를 위한 광고는 모두 피해

져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조회함으로써

공익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익적 행사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기업광고

는 삼가해야 한다.

3. 행사내역 등

편집부문에 극장, 영화관, 음악회,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을 게재하는 경우

에는 영업적인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서만 허용된다. 그것은 주최자의 광고

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몇

줄)에 국한되어야 한다. 교회의 미사(Gottesdienstordnungen)와 의사, 치과의

사, 약사, 차량정비 등의 일요 서비스와 야간 서비스에 관한 공고 역시 광고

부문에 게재된다.

4. 휴양지 및 유람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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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해수욕장, 철도 및 자동차 여행과 유람행사(Vergnügungsveranstaltungen)

에 관하여는 그 치료경비, 입욕료, 입장료 등과 같이 광고부분에 속하는 모

든 것을 유보한 채 보도될 수 있다.

여행사, 관광협회 기타 기관이 편집에 보내는 휴양장소에 관한 선전문은

자체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여행기사 등에서 운송수단, 음식점 등의 명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스포츠 행사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다거나 중대한 스포츠 행사(예컨대, 챔피언전, 국제

경기, 순회 자동차경기 등)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수차에 걸쳐 여러 사항

의 사전제보가 보도될 수 있다. 국지적인 스포츠 행사에 있어서도 당해 출

판물의 보급지역에 있어서 일반의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같다.

6. 연극, 영화 기타 행사

관여 예술가 또는 주최자에 의해서 작성된 사전보고 또는 비평은 그 원

천을 명백히 표시하여 전재할 수 있다. 독일 및 외국의 영화에 관하여, 특히

그 사전예고에 있어서는 오로지 알리는 내용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각개 기업의 광고영화에 관한 논평은 그것이 광고예술의 모범사

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논평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명칭은 눈에 뜨이지 않도록 인쇄되어야 한다. 그러한 필름에 관한

삽지광고(Waschzettel)의 인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섬유 및 패션 영업

이 전문 영역에 관한 보도는 패션 창조에의 촉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도

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개개 기업의 선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패션쇼와

견본쇼에 관한 보도는 기자 자신 또는 그 협력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삽지광고가 인쇄될 수 없다. 보도가 광고로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 명칭, 재료표시 또는 상표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이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며, 따라서 거부된다.

한 견본쇼에 관한 보도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패션에 관한 보도는 가격표시 기타 순수하게 영업적인 성격을 갖는 구체

적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사는 편집부문에서 광고주의 제품에 관해서 보도해 주기를 조건으로

하는 패션업자의 광고위탁 계약을 거절한다. 재단견본 모델의 공표에 있어

서는 인식번호와 상표의 표시가 허용된다. 그 모델의 설명을 위해 권고되는

새로운 섬유재료 등에 관한 표시의 언급은 허용되지만 개별적인 회사의 상

표는 표시될 수 없다. 편집부문에 있어서 그러한 공표가 광고로서 기능하여

서는 아니 되며, 그 재단견본 회사 또는 상품 제조자를 위한 광고와 결부되

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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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권

복권의 완전한 당첨 번호표는 편집부문에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액 당첨 등) 당첨번호표를 추려서 공표하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의 자유재량

에 맡겨져 있다.

9. 경매

동물 경매에 관한 사전예고는 동물 사육의 촉진을 위한 행사인 경우에

허용된다. 이 경우 영업하는 날짜는 넣지 않는다. 그에 관한 기사는 사육상

의 중요한 언급에 국한되어야 한다.

예술품 및 수집품의 경매에 관한 사전 및 사후의 언급은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물인 경우에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허용된다.

10. 서적 및 음반에 관한 논평

삽지광고는 실마리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 음반은 신문과 잡지에서 상표

의 언급과 함께 한 번만 언급될 수 있고, 가격과 제목은 언급되지 아니한다.

경제적인 기업의 선전책자, 팜플렛, 가정 통신문 등은 그것이 일반적인

관심이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편집부문에서 취급될

수 없다.

11. 회사 및 단체의 행사

기업의 행사에 관한 보고는 그것이 일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

된다.

12. 경제 및 기술 등의 일반적인 발전

산업, 수공업, 상업, 금융업, 보험업, 영업 및 기술에 관하여 일반적인 발

전을 보도하는 것은 편집의 과업이다. 그러한 보도(사진 보도도 포함)는 종

종 은폐된 경제상의 광고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의 광고는 광고

부문에 속하는 것이다. 기자는 경제의 한 가지 부문에서의 성장에 관하여

논평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개별 회사의 광고와 결부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특정한 경제지역(경제의 지역적 구분)을 다루는 보도에 관해서도 역시

같다.

편집부문에서 영업적인 경제의 제품에 관한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 그

설명(사진 설명 및 사진에 관한 본문의 설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새롭고 특

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이익 또는 특별한 전문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제조기업의 명칭이 (인쇄술에 의한 강조없이) 거시될 수 있다.

제시된 대상물의 제조기업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진이나 도화 또는

그에 관해 전속적인 이용권을 취득한 사진 또는 도화는 그와 함께 ‘자체수

록’ 이라고 하는 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표시를 해야한다.

눈에 띄게 자기 자신을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그 사진에 나온 제품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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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조자 또는 제작자의 이름을 과도하게 크게 보이게 하는 선전사진은 편

집부문에 실을 수 없다.

13. 시장 보고

편집부문에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광고주에 의해 작성된 원자재, 제품,

유가증권 기타 시장에 관한 보고를 인쇄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된 광고주

의 광고위탁 계약은 발행인이 거절해야 한다. 편집부문은 출처의 표시가 있

든 없든 본문에 시장보고를 게재하는데 대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시된

것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14. 견본시와 전람회

견본시 및 전람회에 관한 관청의 보고는 출품 회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로만 이용될 수 있다. 도입된 물건의 개별적인 언급과 광고적으로 작성

된 상품에 관한 설명 및 기업의 소재지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견본시와 전람회에 관한 보도는 자신이 스스로 한 관람과 심사에 근거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어야 하며, 그 경우 개인적인 관람과 심사는 전문직원

또는 통신사의 편집이 책임있게 인수할 수 있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설명과 그 추천

하는 내용을 자기의 회사, 이름, 상표 및 가격을 표시하여 공개하기를 원하

는 경우 그러한 광고 내용은 광고 가격표에 따라서 그 단위 가격을 대가로

받고 인쇄될 수 있는데, 편집부문에 속하지 않는 광고라고 명백히 표시되는

광고부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5. 신규성(Neuheiten)에 관한 보도

새로운 것과 새로운 사용 목적에 있어서는 제조자(도매업자는 제외)의 거

명이 허용된다. 새로운 상품이란 신문이 독자층을 위해서 중요하고, 종전에

그 신문에 보도된 바가 없던 제품 또는 사용방법을 말한다.

매일 경제적인 경쟁과 성장에 의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제공되는 일반

적인 개선은 전항에서 언급하는 실제적인 신규성이 아니다.

공적인 이익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가격, 상표 및 제조기업(도매업자는

제외)에 관한 언급이 허용된다. 새로운 발명이 특별한 것임에 의심이 없고,

해당 전문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경우에 그에 관한

가격과 제조자에 관한 언급이 그 특별한 제공 때문에 국내외 경제에서 일반

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기자가 갖는 경우에도 역시 같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조기업 및 가격 또는 양자를 표시한 제조에 관한 언급은 언제나

본문에서의 광고와 같이 취급된다. 신규성에 관한 기사를 반복하는 경우 및

품목이 표시되고 이미 알려진 판매물을 위해 선전할 목적을 가진 진열창의

사진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역시 같다.

16. 생활안내(Auskunfts-Rubr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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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함”, “독자로부터의 질문”, “독자가 얻는 답변”, “편

집에 대한 편지” 등 본문을 인용처로 하는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난에서 실제적인 신규성도 명칭을 들어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난(欄)이 호

텔 또는 판매 제품 등에 관한 구매 충고나 구매 자문 또는 비교하는 판단,

권고 등을 포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생활안내에 있어서의 원칙은 공표된

질문에 있어서는 물론 답변에 있어서도 해당 사실관계에 관하여 가치절하

또는 권장을 피하면서 공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7. 차량과 부속

차량 기술의 발전에 현저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부속물과 차량의

새로운 또는 발전적인 구조는 본 지침의 의미에서 특별 성과로서 고찰할 수

있다. 출품에 관한 보도는 다소간 광고의 효과를 갖는, 그 재고에 관한 기술

만을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를 합리적으

로 등급과 상표에 따라 전문분야로 분류하여야 한다.

스포츠 보도에서와 같이 다른 보도에서 자동차 산업상의 부속품 제조 회

사의 명칭을 거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예외는, 예컨대 기

술된 제품이 새로운 재료로 생산되었다거나 그것이 특별한 시험주행에 합격

한 경우와 같이 이 지침에 따른 특출한 특별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

다. 전문지에 통상적으로 게재되는 모든 차종에 관한 검사보도는 거기에 표

현되는 전문적인 평가가 해당 독자범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

에 필요한 공정성의 보장이 확정되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에만 허용된다.

이른바 모델에 관한 기사는 검사보고, 기술적인 작업안내 기타 기술적인

정보제공 기사와 관련하여 엄격한 공정성의 준수 아래 허용된다. 그에 반해

모든 차종의 제품 가격과 제조기업의 명칭을 기재한 순전한 모델비교표(그

러한 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종종 사용된다)는 광고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가를 받은 후에 광고 부문에 공표될 수 있다.

18. 기념일, 탄생일 등

기업, 경제계의 인물 및 공로있는 기업구성원들의 기념일에 관한 편집상

의 고지는 경제 광고로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고지는 특별히 중요한 날의 25주년, 50주년, 75주년 또는 100주년

인 경우에 한한다.

생일 등에 관한 통지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것이 준용된다. 따라서 임의

적인 연령이 편집 부문의 공표에 동기를 줄 수 없다.

기업의 상업상 뉴스, 상업 등기부에의 새로운 등재, 지배인의 선임, 파산,

특허권의 출원 및 획득, 특기할 출품 등은 객관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에 국

한하여 몇 줄만이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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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제사적 중요성을 갖는 공적있는 인물의 생애 및 기업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술은 공적인 계기가 있어 충분히 정당화되는 경우 경제광고

임을 명백히 피하여 공표될 수 있다.

19. 경제 전문가의 협력

경제 전문가가 저술한 논문에 있어서는 그 기사의 내용이 일반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름과 함께 소속 기업명을 부기할 수

있으나, 그에 반해 다른 경쟁기업이 있는 제조 영역 또는 작업 영역에 속하

는 전문적인 문제를 다룬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사(家事)기업의 명칭제시

또는 가사제작물(家事製作物)의 직접적인 강조에 의한 광고는 모두 삼가해

야 한다.

20. 기업의 행사, 강연, 시찰 등

한 기업이 그의 공장 또는 제품에 관하여 예컨대 순회하면서 또는 단체

나 동업조합에서의 강연과 같이 모든 종류의 행사에서 강연을 행하는 경우

에는 그에 관한 보도에 기업 및 상표의 명칭은 게재할 수 없다. 특정한 소

비자 상품의 명칭을 제시하는 사전 또는 사후의 보도는 대가를 받고 광고

부문에만 게재될 수 있다. 기업 시찰의 초청에 관한 보도는 그로 인하여 비

용 안들이는 광고가 달성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21. 전문적인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속에서 렌즈, 촬영기구 및 사용된 필름 재료 및 그 제조 기업

과 상표는 전적으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 전문잡지에만 기재될

수 있다.

22. 경제광고에 관한 고지

모범적으로 시행된 경제광고에 관한 알림, 계몽 또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

공표된 예가 특정 기업의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판매광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문에서 그리고 사진으로 보도될 수 있다.

23. 새 건축물

공공의 일반적 관심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건축물 및 주목할 만한 개축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가의 이름이 게재될 수 있다. 그에 반해 그 건축

에 관여한 시공회사는 본문에서 열거할 수 없다. 그러한 광고는 광고부문에

속하는 것이다.

24. 첨부물에 대한 지시

첨부물에 대한 지시는 그것이 편집 부문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



憲法論叢 第15輯(2004)

78

광고업중앙위원회(ZAW) - 편집부문에서형성된광고에대한지침(Richtlinien

für redaktionell gestaltete Anzeigen)

인쇄물(예컨대 신문 및 잡지)에서의 광고이면서 편집상의 보도내용처럼

게재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고 지급된 것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광고이면서 사심 없는 독자에게는 독립적인 편집상의 보도

라고 하는 인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오인유발적 성격 때문에 광고 공

정의 원칙(Grundsätze lauterer Werbung)에 저촉되며 편집작업의 품위와 독

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언론법에 의해서도 금지된다. 광고의 진실성과

명료성은 편집상의 본문과 광고간의 명백한 구분을 요구한다. 따라서 광고

업중앙위원회(Zentralausschuß der Werbewirtschaft)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제1호 인식되지 않는 광고적 성격 :

피상적인 평균적 독자로 하여금 광고료를 받은 광고라는 성격을 인식시

킴이 없이 한 인쇄물에 배치, 형성 또는 서술형식에 따라 편집 부문의 기사

로 보이는 광고는 독자들을 혼동시키게 하는 것이며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

는 불공정한 것이다.

제2호 형성과 배치에 의한 광고의 인식표시 :

광고로서의 성격은 한 인쇄면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전체적인 연관 속에

서 편집 부문과는 명백히 달리하는 형성 - 사진, 그래픽, 서체, 활자크기, 레

이아웃(Layout)과 유사한 특성 -에 의해, 그리고 당해 기사의 배치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의 표시의무 :

한 인쇄물의 발행인 또는 광고책임자가 그 공표에 대하여 대가를 취했거

나 요구했거나 또는 약속한 경우, 제2호에 게기한 요소가 피상적인 평균 독

자들에게 그 공표사항의 광고적 성격을 인식시키기에 충분치 않으면 그 게

재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라는 말로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호 피상적인 평균 독자들에 의한 광고의 형성, 배치 및 문면에 관한

판단 :

어떠한 경우에 한 광고의 배치, 형성 및 문안이 부가적으로 ‘광고’라는 표

시의무를 발생케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표준이 되는 것은 그 인쇄물이 상대로 하고자 하는 독자층의 상당

부분이 자연적인 이해에서 얻는 인상이다. 또 혼동 가능성은 피상적인 독자

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독자가 기울이는 주의, 경험 및 전문 지식은

평균적인 표준에 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보아 피상적인 평균 독

자가 당해 광고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갖는 전체적인

인상이 기준으로 된다. 그 경우에 광고의 형성, 배치 및 문안 등 개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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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려의 대상이 된다.

제5호 피상적 일반 독자에 의한 ‘광고’라고 하는 지시의 판단 :

그 광고의 전체적인 모습에 비추어 ‘광고’라고 하는 지시가 그 배치, 서

체, 활자크기, 강도에 의해 가볍게 훑어보는 경우에도 일반 독자들에게 그

게재사항의 광고적 성격을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별적인 경우에 편집에 게재된 광고로서 상술한 표시의무의 원칙에 따

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하여 ‘광고’라는 말을 붙여 충분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피상적인 평균 독자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평

가하는 바에 따라 판단된다.

제6호 다른 장소에서의 언급은 불충분 :

광고의 광고적 성격을 표시하기 위하여 간기(刊記, Impressum) 또는 다

른 장소에 이를 언급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직접적인 표지만이 충분한 것

이다.

제7호 기업 표시는 충분치 않음 :

그 게재된 편집부문의 선전적인 본문에 광고를 행하는 기업의 명칭, 그

제품 또는 용역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광고적 성격의 표시를 위해서 충분

치 않다.

제8호 타 개념에 의한 ‘광고’ 표시의 금지 :

다른 특징에 의해서도 당해 게재사항의 유상성(有償性)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PR광고”, “PR통지”, “Public Relations”, “PR르포”, “광고르포”, “소

비자정보” 기타 유사한 표현의 말은 광고적 성격의 표시로서 충분치 않다.

제9호 편집상 프레미엄의 금지 :

한 인쇄물의 광고 부문 이외에서 그림과 문안으로 행해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편집상의 기사는 불공정한 것이고, 그밖에도 경품금지법(Zugabeverordnung)

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계의 요청은 금지된다.

a)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부가적인 반대급부로서 제공, 요구 또

는 공개되는 편집상의 기사

b) 유리한 판단의 형식을 갖거나, 객관적인 외관을 가지고 광고주, 그 제

품, 용역 또는 행사를 언급하는 편집상의 기사

c) 그 의도를 인식시킴이 없이 그에 의해 이윤 추구에 봉사하는 편집상

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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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와 부정경쟁

가. 개관

현대의 시장경제사회에서 광고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공인 소비자로서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광고는 상업활동인 동시에 표현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조항 및 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중첩적으로 보호되며, 그 제한에 있어서도 양자

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첫째, 표현의 자유로서 광고에 대한 제한이 어

떠한 법리에 따르는가 하는 점, 둘째, 경쟁법적 관점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자

에 관하여는 이미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관하여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170) 본 항에서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보면, 진실되고 충실한 상품정보가 전달되어야만 소

비자는 올바른 상품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사

업자 간에 있어서도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의한 바람직한 능률경쟁이 가

능하게 된다.171)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에 관한 규제는 최근까지 필요에 따라 개별 법규에

서 다루어져 왔고, 경쟁법적 관점에서 부당한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다루어져 왔다(개정 전 동법 제23조 제

1항 제6호). 그러나 이들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못하

였고, 상품의 공급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여 규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 2. 15. ‘표시․광고의공정화

170)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491면 이하 참조

171) 이동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론, 행정경영자료사 592면 내지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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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제정 1999. 2. 5 법률 제5814호,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약칭

함)을 제정하여 1999.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은 “상품에 관한 광

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부

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

적에서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 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

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 등의 내

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해 그 상품 등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또 ‘광

고’라 함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하여 위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1) 개관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동법상의 부당한 표

시․광고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

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허위․

과장의 광고, ② 기만적인 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④ 비방적인

광고를 의미한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은 동법상 금지되는 광고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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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

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3조 제5항).

독일의 경우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의 근거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조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상의 경쟁행위를 부정한 또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량한 풍속(gute Sitte)이란 평균적 영업자의

도의관념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평균적 영업자의 도의관념에 반하는 일

체의 영업상의 경쟁행위가 부정한 또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된다. 이 때

행위의 내용과 목적, 동기는 물론 행위의 영향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

하여야 하며, 나아가 당해 행위의 일반공중에 대한 피해, 그리고 경쟁의 존

속에 대한 위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172)

(2) 일반적 구성요건

부당한 광고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려면 영업적인 관계에 관한 진술을 요

건으로 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행해진 경우 뿐 아니라 개별적인 상대방

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불법적이다. 진술이라 함은

172)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 강의, 법문사(1996), 305-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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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적인 관계에 관한 발언을 의미하며, 자기의 발언이

든 타인의 발언이든 또는 사실의 진술이든 의견의 표현이든 불문한다.17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

위’는 우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사실에 관하여

행해질 것을 요하며, 그것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요소

(material factor)이어야 한다.174)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9-19)

는 기만 또는 오인야기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즉, 사

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업자 자신이나 경쟁사업자의 상호, 규모, 연

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과 사

업자 자신이나 경쟁사업자의 신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고, 상품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품의 가격, 규격, 용량, 수량, 인도조건, 대금지불방법, 보증 등

의 거래조건과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효능,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

간, 제조방법, 특징, 원산지, 제조자, 용기, 포장, 추천, 권장,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열거되고 있다.

진술이 오인유발적인 경우라 함은 기초되는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관념을 전달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은 진술의 의미내

용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기초가 되는 의미내용은 관여 거래자 집단의

이해에 따른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바른 진술이라 할지라도 관여 거래자들

이 연관관계나 설술의 방법 또는 여타 정황에 의해 그에 근거하는 사실관

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인유

발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175) 광고주가 의도하는 정보의 목적도 그것

이 그 광고문안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관여 거래자 집단에게 인지될 수 있

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광고에 의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173) Wenzel, a.a.O. S. 214

174) 박해식,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법원도서관 간행 재판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645면 이하

175) BGHZ 13, 244/253 - Cupr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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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만적이거나 또는 오인야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상의 주장이 객

관적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소비자에게 호화로움이나 품질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만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를 통하여 일정한 제품에 대하

여 긍정적인 반향만 울리게 하는 입증불가능한 과장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176)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속일 가

능성이 거의 없는 주관적인 주장(맛, 느낌, 외관, 냄새) 또는 정확하게 명시

된 의견주장과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과장

되거나 확대 표현된 경우에는 기만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177) 독일 판례도

“혁명적인 가격인하”(radikalen Preissenkung)라는 광고나, “다른 것이 아닌

이것”, “돈으로 살 수 없는” 등의 표현은 단순히 호소적인 선전이나 호화로

움과 품위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만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다.178)

관여 거래자 집단이 발언에 부여하는 진술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

반평균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비이성적이거나 또는 비상하게 통

찰력 있는 거래 당사자의 기준은 문제로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179) 통상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지식은 사업자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하면 당해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업계의 상식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일반소비자의 지식이 기준으로 된다. 그러나 광고가 전문가집단과 같이 특

정한 계층을 상대로 행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전제로 될 수 있

다. 진술이 상이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라면 광고주는 가능한 여러

해석에 대하여 모두 책임져야 한다.180) 한 광고 문안에 관하여 적지 않은

관여 거래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

176) 박해식, 전게 논문, 649면

177) Pfizer Inc., 81 FTC, 23, 64 (1972); Wilmington Chemical, 69 FTC, 828, 865

(1966)

178) 권오승 편, 전게서, 319면

179) BGH GRUR 68, 433/436

180) BGH GRUR 63, 539/541



경제활동과 표현의 자유

85

우에는 부당한 광고가 된다.

부당광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광고물의

전반적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의 한자 한

구까지는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다

수가 오인하지 않아도 일부가 오인할 가능성만 있어도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한다.18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도 공정경쟁 저해성이 부당성의 요건이

지만 운용의 실제에 있어서는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직접 경쟁저해의 요

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저해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부당광고의 규제법리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나 형사법상의

형사책임법리와 그 연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비방광고를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당광고라는 사실, 즉 당해 광고행위가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비

교광고,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

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

다만, 광고실증제도의 제도화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은 상당

히 완화되었다.182)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7. 1. 표시광고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을 개정 ․보완한 ‘부당한표시광고

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고시：1999-19)를 고시하였다.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은 소비자는 상품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와 동시에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일반 상거래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하여 행위유형별로 16개 항목을 나

누어 부당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2)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

181) 이동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론, 행정경영자료사 592면 내지 597면

182) 박해식, 전게 논문, 6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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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5)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

한 표시광고, (6) 제조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7) 제조방법에 관

한 표시광고, (8)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9)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

고, (10)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11)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광고,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3)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

고,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15) 누락, 은폐 등

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16)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의 표시광고로 분류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

고, 심의시 구체적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분야별로 지침들을 제정․시행하

고 있는데,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

의유형및기준고시(고시: 제1999-12호),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은

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주택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상

가등의분양및임대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심사

지침,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등

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고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83)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부당 광고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http://www.ftc.go.kr/자료실/심결자료에 게재되어 있다.

(3)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

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률 제3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판례는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

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광고가 소비

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184)

18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공1998상, 1211

18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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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 광고라고 판시하였다.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

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유리병에 한글로 크게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면서 다른 줄에 작은 한문

자로 ‘泉淵’이라고 기재하여 쉽게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라고 오해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0. 11. 7. 선고 (주)초

정약수의 부당표시 등 시정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고 광고함에 있어 ‘희석식 소주’임을 명기하고 있

다 하더라도 그 브랜딩하는 내용물을 숙성시킨 소주원액으로만 표현하고 있

어 일반소비자들로서는 본건 제품이 숙성된 소주원액이 일부만 첨가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숙성된 소주원액들로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아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된 사례(1996. 11. 30. 공정거래위원회

(주)진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결정)

(4) 기만적인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

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기만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일반 불법행위에서 생각되는 일반 평균인이 판단하는 바와 달리,

광고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소비자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

해가 있다.185)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질적

사실에 대한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묵비(黙秘)되는 경우에는 기

만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즉, 당해 상품의 구성요소를 광고함에 있어서

주된 구성요소만을 언급하고 거래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중요한 다른

구성부분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경우 그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186)

185) 박해식, 전게 논문, 655면

186) 박해식, 전게 논문 6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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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백화점의 입점업체들이 이미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하

거나 할인율을 기만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는 당초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판매

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판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

이 역산․도출된 가격이 종전 판매가격 내지 정상판매가격인 것 같이 꾸며

백화점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광고대에 위 두 가격을 비교한 할인판

매율을 표시함으로써, 당해 상품들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

인데 할인특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가격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할인

특매기간 중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이른바 ‘변칙 세일’ 방법은 물품구

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 그 사술(詐術)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

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

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공1995하,

3039))

국내 12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이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실

제로는 단순히 일정 기간 이용권을 주는 이용회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OO콘도 분양”, “정식 콘도회원 모집”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관광진흥법상 소

유권 지분등기를 해주는 공유제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스키

장이 없으면서도 사진을 합성해 콘도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

고하는가 하면 스키장 회원을 모집하면서 있지도 않은 콘도나 호텔 사진을

곁들인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임을 이유

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1999. 11. 4. 결정, 콘도 사업자 부당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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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는 2002. 8. 31. 개그맨 김모(42)씨와 짜고 허위로 다이

어트 식품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장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등 5명을 벌금 200만 원 내지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

면 김씨는 자신이 H다이어트 식품으로 감량한 일이 없는데도 장씨 등과 짜

고 2002. 2.부터 4.까지 모 일간지와 지역TV 위성방송을 통해 H식품으로

32㎏을 뺐다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개그맨 허위증언 광고 사건, [중앙일

보] 2002. 8. 31 10:41 입력)

(5)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

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

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비교광고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이나 가격에 관하여 대체

브랜드와 비교하고 또한 명칭, 삽화, 기타 특색 있는 정보에 의하여 대체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광고”187) 또는 “비교광고란 경쟁자 또는 경쟁자

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평가하는

광고”188)라고 정의된다.

종전에 연관광고 및 비교광고(bezugnehmende und vergleichende Werbung)

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옹호하고 그 긍정적 기능이 알려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점차

허용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미 1979. 7. 27. ‘비교광고에관한정책지침

서’(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Comparative Advertising)에서 비교광고

는 그것이 진실하거나 기만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는 구매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받게 되

어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한편, 비교광고로 말미암아 사업

자 상호간의 경쟁으로 상품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어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

187) 1979. 7. 27. ‘비교광고에 관한 FTC의 정책지침서’

188) 비교광고에 관한 EU지침 제3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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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광고를 장려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

었다. 그 후 1988년 개정된 랜햄법에 의하면 공정한 사용인 한 자신의 경쟁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비교가 허용되게 되었다(Lanham Act Sec. 43(a),

15 U.S.C. Sec. 1125(a)).189)

또 EU지침 중 비교광고에관한지침 제3조a는 비교광고의 허용범위에 관

하여 경쟁상품 또는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관련 있고, 실증가능한, 그리고

공평하게 선택된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기만적이지 않고, 오

인을 야기하지 않고, 경쟁자 또는 경쟁상품의 신용훼손, 명성이용을 목적으

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규정한다.190)

독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1958년 판결191)의 영

향을 받아 일반법원의 판례는 1961년 이래 비판적인 비교광고를 일정한 요

건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연방통상재판소는 비판적인 비교광고는 그 언

급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메시지의 태양과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하는 공식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192) 그러나

비교광고나 그 밖에 타 경쟁자에 대한 언급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

기 때문에 공격적인 표현형식을 취했다거나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193) 필요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Notwehr)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명백한 표현이 허용되는 것이다. 비교가 경쟁자의 성

과에 의존하려는 경우에는 필시 경쟁자의 성가(gute Ruf)를 이용하려하거나

그에 기생(寄生)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한계를 갖게 된다.194)

부당한 비교광고가 되려면 첫째, 먼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나 그의

상품이 명시적으로 거론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암시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론하는 경쟁자나 그의 상품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195) 비교광

고를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 비교대상 및 기준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선정․제시하지 아니하는

189) 박해식, 전게 논문, 680면

190) 박해식, 전게 논문, 682면

191) 뤼트 보이콧판결, BVerfGE 7, 198

192) NJW 61, 1916 - Betonzusatzmittel-Entscheidung

193) Wenzel, a.a.O. S. 204

194) BGH GRUR 72, 553

195) 박해식, 전게 논문, 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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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즉 자신이나 자신의 상품에 관하여 경쟁사업자나 그의 상품과 비교

함에 있어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

췌하여 비교하거나 사업자 또는 상품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

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196)

셋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그

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주장할 것을 요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독일의 판례는 총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행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즉, 논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타방에 대해 총체적인 부정적 평가를

하거나 경쟁자를 깎아 내리는 광고는 금지됨이 원칙이다(Verbot auf

pauschale Abwertung). 예컨대, “다른 양치물들은 한 숟가락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정말로 소독하는 효과가 없음에도 Odol은 몇 방울만으로 족한 강

력한 양치물이다” 또는 “다른 맥주는 광고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맥주 자체

를 좋게한다”는 등의 광고문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

정적 평가의 광고는 가치절하만을 목적으로 그에 대해 대가가 지불되어 전

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

다.197)

(6) 비방적인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비방광고는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나 그의 상품에

관하여 직접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상으로 다른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자

196) 박해식, 전게 논문, 678면,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법률신

문 입력 날짜 : 2003-03-07

197) Wenzel, a.a.O.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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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경쟁상의 지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 특

징이 있다. 이것은 특히, 비교광고보다도 특정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

른 사업자나 상품의 영업상 손실은 물론 명예와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198)

비방광고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는 것이 소위 인적(人的) 광고 내지 인적

선전(persönliche Werbung)이다. 인적 선전이란 어느 영업자가 그의 선전

에서 급부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경쟁자를 혐오하거나 불신

하기에 적합한 경쟁자의 인적(人的) 속성 또는 일신적(一身的) 속성(屬性)

을 지적함으로써 경쟁자의 인격을 비판적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

다.199) 예컨대, 경쟁자가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라거나,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 출신이라거나, 전과자라거나, 경쟁자에게 전문적 자격이 없다고 언급

하거나, 파산에 직면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선전광고를 말한

다.200)

이 인적 선전은 자신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인격과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방광고로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방어의 관점에서 예컨대 파산자가 자신의 파산에 관해 침묵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고객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경쟁자인 파산자의 파산

을 지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201)

[사례] SKT-KTF 비방광고 사건(2002)

공정거래위원회 2002. 10. 25. 의결 2002광고0912 SK텔레콤

(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이 사건은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광고에 대하여 비방광고를 인정

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의 선두그룹에 속하는 이동통신사

198) 박해식, 전게 논문, 684

199) 박해식, 전게 논문, 685

200) Wenzel, a.a.O. S. 204f

201) 박해식, 전게 논문,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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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외국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전기통신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임

을 주장하자 SKT가 그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응광고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문제되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Business Week지가 2002. 6. 24.자 발행기사에서 4

개의 평가항목(매출액/매출성장률/자기자본수익율/주식투자수익율)별 순위

를 종합하여 선정된 세계 100대 IT기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는 (주)케이티프리텔(“KTF”)과 SK텔레콤주식회사가 각각 1위, 3위

로 선정된 사실이 있었다. KTF는 이를 광고로 활용하기 위해 2002. 7. 3.부

터 중앙일보 등에 “KTF가 세계1위의 이동통신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usinessWeek 선정 ‘세계 100대 IT기업’ 이동통신분야 세계 1위 KTF”라

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SK텔레콤은 2002. 7. 5. 동아일보 등 4개 중앙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 그것이 KTF적인

생각입니까?”라는 제목 하에 “KTF의 작위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어처구니

없는 순위가 산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한솔엠닷컴 합병 후의 매출액을

제시하여 매출성장률을 교묘하게 부풀림”, “타 이동통신회사보다 과장된 수

치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KTF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KTF는 위 광고와 관련하여 SK텔레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과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위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부당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2. 10. 25. 위

반행위의 중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

하는 동시에 20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의결이유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광고행위에 관하여 그 일부는 허위․

과장광고에, 다른 일부는 비방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KTF가 작위적인 자료와 과장된 수치를 제출하여 어처구니없는 순

위가 산정된 것처럼 표현한 SK텔레콤의 광고행위는 KTF가 비즈니스위크

지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위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결과를 왜곡시키고 어처구니없는 순위가 산정되게 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

둘째, 본건 SK텔레콤의 광고에서 KTF의 광고가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눈속임이나 억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하여, KTF가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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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1위인 것은 비즈니스위크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사실이고, KTF가

광고에서 이동통신사내 순위임을 밝혔으며, 또한 광고하단에 4가지 평가지

표를 명시하였으므로 KTF가 세계 100대 IT기업 중 Telecommunications

기업을 골라 4개 항목의 종합순위를 광고에 표현한 것이 자료를 왜곡되게

인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본건 SK텔레콤의 대응광고가 정당하려면 광고

에서 비지니스위크지가 발표한 내용과 SK텔레콤이 본 KTF 광고내용의 문

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나, SK텔레콤은 위 내용을 생략한 채 곧

바로 광고하단에 “작위적인 자료제출,” “합병 후의 매출액을 제시,” “과장된

수치제출” 등의 표현과 함께 위와 같이 표현하였기에 전체적으로 위 광고표

현은 KTF가 직접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계 1위가

된 부도덕한 회사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

이 표현한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KTF가 왜곡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계 1위가 된 부도덕한 회사인 것처럼 KTF의 이미지를 크

게 훼손시킴은 물론, KTF를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

SK텔레콤은 위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2003. 2. 15. 재결 2002심삼1825 SK텔레콤(주)의 이의신청에 대

한 건).

한편, (주)KTF가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

합43207)에서 서울지법 민사16부는 2003. 10. 16. SK텔레콤은 KTF에

7,559,7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

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

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하고,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

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05,000,000원 및 TV에 방영키 위해 제

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54,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용하

였다.(법률신문 입력 날짜 : 2003-10-17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다. 표시․광고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 규제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와 광고실증제도를 규정하고, 임시

중지명령제도를 통하여 부당광고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와 광고실증제도 및 임시중지명령제도는

1999년 표시․광고법의 제정과 더불어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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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하여 채택된 새로운 제도이다.

(1)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란 상품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

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에 관하여 그 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사업자가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광고사항이 포함되

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다(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3항).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선택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상품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

이 광고되지 아니하여 소비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생산자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이르기까

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상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생산자

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이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광고에 개시(開示)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대두

되게 되었고 표시․광고법은 외국의 선례를 받아들여 소비자주권을 확인하

는 제도로서 이를 법제화하게 되었다.202)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

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

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4조 제1항 본문).

동조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규

정한다.

①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 약품의 부작용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례이다.

②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

202) 박해식, 전게 논문, 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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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구매결정에 중요한 제품가격, 내용, 거래조건 또는 기타 비본질적 사실에

대한 불개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말한다.203) 이에 따라

광고주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반드시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은 세일광고시 할인되는 제품과 할인율에 대해 정

확하게 표시해야하고, 패키지 해외여행을 광고할 때는 식사제공 여부와 횟

수, 숙박시설 등급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러한 공개 고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로는 예를 들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할부목적물의 현

금가격, 할부가격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있고(동법 제3조), 방문판매에관한법

률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판매가격 또는 대가,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시기, 인도시기 또는 제공시기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있으

며(동법 제18조),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업의 등록번호와 중개

업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10. 23.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중요

한 표시광고사항을 고시하여 2000. 4. 1.부터 시행하고 있다(고시：1999-25).

이 고시는 목적,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업종별 중요정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

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우선적으로 선정된 업종과 그 적용범위 및 중요정보가 무엇인지를

203) 박해식, 전게 논문,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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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그 업종은 ① 부동산 중개업종, ② 학습교재 판매업종, ③

학원운영업종, ④ 증권투자업종, ⑤ 장의업종, ⑥ 체육시설 운영업종, ⑦ 할

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⑧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⑨ 화물자동차운수업

종, ⑩ 완구 제조업종 등이다.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은 위와 같이 고시된 표시․광고사항

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된 중

요사항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억 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표시․광

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광고실증제

광고실증제도는 광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광

고시에 광고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는 그 구매결정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후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주장

하는 광고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기술적․

법리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인 점에 비

추어 사업자가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204)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71년부터 광고실증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한 광고실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통기법의 확

산, 제품의 다양화와 고기술화 등 경쟁여건의 변화로 공정한 광고와 정확

한 상품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높은 수준

의 품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광고

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표시․광고를 할 때 먼저 학계나 산업계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조사한 실증자료를 갖

204) 박해식, 전게 논문,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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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이를 근거로 상품의 성능 등을 주장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은 실증방법과 시험․조사기관, 실증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운동기구나 건강보조식

품 같이 사용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일 경우는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출해

야 하고, 항암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실제 임상실험결과가 있는지, 그 결

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자동차 엔진

오일 광고에서 “엔진수명 몇만km까지 연장”같은 문구를 쓰려면 객관적 자

료를 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부당광고로 법규정에 위반할 우려

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당해 사업자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3항).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증에 사용되

는 시험 또는 조사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

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거나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

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행하

여져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 또는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실증을 요하는 것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란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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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

(1999. 6. 30.) II. 1〕.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또는 간접적 표현에 의한 것

이든 묻지 아니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어필광고 또는 이미지광고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주장(의견, opinion), 명백한 과장이나 허풍(puffing) 등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것은 실증을 요하지 않는다(광고실증에관한운

영지침 III. 참조). 예를 들면, “가슴 속까지 시원하다”(사이다 광고), “소리

가 보인다”(휴대 폰 광고) 등과 같이 ‘사실과 관련’되지 않고 과장이 명백

한 광고는 실증할 필요가 없다.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

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 II. 2).205)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

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

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

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

자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조 제4항).

기업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제재

하는 것과는 별도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라. 부당광고에 대한 구제

(1) 개관

부당 광고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그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구제조치가 강구될 수 있다.

205)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박해식, 전게 논문, 69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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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적 규제기관은 공정거래위

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와 광고실증

제도를 통하여 부당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임시중지명령제도를 통

하여 부당광고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기왕에 행하여진 부당광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로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부당광고

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결절차는 직권인지 또

는 신고서 접수→심사착수보고→조사․심사→심사조정회의 상정→심사보고

서 작성→위원회 상정→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중요사항의 공개를 위한 고시제도와 광고실증제도 및 임시중지명

령제도는 표시광고법의 제정과 더불어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택된 새로운 제도이다.

(2) 임시중지명령

최근 기술혁신과 유행의 변화가 심하여 상품과 용역의 순환주기(생존기

간)가 단축되고, 특히 시즌 상품이나 유행상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광

고기간도 짧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

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발

동하는 데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

자와 경쟁사업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크다. 소

비자의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오인성이 고

착화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시장에서의 왜곡된 정보를 제거하

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다.206)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이와 같이 광고의 부당성이 명백히 의심되고 긴급

하게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一時) 표시․광고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말한

206) 박해식, 전게 논문, 70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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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종

래 광고학계로부터 줄기차게 그 도입이 주장되어 왔었는데, 1999년 표시광

고법의 제정과 함께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그 해석․적용은 당해 표시광고행위자와 경쟁사업

자 및 소비자 사이의 신중한 이익형량에 의해야 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으로서 표시․광고행

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당해 표시․광고행

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한

다(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지침 Ⅱ. 2.나).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 등의 표시․

광고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

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도 부당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중지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3

항) 일시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

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한다.(동법 제8조 제4항)

(3)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이미 행하여진 부당 광고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행하는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①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② 법위반사실의 공표 ③ 정정광고 ④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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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인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조

사와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경쟁사업자나 소비자단체는 중지명령을 신청

할 권리는 없고, 단지 신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주에게 당해 광고가 표

시․광고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게 하는 명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사실

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공표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고(표시광고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위반사실의공

표에관한운영지침(지침：1999. 7. 1.)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부당광고행위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207)

이러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헌

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합헌이라고 본 반

면,208)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도 전에 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하여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209) 다만,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위반으로 인

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의 방법은 합헌이라고 한다. 위 헌재의 결

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당 광고의 단순한 중지만으로는 일단 이루어진 광고의 효과를 완전히

207) 박해식, 전게 논문, 729면, http://www.ftc.go.kr/자료실/심결자료 참조

20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9719 판결(공1994상, 1207)

209)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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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수 없는 경우 부당광고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치가

정정광고이다. 중지명령이 장래의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데 대하여 정정명

령은 과거의 부당 광고의 잔여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정정광고에는 이전의 광고가 부당광고였다는 사실만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

과 이것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하는 것의 개

시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210) 위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에 의하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행하는 정정명령은 위헌으로 생각될 우려가 크다. 실무에 있어서

도 행사된 예가 없다.

그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는 표시․광고법의 입

법취지와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규정(동법 제16조)을 참작하여 다양한 형태

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제16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1999-11)은 시정조치로서 주의촉구, 경고, 시정권고, 시정

명령 등을 규정한다. 시정조치는 그 목적이 법위반 전의 경쟁상태 즉, 질서

유지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도 그와 같은 입법목적과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즉,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11)

부당광고행위를 한 사업자가 명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호, 제19조).

(4)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

210) 박해식, 전게 논문, 730

211) 박해식, 전게 논문, 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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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

체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

하여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의 국고환수적 성격과 행정벌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 부당광고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중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사업자로부터 부당광고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부당이익을 박탈하여 그것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사업자단체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광고제한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벌로서

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21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

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3항).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9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세부기

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과징금부과세부

기준등에관한고시(고시：1999-20)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13)

(5) 손해배상

사업자는 부당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동법 제10조 제1항), 그 경우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동법 제10조 2항). 즉,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당해 광고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정조

치를 받은 이상 사업자는 당해 부당광고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일

응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212) 박해식, 전게 논문, 734

213) http://www.ftc.go.kr/자료실/법령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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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제1항 본문).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표시․광고법 제10조).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별개로 존속했다가 소멸한다는

견해를 취한다.214) 위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 경쟁사업자는 물론 소

비자도 손해배상청구적격을 갖는다.

(6) 형사적 제재

부당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

치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표시광고법

제17조).

214)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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