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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란 타인의 권리 영역을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자가
그러한 이득을 반환할 책임을 말한다. 즉 어떤 자(피해자)의 권리 · 이익 ·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1)로 인하여 타인(가해자 · 침해자)이 피해자의 손해를 넘는 이득을
얻은 경우에 타인(가해자)이 얻은 이득에 주목하여 그가 얻은 이득을 환수하여 피
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리를 말한다.2)
이 연구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인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이론적 근거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민법에서 침해자가 권리자의 물건이나 권리를 무단으로 매각하여 막대
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성에 대한 논의(준사무
관리 긍정설, 준사무관리 부정설)에만 집중해 왔다. 이에 반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3) 설
령 논의하더라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예컨대
유체물에 대한 침해,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4)에 대한 침해 등)에 대해서 제재
내지 억제설로 통일해서 그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일원적으로 설명한 견해가 존재
할 뿐이다.5)
그런데 위법하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경우에도 그 이론
1) 여기에서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란 어떤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관계(예컨대 계약관계나 신인관
계(信認關係) 등)상의 권리 침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藤原正則, “利益の吐き出し責任-ドイツの一般人格権の侵害の事例に即して”, 民法理論と企業法制(藤岡康宏 編),
日本評論社, 平成21年(2009年), 171頁 참조.
3)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의 선행 논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승현 · 정차호, “침해자 이익 법
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 성균관법학 제29권 제4호, 성균관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383면 이하는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이용한 자에 대한 제재 내지 억제로서 악의
의 무단이용자는 자신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제재 내지 억제설)를 취한다.
4) 우리나라 관련 법률을 보면 지식재산권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자들 중에서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5) 예컨대 이승현 ․ 정차호, 전게 “침해자 이익 법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 383면 이하 참조.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어야 할 전형적 유형으로
① 지식재산권 침해를 드는데, 그 이유는 보통의 유체물 침해와 달리 지식재산권은 무체물이며, 이에 대한 침
해행위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전보배상이나 일반적인 부당이득에 기한 이득반
환에 의한 구제로는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보다 강한 제재 내지 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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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제재 내지 억제설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격권의 경우에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권에 대한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러한 인격권의 특수성은
침해행위가 야기되기 전 단계에서만 고려될 뿐 침해행위가 야기된 후(특히 금전적
구제의 경우)에는-위자료라는 단계를 제외한다-그러한 특수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해명함에 있어서 인격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
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문제
의식이 타당하다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구체적 사안에서
침해된 권리 ․ 이익의 성질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
한 이론적 근거의 유형화 작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의 유형화 필요성 및 가능성).
(2)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에서는 그동안 인간의
신체나 그 부위(인체유래물)의 법적 성질, 즉 인체유래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구체적으로는 우리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논
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7), 인체유래물이 상품화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금전적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환자를 치
료할 때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의 특이성을 발견한 의사나 연구자(및 그들이 소속
된 기관)가 무단으로 환자의 조직 ․ 세포로부터 세포계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화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환자
가 의사나 연구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다.8)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학연구의 사회적 유
6) 이에 따라 오늘날 인체유래물은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만, 인격과 강하
게 결합되어 있는 특수성이 의식되고 있으므로 재산으로서의 상품성이 완전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인체유래물의 제공자는 인체유래물이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그가
모르는 자에 의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면, 제공자는 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소재선,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경희법학 제
46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1, 127면 이하 참조.
7) 이에 대하여 학설은 인체유래물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는 견해(소유권 구성)와 인격권의 객체로 파악하
는 견해(인격권 구성)로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수정, “인체세포에 대한 법적 권리”, 재
산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101면 이하 참조.
8)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학연구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의 특이성을 발견
한 의사나 연구자(및 그들이 소속된 기관)가 무단으로 환자의 조직 ․ 세포로부터 세포계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화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환자가 의사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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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예컨대 신약 개발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나 그 소속기관이 얻은 이익을 환자
에게 반환하게 하는 데에 부정적 내지 소극적이다.9)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견해를 관철하면 의사나 연구자에게 환자 등 피실험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제공함에 따라 세포계와
같은 인체유래물이 일반적인 물건과 다른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일반적 견해와 반대로 의사나
연구자의 환자 등 피실험자에 대한 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이론적 근
거로 제재 내지 억제설이 완전무결하게 타당한지 여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제재
내지 억제설에 의한 설명이 정당화되려면 그러한 반환을 인정하여 침해행위를 억제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의사나 연구자에 의한 환자 등
피실험자의 인체유래물의 무단이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적인 의학연구 촉
진의 결과보다 무단이용으로 인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여 의사나 연구자에 의한 인
체유래물의 무단이용을 제재 내지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그 이론적 근거를 제재 내지 억제설로 통일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검토의 결과 만약 이러한 설명
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대안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론적 근거에 대한 유형화
작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10)

II. 연구의 방법 및 순서
1. 연구의 방법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영미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 연구

에 대해서 그러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며(이에 대한 미국의 전형적 판례가
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사건(249 Cal. Rptr. 494(Cal. Ct. App. 1988); 793
P.2d 479(Cal. 1990))이다), 이를 계기로 전술한 인체유래물이 상품화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9) 예컨대 유지홍,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비교법연구 제18권 제1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8, 199면 이하; 차승현
․ 하대청,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 시 동의 면제 요건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국가생명윤
리정책원, 2017, 55면 이하; 정창록 ․ 허유선,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
을 위한 정당성 모색”,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7, 199면 이하 등.
10)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수행된 이 연구보고서는 적어도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인격권
침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후자인 인격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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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기존의 학설에 주장되었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이론적 근
거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영미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법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대륙법보다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을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다수 축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이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에서
의 논의나 실무상 운용에 있어서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일응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원상회복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전되었으
며11), 이와 함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풍부한 논의(비교법 연구
를 포함한다)의 축적이 보인다. 그리고 미국법에서도-영국과 비교하면 그 관심은
여전히

낮지만-최근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가 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
루어졌고12),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다른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도 등장하여 영미법권 내에서 주목을 끌고 있
다.13) 이와 같이 영미에서 원상회복법에 대한 연구는 진전되고 있다.
둘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다원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밝히고 그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익한 소재가 되는 것은 타인의 명예나 인체
유래물 등 인격재(人格財)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이득 반환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14) 이 경우에 타인의 명예나 인체유래물
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 원상회복법의 진전에 대하여 어느 비교법 학자의 말을 빌리면 “독일법이 부당이득
법의 발전에 100년이 걸렸던 것을 영국법은 10년 만에 해냈다”고 한다(Gerhard Dannemann, The German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and Restitution: A Comparative Introduction, Oxford U. P., 2009, p.4).
12)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 간행 후 2개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하나는 2011년 2월 25일에 워싱
턴 & 리(Washington and Lee) 대학 로스쿨에서 ‘원상회복법의 최초공개 : (제3차) 원상회복 ․ 부당이득 리
스테이트먼트(Restatement)’(Restitution Rollout: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그 성과는 68(3) Washington & Lee L. Rev., 2011, pp.865 and seq.
에 수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2011년 9월 16일, 17일에 보스턴(Boston) 대학 로스쿨에서 ‘원상회복 ․ 부당
이득에 관한 검토회’(A Conference on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그 성과
는 92(3) Boston University L. Rev., 2012, pp.865 and seq.에 수록되어 있다).
13) 이에 대한 대표적 문헌으로 Hanoch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Cambridge U. P., 1997, pp.12 and seq., Hanoch Dagan, Encroachments: between private and
public, in: David Johnson & Reinhard Zimmerman eds., Unjustified Enrichment: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 P., 2002, pp.348 and seq., Hanoch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Cambridge U.P., 2004, pp.210 and seq. 등이 있다. 또한 Katrina M. Wyman, Is
Formalism Inevitable?, 57 U.T.L.J., 2007, pp.685 and seq.; Emily Sherwin, Rule-Oriented Realism,
103 Mich. L. Rev., 2005, pp.1578 and seq. 등도 참조.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법에서는 인체유래물의 무단이용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다. 미국에서는 과학연
구성과에 따른 상품 제조의 적극화를 위한 정책 변경(구체적으로는 1980년 바이 돌(Bayh-Dole)법[정부 지
원금에 의한 연구성과의 연구자 내지 대학에 의한 사유화의 승인]의 제정) 및 제약회사의 급성장에 따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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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부터 타인이나 환자 등 피실험자를 보호하는 관점을 고려
하는 방안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법리의 적용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인
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영미법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15)가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영미법상의 논의 역시 근본적으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일원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다원적으
로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며, 이에 대한 고찰은 향후 우리
법에서 전개될 수 있는 학계의 논의 및 실무의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순서
전술한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연구
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 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 상황
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한계를 밝
히고 향후 전개되어야 할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16)
학연구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배경으로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피실
험자인 환자의 조직 · 세포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점(1990년 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사건이 그 대표적 예이다)을 계기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함
으로써 인체유래물의 무단이용으로부터 환자 등 피실험자의 보호도 포함하여 인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참고로 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사건(249 Cal.
Rptr. 494(Cal. Ct. App. 1988); 793 P.2d 479(Cal. 1990))은 치료의 경우에 채취된 환자의 조직 · 세포를
무단으로 연구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의사 및 대학에 대해서 환자가 이익 분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이익분배청구의 가능 여부가 동산에 대한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성립 여부라는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그 성립 여부는 환자가 자기의 조직 · 세포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이를 긍정한 반면, 대법원
의 다수의견은 (1) 판례 · 제정법이라는 현행법의 틀 내에서 동산에 대한 침해에 기한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과 (2) (1)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책적 · 규범
적인 관점에서 동산에 대한 침해에 기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 등 두 가지 관점에
서 고찰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어느 차원에서도 동산에 대한 침해에 기한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
15) 각주13의 문헌 참조.
16) 즉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와
② 법적 구성이라는 두 가지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우리
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법 상황을 전제로 “기존의 법제
도 하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해석론으로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②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①의 문제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학설의 구체적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의 제재 및 억제라는 일원적 근거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전술한 문제의식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 되는 모든 경우의 이론적 근거를 제재 및 억제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경우에
제재 및 억제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
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미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함으로써 본 연구자들이 달성하려는 연구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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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영미의 판례법
을 통하여 추출하여 각각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
도하는 방법을 채택한다.17)
셋째, 기존의 논의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최근 미국법학의 유력한 견해(예컨대 Hanoch Dagan의 견해)를 살
펴보고18),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근거(제
재 및 억제설)와 다른 독자적인 이론적 근거-‘원상회복적 구제’로서의 이득 반환를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넷째, 전술한 둘째와 셋째의 작업을 기초로 영미법상 기존에 제시되었던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를 살펴보고 이론적 내지 체계적 관점에서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및 효과론을 재구성한다.19)
다섯째, 전술한 영미법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그 후 전술한 첫째 내지 넷째
작업을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의 유형을 다원화 내지 유형화하고 개개의 유형마다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론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논의
와 다른 근거론, 요건론 및 효과론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이에 대
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가 미진하거나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 비교법적
참고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향후 학설상 논의의 심화, 판례의 발
전 그리고 실무의 구체적 운용 방안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17) 이와 함께 영미의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구분하여 설시하고 있
으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영미의 판례가 다원적인 입장을 채택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8) 이와 관련하여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p.12 and seq.,
Dagan, Encroachments: between private and public, pp.348 and seq.,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p.210 and seq. 등 다수의 문헌 참조.
19) 여기에서는 영미법상 기존의 논의에서 반드시 이론적 근거와 일관된 형태로 요건 및 효과가 검토되지 않았
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및 효과
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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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 상황 및 문제점

제1절 서 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점이 있다. 예컨대 전술한
①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 반환의 이론적 근거 및 ②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론의 다원화 내지 유형화 여부에 대한 논점 이외에 ③ 주관적 요
건에 대한 문제, 즉 침해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요구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침해
자의 과실로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④ 객관적 요건에 대한 문제, 즉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
는가에 대한 문제, ⑤ 이익 산정에 대한 문제(즉 반환시켜야 할 이익액을 산정하는
때에 침해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들인 비용을 공제하는지, 또한 공제하는 경우
에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지[공제의 대상을 직접 경비로 제한하는가, 그렇지 않으
면 직접 경비뿐만 아니라 간접 경비도 공제의 대상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나

아가 침해자가 이득을 얻음에 있어서 침해자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더해진 경
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산정하는 때에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는지 여부도 문
제된다) 등이 있다.20) 그중 핵심적인 문제는 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
적 근거와 ② 법적 구성이라는 두 가지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21) 이 문제들에 대
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우리민법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직접
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법 상황22)을 전제로 “기존의 법제도 하에서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해석론으로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②의 문제를 중심으

20)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①인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1) 이와 관련하여 藤原正則, 不当利得法, 信山社, 2002, 272頁은 “평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악의의 침해자에 대
해서 이익의 보유를 인정함이 타당한가라는 평가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한다.
22)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이하 BGB라고 한다)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
다. 즉 BGB 제687조는 ‘부진정 사무관리(Unechte Geschäftsführung)’라는 표제 하에 제2항이 “자기의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하는 때에 본인은 제677조, 제678조,
제681조, 제682조에 정하여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는 본인은 사무관리자에
대하여 제684조 제1문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사무를 권한
이 없음을 알면서 자기의 사무로 관리한 때에 본인은 사무관리 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악의의 무단
사무관리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이를 행사한 때에 그는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자에 대해서 부
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라서 비용상환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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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예컨대 준사무관리 구성, 불법행위 구성, 부당이득 구성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①의 문제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학설의 구체적 내용은 다
소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의 제재 및 억제라는 일원적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침해
행위의 제재 및 억제라는 일원적 근거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주장되었
고, 또한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기존의 논의 상황
I. 서 언
BGB 제687조 제2항23)과 달리 우리민법에는 관리의사를 결여한 경우를 규율하는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민법상으로는 주로 이 경우의 법적
처리, 즉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법 상황을 전제로 “기존의 법제도 하
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해석론으로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②의 문제
(법적 구성)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양한 견해
의 대립이 있다.24) 그 대표적 예로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에 민법 제734조 이하의
23) BGB 제687조 제2항은 사무관리의 효과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래는 동 규정이 손해배상의 일환인지,
부당이득의 일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Detlef König,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Tatbestände und
Ordnungsprobleme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Taschenbuch, Universitätsverlag Winter GmbH
Heidelberg, 1985, S.1557 참조). 그러나 전통적으로 침해부당이득의 효과는 객관적 가치 반환이며, 불법행
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제재적 요소가 배제되는 독일법에서 침해자에 대한 제재의 역할은 준사무관리 제도
가 담당하고 있다(藤原正則, 전게 不当利得法, 270頁). 참고로 스위스채무법 제423조 제1항은 “사무관리가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은 그 사무관리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본인은 이득한 한도에서만 관리자에게 상환하며 관리자가 부담하는 의무
를 면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스위스채무법도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만, 관리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BGB와 다르다(강현중, 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칙(5)(편집
대표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413면 참조).
24) 그런데 우리민법 하에서 준사무관리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앞서서 준사무관리의 법적 성질을 어떻
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학설상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만약 준사무관리를 인정
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특히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 문제, 즉 악의의 침해자가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전부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 이 경우에 권리자의 손해를 초과하
여 얻은 침해자의 이득까지 박탈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치열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를 인정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박탈하여 권리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를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 제도나 불법행위 제도로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나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이 사무를 관리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객관적 가치(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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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악의의 침해자가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득
을 얻은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는 경
우에 그 인정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것을 채택
하는지에 따라서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권리자가 보호받는 정도의 광
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5)

II. 법적 구성을 둘러싼 학설의 논의
1. 민법에서의 논의
(1) 사무관리법에서의 접근

1) 준사무관리 긍정설
준사무관리를 우리 민법에 도입하는 것을 긍정하는 학설의 근저에는 “준사무관리
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보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자가 더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견해는 준사무관리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반환범위에 구애되지 않고 위
법하게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침해자가 보유할 수 없게 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26)
이 입은 손실)를 한도로 하는데, 권리자에게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전부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밖에 전통적인 부당이득의 제도적 취지
(부당한 재산적 가치 귀속의 조정)나 불법행위의 제도적 취지(피해자의 손해 전보)와도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이승현, “미국에서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책임의 규정 체계에 대한 서론적 고찰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53면 이하 참조).
25)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 독일의 준사무관리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 하에서 권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그리
고 그 반환범위는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입은 손실(부당이득의 경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 입은 손해(불법행위의 경우)를 한도로 결정된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사무관리 규정(민법 제738조, 제
68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서 취득한 것 전부의 인도 내지 이전의무가 있는
점에서 전자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와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26) 예컨대 강현중, 전게 주석민법, 412-413면; 김현태, 신고 채권법각론, 일조각, 1969, 324면; 김석우, 채권법
각론, 박영사, 1978, 438면; 김증한 ·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686면; 김형배, 사무관리 · 부
당이득 [채권각론II], 박영사, 2003, 56면; 백경일,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
로운 체계구성-반의사사무관리와 불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0, 210면 이하; 윤철홍, 채권각론, 전정2판, 법원사, 2015, 409면; 조광훈, “준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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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긍정설 내에서도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의 대
립이 있다.
제1설27)은 오신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오신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
득 또는 부당이득과 함께 불법행위가 되어서 반환범위는 손실자의 손실 내지 피해
자의 손해를 한도로 결정되지만,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악의의 침해자가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모두 권리자에게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제2설28)은 정당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는 모든 경우(부당사무관리, 오신사무관리
및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에 준사무관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 견해에 의
하면 부당사무관리는 본인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사
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와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준
사무관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이 중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 다만 이 견해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정당사무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부당사무관리의 하부 유형 사이
에는 차이를 두지는 않지만,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도 할 수
없다고 한다.29) 그리고 이 견해는 오신사무관리를 오신에 과실이 없는 경우와 과실
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문제로, 후자의 경우에는 준사
무관리 문제로 파악한다.30)

2) 준사무관리 부정설
준사무관리를 우리 민법에 도입하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즉 사무관리는 적법행위인데 비하여 악의의 무단사무관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후자를 전자에 준해서 다룰 수 없는 점, 준사무관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준계약적인 성질을 가지는 사무관리 자체
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통하여 독일과 같이 준사무관리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만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자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모든 이익
을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평에 반하는 점
등을 제시한다.31) 이 견해에 따르면 오신사무관리와 악의의 무단사무관리는 부당이
관한 연구”, 사법행정, 제47권 제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31면 등.
27) 김형배, 전게 사무관리 · 부당이득 [채권각론II], 51-53면; 백경일, 전게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
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로운 체계구성-반의사사무관리와 불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210-211면.
28) 강현중, 전게 주석민법, 420-422면.
29) 강현중, 전게 주석민법, 420-421면.
30) 강현중, 전게 주석민법, 422면.
31) 예컨대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343면;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506면; 김준호,
채권법-이론 · 사례 · 판례-, 제11판, 법문사, 2020, 735-736면; 변우주, “부진정사무관리와 준사무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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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불법행위 문제로 보게 된다.32)
그런데 악의의 침해자가 본인이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경우에 악의
의 침해자의 본인에 대한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부정설 내에서도 견해가 대립한다.
제1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만약 본인이 사무를 관리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으로 본인을 충분하게 보호
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넘어서 관리인이 얻은 이익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33)
제2설은 불법행위와 달리 부당이득 제도는 잘못 귀속된 이득을 올바르게 귀속시
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볼 때 이 경우의 반환범위에서도 권리자의
손실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 모두를 부당이득에 기해서 반환청
구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준사무관리라는 특별한 개념을 인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34)
그리고 제3설은 과실이 없는 오신사무관리의 경우에 사무관리에 준하여 이익 전
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선의자 보호의 정신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과실 있
는 오신사무관리35)와 악의의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서 반환범
위는 원칙적으로 통상 손해가 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악의의 무단관리자가 얻은 이득을 손해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적절하다고 한다.36)

32)

33)
34)
35)
36)

포섭범위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38면 이하;
서종희,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민사법학, 제63-1권, 한국민사법학회, 2013, 68면; 안춘수, 불법행위 · 부당이득 · 사무관
리, 동방문화사, 2018, 499면;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제11판, 피앤씨미디어, 2019, 1446면; 지
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1661면; 이혁주, “사무관리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3
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263면;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저스티스 제169호, 한국법학원, 2018, 78면; 최우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저스티스 제180호, 한국법학원, 2020, 74면 이하 등.
다만 준사무관리 부정설 중에는 다른 준사무관리 부정설과 달리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으로 관리의사를 요구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부당사무관리,
오신사무관리, 악의의 무단사무관리도 사무관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 민법 하에서 준사무관리 개
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당사무관리, 오신사무관리, 무단사무관리
는 본인의 의사 및 이익에 합치되지 못하는 관리로서 효과가 수정되는 점(민법 제734조 제3항, 제739조 제
3항)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655-660면
참조).
곽윤직, 전게 채권각론, 343면; 지원림, 전게 민법강의, 1661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19, 442면 및 487면; 서종희, 전게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
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70면 이하.
이 경우에 제3설은 무단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한다(최병조, 민법주해, XVII권, 채권(10) (편집대표 곽윤
직), 박영사, 2005, 94면).
최병조, 전게 민법주해, 94-98면; 안춘수, 전게 불법행위 · 부당이득 · 사무관리, 4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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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법에서의 접근
부당이득반환범위에 대한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인 ‘손실한도 반환설’을 폐기하여
이득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범위를 재편할 것이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은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책임을 입법론으로 도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견
해가 있다.37) 즉 이 견해는 부당이득반환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부당이득이 손해
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성, 즉 손실전보 제도라기 보다는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반환
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손실자의 손실 중심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 중심
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38) 이에 따라 이 견해는 다수설 및 판례
가 취하는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은 입법론으로
부당이득의 일반적 효과가 아닌 특수한 효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반환책임을 도
입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39)

(3)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접근
민사법의 수익책임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논의되는 권리귀속내용 이론과 영미법에
서 발전한 의제신탁 사고에 기초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리민법에서
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40) 즉
이 견해는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려할 때 사
무관리법의 틀 내에서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정당화 근거를 찾
기 어려우며41), 불법행위 중 수익책임의 법률적 근거와 그 책임의 부담 범주를 정
하는 별도의 규준에 관한 입법조치 없이 현행 불법행위법 체계 내에서 수익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42),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행위가 침해부당이득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별도의 법
률상 특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 민법의 부당이득법 규율 내에서 무단관리자의
수익책임 근거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43) 그리하여 이 견해는 우리민법 제
37) 이계정, 전게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
심으로의 전환-”, 80면.
38) 이계정, 전게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
심으로의 전환-”, 80면.
39) 즉 우리 법상 수익자로 하여금 그 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한데,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 고도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반환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법상 준사무관리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액
수가 과소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법관이 개별화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 책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이계정, 전게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
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80면).
40) 최우진, 전게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83면 이하.
41) 최우진, 전게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74-76면.
42) 최우진, 전게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7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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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율 내용에서 타인의 수익달성권한에 관한 권리귀속내용을
가진 재화의 무단관리자와 해당 재화 보유자 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의 의제 규율
을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율에서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 책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4)

2. 특별법에서의 논의
(1) 개 관
특별법 영역에서 준사무관리 법리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규정
으로는 지식재산권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저작권법 제125
조, 상표법 제110조와 신탁법 제43조 제3항 등이 있다. 이 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43) 최우진, 전게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78-80면.
44) 이러한 규율로부터 무단관리자와 재화 보유자 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를 의제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 재화를 무단관리한 자는 그 재화 보유자에게 재화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그 보유자의 이
익을 보장할 의무, 경과 · 계산 및 전말의 보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재화 자체 및 과실, 사용이익, 대상물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의 반환책임도 지며, 무단관리자도 재화 보
유자에 대하여 필요비와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한다(최우진, 전게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8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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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
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특별법 영역에서 준사무관리 법리의 도입 여부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본다. 다만 전술한 규정 중 지식재산권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은 지
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지식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
로 추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며45) 이에 대한 학설의 논의 역시 준사무관리 법리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점에서는 동일하므로46), 지식재산권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이 준사무관리 법리를 도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한 소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지식
45) 특허법 제128조 제4항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별규정은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수용되었으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수, 특허법 주해II(정상조 · 박성수 공편), 박영
사, 2010, 144면 이하 참조),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과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
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박성호, 저작권
법, 제2판, 박영사, 2017, 753면 참조). 또한 염호준, 상표법 주해II(편집대표 정상조), 박영사, 2018,
242-243면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의 도입배경에 대한 논의가 상표법 제110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다.
46) 예컨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정재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법론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486호, 법조협회, 1997, 99면;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1254면은 침해행위의
억제라는 목적론적 견지에서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게 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를 든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 이익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까지 모든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지나치게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에 벗어난다는 반대 견해가 주장된다
(김태경,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법조, 제48권 제12호, 법조협회, 1999, 257면 참조). 또
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도입된 데에는 BGB 제687조 제2항의 이른바 준사무관리 이론이 배경이 되
었다고 설명한 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취지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이
란 침해자의 고의나 사기 또는 폭행이 동반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 것으로서 고의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을 징벌적 배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다만 권리자의 입
증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을 긍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된다(박
성수, 저작권법 주해(정상조 편), 박영사, 2007, 1197-11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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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상 손해액 추정규정과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28조 소정의 손해액 추정규
정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규정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준사무관리 법리를 도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
의 논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설은 이 규정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 침해자 수익의 반환은
외관상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증명에 관
한 특허권자의 증명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한다.47) 그러나 이 견해는
우리 민법상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침해자 이익액
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BGB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준사무관리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한다.48)
제2설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과 같은 규정은 무단실시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
액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그가 받은 이익을 모두 내어놓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무단사무관리에 있어서
권리자가 가지는 이익이전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구별
된다고 한다.49) 다만 이 규정은 무단사무관리의 경우와 달리 침해자 이익액을 권리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 무단실시자가 그의 특
수한 기능이나 실력을 기초로 권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권리자가 받은 손해)보
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음을 증명하여 추정을 복멸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
서 이 경우에 권리자는 무단사무관리를 원용하여 무단실시자가 얻은 이익 자체를
그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한다.50)
제3설은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침해자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게 하기 위하
여 손해배상은 피해자 손해의 전보라는 기능과 더불어 침해행위의 억제와 제재를
47) 배대헌,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1997, 86-87면; 김재국 · 김장생,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
상-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27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473
면; 박성수, 전게 특허법 주해II, 143면.
48) 배대헌, 전게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210면; 김재국 · 김장생, 전게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473면. 이에 대하여 정상조 ·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218-219면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특허권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규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
본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손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개념정의나
확립된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침해자의 이익도 특허권의 침해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이익이라는 점
에서 그리고 특허권의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은 특허권자의 손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손해개념규정의 하
나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침해자의 이익이 특허권자의 손해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한
다면 침해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49) 김형배, 전게 사무관리 · 부당이득 [채권각론II], 56면.
50) 김형배, 전게 사무관리 · 부당이득 [채권각론II],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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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기능한다고 파악하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이 견해는 손해에 대해서 규범
적 ․ 추상적 손해 개념의 파악을 시도하며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차액설51)에 집
착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에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52) 따라서 이 견해는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 이익액 산정법리의 일환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전통
적인 시각을 수정하여 준사무관리 법리를 인정하는 것과 가까운 결론에 도달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준사무관리 법
리를 우리 민법상 도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규정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과 같은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상 큰 실익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주요한 무체재산권과 관련하여 각각의 특별법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53)
요컨대 이 견해는 대체로 준사무관리 부정설에 기초하면서도 특별법이 특허법 제
128조 제4항 등과 같이 손해액 추정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악의의 무단사무관
리자의 이익박탈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4설은 무단사무관리를 준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
히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논쟁의 실익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입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한다.54) 다만 이 견해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별
법에 의해서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무단관리자가
얻은 이익을 본인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저작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한다.55)
제5설은 특허권 침해와 같이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의 반환범위를 결정
51) 차액설(추상적 손해설)에 의하면 손해의 개념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과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현재의 이익의 차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러한 차액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는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대정 · 최창렬, 민법강의④ 채권총론, 박영사,
2020, 681면; 김준호, 민법강의-이론 · 사례 · 판례-. 제27판, 법문사, 2021, 599면 주1 참조). 판례도 불
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사례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
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차액설에 의하여 손해의 개념을 파악한다. 한편 차액설에 대한 비판론 소개로 김
대정 · 최창렬, 전게 민법강의④ 채권총론, 683면 이하 참조.
52)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재산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250면 이하; 최병조, 전게 민법주해, 94면 이하.
53) 김상중,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민사법학, 제7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348면; 최병조, 전게 민법주해, 98-99
면.
54) 이은영, 전게 채권각론, 660면.
55) 나아가 이 견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법의 이론적 기초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사무관리의 법리가 필요하
다고 한다(이은영, 전게 채권각론, 6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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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부당이득법의 원리보다는 침해자의 침해의 동기, 공평의
원칙, 부당이득법의 목적 등을 중시해야 하므로, 손실자의 손실을 한도로 반환범위
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한다.56) 이에 따라 이 견해는
입법적 불비에 의해서 고의의 침해자에 대한 초과이익반환법리(준사무관리 등)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당이득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한다.57) 또한 이 견해는 침해자가 권리자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노력이나 재능의 실현 자체란 애당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침해부당
이득에서는 이득자가 고의나 무단으로 손실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침해자 이익을 전부 반환하게
하는 해석론을 전개해야 한다고 한다.58)
제6설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하는 규정은 영업상 경쟁을 하지 않는 특허권자나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능력이 모
자라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난점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 손해
액 추정규정을 간주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이 견해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을 통하여 준사무관리 법리를 도입하자는 입법론을 주장한 것이다.59)

(3) 신탁법상 이익반환책임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신탁법 제43조 제3항은 신탁법상의 이익반환책임을 명
문으로 인정하는데,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 신탁법 제38조60)를 근거로 신탁
위반의 손해배상에 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61)
신탁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은 기본적으로 민법 일반의 문제로 이익
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구 신탁법 제38조의 해석으로도 이익반환책임을 인정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상으로는 채권자와 신인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그것이 배신적인 불이행인 경우에는 이익반환형
손해배상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함께 준사무관리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56) 서종희,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한국법학원, 2015, 200-201면.
57) 서종희, 전게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201면.
58) 그렇지만 이 견해는 궁극적으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초과수익을 환수시킬 수 있는 법리가 입법을 통
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종희, 전게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독일법을 중심으
로 한 비교법적 고찰-”, 202-203면).
59) 정차호 · 장태미, 특허법의 손해배상론, 동방문화사, 2016, 116면 및 123면 참조.
60) 구 신탁법 제38조에서는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라는 표제 하에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
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61)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262-263면;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537-539면.

- 17 -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내놓게 하자는 견해, 부당이득으로 신탁재
산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수탁자는 이것을 보유
할 수 없고 이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62),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신탁과 관련된 모든 이득은 수탁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반환되
어야 한다거나 수탁자가 충실의무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은 신탁을 위하여 사용하였
더라면 당연히 신탁의 이익이 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이익의 명의가 무엇이었는지에
상관없이 당연히 신탁재산이 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되었다.63) 그러나 이러한 견해
들은 구 신탁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이익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
의 성질, 반환의 범위 등 그 해석이 어렵고 실무상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64)
개정 신탁법은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통하여 충실의무는 수탁자나 제3자가 수
익자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나 제3자
가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별관리의무는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모두에 근거한 것이고, 악의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하
여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익반환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민법이론적
해결보다는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65) 따라서 수익자 등은 신탁재산
에 손해 또는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수탁자의 충실의무 또는
분별관리의무 등의 위반 사실만 증명하면 수탁자로부터 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으
며, 이 규정에 따른 이득반환책임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과 달리 반환범위가 손
해에 한정되지 않고 손해배상과 달리 수탁자의 유책사유를 묻지 않는다.66)
이러한 개정 신탁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최근에는 동조 동항이 명문으로 이익
반환책임을 둔 것에 대하여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규정의 이익반환책
임은 영미신탁법상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제도와 유사하다고 해석하는 견
62) 최동식, 전게 신탁법, 262-263면; 이중기, 전게 신탁법, 542-546면.
63) 본문에서 소개한 학설에 대해서는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제2판, 박영사, 2017, 221면 참조.
64) 최동식, 전게 신탁법, 263-264면; 이중기, 전게 신탁법, 542-546면; 송현진 · 유동규, 조해 신탁법(이론 ·
판례 · 실무), 진원사, 2012, 382-383면.
65) 송현진 · 유동규, 전게 조해 신탁법(이론 · 판례 · 실무), 383-384면.
66)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361면; 이연갑,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신탁법의 쟁점
(정순섭 · 노혁준 편저), 제1권, 도서출판 소화, 2015, 343면. 한편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익반환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최수정, 전게 신탁법, 358-359면은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에서 부당
이득, 특히 침해부당이득에 닿아 있지만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도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며, 이연갑, 전게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343면은 개정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
익반환책임의 성질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아니고, 신탁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이라고 하고, 오영
걸, 신탁법, 홍문사, 2021, 253면 이하는 신탁법 제43조 제3항 소정의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득반환
책임’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구제수단 이외에 기존 민사법의 구제체계에서는 보기 드문 종류의 책임으
로서 수탁자의 신탁 위반의 유혹을 근절하고자 신탁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법정책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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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주장되고 있다.67) 즉 이 견해는 수탁자가 자신의 지위68)를 남용하여 신탁법
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어 신탁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취한 일정한 ‘이익’을 반환
시키는 신탁법 제43조 제3항은 수탁자에게 이러한 의무위반의 유인을 제거하는 효
율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의 이익반환범위 및 사무
관리에서 관리자의 반환범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한다.69) 또한
신탁법 제43조 제3항이 수용한 이익반환책임법리는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해당
되는지(또는 이러한 특칙으로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라는 시점이 아닌, 신탁에 있
어서의 수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신탁법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어 신탁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취한(‘손실’을 뛰어넘는)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가라는 시점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70)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
탁법이 영미법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익반
환책임은 영미신탁법상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restitution for wrongs)’ 제
도와 유사하다고 한다.71)

III. 소 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법적 구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는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와 표리일체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즉 우리민법상 준사무관리의 인정 여부 및 만약 이를 인정
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을 해명하는 문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 문제,
즉 악의의 침해자가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 전부의 반환을 원고에게 인정할지 여부, 이 경우에 권리자의 손해를
초과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득까지 박탈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문
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국내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67) 서종희,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신탁연구 제1
권 제1호, 한국신탁학회, 2019, 135면 이하.
68) 수탁자는 다른 재산관리자와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
69) 서종희, 전게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158면.
70) 즉 신탁법 제43조 제3항은 신탁제도에 내재하는 ‘이익’ 분배의 원칙으로서 이익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일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수탁자의 부작위채무에 대한 책임 법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서종희, 전게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
께-”, 158면).
71) 서종희, 전게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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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우리 민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초과수익반환을 위한 제도(준사
무관리 규정, 이득을 고려한 손해배상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
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이러한 초과수익의 반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72), 불
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의 기능을 손해의 전보 외에 침해행위의 억제 및 제재에도 있
다고 보며, 손해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규범적 ․ 추상적 손해 개념의 파악을
시도하고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차액설에 집착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에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73), BGB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준
사무관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는 견해74) 등으로 학설은 대립되어 있
다.75)
이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논의
는 매우 착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을 어떻게 법적 구성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준사무관리 구성,
부당이득 구성, 불법행위 구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위법하게 취득

72) 서종희, 전게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154면 이
하. 또한 이 견해는 우리 민법상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 민법의 해석상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및 제재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유추를 통하여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다(서종희, “영미 부당이득법상의 이득토출(disgorgement of profits)책임”, 서울법학 제24권 제1호, 서울시
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72면 주103 참조).
73) 김상중, 전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250면
이하; 최병조, 전게 민법주해, 94면 이하; 오병철, 법정채권법, 법문사, 2014, 228면. 참고로 이 입장을 취하
는 학자들 중 김상중 교수는 손해배상책임이 원래 피해자의 가해행위 전후의 재산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침해자이익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침해자의
위법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위자료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원이 마련 ·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연구반, 불법행위 유
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 2017, 1면 이하 참조)’과 개별 법률에서 도입된 배액배상책임 역
시 영리 목적의 가해 의도와 이익 규모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위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발전시키고 있다(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통권 제8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610면 참조).
74) 강현중, 전게 주석민법, 412-413면; 윤철홍, 전게 채권각론, 409면; 조광훈, 전게 “준사무관리에 관한 연구”,
31면.
75) 이 밖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의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사무관리와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영미법상 의제신탁 법리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신탁(Trust)은 대륙법에 비해서
부당이득 법리가 발달하지 못했던 영미법에서 발전된 제도라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영
미법상의 의제신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이승현 · 정차호, 전게 “침해자 이익 법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 387면; 서종희,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
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민사법학 제63-1권,
한국민사법학회, 2013, 67면 참조). 참고로 일본에서도 영미법상의 의제신탁을 두고 “물 위에 뜬 기름”이라
고 표현함으로써 이질적인 존재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으며(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989, 머리말 3頁;
加藤雅信 ․ 加藤新太郎 編著, 김상수 譯, 현대민법학과 실무, 법우사, 2010, 574면 참조), 독일에서도 사무관
리 및 부당이득으로 영미법상 의제신탁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Helmut
Coing, Die Treuhand kraft privaten Rechtsgeschäfts, C.H.Beck, 1973, S.17f.; Hein Kötz, Trust und

Treuhand,
Eine
rechtsvergleichende
Darstellung
des
anglo-amerikanischen
trust
und
funktionsverwandter Institute des deutschen Rech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1963, S.97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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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는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
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 제시에 있
어서도 학설상 견해의 통일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
인은 우리민법에 준사무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사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당
이득 제도나 불법행위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의 차이에도 기인한 점에
있다고 여겨진다.76) 예컨대 부당이득의 전통적 법리를 수정하는 해석론에서 제시하
는 공평의 원칙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관념이어서 학자들
마다 이를 달리 파악하고 있다.77) 그리고 부당이득의 전통적 법리를 수정하는 해석
론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의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피고에 대한 제재 및 침해행위의 억제(침해행위의 예방)라는 관점
이 내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이득의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되는 이득을 원래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것을 제도적 목
적으로 하는 부당이득 제도와 기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하여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78)79)
76)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를 기본적으로 부당한 재산적 가치귀속의 조정, 즉 있어서는 아니 될 상태 및 이득자의
-손실자가 입은 손실의 한도에서-이득의 제거에 있는 것으로 보며, 불법행위 제도의 취지를 피해자의 손해
를 전보하는 데 있는 점을 강조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부당이득 제도의 취
지를 손해배상청구의 반대형상으로 보고 이러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대상까지도 수
익자의 반환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보거나(서종희, 전게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202면) 불법행위 제도의 취지를 피해자의 손해 전보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억제 및 제재에도 있다고 본다면(김상중, 전게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
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250면 이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77) 즉 논자에 따라서는 권리자의 손해를 초과하는 악의 침해자의 이득액을 전부 권리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것
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도 하지만(예컨대 송덕수, 전게 채권법각론, 487면 이하), 반대로 침
해자의 개인적인 활동과 능력의 성과로 얻어진 것은 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침해자가 보유하게 하
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도 한다(예컨대 지원림, 전게 민법강의, 1701면 이하).
78) 안춘수,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91-192면; 김상중, 전게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우리 부당이득법의 수용 여부
와 손해배상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357면은 악의 수익자에 대한 반환책임의 가중은 “위법행위에 따
른 이득이 위법행위자에게 그대로 보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 정도에 따른 이 같은 책임 가중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부당이득법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라고 한다. 왜냐하면 침해자의 비난 가능성이라는 표지가 어떠한 매개를 통하여 ‘손실’과 ‘이득’
을 중심요건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과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견해는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7조는 수익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의 반
환의무를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언이 가령 타인의 물건 또는 지식재산권의 무단이용에 있어서 침해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물건 또는 권리의 이용 자체로 해석되는 반면, 침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단이용에서 비롯된 후속적 영업이익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
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藤原正則, 新注釈民法(15), 債權(8), §§ 697~711, (編集代表
大村敦志 · 道垣内弘人 · 山本敬三), 有斐閣, 平成29年(2017年), 139頁은 부당이득은 침해자의 고의 ․ 과실
이 없는 때에도 권리자에게 권리의 귀속할당을 회복시키는 최저한도의 권리보호로서, 불법행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영역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제재 및 침해행위의 억제라는 측면은 불법행
위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한다.
79)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법적 구성 문제, 즉 그 효과상 수익자가 자신의 능력으
로 취득한 초과이득을 손실자에게 어느 정도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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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학설의 논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재 및 억제설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주장되었는데, 이는 인격
권 침해의 경우에도-법적 구성은 다르지만-마찬가지로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80)
요컨대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 제재 및 억
제’라는 사고 도식이 확립되었으며, 그것이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에도 적용
되고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제재 및 억제설이 설득력이 있다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재 및 억제로 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재 및 억제라는 근거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3절 기존 논의의 문제점 및 과제
I.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반환책임의 이론적 근거로 제재 및 억제설이 주장되었다. 제재 및
억제설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을 철저하게 관철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침해자에게 시장을 우회하지 않고 본인과 교섭할 동기(incentive) 내지
유인(誘因)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부당이득
유형론이 대두됨과 동시에 -부당이득법(침해이득)과 준사무관리의 역할을 준별하
기 위하여-, 유력하게 주장되었으며, 최근에는 불법행위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를
지향하는 학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첫째, 침해자를 제재함으로써 침해행위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침해
인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양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종희, 전게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
찰-”, 203면 주157은 우리 판례가 과실상계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
처럼 초과수익 반환비율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사법부의 재량을 광범
위하게 인정하는 법리 전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판단의 축적을 초래하여 종려나무와 같이 그 끝을 달리
하는 정의(‘palm tree justice’)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 역시 구체적 해결
책을 제시하는 측면이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80) 예컨대 이창현, 위자료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1, 259면 이하; 박동진, 주석민법[채권각칙8](편집대표
김용담), §750~§76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39면; 서광민,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
강법학연구 제2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37면 이하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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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는 비판이다. 특히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손해 전보로 해석하는 전통적 해
석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
을 부여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제재 및 억제설에 의
하면 “악의의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한 어떤 이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부당성이 크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반론은 ‘보다 나은’ 설명에 그칠 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방안이 입법론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81), 이러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락에서 주장82)되는 바와 같이 사인에 의한 법의 실
현을 위하여 피해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인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주어지는 보수(대가)라고 보아 피해자에게 침해자가 얻
은 이득을 귀속시키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해석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설은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
며83), 만약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도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기존의 논의 상황에 따르면 피해자로의 이익 귀속은 침해자에게 보유의 근
거가 없는 점의 반사적 효과로 설명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오늘날까지도 피해
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반환받아야 할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견해는 소수설
에 머물러 있다.
둘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한 후에도 아직 침해자에게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

81) 예컨대 일본의 경우 戒能通孝, 債権各論, 改訂版, 巖松堂書店, 1946, 389頁이 입법론으로 이익의 몰수 가능
성을 지적하고 있다.
82) 이에 대해서는 田中英夫 ․ 竹内昭夫, 法の実現における私人の役割, 東京大学出版会, 1987, 165頁, 樋口範雄,
“制裁的慰謝料論について-民刑峻別の『理想』と現実”, ジュリスト 911号, 有斐閣, 1988, 22-23頁 등 참조.
83) 예컨대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시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고 있는데, 사례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다양하게 판단하다 보니, 언론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처벌의 우려, 남소 가능성, 언론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여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한다(장태영, “언론의 자
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오해와 언론소송의 통계 · 이슈 및 해외사례로 본 진실-”,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법원행정처, 2018,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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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슨 이유로 침해자에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제재를 부과하면서
까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억제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설득력 있고 적극적인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재 ․ 억제설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책임의 근거
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제재 및 억제설의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
기존의 논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의 유형으로 ① 지식재산권과 ② 인격권을 상정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양자 모두 제재
및 억제설로 동일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 지식재산권과 인격권은
일반적인 유체물과는 달리 무체물(정보)이어서 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에 그러한 침해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통의 전보배상에 의한 구제로는
피해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침해행위에 의한 기대이익이 0(zero)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에 대해서는 권리자도 자신의 인격권을 원칙적으로 양
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인정되는 지식재산권과 동일하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의 특수성은 침해행위가 야기하는 사전적 단계에서 고려될 뿐이며, 침해행
위가 야기한 이후의 단계(특히 금전적 구제의 경우)에서는 인격권의 특수성이-위
자료84)라는 단계를 제외한다-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의
경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본 연구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보고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침해된 권리나 이
익의 성질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술한 제
재 및 억제설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하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4)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122면은 위자료가 제재적 기능이나
예방적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서도 문제되는 것이며 위자
료에 있어서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제재적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본질을 사적 제재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이라는 것도 위자
료 일반의 본질과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위자료에 제재적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
여 위자료의 성질을 손해의 배상이 아니고 사적 제재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가 갖는 부수적 기능이라고 할 것이고 위자료가 사적 제재가
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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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연구보고서의 과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에 대하여 대하여 본 연
구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본 연구보고서는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 내지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① 무슨 이유로 가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피
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또한 이와 동시에 피해자가 그 이득을 취득할 수 있
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그리고 ②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일원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점(근거론의 유형화
여부)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근거에 의해 ①의 문제
에 해답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술한 연구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동렬로 취급되어 등한시 내지 주변화되었던 인
격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문제를 고찰한다.85) 그리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법적 구성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 구
성 문제는 어디까지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한 후에 2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해석론의 범위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실질론적 내지 이론적 측면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소극적 내지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현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
다.

85) 이와 같은 분석 시각은 비판법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吉田邦彦, “アメリカにおける批判法思想の展
開とわが民法学の行方-民法解釈学方法論の思想的系譜その２”, 民法解釈と揺れ動く所有論(吉田邦彦 著), 有
斐閣, 2000, 71頁, 특히 86頁 이하를 참조.

- 25 -

제3장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서 설
이 장에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새로운 견해를 고찰한다.86) 구체적으로는 우선 영미법상 전통적으로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로 논의되어 온 영역들을 고찰함으로써 영미법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해 왔는
지를 밝힌다(제2절). 그 후 판례법을 통하여 분석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기존의
논의 상황을 고찰함과 동시에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와 함께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에 대한 제3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Hanoch Dagan의 견해를 소개하
고, 이를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새로운 근거론을 제시함에 있
어서 발견된 시사점을 밝힌다(제3절).

제2절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분석
I. 서 언
1.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개관
영미법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것이 원상회복법(restitution law)87)상의 구제라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88)
86) 또한 여기에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제3절 III에서 다
루는 새로운 견해(Hanoch Dagan의 견해)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지만,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금지명령 등과 같은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구제
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Hanoch Dagan과 같은 발상을 채택하지 않은 견해를 폭넓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로 한데 묶어서 고찰한다. 물론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구
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입장이 한결같지 않다.
87) 영미의 원상회복법에 대해서는 ① 원상회복법을 불법행위법, 계약법, 소유권법에 버금가는 제4의 법 영역으
로 인정하는지 여부(영국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인 반면,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과거에 다
수설의 지위를 차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Dan Priel, The Law and Politics of Unjust Enrichment, 63
UTLJ, 2013, p.533은 미국법에서 소극적인 입장이 과거의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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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구제수단으로는 주
로 커먼 로(common law)상의 ① (불법행위소권의 포기(waive of torts)를 매개로
한89)) 준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소권(money had and received)90)과 에쿼티
(equity)상의 ②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및 이익의 청산(account of profits)
을 들 수 있으므로91), 학설상으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법원
(法源)은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커먼 로 및 에쿼티 각각에 의하여 발전된 이합집산
적 내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92) 그리하여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판례 및 학설은 그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이

88)

89)

90)

91)

92)

다)), ② 제4의 법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부당이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넓은 법 영역인지)에 대해서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nd
예컨대 영국법에 대해서는 Graham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Oxford U.P.,
2006, pp.425 and seq.를 참조. 또한 미국법에 대해서는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Third :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vol.I., St Paul, MN,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11, §1를
참조(동(同) 제1조는 “자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여 제1차 원상회복법 리
스테이트먼트의 같은 조에 있었던 ‘타인의 손실로’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이익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도 원상회복법상의 구제수
단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으로는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 제4항을 들
수 있다).
불법행위소권의 포기란 악의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소권(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주목
한다)과 부당이득반환소권(침해자가 얻은 이득에 주목한다)이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고가 전자
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소권의 ‘포기’라는 용어는 잘못된 이
rd
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Graham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Oxford
U.P., 2015, pp.444 and seq.; Ward Farnsworth, Restitution : Civil Liability for Unjust Enrich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61). 다만 여기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소권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
당이득반환소권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행위소권과 비교해 볼
때 절차상으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불법행위자의 사망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점, 상계, 출소기
한 등(또한 이러한 장점들의 대부분은 현재 불법행위법의 개혁에 따라 불법행위소권에 의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절차상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I.M.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48 C.L.J., 1989,
p.302, pp.309 and seq.).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불법행위소권의 포기가 인정되는지는 다소 명확하
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며, 그
이외의 불법행위(예컨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폭행[assault ․
battery], 또는 악의소추[malicious mischief],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침해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반환소권이란 어떤 자(이득자)가 커먼 로상의 위법행위의 결과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이득자가 타
인(손실자)에게 그 금전을 반환할 것이 요구되는 구제수단이다. 그러므로 에쿼티(equity)상의 위법행위를 이
nd
유로 해서는 이 구제를 이용할 수 없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p.435-436).
또한 판례에서는 상술한 ①～③ 이외에도 다양한 명칭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실현되고 있다
(James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Hart
Publishing, 2002, pp.136 and seq.).
영국법과 관련하여 이 점을 지적한 문헌으로 Stephen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in: Ewoud Hondius & André Janssen eds., Disgorgement of Profits: Gain-Based
Remedies Throughout the World, Springer, 2015, p.29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이 있
으므로 ‘이득 반환(disgorgement of profits)’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커먼 로상의 이득 반환과 에쿼
티상의 이득 반환의 구별, 인적 구제와 물적 구제의 구별을 애매하게 한다고 보고,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Samuel L. Bray, Fiduciary Remedies, in: Evan J. Criddle et al.
eds.,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 Oxford U. P., 2019,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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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제가-모든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은 인식되고 있지만93)-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
해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학자들에 따라 그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94)

2. 고찰의 범위 및 순서
전술한 개관을 기초로 이하에서는 영미의 판례법을 고찰하는 작업을 통하여 거기
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만 이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그 범위를 한정한다.
첫째, 이 연구보고서의 초점은 의제신탁이 아닌 이익의 청산에 맞추어져 있다. 물
론 양자는-의제신탁은 물적 구제인 반면 이익의 청산은 인적 구제라는 차이는 있
지만-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침해자가 얻은 이득에 주목하는 원상회복적인 구제
수단이며, 법관의 재량적인 요소가 중시되는 에쿼티상의 구제수단인 점에서는 일치
한다. 다만 이 연구보고서가 후자인 이익의 청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① 물적
구제인 의제신탁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 별개의 문제(파산의 경
우에 제3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반면, 인적 구제인 이익
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적 검토하기 수월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② 이익 청산은 특수한 연혁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95), 적용 범위가
넓고(구체적으로는 일부 커먼 로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를 시작으로 에쿼티상의 권리 침해[신인
의무(信認義務) 위반이나 기밀유지의무 위반]를 이유로 널리 인정되었고96), 나아가
최근에는 보다 일반적인 커먼 로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계약 위반]에도 그 적용 범
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97)), 이익의 청산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
93) 이러한 이해를 최초로 주장한 문헌으로 Daniel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80 Colum. L. Rev., 1980, pp.504 and seq. 참
조. 또한 Daniel Friedmann의 견해는 이 연구보고서가 주목하는 Hanoch Dagan의 견해에도 영향을 미쳤다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0).
94) 예컨대 Mitchell McInnes, Disgorgement for Wrongs: An Experiment in Alignment, 8 R.L.R., 2000,
p.514; Sarah Worthington, Reconsidering Disgorgement for Wrongs, 62 Mich L. Rev., 1999, p.218.
95) 이익의 청산은 연혁적으로 커먼 로를 기원으로 하여 13세기 무렵에 등장한 구제수단이었지만, 절차의 경직
성으로 인하여 이용하기가 어렵고, 커먼 로에서는 전술한 부당이득반환소권이 발전된 경우도 있어서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에쿼티 법원에 그 역할이 승계되는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넓다. 또한 이익
청산의 연혁에 대해서는 Peter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Thomson Reuters Hong Kong Limited,
2013, pp.3 and seq., Lucina Ho, An Account of Accounts, 28 SAcLJ, 2016, pp.851 and seq., Dan B.
rd
Dobbs, Law of Remedies : Damages, Equity, Restitution, 3 ed., West Academic, 2018, pp.415 and
seq. 등을 참조.
96) Jessica Palmer, The Availability of Allowances in Equity: Rewarding the Bad Guy, 21 New Zealand
Universities Law Review, 2004, pp.149 and seq.는 에쿼티상의 이익 청산이 처음으로 인정된 영역은 신인
의무 위반 영역으로, 그 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도 확장하여 인정되었다고 한다.
97) 구체적으로는 후술하는 A-G v. Blake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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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형적이고 주된 구제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98)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익의 청산을 중심으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의 실제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구제수단은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서 필요한 한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다.99)
둘째, 이 연구보고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를 (i) 유체물
에 대한 침해로 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 (ii) 무체물에 대한 침해로 ② 지
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영업비밀이나 국가기밀 등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 ④ 프
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나 명예훼손, (iii) 관계에 대한 침해로 ⑤ 신인의무 위반과 ⑥
계약 위반으로 고찰의 범위를 한정한다.100)
이를 전제로 이 절에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의 운
용상황과 함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개관한
후(I),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마다 영국법(II)과 미국법(III)
각각의 판례법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하여 거기에서
어떠한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이득 반환이 인정되고 있는지, 그
리고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101)102) 즉 이 연구보고서는 상술한 ①～⑥의 각 경우에 영미에서 이익의
98) Katy Barnett, Disgorgement of Profits in Australian Private Law, in: Ewoud Hondius & André Janssen
eds., Disgorgement of Profits: Gain-Based Remedies Throughout the World, Springer, 2015, p.16;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nd ed., pp.436-437;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33은 이익의 청산은 미래의 영국법상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 제도 발전의 초점이 된다고 한다.
99) 제3장 이하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보고서의 영미
법에 대한 고찰의 맥락에서 ‘이득 반환’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익 청산의 의미로 사용한다.
다만 판례 및 제정법에 대한 서술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이익의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로 한다. 둘째, 이 연구보고서의 영미법에 대한 고찰의 맥락에서 ‘이득 반환’이라는 용어는 침해행위를 계기
로 침해자가 적극적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며, 침해행위를 계기로 절약한 이익의 반환
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물론 영미법상으로는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를 아울러서 원상회복법상의 이득에
기초한 구제수단(gain-based remedy)으로 보고 양자를 동렬로 취급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지만(예컨대
Mitchell McInnes, Account of Profits for Common Law Wrongs, in: Simone Degeling & James
Edelman eds., Equity in Commercial Law, Law Book Co of Australasia, 2005, p.405., pp.407 and seq.
다만 최근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예컨대 Worthington, Reconsidering
Disgorgement for Wrongs, p.218., p.221;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65 and seq.)),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전자인 침해행위를 계기로 침해자가 적극적
으로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00) 다만 영국과 미국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영역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
여 검토할 사항도 양국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또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그 밖의 경우
에도 문제될 수 있다. 그 예로 nuisance(이는 논자에 따라 ‘생활방해’ 또는 ‘불법방해’로 번역되는데, 이하에
서는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s),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강박 ·
사기 · 부실표시, 소비자 법제 영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 범위에 들어가는 경
우들은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때에 중심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영미법의 실제 모습은-완전하지는 않지만-대부분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1) 그러므로 이론적 근거 이외의 문제-구체적으로는 주관적 의도나 인과관계 등과 같은 요건론이나 반환해야
할 이득의 항목과 반환범위 등과 같은 효과론-는 이 장의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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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또한 이 절의 고찰에서는 영미의 판례법상
동원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며, 이러한 근거들의 문제점을 포함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절(제3장 제3절)
에서 다루기로 한다.

II. 영국법
영국법(특히 판례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103)이 문제되는 상황을 침해되
는 법익의 성질의 차이에 유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104)

1. 유체물에 대한 침해-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침해
(1) 개 관
영국법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은 커먼 로상의 불법행위-구체적으로는 부동산에 대
한 불법 침해(trespass to land), 동산에 대한 불법 침해(trespass to chattels)나
동산에 대한 침해(conversion)-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예컨대 불법침해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배상이 문제될 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i)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나 (ii)
권리자가 입은 손해 이상으로 침해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 환수가 문제된
다.105)
의 장에서 다룬다.
102) 또한 학설에 대해서는 본문 및 각주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데에 그치며, 학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는 제3절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03) 이를 줄여서 ‘이익 환수’나 ‘이득 반환’이라고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 용어들을 혼용하기로
한다.
104) 영국의 관련 문헌에서 이 문제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이라는 표제 하
에 다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① 커먼 로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점(크게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으로 구별된
다)을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과 ② 에쿼티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점(신인의무 위반이나 기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컨대 Andrew Burrows，The Law
rd
nd
of Restitution, 3 ed., Oxford U.P., 2011이나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가 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최근 문헌인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소송원인이라는 특수 영국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설명 방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기능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침해된 대상(권리 ·
이익 · 관계의 차이)마다 유형화한 형태로 소개 및 검토하기로 한다(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은 Hanoch
Dagan의 견해도 채택하고 있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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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하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무단 사용 및 무단 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영국법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동산에 대한 침해

1) 동산의 무단 처분
Chesworth v. Farrar 사건106)은 토지의 임대인 A가 임차인 X에게 귀속되는 동산
을 무단으로 매각한 후에 사망하였으며, X가 A의 상속재산집행자 Y에 대해서 매각
대금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는 불
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행위소권을
포기하고 준계약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자가 수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시한 후107)에 동산의 매각대금 반환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매각가격이 시장가격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108) 침해자가 시장가격을 초과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2) 동산의 무단 사용
Strand Electric & Engineering Co Ltd., v. Brisford Entertainments Ltd. 사
건109)은 Y가 X로부터 임차한 동산(영화설비)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이용한
데 대하여 X가 해당 설비의 반환 및 사용기간 동안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Y가 X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
급해야 했을 시장가격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Y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이
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즉 “손해배상은 그 동산의 사용에 의하여 시장의 임대
이상의 것을 피고가 얻었다고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증액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110)
이와 같이 판례는 전술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소권에 의해서 이익의 반환을 인정
105) Peter K. Huber, Mistaken Transfers and Profitable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An Economic
Analysis, 49 La. L. Rev., 1988, pp.100 and seq.
106) [1967] 1 QB 407.
107) [1967] 1 QB 407, 417 (per Edmund Davies J).
rd
108) Burrows，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44.
109) [1952] 2 QB 246 (CA). 동일한 취지의 판결로 Lamine v. Dorrell, 92 Eng. Rep. 303 (KB 1705) 등이
있다.
110) [1952] 2 QB 246, 252 (per Somervell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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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가격을 초과한 이익의 환수까지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입장
이 명확하지 않다.

(3) 부동산에 대한 침해

1) 부동산의 무단 처분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안은
확인할 수 없었고, 토지의 지하에 있는 석탄을 무단으로 처분한 사안이 있을 뿐이
다. 판례는 이 경우에 석탄의 매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기 위하여
커먼 로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 예로 1837년 Powell v. Rees
사건111)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매매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서 시장가격을 초과한 이득을 침해자가 얻었는지 여부는 분명
하지 않으며112), 매각가격이 시장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이 이루졌는
지 여부도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무단이용
Whitwham v. Westminister Brymbo Coal & Coke Co. 사건113)은 Y가 자신의
탄갱(炭坑)(colliery)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X 소유의 토지를 6년 동
안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X에게 손해를 입혔고(X가 소유한 토지는 200파운드로
가치가 하락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Y는 이익을 얻은(토지의 사용가치가 900파운
드라고 인정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해당 토지에 생긴 손실(200파
운드)을 기준으로 한 전보배상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을 거절하여-X와 Y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Y가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지급해야 했을 시장가격을 기준으
로 한 손해배상액(900파운드)의 지급을 명하였다.114) 그 근거로는 “불법행위자가
사용을 이유로 타인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배상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115) 다만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111)
112)
113)
114)

(1837) 1 B & Ad 241.
rd
Burrows，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45.
[1896] 2 Ch 538 (CA).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그는 그러한 사용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896] 2 Ch 538, 541-542 (CA) [per Lindley LJ]). 또한 이 사건은 X가 침
해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3자에 대한 임대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Y의 사용이익을 X의 ‘손해’
로 관념할 수 없고, 결국 전보배상의 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안이었다(Burrows，The Law of
rd
Restitution, 3 ed., p.648).
115) [1896] 2 Ch 538, 543 (per Rigby LJ). 또한 [1896] 2 Ch 538, 541, 542 (per Lindley L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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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상액을 결정하는 때에 피고(Y)가 원고(X) 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피고
(Y)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116)
이와 같이 판례는 전술한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객관적 이익의 반환을 인정하지
만, 이를 초과하는 실제 이익의 반환까지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117)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불법침해의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에쿼티상의 구제수단인 이익의 청산을 인정한다고 판시
한 재판례가 등장118)한 점에서 판례의 새로운 동향이 엿보인다.

(4) 학설의 논의 상황
학설상으로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
환을 인정한 견해가 보인다. 다만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
양하다.
예컨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① 위법행위자는 위법행위의 수행으
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점에 구하는 견해119), ② 소유권
의 본질적 성질(배타성)을 근거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견해120),
③ 침해자의 이익이 권리자의 재산의 대상물이나 과실인 점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
해121), ④ 공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견해122) 등을 들 수 있다.

116) [1896] 2 Ch 538, 543 (per Rigby LJ).
117)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p.53 and seq. 이러한 판례
의 입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용료의 반환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낸 판례도 있다(Phillips v. Homfray,
(1883) 24 Ch. D. 다만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인적 소권은 사람의 사망과 동
시에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안으로, 피고가 생존하고 있었던 사안에도 동일하게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William Swadling, The Myth of Phillips v. Homfray, in: W. Swadling & G.
Jones eds., The Search for Principle: Essays in Honour of Lord Goff of Chieveley, Oxford U. P.,
1999, pp.277 and seq.)). 그러므로 객관적인 사용료에 대해서 판례는 그 반환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
으로 보인다.
118) 예컨대 Stadium Capital Holdings (No 2) Ltd. v. St Marylebone Property Co.plc., [2010] EWCA Civ
952; Ramzan v. Brookwide Ltd., [2010] EWHC 2453 (Ch), [2011] 2 All ER 38.
th
119) Lord Goff of Chievely & Gareth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 ed., Sweet & Maxwell, 1998,
nd

p.781;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76.
120) 예컨대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507은 “소유권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므로 타인에 의한 재산의 이용은 필
연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의 손실로 인한 이득을 낳는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론은 충분히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를 승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nd
121)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p,432 and seq.
122)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p.303 and seq.는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 않은 침해행
위의 경우에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 제도(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이나 신인
관계 등)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 견해는 공공적 · 정책적인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정당화한다. 물론 ④의 견해는 다른 맥락에서 보이는 침해행위의 억제에 구하는 견해로 파
악할 수도 있지만, 사적인 이익보다도 공공적 이익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별개
의 견해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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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리
전술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판례는 유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커먼 로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
권에 의해서 침해자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급해야 했을 객관적인 이용
료 상당액의 이득 반환을 인정할 뿐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득 반환, 즉 침해자가 불
법침해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의 반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123)
둘째, 판례는 유체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소권에 의해서 침해
자가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인정한다. 다만 매각가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 많으므로, 판례가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이득의 반환까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124)
셋째, 유체물에 대한 침해 사안들은 커먼 로상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커먼 로상의 부당이득반환소권에 의해서 처리되지만, 이익의 청산은 이용되지 않는
다. 다만 최근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새로운 동향도 엿보인다.

2. 무체물에 대한 침해(1)-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1) 개 관
다음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무체물에 대한
침해 사례를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 문제를 살펴본다.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보통은 피해자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충분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지만, (i) 유체물
과 달리 무체물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ii) 침해자가 권리자보다도 수완이 뛰어난 생산자이거나 침해자가 권리
자와 다른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피해자(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권리자)가 입은 손해가 아
니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주목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① 저작권 침해, ② 특허권 침해, ③ 상표권 침해 · 사칭 통용(詐称通
用; Passing off) 등 각각의 경우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
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23) 특히 Strand Electric & Engineering Co Ltd., v. Brisford Entertainments Ltd. 사건의 판결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124) 다만 위 견해는 부당이득반환소권에 대한 것으로, 다른 구제수단(특히 의제신탁)에 의해서 실현될 가능성
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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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침해
우선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보면, 영국법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에쿼티
상의 이익 청산이 인정되는 점에 이론(異論)은 없다. 다만 인정 근거를 어떻게 제
시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이 한결같지 않은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손해액 산정의 대체 수단
어떤 판결은 저작권자의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가장 정의에 적합한 근사치가 된다고 보고, 이를 이익의 청산에 대한 근거로 삼았
다.125) 이러한 해석은 이익의 청산이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금지명령의 부수물(付隨物)(corollary)126)’이라는 연혁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
다.127)

2) 부당이득의 방지
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128)은 Y가 X의 저작권(‘Grandsen’이라는 스
타일의 집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집을 건축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X가 Y에 대해서 자기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청구한 사안이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당이득의 방지’를 근거로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였다.
판례의 입장은 그 후 제정된 법에서도 반영되었다. 즉 (1911년 저작권법을 기원
으로 하여 1956년 저작권법을 거쳐서 제정된) 1988년 저작권 · 디자인 및 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i) 금지명령(제96조)과 (ii) 금전적 구제(제96조, 제97조)를 규정하며129), 이 중
125) Colburn v. Simms, (1843) 2 Hare 543, 560; 67 ER 224, 231 (per James Wigram V-C).
th
126) W.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4 ed., Sweet
& Maxwell, 1999, p.76.
127) 즉 커먼 로와 에쿼티가 엄격하게 구별되었던 시대에 손해배상은 커먼 로 법원, 금지명령은 에쿼티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금지명령을 신청할 시기를 놓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커먼
로 법원에 소송을 이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에쿼티 법원은 금전적 구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익의
청산을 금지명령에 부수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233 and seq.). 그리하여 이익의 청산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석된 것이다.
128) [1990] FSR 11 (Ch). 또한 Lionel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3 EIPR, 1990, pp.106 and seq. 참조.
129)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6조 및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6조 저작권자에 의해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된 침해
(1) 저작권자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는 기타 재산권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금지명령, 이익
의 청산 기타 모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생략
제97조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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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인 금전적 구제로 (α) 손해배상과 (β) 이익의 청산을 규정한다. 다만 제정법은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아
서130)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후술하는 다른 경우보다도-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3) 특허권 침해
다음으로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보면 영국법에서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이익의 청산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정법([1852년 개정 특허법을 기원으로 하
는] 1977년 특허법(Patents Act 1977))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i)
금지명령(제61조 제1항 (a))과 (ii) 금전적 구제 등 2개의 구제수단을 규정하며,
후자의 구제수단으로 (α) 손해배상(제61조 제1항 (ｃ))과 (β) 이익의 청산(제61조
제1항 (ｄ))을 규정한다.131)
그리고 판례는 이익 청산의 근거를 ‘부당이득의 방지’에 구한다.
그 예로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사건132)을 들 수 있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즉 X1은 어린이 장난감 텐트에 대하여 유럽 특허(UK)를 취득하였다.
그 후 X1은 영국에서 그 텐트를 판매하기 위하여 배타적 라이센스(license)를 X2
에게 주었다. 이에 대하여 Y1은 X1의 텐트와 유사한 텐트를 제조하여 이들을 Y2,
(1)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시에 피고가 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창작물에 저작권이 존재
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선의인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원고
는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밖의 구제방법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특히 이하의 경과에 드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 후에 사안의 해결이 정의에
적합하도록 추가적 손해배상(additional damages)을 명할 수 있다.
(a) 침해행위의 흉악성(flagrancy)
(b)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득
130) 제97조 제1항(그 행위와 관계되는 작품에 저작권이 존재함을 모르거나 존재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을 것)
의 항변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성립할 뿐이며, 이익의 청산을 포함하는 그 밖의 구제수단에는 인정되지 않
는다(Wienerworld Ltd v. Vision Video Ltd., [1998] FSR 832).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견
해도 있다(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235-236).
131) 1977년 특허법 제61조 제1항은 이하와 같이 규정한다.
제61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절차
(1) 이 법률의 다음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
해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사 이외의 구제방법을 방해하지 않는다).
(a)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금지명령
(b)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반환 또는 폐기명령
(c)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d)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
(e) 특허의 유효와 침해행위의 확인
(2) 법원은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이익의 청산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
(3)~(6) 생략
132) [2002] FSR 17.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Lionel Bently & Charles Mitchell, Combing Money
Awards for Patent Infringement: Spring Form v. Toy Brokers, 11 R.L.R., 2003, pp.86 and se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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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 및 Y4에게 매각하였으며, Y2들은 그것들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X1 및 X2는 공동원고로 3개의 개별적인 소송절차를 제기하여 Y1들의 이러한 활동
들이 X1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Y1에 대한 제1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가
유효하고 Y1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 사건은 그 중 Y2에 대한 이
익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과 이익 청산의 관
계를 규정한 특허법 제61조 제2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이익 청산이 “원
고[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얻은
이익을 피고[침해자]로부터 박탈하고 이러한 이익들을 원고[특허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상회복적 구제(restitutionary remedy)”라고 설시하였고, “그
목적은 피고[침해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익의 청산을 인
정하였다.133) 여기에서는 이익 청산의 근거가 ‘부당이득의 방지’에 구하여졌음이 명
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법에서는 판례 및 제정법 모두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며, 그 인정 근거로 ‘부당이득의 방지’에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상표권 침해 및 사칭 통용

1) 상표와 사칭 통용의 비교
상표(商標, trademark, trade mark, trade-mark)란 “개인, 사업 단체, 다른 법인
에 의해 쓰이는 종류나 표시를 일컫는 말로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
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을 말한다.134) 이와 달리 사칭 통용(詐称通用,
passing off)이란 “자신의 상품이 이미 확립된 관련이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같은 인상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어떤 사업
자가 자기의 제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같은 품질이라고 표시한 경우나 ② 어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경우를 들 수 있다.135)
양자는 상품의 표장(標章) 내지 표식(標識)을 일정한 형태로 보호하고 소비자의 오
인을 방지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상표는 표장 그 자체를 소유권의 객체로 직
접 보호하는 반면 사칭 통용은 행위규제(부실표시의 금지)에 의해 표식을 간접적으
로 보호할 뿐이며, 상표에 의한 보호는 등록이 요구되는 반면 사칭 통용을 규제하

133) [2002] FSR 17, at [7].
134)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1%9C 참조(최종방문일 : 2020년 4월 10일).
135) ティナ ハート · サイモン クラーク · リンダ ファッツァーニ 著(牧野和夫 監訳 / 早川良子 翻訳), イギリ
ス知的財産法, Lexis Nexis, 平成19年(2007年), 17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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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36)

2) 상표권 침해
영국의 판례는 이익의 청산을 인정한다. 그 예로 Slazenger & Sons v. Spalding
& Brothers 사건137)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X가 (1905년 상표법에 기초하여)
등록한 골프공에 관한 상표를 Y(골프공의 제조 및 판매회사)가 선의로 침해한 데
대하여 X가 우선 Y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한(Y는 이 청구를 당한 후에 바로 X
의 상표 사용을 중지하였다) 후에 다시 Y에 대해서 이익의 청산 등을 청구한 사안
이었다. 이 사건에서 이익의 청산은 X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파
악되었다(여기에서는 Y가 얻은 이익은 Y의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X가 취득할 수 있
었던 이익이며, 이것이 손해라는 해석이 동원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보배상
을 청구할 권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청산을 청구할 권리도 성립한다고 판
시하였으며,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설시한
후에 이 사건에서는 Y가 선의였기 때문에 X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이익의 청산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판결은 결론적으로 이익의 청산을 부정하였지만, 침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고 있음을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익의 청산을 전보배상액을 산정하는 전제로 파악한 점에서
미루어 보건대 손해액을 산정하는 대체수단으로 이익의 청산을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정법([1875년 상표등록법에 기원을 가지는] 1994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에서도 반영되어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3) 사칭 통용
판례는 사칭 통용이 커먼 로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한 구제로 이익
의 청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138)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한결같지 않다. 즉 19세기의 어떤 판결은 이익 청산의 근거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대체수단에 구하였다.139) 이와 달리 부당이득의 방지에 그 근거를
136) 그러므로 어떤 표장(標章)이 침해된 경우, 해당 표장(標章)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이 경우에 원고는 무단으로 사용된 점만을 증명하면 된다) 반면, 해당 표장(標章)이 미등록
된 경우나 등록 불능의 경우에는 사칭 통용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이 경우에 원고는 영업권
(goodwill)이 확립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허용 장벽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보호되기 쉬운 것은
상표이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사칭 통용이 상표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137) [1910] 1 Ch 257.
138) 연혁적으로 이익의 청산은 커먼 로에서 유래하였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익의 청산은 에쿼티로 이행(移
行)되었지만 이 영역에서만 이익의 청산이 커먼 로에 남았다.
139) Hogg v. Kirby (1830) 8Ves Jun 215, 223; 32 ER 336, 339. 이에 대해서는 Edelman, Gai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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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판결도 있었다. 후자의 예로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140)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Y는 X가 사용하는 이름과 유사한 피자(‘Chicago Pizza’)를 자기의
레스토랑의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칭 통용이라는 불법행위를 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X는 Y가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
기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Y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레스토랑과 권
리자의 레스토랑을 오인 혼동하게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청산할 책임
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법원은 이익 청산의 근거로 ‘부당이득의 방지’를 들었
다.141)

(5) 학설의 논의 상황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학설
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익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폐지
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소수 존재하였지만142), 다수의 견해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다만 판례와 마찬가지로 다수설을 취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시하는 인정 근거
의 내용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그 예로 ① 부당이득의 방지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143), ② 침해행위의 억제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144), ③ 공공적 이익의 관점
에서 정당화하는 견해145), ④ 교정적 정의의 실현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146) 등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233을 참조하였다.
140) [1982] 8 FSR 147; My Kinda Town Ltd(t/a Chicago Pizza Pie Factory) v. Soll and Grunts
Investments, [1983] R.P.C. 407.
141) [1982] 8 FSR 147, 156.
142) 예컨대 Fiona Patfield, The Modern Remedy of Account, 11 Adel L. R., 1987, p.31은 기밀유지의무가
위반된 영역에서 이익의 청산은 필요악이 될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143) 예컨대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49는 그 인정 근거
로 위법행위의 억제를 드는 입장에 대하여 현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례에서 판례는 ‘부당이득의 방
지’에 그 근거를 구하고 있으므로, 억제가 법원의 추론의 명시적 특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4) 예컨대 Lionel Bently, Accounting for Profits Gain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n does it End?,
1 EIPR, 1991, p.15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근거로서 억제론이 타당한 이
유로 첫째, 지식재산권자가 유체물과 달리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 둘째, 개인인 지식
재산권자는 대규모 사업에 의하여 침해하는 상품의 대량생산에 취약하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하는 것이 특허법의 역할인 점 등을 들었으며,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235 and seq.는 억제론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이득
반환의 적용범위를 침해자가 시니컬(cynical)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제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Craig
Rotherham, Deterrence as a Justification for Awarding Accounts of Profits, 32(3) OJLS, 2012, p.537
은 최적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은 제한적으로 수행
된다고 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신인의무 위반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주장한다.
145)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p.307 and seq.
146) Joshua Marshall & William Lister, Compensatory Damages and Account of Profits: Separate Elections
for Separate Causes of Action-Trade Mark Infringement and Passing Off, 11(4)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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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147)

(6) 정 리
전술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판례는 커먼 로상의 소송원인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
득 반환을 폭넓게 인정한다(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 사칭 통용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된다). 그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에 더하여148)-영국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논의
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동일한 커먼 로상의 소송원인인 유체물에 대한 침해와
비교해서 넓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정보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판례뿐만 아니라 제정
법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다만 사칭 통용을 제외한다).
둘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할 때에 에쿼티상의 구제수단인 이익의
청산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다만 사칭 통용을 제외한다). 이러한 에쿼티상의 구제
수단은 법관의 재량적 요소가 강한 것도 있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즉 ① 모든 침해행위를 이유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주관
적 요소(악의,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대부분의 경우에 침해자의 악의가 요
구되는 것은 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제외한다). 또한 ②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권리자의 태도(양심성의 유
무)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149) 그 예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인
식하면서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익
을 얻은 단계에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태도(양심성의 유무)를
고려하는 점을 들 수 있다.150) 이 경우에는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면서까지 권리자
를 보호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득의 반환을 부정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2016, p.285.
147) 다만 후술하는 미국의 학설에 비해서 영국의 학설은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을 중시한 나머지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이 타당한지 여부라는 관점에 입각한 검토는 다소 소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48) 지식재산권은 애초에 커먼 로에 의해 보호되었지만, 그 후 에쿼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nd
한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p.470 and seq.).
rd
149)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425.
150) 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데에 부수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이다. 즉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침해자
와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단계에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계책
이 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방관하는 부정적인 동기 내지 유인을 생기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Emory Law Journal, Vol.48, No.1, 199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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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151) 이와 같이 에쿼티상의 구제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권리자와 침해자
쌍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①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나 ② ‘부
당이득의 방지’가 제시된다. 후술하는 미국법과 비교하면 영국의 경우에는 이 영역
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억제가 판례에서 그 근거로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주목된다. 이는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묻지 않고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영역
(저작권 침해)이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52) 또한 후술하는 미국과 비교
하면 영국에서는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는 점에 판례상의 이론(異論)이 없기도 해서
인지 정책적인 논의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영국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다.

3. 무체물에 대한 침해(2)-기밀정보에 대한 침해
(1) 개 관
여기에서는 무체물에 대한 침해의 두 번째 예로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국가
기밀 등과 같은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153), 그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크게 구별하면 ① 정보 그 자체를 ‘재화(property)’로 보호하는 입장과 ② 행
위규제에 의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하여 후
술하는 미국법은 ①을 채택154)한 반면, 영국법은 ②를 채택한다. 즉 영국법은 전통
적으로 에쿼티 계열의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breach of confidence)에 따라 전달
자(confider)가 수령자(confidant)에게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155) 이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보를 간접적으로 보호해 왔
다(그 결과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는 소유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로 구성되지는 않
151) Paul Stanley, The Law of Confidentiality: A Restatement, Hart Publishing, 2008, p.130; Barnett,
Disgorgement of Profits in Australian Private Law, p.16.
152)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48 and seq.
153) 기밀정보(영업비밀)를 보호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Megan Richardson, Owning Secrets: ‘Property’ in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 Robertson ed., The Law of Obligations: Connections and Boundaries,
UCL Press, 2004, pp.146 and seq.를 참조(구체적으로는 ① 효율성[투자로의 동기 내지 유인론], ② 자
유주의(liberalism)[자연권론에 의한 설명이나 Immanuel Kant의 의무론 등], ③ [효율성보다도 넓은 공리
주의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회계획이론에 의한 근거를 든다).
154) Carpenter v. United States, 108 S. Ct. 316 (1987).
155) Normann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29(2) OJLS, 2009,
pp.328 and seq.는 기밀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그러한 기밀유지의무의 근거는 전달자가 수령자에게 위임한 신뢰에 구하여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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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156)). 이 관계를 보호함으로써 기밀정보의 공개가 촉진되며 전달자와 수령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실현된다고 주장된다.157)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유형도 후술하는 관
계에 대한 침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 지식재산권과의 연속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며, 기밀정보가 개인정보라면 선행하는 관계가 없
어도 기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158), 실질적으로 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관계와
차이는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는 무체물에 대한 침해의 일종으로 분류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159)

(2) 기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

1) 판례
영국의 판례는 일정한 요건160)-① 정보 그 자체가 기밀의 성질을 가질 것, ②
기밀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보가 전해질 것, ③ 정보를 전하는 당
사자의 손실로(to the detriment of) 그 정보의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것-을 충족하
는 경우에 에쿼티상의 기밀유지의무를 인정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으로 (i) 금지명령, (ii) 문서의 반환 또는 폐기명령(delivery up or
destruction of materials and documents), (iii) 금전적 구제를 인정하고, 이 중
(iii)인 금전적 구제로 (α) 손해배상(전보배상 및 합리적인 실시료), (β) 이익의 청
산, (γ)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161)
이러한 판례상의 구제수단들(특히 (β))로부터 영국법이 기밀정보를 부정하게 이
nd

156)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25. 다만 최근의 판례 중에는 기밀유지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구성한 것도 보인다(예컨대 Walsh v. Shanahan, [2013] EWCA Civ 411. 이에 대해서
rd
는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464 참조).
157) John D. McCamus, Celebrity Newsgathering and Privacy: The Transformation of Breach of Confidence
in English Law, 39 ALR, 2006, p.1209.
158) 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p.747 and seq.;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51.
159) 또한 기밀유지의무 자체는 계약이나 신인의무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에쿼티상의 기밀유지의
무인 경우에는 계약이나 신인의무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McCamus, Celebrity
Newsgathering and Privacy: The Transformation of Breach of Confidence in English Law, p.1203;
Graham Virgo, Personal and Proprietary Remedies for Breach of Confidence: Nearer to Breach of
Fiduciary Duty or Breach of Contract?, 33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2014, p.1). 또한 직
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정한 제3자에게도 기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pp.111 and seq.).
160) Coco v. Clark, [1969] RPC 41.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는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nd
Restitution, 2 ed., pp.526-527 참조.
nd
161)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p.527-528; Francis Gurry, Breach of
Confidence, Clarendon Press, 1984, pp.417-418; Peter Devonshire, Pecuniary Remedies for Breach of
Confidence, 21 KLJ, 2010, pp.356 and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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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업비밀의 무단이용
예컨대 영업비밀의 무단이용이 문제된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162)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즉 X는 브래지어를 포함
한 여성용 속옷 제조 사업을 하고 있었다. Y는 X의 브래지어의 영국에서의 실시권
자였다. Y는 X로 인하여 시장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을 기밀로 보
게 되었다. Y는 자기 자신의 브래지어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X의 디자인을 악의로
사용하였으며, 브래지어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Y는 X와의 라이센
스(license) 합의도 파기하였다). X는 Y가 U.15 및 U.25로 알려진 유형의 브래지
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의 결과 제조 및
판매된 브래지어의 제거, 손해배상 또는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
여 X의 기밀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의 청산을 명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
은 그 근거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163),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나. 국가기밀정보의 무단이용
이와 달리 국가기밀정보의 무단이용을 수반한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건164)은 이익 청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최초의 판
결이었다. 이 사건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영국첩보기관(M15)의 전직 첩보원
A가 고용계약 및 1911년 공무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911) 규정에 위반하여
1987년 7월 1일에 회고록(‘Spycatcher’)을 미국에서 간행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신
문사인 Y1은 A의 오스트레일리아 출판사로부터 영국에서 그 책을 시리즈화 하여
공표할 권리를 구입하고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면서) 그 책이 간행되기
전에 신문을 통하여 일부 공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X(국왕)는 Y1에 대해서 그 밖
의 부분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및 상술한 발췌 공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165) 이 사건에서 귀족원은 금지명령을
162) [1963] 3 All ER 402.
163) [1963] 3 All ER 402, 411 (per Pennycuick J).
164) [1988] 3 All ER 545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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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면서도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익 청산의 근거로 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라는 일반원
리166) 외에 ② 기밀정보를 수령한 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정보를 남
용하는 유인 내지 동기를 배제하는 점(침해행위의 억제)167), ③ Y1이 부당하게 이
득을 얻었으므로, 그 이득은 박탈되어야 하는 점(부당이득의 방지)168), ④ 이익의
청산이 손해배상의 대체 수단인 점169) 등이 제시되었다.170)

2) 판례에 대한 평가
이와 같이 판례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양하지만, 기밀정보의 성질-상업적인 것인
지 여부-을 묻지 않고 기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득 반환을 긍정한다. 다
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건에서
Goff 판사의 판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Goff 판사에 따르면 침해된 정보의
성질에 따라서 이 사안에 어떠한 구제수단이 바람직한지는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즉 기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상업적인 정보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합리적
인 실시료 배상)이 주된 구제수단이 되는 반면, 비상업적인 정보인 경우에는 이익
의 청산이 주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Goff 판사의 견해에 따르면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으
며, 이익의 청산은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건과 같은 국가기
밀이 누설된 사안에 한정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된 정보가 국가기밀정
보인 경우에는 원고에게 상업적 가치가 없으며, 손해배상에 의한 경우에는 명목적
인 것에 그쳐서 피고의 기밀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억제하기가 어려운 반면, 이익의
청산이라면 그러한 유인 내지 동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이익의 청산이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이다.171)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후 기밀유지의무 위
반을 이유로 하는 이익 청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례가 등장하였다.172) 이러
165) 또한 이 사건에서는 Y1 이외에도 Y2 및 Y3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이익의
청산은 Y1에 대해서만 청구하였으므로, Y2 및 Y3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166) [1988] 3 All ER 545, 644 (per Lord Keith).
167) [1988] 3 All ER 545, 644 (per Lord Keith).
168) [1988] 3 All ER 545, 647 (per Lord Brightman).
169) [1988] 3 All ER 545, 662 (per Lord Goff).
170) 이 사건에서는 기밀유지의무 위반의 당사자인 A는 당시 영국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국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 A가 피고가 되었다면 그는 Spycather의 공표로 인
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이다([1988] 3 All ER 545, 584 [per Scott J]; Gareth
Jones, Breach of Confidence-after Guardian, 42 C.L.P., 1989, p.55).
171)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pp.121-122; Devonshire, Pecuniary Remedies for Breach of
Confidence, p.364.
172) Vercoe v. Rutland Fund Management Ltd., [2010] EWHC 424. 이 사건에서 Sales 판사는 이익의 청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즉 (i) 피고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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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정보의 성질에 따라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므로173),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대목이다. 다
만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인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충분한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학설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기밀관
계의 취약성 및 의존성 등과 같은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침해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은 정보가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서 상업
적인 기밀도 포함하여 널리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입장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174)175)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보의 성질에 따라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어떠한 것인
지를 판단한 해석을 기초로 상업적 정보와 비상업적 정보를 구별한다면 침해된 정
보의 종류에 따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3) 학설의 논의 상황
학설 중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하는 견해는 관견(管見)의 한도에
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견해들이 제시하
는 근거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 예로 ① “수령자는 자신의
에쿼티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리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176), ② 부당이득의 방지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177), ③ 기밀유지의

173)
174)

175)
176)

는 것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 맞다고 판단케 하는 피고의 채무 이행에 대한 강한 권리를 원고가 가
지는 경우, (ii)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소유권의 회복(vindication)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신탁
상의 의무 위반 및 신인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리고 Sales 판사는 이러한 요건들이 존재하지 않
는 상거래 사안에서 원고의 권리는 침해된 권리의 포기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되었을 금액의 손해배상
의 부여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Devonshire, Pecuniary Remedies for
Breach of Confidence, pp.360-361을 참조하였다).
동일한 취지의 견해로 Jones, Breach of Confidence-after Guardian, p.50(구체적인 비밀의 성질조차도 적
절한 구제수단이 무엇인지를 결정케 한다)이 있다.
예컨대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214;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pp.123 and seq.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수령인은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신뢰를 남용하는 유인 및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 거래의 상업적 성질 자체로 인하여 불법한 이득
의 반환이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 의무가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지배된 단순한 개인적인 채무
로 간주되어서도 안된다고 한다. 또한 Michael Gronow, Restitution for Breach of Confidence, 10 Intell.
Prop. J., 1996, pp.220 and seq.는 피고로부터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기 위하여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실
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가 그 이익 자체를 얻을 수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이익의 청산은 ① 개인의 비밀을 전달한 자에게는 대부분 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없지
만, 그러한 비밀이 부당하게 공표된 때에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사례나 ② 정보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
다 큰 이득을 얻었지만, 원고가 일실이익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영업비밀 사례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와 특허법의 역할 분담이라는 점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McCamus, Celebrity Newsgathering and Privacy: The Transformation of Breach of Confidence in
English Law, p.1204; Gareth Jones, Benefits Obtained in Breach of Another’s Confidence, 86 L.Q.R.,
1970, p.473은 에쿼티상의 성실 원리, 환언하면 기밀정보를 입수한 자는 그 정보로부터 불공정한 이득을

- 45 -

무 위반의 억제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178), ④ 공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화를
시도하는 견해179) 등을 들 수 있다.

(3) 정 리
전술한 고찰을 통하여 영국법은 기밀정보의 성질을 묻지 않고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 점(다만 정보의 성질에 따라 주된 구
제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Goff 판사]도 있다), 그때에는 에쿼티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 법리가 사용되는 점, 그리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로 ① “누구도 자기 자신의 위법행위(wrongdoing)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일반원리, ② 침해행위의 억제, ③ 부당이득의 방지, ④ 손해
배상의 대체수단 등이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구제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에쿼티상 구제수단의 성질에 내재된 제약-법관의 재량적 요소가 강하
기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악의성)이나 권리자의 행동의 양심성이 고려된다-이 수반되는 점은
지식재산권의 경우와 같다.180)

4. 무체물에 대한 침해(3)-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1) 개 관
여기에서는 무체물에 대한 침해의 제3유형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문제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살펴본다.181) 물론 프라이버시는 개
얻어서는 안된다는 원리에 구한다.
177) Gronow, Restitution for Breach of Confidence, p.222; Gurry, Breach of Confidence, p.417은 이익의 청
산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의 기밀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유보하였다
는 원리에 그 근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78)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pp.123 and seq.; Devonshire, Pecuniary Remedies for Breach of
Confidence, p.360.
179) 예컨대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p.314 and seq.는 기밀유지의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 제
도에 대한 손해로 이 제도의 위상(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정당화된다
고 주장한다.
180) 예컨대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 및 Douglas v. Hello! Ltd. (No
3) 사건은 모두 수령자가 악의의 의무위반자였던 사안인 반면, Seager v. Copydex Ltd. (No.2), [1969]
RPC 250은 수령자가 선의의 위반자인 사안에서 이익의 청산을 부정하였다(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302., p.317 참조).
181)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커먼 로가 관할하는 영
역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기 때문인지(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54), 영국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타당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은 관견(管見)의 한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또한 학설의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견해(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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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국법에서는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에 의하여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밀유지 위반의 경우와 동렬로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그리고 존엄적 이익, 인간적 충실
과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되어 왔다.182) 그리하여 프라이버
시가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자와 인격적으로 결
합되는 것이므로, 최근 이에 대한 상품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183) 프라이버시
가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상품으로 취급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
에 따라 별도의 목차를 두어서 다루게 되었다.184)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은 과거에 친한 친구나 파트
너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미디어(media)에 유포한 때나
출판사의 구성원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취득한 정보(사진, 녹음 등)를
유포한 때 등에 문제된다.185)

(2)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

1) 판례의 동향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에서는-명예훼손과 달리-일단 침해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우선 침해를 저지하는 사전적인 금지명령을 내린
다.186)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정보가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으로 들어가 금지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구제수
단, 특히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중요해진다.187)
다만 영국법상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이득 반환이 문제된 사안은 현

182)

183)
184)
185)
186)
187)

and seq[명예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원상회복구제를 인정함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제시한 후에 확실히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를 타인으로 하여금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허가하지 않지만, 그 점이 가해자가 명예
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Peter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Oxford U.P., 1985, p.326)와 이득 반환을 부정하는 견해
rd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467[명예훼손은 감정에 대한 고통 및 명예
에 대한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이득에 기초한 구제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로 나누어진다.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37; Katy Barnett,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Privacy, in: Jason Ne Varuhas & N A Moreham eds., Remedies for
Breach of Privacy, Hart Publishing, 2018, p.198.
Huw Beverley-Smith, The Commercial Appropriation of Personality, Cambridge U. P, 2002, pp.6 and
seq.
George Palmer, Law of Restitution, Aspen Law & Business, 1978, pp.120 and seq.
Barnett,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Privacy, p.183.
Tanya Aplin, The Development of the Action for Breach of Confidence in the postHRA Era, 19 I.P.Q.,
2007, p.52.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32; Barnett,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Privacy,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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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보이지 않으며188),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189)
그러나 최근의 판결 중에는 일반론(방론)으로 이를 긍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
로 Douglas v. Hello! Ltd. (No 3) 사건190)을 들 수 있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즉 2001년 11월 할리우드(Hollywood)의 유명인인 X1 및 X2(이하에서는 ‘X1들’
로 한다)는 X3사와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결혼식을 보도하는 배타적인 라이센스
(license)를 X3사에게 승인하는 대가로 X1들에게 각각 50만 파운드(총액 100만 파
운드)를 지급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서는 X1들이 X3 이외의 자
가 결혼식 사진을 촬영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조
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X1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엄격한 경
비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X3사의 경쟁사인 Y사는 촬영된 결혼식 사진
을 비밀리에 입수하고 무단으로 타블로이드 신문에 게재하려고 한 데 대하여 X3사
는 Y의 출판을 저지하는 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정되었지만, 2000년 11
월 23일에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다음날인 24일 사진이 간행되었다. 그리하여 X1들
및 X3사는 Y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의 청산이 청구되지 않았지만, 항소법원은 X의 결혼사진의 공
표를 통해서 침해된 커플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밀유지의무 위반으
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이 이용될 수 있음을 승인하였다. 즉 “만약 Y사가 그
공표에 기초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우리는 X1들이 그 이익의 청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명목적인 라이센스
(license)료에 대한 논의가 직면하는 원리의 곤란성과 마주치지 않는다. 또한 그러
한 접근방식은 모든 불법적인 공표를 단념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것
이 금전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191)” 이와 같이 방론이기는
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침해행위의 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2)
다만 이 사건이 순수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이익의 청산이 인정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공표된 사진은 결혼식이라는 사적(private)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X1들은 유명인이고 대가와 상환으로 X3사에 촬영 및 출판에 대한 배타적인 라이센
188)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32.
189) Barnett,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Privacy, p.191은 그 원인으로 ① 이익의 청산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전 연인의 보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와 같은 사안에서는 실제
로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및 ② 이익 산정의 어려움을 든다.
190) [2005] EWCA Civ 595, [2006] QB 125 (CA).
191) [2006] QB 125, at [149].
192)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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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license)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193) 그러므로 이 사건은 퍼블리시티(publicity)
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이득 반환을 인정한 사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194)
다만 영국법에서는 정면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195) 그리하여 항소
법원은 이 사건의 결혼식 사진이 X1들의 ‘사생활’의 측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면
서도196) 동시에 ‘상업적’인 측면을 갖춘 것임을 승인함으로써 양자의 측면이 병존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명인의 지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가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하더라도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197), 이 사건도 순수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승인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98)
다만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PJS v. News Group Newspapers
Ltd. 사건199)은 X의 성생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Y 신문사가 공표하려고 한 데 대
하여 X가 중간금지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직접적인 쟁점은 금지명령을 둘러싼 것
이었는데, 대법원은 판결에서 일반론으로 “이익의 청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열린 상태이다200)”라고 설시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지
만201), 긍정도 하지 않았다. Douglas v. Hello! Ltd. (No 3) 사건을 순수한 프라이
버시에 대한 침해 사안이라고 본다면 PJS v. News Group Newspapers Ltd. 사건
에서도 성생활이라는 가장 사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상품화할 의도가 없는 정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득의 반환은 인정되기 쉬울 것이다. 이와 달리 Douglas
v. Hello! Ltd. (No 3) 사건을 자기의 사진을 상업화할 의도가 있었던 상업화된 프
193) McCamus, Celebrity Newsgathering and Privacy: The Transformation of Breach of Confidence in
English Law, p.1203.
194) Gillian Black, Publicity Rights and Image : Exploitation and Legal Control, Hart Publishing, 2011, p.26
은 원고가 유명인이었던 적도 있었으므로, 상업화된 프라이버시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 사안으
로 해석한다.
195) 이는 OBG v. Allan, [2007] UKHL 21, [2008] 1 A.C.[124]. 물론 영국에서 퍼블리시티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리(특히 사칭 통용이 중요하다)에 의하여 퍼블리시티
가 보호되었다.
196) [2006] QB 125, at [95].
197) 이 사건에 대하여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37은
인격이라는 속성의 부당한 독점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가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권리는 여전히 인간의 감수성, 자
율성 그리고 존엄과 관련되어 있으며, 프라이버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Tanya Aplin,

Commercialising Privacy and Privatising the Commercial: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Protection
of Privacy via Breach of Confidence, in: Nari Lee et al. eds., Intellectual Property, Unfair Competition

198)
199)
200)
201)

and Publicity : Convergences and Development, Edward Elgar Pub., 2014, p.190은 이 사건을 순수한 프
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사안으로 해석한다.
또한 그 후 귀족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원고들의 정보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파악하였기 때
문에 본래의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된다([2007] UKHL 21, [2008] 1 A.C. [124]).
[2016] AC 1081.
[2016] AC 1081, at [42].
Barnett,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Privacy,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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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 사안으로 본다면 후자의 사안에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를 적용한 결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득 반환이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를 인정한 판결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지, 또한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향후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202)

2) 학설의 논의 상황
학설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즉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 견해는 ① 소유권의 유
추203), ② 침해행위의 억제204)에 그 근거를 구한다.205) 이와 달리 부정하는 견해는
①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를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당연히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206), ② 침해행위의 억제론이 충분하지 못한 점(Jason Ne Varughas207))을 근거
로 든다.

202) 기존 법리(예컨대 영업비밀의 보호)의 유추(analogy)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권리를 부여하
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p.345 and seq.).
203)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p.510 and seq.; Daniel Friedmann, The Protection of Entitlements via the Law of
Restitution-Expectancies and Privacy?, 121 L.Q.R., 2005, pp.414 and seq.
204) 예컨대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p.352 and seq.는 프
라이버시의 성질, 즉 ①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인간의 존엄 및 자율성의 경우에 필수적인 점 및 ② 프
라이버시가 개입에 민감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득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이득에 대하여 원고가 프라이버시를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정(矯
正)적 정의론에 따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최
종적으로 예상치 못한 이득은 피고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으로 귀착된다고 한다(또한 Normann
Witzleb, Monetary Remedies for Breach of Confidence in Privacy Cases, 27 L.S., 2007, p.454도 참조).
그리고 Barnett,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Privacy, pp.198 and seq.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근거로 ① 영리 목적을 가진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행위를 억제할 필요성과 ②
판례 발전의 일관성을 든다.
205) 그 밖의 인정설로 Black, Publicity Rights and Image : Exploitation and Legal Control, p.191은 퍼블리시
티권에 대한 침해로 이를 인정한다. 다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206) 예컨대 PG Turner, Privacy Remedies Viewed Through an Equitable Lens, in: Jason Ne Varuhas & N
A Moreham eds., Remedies for Breach of Privacy, Hart Publishing, 2018, pp.280 and seq.는 프라이버
시에 대한 침해에 이익의 청산을 확장하는 것은 기존 판례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
207) 예컨대 Jason Ne Varuhas, Varieties of Damages for Breach of Privacy, in: Jason Ne Varuhas & N A
Moreham eds., Remedies for Breach of Privacy, Hart Publishing, 2018, pp.82 and seq.는 침해행위의
억제론이 그 근거로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첫째, 정말로 침해행위를 억제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존
재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는 것이 침해의 동기 내지 유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점, 둘째, 억제론은 도구주의적인 추론이므로 그러한 구제수단을 이용함
에 따른 편익이 모든 비용을 상회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 점, 셋째, 침해행위의 억제론은 개개의 맥락에서
규범적 목적을 배려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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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리
전술한 고찰을 통하여 영국법은 프라이버시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보호할 뿐이지만,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점과 그 구제수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일반론으로
인정하는 점, 나아가 그 이론적 근거로 침해행위의 억제를 들고 있는 점은 분명하
다.

5. 관계에 대한 침해(1)-신인의무 위반
(1) 개 관
지금까지의 고찰은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다만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타당
하다).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신인관계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
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관계상의 의무에 위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신
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살펴본다. 다만 이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신인의무자
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확인한다.
영미법상 신탁의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 信認
關係)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신인관계란 “일방이 타방을 신인(信認)하거나 타방에
의존하고 타방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부
담하는 관계 일반”을 말하며, 보통의 계약관계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엄밀한 의미의 신탁관계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
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 등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영미법의 특징 중 하나
로 들 수 있다.208)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일방(신인의무자)은 타방(이하에서는 ‘본인’
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진다. 그리고 신인의무의 핵심인 충실의무는 ①
이익상반금지원칙(no-conflict rule)(신인의무자는 자기 자신을 본인과 이익이 상반
하는 지위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② 이익취득금지원칙(no-profits rule)(신
인의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
는 안된다는 원칙)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209) 이러한 신인의무가 신인의무자에게
rd

208) 신인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p.493 and seq.
를 참조.
209) 다만 ① 및 ②를 신인의무자의 의무로 해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진다(예컨대 후술
하는 Lionel Smith는 부정설을 취한 반면, Stephen A. Smith는 긍정설을 취한다). 이에 대한 해석도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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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이유는 신인관계에 내재된 성격에서 유래한다. 즉 신인관계는 신인의무자
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의무화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본인은 신인의무자의 행동을 감시하기가 어렵
게 되므로 신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이나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재량을 남용하는-부정적 동기 내지 유인(disincentive)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인의무(충실의무)는 신인의무자가 재량을 남용하여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 내지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된다고 해석
되고 있다.210)

(2)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

1) 판례
영국의 판례는 신인의무자가 신인의무(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의 청산이나 의제신탁에 의해서 이득의 반환을 인정해 왔다. 구체적
으로는 ① 신인의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② 신인의무자가 자
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와 거래한 경우(뇌물의 취득 등), ③ 신인의무자의 자
신의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경우(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이용 등) 등이 문제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 ②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211)
대표적인 예로 Regal (Hastings) Ltd. v. Gulliver 사건212)을 들 수 있다. 이 사
건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헤이스팅(Hasting)에 영화관을 소유한 X 회사는
2개의 다른 영화관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1주식 1파운드로 5,000주식
발행)하였지만, X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X 회사의 대
표이사 Y1, 이사 Y2~Y5, 나아가 이 회사의 변호사 Y6이 자금을 출연하였다(모회
사가 2,000주식을 인수하였으며, Y1들이 3,000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 후 Y1
들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매각이익을 얻었다(1
주당 약 2파운드 16센트). 이에 대하여 X 회사의 지배권을 새롭게 취득한 주식의
양도인은 Y1들에 대해서 그들이 얻은 자회사 주식의 매각이익을 X 회사에 청산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항소법원은 X로의 이익

210) Murad v. Al-Saraj., [2005] EWCA Civ 959, [121](CA). 또한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45 참조.
211) 또한 ②와 ③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③의 경우에도 영국법은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므로 결론에서 차이는 없다. 이에 대한 리딩케이스로는 Boardman v. Phipps,
[1967] 2 AC 46을 들 수 있다.
212) [1942] 1 All ER 37; [1967] 2 AC, 134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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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주식의 양도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며, 이는 양도인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windfall)이 되는 점 등을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달리 귀족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전원일치로 주식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인정
하였다. 즉 ①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그리고 이사로서의 기회 및 특
별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사와 관련성이 있었던 점
및 ②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점 등 2개의 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 이사는 그 이익을 회사에 청산하여야 한다.213)
이 판결은 그 근거를 신인의무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의 핵심인 충실의무(이익취
득금지원칙)에 구하였다. 이 의무가 발생하는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
인의무자에 의한 신인의무 위반의 예방이나 억제인 점을 기초로 하면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도 신인의무 위반의 억제에 그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해석된다.214)
다만 이러한 억제론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으로의 이익
귀속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
은 이득 반환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215)
즉 (a) 신인의무자가 성실하게 행위하였는지 여부(신인의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
명에 의존하지 않는다), (b) 신인의무자의 행위가 본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c) 신인의무자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익하였는지 여부나 (d) 본인이 그 이익
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었다.216) 유일한 예외는 본인에 대
한 신인의무자에 의한 ‘모든 중요사실의 완전한 공개’ 및 본인의 신인의무자의 행위
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가 있는 경우뿐이다.217) 이러한 엄격한 책임으로 되어
213) [1967] AC, 134,153.
214) 동일한 취지로 Murad v. Al-Saraj, [2005] EWCA Civ 959, [2005] WTLR 1573, [74](효율성을 위하여
그리고 신인의무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에 저항하는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은 신인의
무자에게 엄격하고 폭넓은 청산책임을 부과한다고 지적한다)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
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억제에 기초하여 설명되는 다른 이득 반환의 경우와 동일시한 것이다. 이와 달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신인의무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의 구제법상 대응물로 해석하는 견해도 주장
된다.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책임이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엄격한 점을 토
대로 하면 그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자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취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
으면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성질을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d
215) Burrows，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81; Charles 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17 King’s Collaege law Journal, 2006, p.325.
216) [1967] 2 AC 134, 144-5 (HL) (per Lord Russell of Killowen). 또한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192; Mitchell McInnes, Account of Profit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122 L.Q.R., 2006, p.11; Palmer, The Availability of Allowances in Equity:
Rewarding the Bad Guy, p.149. 참조.
217) [1967] 2 AC 46, 117 (HL). 또한 Lee Aitken, Reconciling ‘Irreconcilable Principles’-A Revisionist
View of the Defaulting Fiduciary’s Generous Equitable Allowance, 5 Bond Law Review, 1993, p.53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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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는 법 정책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218) 즉 분업과 전문가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정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신뢰하고 의존하는
제도의 존재는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제도에 내재된 문제-구체적으로는 재량을 인
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219)-가 있으므로 수임인이 자신
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한 제재(sanction)(재량을 남
용하는 동기 내지 유인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
책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2) 학설의 논의 상황
마지막으로 학설에 대해서 보면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에 대
해서는 예상치 못한 이익 취득이 부당함을 근거로 부정하는 소수설도 있지만220),
다수설은-그 엄격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221)-긍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다수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는 한결같지 않다. 예
컨대 ① 신인의무 위반의 억제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222), ② 신인의무의 공공적
조.
rd
218)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498(이 법리의 엄격성은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219) 이러한 문제는 법경제학에 대한 논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principal · agency 문제로 논
의되고 있다.
th
220) L.C.B.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5 ed., Sweet & Maxwell, 1992, pp.565 and seq.
221) 예컨대 엄격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Palmer, The Availability of Allowances in Equity: Rewarding the
Bad Guy, pp.171 and seq.; Lionel D. Smith, The Motive, Not the Deed, in: J. Getzler ed.,
Rationalizing Property, Equity and Trusts, Lexis Nexis/Butterworths, 2003, pp.60 and seq.는 엄격한
책임은 정직하지 못한 신인의무자를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반면, 선의의 신인의무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다고 한다. 또한 엄격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Irit Samet, Guarding the Fiduciary’s
Conscience-A Justification of a Stringent Profit-stripping Rule, 28(4) OJLS, 2008, p.764는 신인의무
자는 신인관계에 편입된 두 가지 요소, 즉 ① 신인의무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유인이 있을 것 및 ② 신인의
무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소 때문에 신인의무자는 자기기만 및 그로 인하여 생긴
편견(bias)에 사로잡힌 판단을 하기 쉽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자가 그들 자신의 이익과 관련
된 거래가 본인에게도 바람직한지 여부를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경우를 저지할 필요가 있음을 근거로 엄격한
이득 반환 법리를 지지한다고 한다.
222)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p.332;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nd
Restitution, 2 ed., p.498; Samet, Guarding the Fiduciary’s Conscience-A Justification of a Stringent
Profit-stripping Rule, p.764 등 다수설이다. 또한 Matthew Harding, Justifying Fiduciary Allowances,
in: Andrew Robertson & Tang Hang Wu eds., The Goals of Private Law, Hart Publishing, 2009,
pp.342 and seq.는 억제론을 전제로 신인의무자의 노력 및 능력을 이유로 하는 공제(allowance. 이는 수당
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공제는 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이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 볼 때 본래 침해자가 얻은 모든 이득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데, 침해자의 노력 및 능력을 고려
하여 피해자 자신이 침해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공제된다는 의미이며, 수당은 침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
래는 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모든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침해자의 노력 및 능력에 대한 대가
는 침해자에게 부여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결국 공제와 수당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지, 침해자 입장에
서 보는지에 따라 그 용어가 달리 사용되지만, 결국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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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견해223), ③ 본인의 신인의무자에 대한 제1차적인
권리(primary right)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224), ④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의 반환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상반금지의무 위반의 구제수단이라고 해석
하는 견해225) 등이 있다.

(3) 정 리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영국법은 신인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인정하는 점, 그 이론적 근거를 억제 내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인의무
자의 신인의무의 일종인 이익취득금지의무에 구하는 점, 나아가 그 책임을 매우 엄
격하게 해석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
는 근거는 신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법정책적인 이유에서 그 기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6. 관계에 대한 침해(2)-계약 위반
(1) 개 관
여기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최근
따라 allowance를 공제나 수당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의 근거 제시를 시도하며, Matthew
Conaglean, Fiduciary Loyalty: Protecting the Due Performance of Non-Fiduciary Duties, Hart
Publishing, 2013, p.80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목적은 그 거래가 신인의무자가 느낄 수 있는 모
든 매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신인의무자가 그 거래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고, 유혹의
과실(果實)을 제거하는 것은 유혹 그 자체를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한다.
223) 예컨대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313은 신인관계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 제도라고 보고
신인의무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공적인 제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석한
후에 신인관계의 동기 내지 유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득 반환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며,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p.507 and seq.는 신인의무자의 충실성(충실의무의 이행)의 도덕적 및 사회적 중요성을 지적한
후에 다른 법적 의무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지위[공공적 성격]를 가진다고 보아서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긍정한다.
224) 예컨대 Lionel Smith, Deterrence, Prophylaxis and Punishment in Fiduciary Obligations, 7 Journal of
Equity, 2013, pp.91 and seq.는 “법은 신인의무자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
시킨다”고 보며, 그 실질적 이유는 관리비용도 수익자가 부담하는 대가로 이익취득도 정당화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Paul B. Miller, Justifying Fiduciary Remedies, 63 U. Toronto L.J., 2013, pp.614 and
seq.는 본인은 신인의무자에 대해서 충실성(충실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거기에는 묵시적으
로 신인의무자가 권한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225) 예컨대 Stephen A. Smith, The Deed, Not the Motive, in: Miller & Gold eds., Contract, Statas and
Fiduciary Law, Oxford U. P., 2016, p.229 and seq.는 침해자의 이익은 이익상반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예방적 의무라는 특수한 의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① 침해자
가 얻은 이득은 침해된 권리의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등가물인 점, ② 침해자가 얻은 이득은 그가 그러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위반을 구체화하는 점, ③ 침해자가 얻은 이득은 신
인의무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전적 가치를 구현하는 의미에서 그 위반과 연결
되어 있는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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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역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후술하는 A-G v. Blake 사건 판결)는 계약 위반으
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에 대해서 전통적인 입장을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
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226)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A-G v. Blake 사건
이전의 전통적 판례의 입장과 그 이후의 최근 판례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영국의 법
상황을 살펴본다.

(2) 전통적 판례의 입장
영국의 전통적 판례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로 전보배상-구체적으로는 기대이
익의 배상 또는 신뢰이익의 배상 중 어느 하나-을 인정하였을 뿐이며227),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228) 이를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Tito v. Waddell (No.2) 사건229)에서는 직접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법원은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을 “피고는 가능한 한 원고가 위법행위를 당하지 않았
더라면 차지하고 있었을 것과 동일한 지위에 원고를 놓이게 함으로써 그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후에 “위법행위로 인해서 비용지출을 면한 금전을 피고
에게 반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소극
적인 태도를 취하였다.230) 또한 Surrey CC v. Bredero Homes Ltd. 사건231)에서
법원은 피고의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게 하는 구제를 피고가 원고
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
은 이득의 반환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판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
226) Craig Rotherham, Gain-Based Relief in Tort After Attorney General v. Blake, 126 L.Q.R., 2010,
p.102는 A-G v. Blake 사건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는 때에 신천지를 개척하
였다고 평가한다.
227) 예컨대 Tearcher v. Calder, [1898] A.C. 451이 있다. 이 사건은 금융 중개인인 Y가 X의 목재업에 15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증류주 제조소에 투자한 데 대하여 X가 Y에 대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귀족원은 X가 그의 사업 손실의 전보배상(기대이익의 전보배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Y가 투자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
rd
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Burrows，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64 참조.
rd
228) Burrows，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64; Ewould Hondius & André Janssen, Disgorgement of
Profits: Gain-Based Remedies Throughout the World, in: Hondius & Janssen eds., Disgorgement of
Profits: Gain-Based Remedies Throughout the World, Springer, 2015, p.479.
229) [1977] 3 All E.R.129. 사안은 다음과 같다. 즉 어느 외딴 섬에서 광물의 채굴권을 얻은 Y는 채굴 후에 다
시 나무를 심고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X와 체결하고 채굴을 실시하였다. 채굴 후 Y
는 계약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조치를 게을리한 데 대하여 X가 특정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였다.
230) [1977] 3 All E.R.129, at 332 (per Megarry J).
231) [1993] 1 WLR 1361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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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2)
다만 판례는 매우 한정된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였다. 예컨
대 ① 제2차 세계대전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배신적 내지 고의로 인
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득의 반환을 명하였다고 해석되는 사례233),
② 토지의 이중매매 사안에서 양도인에게 의제신탁을 부과함으로써 이득의 반환이
인정된 사례234), ③ 다른 법리(예컨대 에쿼티상의 기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는 사례235)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 모두 계약 위반으로 인한-이 연구
보고서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인-이익의 청산을 곧바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가 전통적으로 소극
적 입장을 취한 실질적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즉 ① 기
대이익의 배상은 보통 피해자의 보호로 충분하다고 해석되어 온 점(기대이익의 배
상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반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반환하
게 할 수 있는 점), ②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제2차적 구제수단으로 삼는 영미법 체계와 일
관되지 않으며, 여기에서 문제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계약을 파기할 자
유’(효율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사실상의 간섭이 되는 점236), ③ 이러한 이해는
신인관계를 계약관계와 구별하여 전자에만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영미법의 기존
이해와 일치하는 점237)을 들 수 있다.

(3) 최근의 판례의 입장-A-G v. Blake 사건의 등장
다만 이러한 전통적 판례의 입장에서 제시된 근거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따라서
이 입장을 현재에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①에 대해서는 기대이익의 배상으
로는 계약 위반자의 모든 이익을 반환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232) E. Allan Farnsworth, Your Loss or My Gain? The Dilemma of the Disgorgement Principle in Breach of
Contract, 94 Yale L. J., 1985, p.1341.
233) British Motor Trade Association v. Gilbert, [1951] 2 All E.R. 641.
234) Lake v. Bayliss, [1974] 1 W.L.R. 1073.
235) 예컨대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전달자와 수령자 사이에 기밀합의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쿼티상의 기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이 긍정되었다)을 들
수 있다.
236) 山田八千子, “売主の契約違反と買主の損害-アメリカ法における利得吐き出し法理の適用をめぐって”, 東洋法
学 34卷 2号, 東洋大学法学会, 平成3年(1991年), 90頁 참조.
237) 樋口範雄, フィデュシャリー[信認]の時代, 有斐閣, 平成11年(1999年), 139頁, タマール ․ フランケル/樋口
範雄, “信託モデルと契約モデル-アメリカ法と日本法”, 法学協会雑誌 115卷 2号, 法学協会, 平成10年(1998
年), 1頁, 특히 8頁(樋口範雄 집필) 참조(신탁 모델과 계약 모델을 비교할 때 계약관계가 아닌 신탁관계라
고 하는 것에 대한 숨겨진 의미로, 계약에서는 보통 부과되지 않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계약상으로는 원칙
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제[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구제]가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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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구체적으로는 (i) 이득이 기대이익을 상회하는 경우와 (ii) 기대이익을 증명
할 수 없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때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구체적 예로는 (가) 매수
인이 개인적으로 그 물품에 집착한 경우와 같이 매수인의 기호를 원인으로 하는 경
우, (나) 매도인의 뛰어난 교섭 수완이 제3자와의 매매에서 발휘된 경우, (다) 제3
자에게 매각한 시점에는 그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는
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가격이 하락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238)
또한 ②에 대해서는 효율적 계약 위반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대두되었으므로239),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나아가 ③에 대해서도 영미에서는 신탁과 계약을 엄격하게 구
별하는 확립된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기존의 전통적
이해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최근 판례인 A-G v. Blake 사건240)은 전술한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을 수정하여241)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익의 청산을-‘예외적인 상
황’, 즉 ‘[기타]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242)-인정하였
다. 이 사건의 소송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Y는 1944년 영국첩보국에 들어간 때에
그가 업무 중에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종신적 채무를 당연한 전
제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Y는 소련의 이중 스파이임이 발각된 후 1961년 수
감되었지만, 1966년 탈옥하여 모스크바로 도주하였다. 1990년 Y는 출판사와 15만
파운드와 상환으로 회고록(memories)을 작성하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X(국왕)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하였다. 신인의무 위반이나 기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다면 당연히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Y는 이미 국왕에 대한 신
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이 정보도 공표 전에 이미 기밀이 아닌 것으로 되
었기 때문에 Y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 여부만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귀족원은 “법원이 계약 위반에 의한 구제수단으로 이익의 청산을 제
외해야 할 원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243)”고 설시한 후에 Y가 국왕에 대해
238) 山田八千子, 전게 “売主の契約違反と買主の損害-アメリカ法における利得吐き出し法理の適用をめぐって”,
92頁.
239) 예컨대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163 and
seq.는 ① 효율적 계약 위반의 이론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계약법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상정되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은 점, ③ 특정 이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커먼 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을
든다.
240) [2001] 1 AC 268 (HL).
241) 최근의 판례가 입장을 전환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판례(Adras Ltd. v. Harlow & Jones GmbH, (1988)
42(1) P.D. 또한 영문 번역판으로 3 R.L.R.235 (1995)가 있다)의 영향을 받은 점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354).
242) [2001] 1 AC 268, 285 (per Lord Nicholl). 구체적으로 Nicholl 판사는 “유익한 일반적 지침은 철저하지
는 않지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는) X가 Y의 이득을 얻는
활동을 저지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에 따라 그가 Y가 얻은 이득을 박탈할 때에 정당한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이다”라고 설시하였다([2001] 1 AC 268, 285 (per Lord Nich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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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익을 청산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 ① 위법행위의 억제와
② Y에 대한 제재(punishment)를 제시하였다.244) 여기에서 후자는 귀족원이 계약
위반자(Y)가 얻은 이익을 X가 취득하는 것을 인정할 때 계약위반자(Y)가 투입한
기술이나 노력을 이유로 하는 공제(allowance)를 거절한 점에서 엿볼 수 있다.245)
이러한 A-G v. Blake 사건 판결은 많은 학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로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즉 첫째, 계약 위반이라는 커먼 로상의 소송원인을 이유로 이익의 청산을 인정함
으로써 종래 커먼 로상의 소송원인의 맥락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제한되
어 있었던 이익의 청산이 다른 맥락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제시된
점에 있다.246) 둘째, 이익의 청산을 이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
론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에 있다.247) 이에 더하여 A-G
v.

Blake

사건

판결은

종래

원상회복법상의

구제인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restitutionary damages)과 이익의 청산 사이에-종래에는 반드시 의식되지 않았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도 중요하다.248)
다만 A-G v. Blake 사건이 문제된 사안 유형은 국가기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비
상업적 거래에서의 계약 위반의 유형이며, 피고의 행위 태양의 악질성이라는 점에
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상거래의 경우
에 기회주의적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분명하
지 않다(또한 A-G v. Blake 사건 판결 이후의 동향을 보면, 상거래의 경우에는 긍
정례249)와 부정례250)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다).251)

243) [2001] 1 AC 268, 284 (per Lord Nicholls).
244) Katy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Practice, Oxford U.p., 2012,
p.13. 다만 그 밖의 사례에서는 제재의 고려와 억제의 고려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245) 이 점은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171 and
seq. 또한 Nicholl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George Blake[이 사건의 피고]는 악명이 높고, 스스로도 악명이
높다고 자인한 반역자이다”라는 피고에 대한 비난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2001] 1 AC 268, 275. [ ]
안의 ‘이 사건의 피고’는 본 연구자들이 부가한 것이다).
246) Craig Rotherham은 “A-G v. Blake 사건에 대한 귀족원 판결이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는 때에 신천지를 개척하였다”고 평가하였다(Rotherham, Gain-Based Relief in Tort After
Attorney General v. Blake, p.102). 다만 그 밖의 맥락에서 인정한 판례는 현재 영국에서 보이지 않는다.
247)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Practice, p.94. Nicholl 판사는 이중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를 인정하는 경우에 의제신탁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2001] 1 AC 268, 284).
248) Rotherham, Gain-Based Relief in Tort After Attorney General v. Blake, p.106.
249) 예컨대 Esso Petroleum Co Ltd., v. Niad Ltd. (Niad) [2001] EWHC Ch 458, All ER 324 등을 참조.
250) 예컨대 Experience Hendrix LLC v. PPX Enterprise Inc., [2003] EWCA Civ 323, [2003] 1 All ER 830
(CA) 등을 참조.
251) [2001] 1 AC 268, 299 (per Lord Hobhouse of Woodb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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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설의 논의 상황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은 다
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 부정설
우선 부정설은 세부적으로 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효율적인 계약 위반
이론과 모순된다거나 상거래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하거나252), ②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이 원고의 손해경감의무를 저해하고 피고로부터 그 기술이나 노력의
가치를 박탈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53) 그러나 부정설이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서는 비판이 강하다.254)

2) 긍정설
이와 달리 긍정설은 세부적으로 이득 반환의 인정 근거를 ① 부당이득의 방지에
구하는 견해255), ② 계약상의 이익을 소유권에 유추하는 견해256), ③ 계약 위반의
억제 및 제재(응보)에 구하는 견해257), ④ 계약의 공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화
하는 견해258), ⑤ 권리를 존중하여 수용(收用)을 금지하는 법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견해259), ⑥ 교정적(矯正的)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견
252) 예컨대 Sarah Worthington & Roy Goode, Commercial Law: Confining the Remedial Boundaries, in: D.
Hayton ed., Law’s Future(s): British Legal Developments in the 21st Century, Hart Publishing, 2000,
p.309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 상거래에 들어간 당사자들은 위험회피적인 행
동을 취하여 계약 체결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253) Jack Beatson, The Use and Abuse of Unjust Enrichment : Essays on the Law of Restitution, Oxford
U.P., 1991, p.16. 다만 Jack Beatson 자신은 부정설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예외적인 구제’로 지지한 것이라고 한다.
254) 그 예로 상거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점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
리가 박탈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나 전보배상의 산정시에도 불확실성 문제는 수반되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의 차이는 상대적이라는 비판 등을 들 수 있다(비판하는 견해의 개요에 대해서는 문헌
을 포함하여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162
and seq. 참조).
255) 예컨대 Gareth Jones, The Recovery of Benefits Gained from a Breach of Contract, 99 L.Q.R., 1983,
p.443., p.459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위한 원상회복청구의 목적을 원고의 손실로 얻
은 부당이득을 피고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56)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504., p.513 and seq. 다만 Daniel Friedmann은 소유권에 유추하는 근거 제시가 모든 계약
에 타당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다(예컨대 고용계약의 스카우트의 경우에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하여 가
지는 계약상의 권리에는 소유권과 동일한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57)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Practice, pp.11 and seq. 또한 Katy
Barnett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억제와 응보에 구한 후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
정되어야 할 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258) 예컨대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p.318 and seq.는 계약 위반이 신탁관계나 소유권 등과 같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 제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정당화된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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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60) 등이 주장되고 있으므로, 긍정설이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 역시 한결같지 않
다. 또한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어떠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지
에 대한 해석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5) 정 리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종래 영국법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득 반환은
부정적 내지 소극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최근 그러한 전통적인 이해가 재검토되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한 점,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로는 ① 계약 위반의 억제 및 ②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에 구하여짐을 알 수
있었다.

7. 검토 및 정리
이상으로 영국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실제 모습을 판례와 이에 대한
학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영국의 판례에서-그 범위나 요건 등은 한결
같지 않지만-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 ④ 프라이버시
에 대한 침해(다만 일반론), ⑤ 신인의무 위반, ⑥ 계약 위반(다만 특수사례)의 경
우에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 두고자 한다. 우선 커먼 로와 에쿼티를 구
분하는 관점에서 보면 에쿼티가 관할하는 영역에서는 폭넓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③ 및 ⑤의 경우). 이와 달리 커먼 로가 관할하는
영역에서는 종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②의 영역)
소극적으로 해석되었다(①이나 ⑥의 기존 판례의 입장이 그러하다). 다만 이러한
구별의 이론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설득적인 이론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
고261) 역사적인 우연이라고 주장되었을 뿐이었다.262) 이러한 사정도 있어서인지 최
259) Lionel D. Smith, Disgorgement of Profits of Breach of Contract: Property, Contract and “Efficient
Breach”, 24 Can. Bus. L. J., 1994, p.125는 이익 환수를 부정하면 사법의 내용적인 일관성을 결여한다고
주장한다.
260) Peter Benson, Disgorgement of Breach of Contract and Corrective Justice; An Analysis in Outline, in:
Jason W. Neyers et al. eds., Understanding Unjust Ennchment, Hart Publishing, 2004, p.320. 다만 교
정(矯正)적 정의론에 입각한 후에 부정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Ernest J. Weinrib, Punishment and
Disgorgement as Contract Remedies, 78 Chi. －Kent L. Rev., 2003, p.55).
261) 예컨대 Graham Virgo는 그 근거로 신인의무 위반 등과 같은 에쿼티상의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의무위반행
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신인의무자가 자기의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rd
억제가 보다 더 타당하게 기능하기 쉬운 점을 든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486).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계약 위반 등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하
게 설득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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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커먼 로와 에쿼티를 구별하는 경계의 엄밀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커먼
로가 관할하는 영역에서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구체적으로는 ⑥의 경우에서 시작하여 그 밖의 경우[①의 경
우]로의 확장이 보인다).
다음으로 침해된 객체의 종류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체물에 대한 침해
(②~④)와 관계에 대한 침해(⑤의 신인관계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이 인정되기 쉬운 경향에 있다(다만 무체물의 경우에는 침해된 정보의 성질로 구별
하는 해석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유체물과 비교해 볼 때 무체물에 대한 침해의
용이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침해된 권리의 성격을 기
초로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최근의 동
향은 이 문제를 커먼 로와 에쿼티라는 역사적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의 침해된
권리 등 객체의 성질을 고려하여 침해된 권리별로 인정해야 하는 바람직한 구제수
단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의 전환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의 판례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 때에 제시되는
이론적 근거는 한결같지 않다(또한 이하의 ( ) 안의 번호는 첫째의 ①~⑥의 경우
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i)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위법행위(wrongdoing)
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리(③) 외에 (ii) 손해액
산정의 대체(②) 내지 손해배상의 대체수단(③), (iii) 부당이득의 방지(②③), (iv)
억제론(③④⑤⑥), (v) 제재론(⑥) 등을 든다. 여기에서 영국법은 하나의 근거에 의
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를 설명하려는 입장을 채택
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하나의 근거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자각하여 맥락에 따라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설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각 경우에 이득 반환
에 긍정적인 입장을 채택하지만,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는 한결같지 않으며, 동일한
논자 중에서도 복수의 근거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다원적으로 근거가 제시되
고 있음이 주목된다(예컨대 Daniel Friedmann은 소유권의 배타성과 공공적 이익
등 두 가지 근거를 병행하여 제시한다263)).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
정되는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에 대하여 일부의 영역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학설도 주장되고 있어서 제한 없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262) A-G v. Blake 사건을 참조([2001] 1 AC 268 (HL), at 280 [per Lord Nicholls]). 이에 대한 이론적 검
토로 McInnes, Account of Profits for Common Law Wrongs, pp.425 and seq.도 참조.
263) 예컨대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와 신인관계의 경우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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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구체적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같
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영역에서 부정설이 주장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264)). 이러한 견해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절(제3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표1]
영국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반환의 인정

판례가 제시한 근거

여부

유체물
에 대한
침해

①

부동

산에

대한

침해
①

동산

에 대한 침
해
②

저작

권 침해
② 특허
권 침해
② 상표
무체물

침해
②

에 대한

통용

침해

③

사칭

×

-

×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

(iii) 부당이득의 방지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

(iii) 부당이득의 방지

○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

(iii) 부당이득의 방지
(i)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기밀

정보에 대

얻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리,

○

(ii) 손해배상의 대체 수단,

한 침해
④

프라

이버시에
관계에
대한 침해

대한 침해
⑤ 신인
의무 위반

(iv) 억제론
○
(일반론)
○

(iv) 억제론

(iv) 억제론

264) 또한 부정설은 계약 위반의 영역에서 보이지만, 이 영역의 부정설은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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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

위반

△
(특수 사례)

(iv) 억제론, (v) 제재론

III. 미국법
다음으로 미국법(특히 판례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상황을 개관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국법에 대한 고찰과 동일하게 (i) 유체물에 대한 침해로
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 (ii) 무체물에 대한 침해로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③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및 명예훼손, (iii) 관계에 대한 침해로 ④ 신인
의무 위반과 ⑤ 계약 위반의 경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때에는 영국법과
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1. 유체물에 대한 침해-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침해
(1) 개 관
우선 유체물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부동산에 대한 침해와 ② 동산에 대
한 침해를 다룬다. 이들에 대하여 미국법은 기본적으로 영국법의 입장을 답습하면
서도 예외적으로 이익 환수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 판례가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동산에 대한 침해
동산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보면 무단 사용265)의 경우 동산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때에 타인의 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절약된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판례가 주목된
다. 구체적으로는 Olwell v. Nye & Nissen Co. 사건266)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X와 Y는 양계사업의 공동사업주였지만, X는 Y에게 그 사
업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였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계란세척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265) 동산 매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준계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소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는 그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이에 대해서는 Palmer, Law of Restitution, pp.54 and seq. 참
조).
266) 173 P.2d 652 (Wash. 1946). 이 사건에 대해서는 James Steven Rogers, Restitution for Wrongs and
The Restatement (Third) of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42 Wake Forest L. Rev.,
2007, pp.72 and se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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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X는 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Y가
점유하는 토지에 인접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손
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Y는 X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1941년 5월 31일부터 약 3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였다(사용빈도는 Y의 사업의
통상업무 수행에 있어서 1주일에 하루 정도였다). 1945년 1월경에 X는 이 사실을
알았다. X는 Y에 대하여 600달러(원가의 약 2분의 1의 가격)로 그 기계의 매입을
제안하였지만, Y는 50달러로 역제안하였고, 결국 그 기계에 대한 매입 교섭이 성사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X는 Y에 대해서 X의 기계의 합리적인 사용료(구체적으로
는 부당한 사용을 개시할 때부터 사실심 심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당 25
달러의 금액. 총액 9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또한 Y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계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심 법원은 X가 불법행위에 기한 소권을 포기하고 준계약에 기한 인수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후에 그 기계의 사용이 사용자에게 이익(구체적으로는 종업원
이 수작업으로 계란을 세척한 경우과 비교해 볼 때 계란세척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절약된 인건비 상당분으로, 이용된 1일당 10달러의 비용)을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은 X에게 1,560달러(156주 × 10달러)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주(州)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사실심 법원이 인
용한 반환액의 감액을 명하였다. 즉 Y가 그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약
한 점에서 이득을 얻었고 X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이 일과 관계가 없다. 그
사용이 불법이고 Y가 X의 재산(기계)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X
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불법행위소권을 포기’하고 ‘묵시적인 계약’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졌다. Y는 그 이익을 취득할 때에 의도적으로 불
법이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모든 이익이 박탈된다. 그리하여
사실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X는 900달러를 청구하
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 그
이익은 X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금액(1개월당 25달러)에 따라서 산정된다(즉 900달
러)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주 대법원 판결은 결론적으로 기계의 사용료를 인정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이익 환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침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기인하여 얻은 모든 이득이 박탈된다고 판시하
였으므로(다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침해자의 행위 태양을 중시한 점을 고
려하면 침해자에 대한 제재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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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에 적극적인 입장이 표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이유로 일반론과 결론 사이에 차이가 생겼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인으
로는 피고가 얻은 이득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 여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① Y가 X의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
지 않은 점, ② Y가 절약한 인건비(1,560달러)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은 점, ③ X
가 주장한 손해액은 900달러인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객관적인 사용료도 밝혀지지
않은 점, ⑤ X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Y에 대하여 600달러로 매입을 신청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심 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일반론을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한인 ②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과 같은 사고
방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 ④의 객관적 사용, 또는 ⑤의 신
청액을 상한으로 한 ③의 X가 주장한 금액에 따라 판단하였을 것이다). 다만 사실
심 법원은 X가 ②를 주장하지 않은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대법원은 ③의 900달러
를 전액 인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이 대법원의 일반론과 결론에 차이를 초래
하였다고 할 수 있다.267)

(3) 부동산에 대한 침해
부동산에 대한 침해 중 주목해야 할 판단으로는 무단 사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 커먼 로에 의한 구제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는 커먼 로상의 준계약에 기한
267) 그리하여 대법원은 소송에서 X의 주장에 오류가 없으면, -600달러의 매입가격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②를 인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대법원이 ③의 가격을 전액 인용하였지만, ④의
객관적인 사용료로 타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점(그러한 의미에서 기존과 같이 객
관적인 사용료의 반환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그 금액에 아무런 필연성은 없다)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
러한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 X가 ②가 아니라 ①을 주장 및 증명하면 -②가 필연성 없이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로-이 사건과 같은 고의에 의한 동산에 대한 침해 사안에서 대법원의 일반론을 전제로 삼는 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될 것이다(Rogers, Restitution for Wrongs and The Restatement
(Third) of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p.73). 그리고 James Steven Rogers에 따르
면 애초에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사용료를 산정하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X는 1929년 당시에는 무익하다고 생각된 난세기(卵洗機)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인력 부족, 인건비의 급등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Y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서 X의 기계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전의 객관적인 사용료에 대한 시장가격
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Y가 얻은 이익을 평가하는 작업은 어려우며, 1941년 워싱턴 주(州)에서 이 사건
난세기(卵機械)의 합리적인 사용료를 증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Rogers, Restitution for Wrongs and
The Restatement (Third) of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p.76 참조). 한편 이 사건
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호의적이라고 평가한 견해로 Katy Barnett &
nd
Sirko Harder, Remedies in Australian Private Law, 2 ed., Cambridge U.P., 2018, p.443. 또한 이러한
점에서 사실심 법원이 재정(裁定)한 절약된 이익의 반환을 보다 적극적인 동산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얻
은 직접적인 이익 환수로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Douglas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Cases
rd
and Materials, 3 eds., Aspen Law & Business, 2002, p.5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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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권에 의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용료의 반환을 인정할 뿐이다.268)

2) 에쿼티상의 구제
이와 달리 이 경우에 에쿼티상의 구제인 이익의 청산을 인정한 판례도 예외적으
로 존재한다. 그 예로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을 들 수 있다. 이하
에서는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
고자 한다.

가.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의 내용
구체적으로는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을 들 수 있다.269) 이 사건
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Y(Edwards)의 토지 및 X(Lee)의 토지의 지하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의 3분의 2는 Y의 토지의 지하, 3분의 1은 X의 토지의 지하
에 각각 있다. 그러나 이 동굴의 입구는 Y 소유지에만 있으므로, X는 이에 접근할
수 없었다.270) 이러한 상황에서 Y는 지하의 동굴(X 소유 부분도 포함한다)을
‘Great Onyx Cave’으로 이름을 짓고, 1923년부터 1930년까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약 7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또한 Y가 관광객들의 숙박
을 위한 호텔도 건설하였으며, 그 영업으로부터도 많은 수익을 올렸다). Y는 X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으므로, 처음에 X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수년 후에 알았다. 그리하여 X는 그 동굴의 일부가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여 Y에 대해서 X의 동굴 부분을 불법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및
X의 동굴 부분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켄터키 주(州) 항소법원은 Y가 고의의 불법행위자라고 인정한 후에 금지명
령 및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근거로 “위법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a wrongdoer shall not be permitted
to make a profit from his own wrong)”는 점을 들었다.271) 다만 환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Y가 얻은 모든 이익이 아니라 Y가 X의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
로써 얻은 이익-구체적으로는 X의 동굴 부분(3분의 1)에 상당하는 순이익-에 그
친다고 판시하였다(또한 Y가 호텔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268)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Palmer, Law of Restitution, pp.73 and seq., pp.157 and seq.를 참조.
269) 96 S.W. 2d 1028 (1936 CA Kent). 이 사건의 동굴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Bruce Ziff, The
Great Onyx Cave Cases: A Micro-History, 40 N. Ky. L. Rev., 2013, p.1이 자세하다.
270) 다만 켄터키 주(州)법에 따르면 접근할 수 없어도 X의 토지의 지하의 동굴 부분의 소유권은 X에게 귀속된
다고 하였다
271) 96 S.W. 2d 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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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었으며, 항소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면서 그 이익의 일부가 Y의 권리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
하여 이익의 배분(apportionment)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에 대한 평가
이 판결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영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에쿼티상
의 구제인 이익의 청산에 의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환수를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
로서272)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커먼 로상의 여러 국가에서도 주목을 받았다.273)
물론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동굴에 접근하는 수단을 갖지 못한 X에게 지나치
게 많은 보호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74)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판결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75)
첫째, Y는 X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고의에 기한 불법침해 사안이었다.276) 그러므로 이 판결이 선의 침해의 경
우에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가 필요하다.
둘째, 이 사건은 판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침해라고는 하더라
도 보통의 부동산에 대한 침해와 달리 지하 동굴의 무단 사용이 문제된 상당히 특
수한 사안이었다.277)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은 이 사건에서 Y의 순이익의 환수에 대
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하
동굴이므로 X의 동굴 부분의 사용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작업
이 어려우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 이외에 인식 가능한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272) 다만 이 판결은 커먼 로상의 불법침해를 이유로 에쿼티상의 구제수단인 이익의 청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79 참조). 이는 커먼 로와 에쿼티
의 엄격한 구별에 대한 영미의 태도 차이(미국법에서는 영국법과 같이 별건의 에쿼티(equtiy) 법원까지 설
치되어 있지 않아서 영국법만큼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입장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점)에 그 이유를 구
하였을 것이다(Rotherham, Deterrence as a Justification for Awarding Accounts of Profits, p.539 참조).
그리하여 문제의 본질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의 실질론에 있다고 해석된다
(Palmer, Law of Restitution, p.165 참조).
273) 이 판결에 대한 학설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Ziff, The Great Onyx Cave Cases: A Micro-History,
pp.44 and seq. 참조.
274) 예컨대 William L. Prosser, Handbook of the Law of Torts, 4th ed., West Publishing, 1971, p.73;
Palmer, Law of Restitution, p.163는 의도적인 위법행위자로부터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공평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익을 창출한 데 대한 Y의 공헌 내지 기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nd
275) Barnett & Harder, Remedies in Australian Private Law, 2 ed., p.442.
276) 다만 단순히 Y가 X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Y의 행위의 불법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유일한 ‘공정한 시장가격’은 X와 Y의 교섭에 의해 합의된 가격
이 되지만, Y는 그 교섭을 우회하여 그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유일한 공평한 방법을 빼앗은 것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Rogers, Restitution for Wrongs and The Restatement (Third) of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pp.71-72).
277) 96 S.W. 2d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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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들 수 있다.278) 또한 ② 만약 ①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의 불법침해와 달리 발견이 곤란하므로, 객관적인 사용료로는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한 점도 들 수 있다.279) 이러한 특수성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 학설의 논의 상황
상술한 2개의 판결에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으며, 학설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보인다.280) 그러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
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는 이를 긍정한다. 다만 긍정설의 이론적 근거는 한결같지
않다. 예컨대 ① 침해행위의 억제에 구하는 견해281), ② 소유권에 대한 침해(소유
권의 배타성)에 구하는 견해282), ③ 권리의 논리적인 범위라는 점에서 설명하는 견
해283) 등이 있다.

(5) 정 리
전술한 영국법의 경우에 유체물에 대한 침해 사안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없었다(다만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며, 긍정설이 제시하는 근거만큼은 참조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체물에 대한 침해 사안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영국의 판례 및 학
설을 살펴본 이유는 미국법에서 다른 입장이 채택되었으므로, 이후에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 상황과 영국의 법 상황을 비교하는 때에 유
익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법상 유체물에 대
한 침해의 경우의 이득 반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통하여 다
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278) Palmer, Law of Restitution, pp.162-163. 다만 X의 동굴 부분의 공정한 시장가격의 임대료를 긍정한 견
rd
해도 있다(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Cases and Materials, 3 eds., p.575).
279) Rotherham, Deterrence as a Justification for Awarding Accounts of Profits, p.549.
280) 예컨대 Olwell v. Nye & Nissen Co.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기준에서 훨씬 벗어나는 회복은
의문이다”라는 지적(Palmer, Law of Restitution, p.161)이나 X가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는 행위에서 원한
최고가격인 600달러를 50%나 넘는 금액을 인용하였으므로, 그 기계의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
다는 지적도 있다(Ernest J. Weinrib, Restitutionary Damages as Corrective Justice, 1 Theoretical Inq.
L., 2000, p.19).
281) Huber, Mistaken Transfers and Profitable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An Economic Analysis,
pp.100 and seq.
282) Weinrib, Restitutionary Damages as Corrective Justice, p.12.
283) Nicholas W. Sage, Disgorgement: From Property to Contract, 66 (2) U. Toronto L.J., 2016, pp.247
and seq.는 ②의 견해와 같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지 여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더욱더 일반화하여
권리의 논리적인 범위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도출해야 하며, 그 실익으로는 계약 위반으로 인
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응용할 수 있는 점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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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법은 영국법과 비교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침해 및 동산에 대한 침해
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284) 구체적
으로는 에쿼티상의 구제인 이익의 청산을 인정한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 판결과 침해자의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Olwell v. Nye & Nissen Co.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285)
둘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위법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위법행위
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리(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 판
결)나 제재론(Olwell v. Nye & Nissen Co. 사건 판결)이 제시되었다.286)

2. 무체물에 대한 침해(1)-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1) 개 관
다음으로 무체물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
서는 무체물의 대표적 예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권 침해, ② 특허권 침해, ③ 영업비밀 침해287), ④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 대한
미국법의 입장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2) 저작권 침해
우선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에 대해서 다룬다. 미국법상 저작권의
보호는 판례법과 제정법인 연방저작권법(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17
USCA/17 U.S.C.)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미국법은 19세기 이후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에쿼티 소송에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환수를 (금지명령에 부수하는) 에쿼티상의 구제
수단으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해 왔다.288) 게다가 영국법과 동일하게 침해자의 주관
284) 또한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위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불법침해, 동산에 대한 침해 또는 유사한 침해행위’를 든다(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Third :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vol.I., §40).
285) 다만 두 판결 모두에 대한 일반화에는 유보가 필요할 것이다(예컨대 전자는 부동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더
라도 지하 공간의 무단 사용이라는 상당히 특수한 사안이다. 또한 후자도 결론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286) 다만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 판결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의 대체 수단으
로, 또는 침해행위의 억제 수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토를
요한다.
287) 미국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는 특허권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점, 또한 영국법과 같이 에쿼티
(equtiy)상의 기밀유지의무 위반 법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포함시켜서
고찰하기로 한다.
288) 1909년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정법에서 이익의 청산을 인정한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 인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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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을 묻지 않고-침해자가 선의로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이익의 환수를 인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급은 그 후의 연방저작권법에도 기본적으로 승계되었다
(1909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09), 1976년 연방저작권법).
1976년 연방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의한 구제수단으로 (i) 비금전적 구제로
① 금지명령(제502조)과 ② 파기명령(제503조)을 규정하며, (ii) 금전적 구제로 ③
실제손해의 전보배상(제504조 (a)) 및 ④ 침해자의 이익(제504조 (b)289)), ⑤ 법
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제504조 (c)), ⑥ 비용 및 변호사비용(제505조)을
규정하고 있는데290), ④는 (침해행위에 기인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인정하는
구제수단이다.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제시된 이론적 근거는 영국법과 달리
한결같지 않다.
예컨대 Sheldon v. Metro-Goldwyn Pictures Corp. 사건291)에서는 침해자의 부
당이득 방지를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Y가

‘Letty

Lynton’이라는

영화에서

X의

‘Dishonored

Lady’라는

각본

(playing)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X가 Y의 침해행위의 금지명령 및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연방고등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익의 청산이 일관되게 인정되었다(다만 이익의 배분이 인정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며, 이 점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뿐이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p.87-88;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14).
한편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인하여 얻은 이익 청산의 역사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David McGowan, The
Apportionment Problem in Copyright Law, (2017)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17-307, availabl at SSRN: http://ssrn.com/abstract = 3059053(last visited August 18,
2020) 참조.
289)
연방저작권법
제504조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http://1.next.westlaw.com.ssl.access.ewha.ac.kr/Document/N7F2A7700184E11E085059313582677B6/View/
FullText.html?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
t))(최종방문일 : 2020년 11월 29일).
§ 504. Remedies for infringement: Damages and profits
(2) statutory damages, as provided by subsection (c).
(b) Actual Damages and Profits.--The copyright owner is entitled to recover the actual damages
suffered by him or 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and any profits of the infringer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and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e actual damages.
In establishing the infringer's profits, the copyright owner is required to present proof only of
the infringer's gross revenue, and the infringer is required to prove his or her deductible
expenses and the elements of profit attributable to factors other than the copyrighted work.
(b) 실제 손해 및 이익
저작권자는 침해의 결과 입은 실제손해액 및 침해에 기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실제손해액의 계산
에 있어서 참작되지 아니한 침해자의 이득을 회복할 수있다. (후략)
290) 이에 대해서는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p.6 and seq. 참조.
291) 106 F.2d 45(2d Cir. 1939), aff’d, 309 U.S. 390 (1940). 또한 이 사건은 1909년 저작권법이 적용된 상
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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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고등법원은 이익 청산의 근거를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점’에 구하였다.292) 이러
한 이해는 1976년 연방저작권법 입법제정시의 의회의 해석과도 일치한다.293)
한편 Taylor v. Meirick 사건294)은 침해자의 침해행위 억제를 근거로 제시하였
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Y가 X의 저작물(일리노이 주(州)의 3개 호
수의 낚시용 지도)을 허가 없이 복사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X가 Y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이 X의 손실과 Y의 이익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제7순회 항소법원은 “침해자
가 저작권자보다도 효율적인 생산자이거나 다른 시장에서 매각하였기 때문에 저작
권자가 잃은 것 이상으로 침해자가 보다 큰 이익을 얻었다면 설사 추가 이득이 저
작권자에게 손실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침해자가 보유한 효율성을 이유로 침해자를 제재하고 저작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
득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침해행위를 그만
두게 한다. 침해자가 모든 순이익을 취득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모든 잠재적인
침해자(would-be infringer)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에게 손실을 이유로 법
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시장을 우회할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사용하고 싶은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직접 교섭하게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295)
여기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억
제하고 침해자와 저작권자의 직접 교섭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제시되어 있
다. 또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가 “침해자가 라이선스(license)를 요구하였다면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저
작권을 라이선스(license)함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그
정당화도 시도되고 있다.296) 마지막으로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후술하는
효율적 계약 위반의 주장자로 유명한-Posner 재판관이 판결을 작성한 점이다.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미국법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을 인정하지만, 그때 제시되는 이론적 근거를 ① 부당이득의 방지나 ② 침해행위
의 억제에서 구하고 있다.

292) 309 U.S. 390, 399(‘벌(punishment)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시한다).
293) H.R. Rep. No. 1476, 94th Cong(“제504조 (b)는 손해배상의 재정(裁定) 및 이익의 재정에 따라 담당하게
되는 다른 목적을 승인한다. 손해배상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이유로 저작권자에게 배상하기 위
하여 재정((裁定)된다. 그리고 이익은 침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裁定)된다”고 지적한다).
th
294) 712 F. 2d 1112 (7 Cir. 1983).
295) 712 F. 2d 1120 (per Posner, J).
296) 712 F. 2d 1120 (per Posner, J). 다만 예상치 못한 이득을 완전히 정당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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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침해

1) 개 설
다음으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법상 특
허의 보호는 판례법과 제정법인 연방특허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특허권 침
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변천하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1946년 특허법 제정 이전의 전통적 입장과 1946년 특허법 제정 이후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297)

2) 1946년 특허법 제정 이전의 전통적 입장
특허법은 전통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구제로 (α) 금지명령과 (β) 손해배상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후자인 손해배상으로 ① 일실이익(lost profits), ②확정실시료
(established royalty), ③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④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청산(an accounting for the infringer’s illicit profits) 등 네 가지 방법을
마련하였다. ④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Tilghman v. Proctor 사건298)은 X가 Y들에 대하여 1854년 1월 9일부터 20년간
X에게 인정된 지방산을 제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명령,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청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연방대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청산의 근거로 첫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청산이 당
사자 사이의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점, 둘째, 위법행위자가 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점, 셋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단일한 절
차에서 완전한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커먼 로상 손해배상의 등가물 또는 대체물’로
간주되는 점299) 등을 들었다.300)

3) 1946년 특허법 제정 이후의 입장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입장은 그 후에 제정법(1946년 특허법)에 의해 수정되었
다. 즉 이 법은 특허권 침해에 의한 구제수단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α) 금지명령
297) 이하의 고찰은 田村善之,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平成16年(2004年), 149頁 이하; Caprice 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14 (2) Lewis &
Clark L. Rev., 2010, pp.656 and seq.; Amanda Frye, “Inextricably Commingled”: A Restitution
Perspective in Patent Remedies, 26(2) Harv. J. L. & Tech, 2013, pp.673 and seq.를 참조.
298) 125 U.S. 136 (1888).
299) 125 U.S. 148 (1888). 에쿼티상 이익의 청산은 금지명령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300) 125 U.S. 145-146 (1888). 상술한 것 외에 “에쿼티상 특허권 침해자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특허권자에게
귀속하지, 침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점”도 들 수 있지만, 이는 무슨 이유로 침해자에게 이익이 귀속하는가
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결론을 선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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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과 (β) 손해배상(제284조)을 규정하면서도 후자에 대해서는 ① 일실이
익, ② 확정실시료, ③ 합리적 실시료 등 세 가지 방법만을 규정하였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청산을 규정에서 삭제하였다.301) 다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청산이
1946년 특허법에서 완전하게 부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 제
정 후의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 후의 연방대법원 판
결302)에서 완전하게 배제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303) 그러므로 현재 미국법은설사 침해자가 고의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이득이 침해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고 하더라도-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
는다.304)
다만 침해자 이익의 청산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
만, 굳이 그 이유를 들면 환수해야 할 이익의 ‘범위’ 확정(특히 특허발명에서 배분
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증명)에 부수되는 소송비용이라는 실무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일 뿐이다.305) 즉 이러한 변경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인 근거
가 충분하지 않은 점306) 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특허법의 제도 목적
(산업 발전)과 조화되지 않는 점 등과 같은 실질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
로307) 이익 환수를 긍정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그러한 가능성은 입

301) 35 U.S.C. 다만 디자인(意匠) 특허에 대해서는 이익의 인정이 용이하였기 때문인지, 남겨진 조치가 되었다
(§289)(ヘンリー幸田, 米国特許法逐条解説, 第6版, 発明協会, 平成25年(2013年), 418頁 참조). 또한 디자
인권(意匠権)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Pamela Samuelson & Mark Gergen, The
Disgorgement Remedy of Design Patent Law, 108 Calif. L. Rev. _ (forthcoming, 202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353536 [last visited August 18, 2020] 참조.
302) Aro Manufacturin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37 U.S. 476 (1964) (Aro II). 다만 이
사안은 직접적으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청산이 문제된 사안이 아니며(특허법 제271조 (c)의 간접침해
에 대한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는지 여부 등 선례로서 의문의 여지도 남아 있었지만, 그
후의 재판 실무는 이러한 이해를 지지하고 있다(田村善之, 전게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165頁 참조).
303) Brennan 판사는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이 침해자가 얻은 이득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손실에만 의존
하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Aro Manufacturin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37 U.S. 507
(1964) (Aro II)).
304) 다만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일실이익이나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증거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92).
305) Palmer, Law of Restitution, p.92. 또한 ヘンリー幸田, 米国特許法研究-特許法の歴史, 原理, そして実務を
考える, ILS 出版, 平成20年(2008年), 213頁(“문제가 되는 것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다. 고정경비, 변동경비, 가격의 변동, 반품, 보험, 세금,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요소는 끊임
없이 변동되고 착종(錯綜)된다. 나아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는 선전활동, 기업노력, 다른 특허, 관계없는
부품 등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요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전부를
특허권자에게 반환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도대체 어디에서 구분하면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
한다)도 참조.
306) 이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부정되었지만-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나 상표권 침해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백할 것이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94).
307)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pp.661 and seq.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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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308)).309) 최근의 학설 중에는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입장을 보인 자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데, 그것은 이 때
문일 것이다.

(4)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비교하면 ① 주로 커먼 로 및 주(州)의 제정법에 기초하
여310), 그리고 집행 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부처의 승인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점, ② 비자명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점(비밀인 한 인간에게 경쟁이익을 제공하
는 모든 정보는 잠재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③ 공중에 대한 공개는
요구되지 않는 점, ④ 보호기간이 불확실하며, 보호가 상실되기 쉬운 점을 특징으로
한다.311) 보호기간 중에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특히 절도나 간첩행위 등과 같은 ‘부
적절한 수단’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지만, 그 비밀의 대상을 독
립적으로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타
인이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하여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후
에 개발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사태를 저지할 수가 없는 점에서 특허와 비교하면 보
호의 정도가 약하다고 한다.312)
308) Caprice L. Roberts에 따르면 의회의 (상원) 보고서는 이익 배분의 어려움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비난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법안(bill)은 법원 주사(主事) 앞에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에쿼티 법원에 이익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평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인 손해
배상의 요소로 이익의 회복을 배제하지 않겠지만, 그 산정기준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오랫동안 제안된 지연
된 입법을 구현한다”(S. Rep. No.79-1503, at 2 (1946))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특허권자를 위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pp.662 and seq. 동일한 취지로 MYM Mohamed, Unjust
Enrichment for Patent Infringement: A Novel Idea, 4 J. Intell. Prop. L., 1996, p.123., pp.156 and seq.
도 참조).
309) 다만 특허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취급이 다른 점을 정당화할 여지
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학설은 ① 권리의 성격 차이(저작권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는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특허권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효율적인 침해행위를 인정하는지 여부의 차이(특허권의 경우에는 효율적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저작권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점)를 근거로 그 차이를 설명한다(Stephen E.
Margolis, Law and Economics of Copyright Remedies, in: Richard Watt ed.,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opyright: A Guide for Students and Teachers, Edward Elgar, 2014, pp.246-247).
310) 다만 주(州)마다 법리가 다름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토대로 통일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예컨대 ①
제1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orts)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제정(제757조 내지
제759조), ②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의 제정(총 12개조), ③ 제3차 부정경쟁법 리
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규정의 제정(제39조 내지 제45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연방법으로 ④ 연방영업비밀방위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통칭
‘DTSA’)도 제정되었다.
311) 이상의 서술에 대해서는 Roger D. Blair & Thomas F. Cotter,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s Rul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39 Wm. & Mary L. Rev., 1998, p.1585., pp.1598-1599를 참조.
312) Blair & Cotter,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s Rul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p.1599. 그리하
여 영업비밀법은 사회적으로 유익하지만, 특허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20년 동안의 배타적 소유가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없을 수도 있는 정보에 대한 한정적인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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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영업비밀법은 영업비밀을 부적절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에 (i) 금지명령과
(ii) 금전적 구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후자로 ① 일실이익, ② 합리적인 실시료, ③
이익의 청산, ④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인정한다.313) 여기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
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이익의 청산은 인정된다. 예컨대 Adolph Gottscho v. American
Marking Co. 사건314)은 Y(American Marking Corporation)가 X(Adolph Gottscho)
의 전직 종업원 A로부터 영업비밀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포함한 기계를 판
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린 데 대하여 X가 Y에 대해서 금지명령 및 이익의 청산을 청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뉴저지 주(州)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이용으로부터 현
실화된 이익의 청산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제3차 부정경쟁 리스테이트먼트
(제45조315)) 등에서도 인정된다.316) 다만 판례에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리스테이트먼트의 comment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실이익
의 산정이 어렵다고 하므로317),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이 그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미국법은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을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전술한 바
와 같이 그 근거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
인다.318)

313)
314)
315)
316)

317)

318)

수행한다고 한다(Blair & Cotter,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s Rul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p.1600).
Uniform Trade Secrets Act §§2-3.
26 N.J.229 (1958).
또한 연방법인 DTSA에서도 인정되어 있다(18 U.S.C. §1836 (b) (3) (B) (i) (II)).
다만 모든 주(州)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채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뉴욕 주(州)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Pamela Samuelson, John M. Golden & Mark P. Gergen, Recalibrating the Disgorgement Remedy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2020) 1 at 32,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529750
[last visited August 18, 2020] 참조).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45 comment c는 “경쟁시장의 성질에 따라서는 원고가 영업
비밀의 부당이용으로 귀착되어야 할 매출 기타 손실을 증명하는 것이 종종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공중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멸실된 영업비밀의 가치도 보통의 확실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speculative) 경우가 많
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즉 당연히 특허권보다도 보호의 정도가 약
해야 할 영업비밀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보호가 부여되어 역전현상이 생기
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관견(管見)의 한도에서는 미국 법학의 문헌에서
충분한 논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가능성으로는 ① 구제수단의 차이는 그다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점,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 침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부정된 것은 실무에서 운용상의 문제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모순된 것은 아닌 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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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권 침해

1) 개 설
미국에서 상표는 판례법과 제정법인 연방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상표도 저작
권이나 특허권과 동일하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인정되지만, 그와는 다른 독
자적인 의미, 즉 공중의 이익 보호(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는 것)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319) 다만 이러한 목적의 차이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여
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
하는 견해가 있다.320)

2) 판례 및 법률의 인정 여부
미국의 판례는 –일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를 지적하여 이익 환수에 경종
을 울리는 판례도 있지만321)-시장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혼란을 낳는 상
황에서 타인의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
해와 동일하게 에쿼티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이익 환수를 청구하는 구제수단을 상표
권자에게 인정해 왔다.322)
그리고 이러한 취급은 그 후의 제정법(1905년 상표법, 1946년 연방상표법[통칭
Lanham법(Lanham Act; Lanham Trade-Mark Act; Trademark Act of 1946)
]323))에도 승계되었다. 즉 1946년법은 상표권 침해에 의한 구제로 (i) 비금전적 구
제인 금지명령과 (ii) 금전적 구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α) 손해배
상, (β) 이익의 청산, (γ) 3배 배상을 인정하였다(상표법 제1117조[Lanham법 제
35조]324)).
319) Bryan M. Otake, The Continuing Viability of the Deterrence Rationale in Trademark Infringement
Accountings, 5 UCLA Ent. L. Rev., 1997, p.226.
320) 橋本伸, “「利益吐き出し」原状回復救済に関する理論的考察 (4)-ヒト由来物質の無断利用問題を機縁として
-”, 北大法学論集, 第71卷 第3号, 北海道大学法学部, 令和2年(2020年), 186頁.
321) Bandag, Inc. v. Al Bolser’s Tire Stores, Inc., 750 F.2d 903, 918 (1984)는 “원고는 예상치 못한 이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설시한다. 또한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37
comment e (1995) 참조.
322) Hamilton-Brown Shoe Co. v. Wolf Bros. & Co., 240 U.S. 251, 259, 36 S. Ct. 269, 272, 60 L. Ed.
629 (1916)
323) 또한 Trademark Act와 Lanham Act는 동일한 조문이라 하더라도 조문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
에서는 양쪽의 조문을 병기(併記)한다.
324) In the courts of England, the rule seems to be that a party aggrieved must elect between damages
and profits, and cannot have both. In this country, it is generally held that in a proper case both
damages and profits may be awarded. 또한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와 달리 Lanham법은 손
해배상과 이익의 청산을 누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여 상표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アーサー ·
R. ミラー＝マイケル · H. デービス 著/藤野仁三 訳, アメリカ知的財産権法, 八朔社, 2008, 184頁 참조).
또한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37 (1995)도 이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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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 근거
다만 판례 및 법률에서 제시된 근거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
Mishawaka Rubber & Woolen Mfg. Co. v. S.S. Kresge Co. 사건325)은 Y가 X의
고성능 구두 및 고무 굽에 대한 상표를 자신의 품질이 떨어지는 굽에 붙여서 판매
함으로써 X의 상표를 침해한 사안이다(X와 Y 사이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
다). 지방법원은 ① 구입자 중에 자기가 X의 제품을 취득하였다는 신뢰에 의하여
유도된 자가 있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으며, ② X의 상표를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입자는 당연히 Y가 판매한 굽이 X의 회사 제품이라고 믿기 때문에 X의 상표가
침해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③ 장래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구입하는 행위
가 유도된 구입자에 대한 판매로부터 Y가 얻은 이득을 X에게 청산할 것을 명하였
다. 그 근거로 구입자는 그 굽(heel)이 X의 굽이라고 믿었고 Y가 그러한 행위를 하
지 않았으면 X가 그 매상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을 든다.326) 또한 연방대법원도 “이
익의 재정(裁定)은 침해자가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할 것을 박탈함으로써 초래
된 손실을 이유로 X를 완전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327)
여기에서 상표권자의 손해(일실이익)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 일정한 관계성이 있
는데, 전자의 손해의 ‘근사치(approximation)’ 내지 ‘대체 수단(surrogate measure.
‘대용기준’이라고도 한다)’으로서 후자의 이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328)

나. 소유권의 배타성 또는 침해자의 부당이득 방지
Hamilton-Brown Shoe Co. v. Wolf Bros. & Co. 사건329)은 ‘AMERICAN GIRL’
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여성용 구두를

제조하는 X가 자기의 상표와 유사한

‘AMERICAN LADY’라는 상표를 붙여서 여성용 구두를 판매한 Y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이익의 청산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일종의 소유(property)로 승인된다. 상표권자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
325) 316 U.S. 203 (1942).
326) 316 U.S. 204 (1942).
327) 316 U.S. 206 (1942). 다만 환수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지방법원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328) Dennis S. Corgill, Measuring the Gains of Trademark Infringement, 65 Fordham L. Rev., 1997,
p.1918;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2002, pp.879-880.,
pp.884-885.
329) 240 U.S. 25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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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범위에서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다. 침해자는 신탁 수익자의 재산의 불
법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리와 유사한
원리에 기초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위하여 에쿼티상 청산하고 그의 이득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는 소유(property)의 본질인 배타성 또는 그러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이 되는 점에 구하여져 있다고 해석된다.330)

다. 침해행위의 억제
W.E. Bassett Co. v. Revlon, Inc. 사건331)은 Y가 X가 제조 및 판매하는 매니큐
어 도구의 상표(‘TRIM’)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Y의 각질 제거 제품에 붙여서 판매
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X와 Y는 미용 케어 제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지만, X
는 각질 제거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X의 사업이나 평판에 대한 실제
손해나 추정적인 손해가 전혀 없거나 Y의 이익이 X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기인하지
않음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 사안이었다. 그리하여 제2순회 항소법원은 “완전한 청
산은 억제가 적절하다”고 판시하여 억제론을 근거로 이익의 청산을 긍정하였다.332)
특히 대부분의 법원은 이익 청산의 근거를 억제론에 구하고 있다고 한다.333)

(6) 학설의 논의 상황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를 둘러싼 미국 학
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본다.

1) 긍정설
다수설은 판례와 제정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긍정되는 경우(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되는 경우(특허권 침해)에도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견해를 취한다(특히 후자의 경우에 논의가 많
다). 다만 그 이론적 근거는 한결같지 않다(또한 하나의 근거뿐만 아니라 복수의
근거를 드는 견해도 많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즉 ① 부당이득
의 방지에 구하는 견해334), ② 지식재산권의 목적(발명자 및 창조자의 정보 창조에
330)
331)
332)
333)

240 U.S. 259 (1916).
435 F.2.d 656 (CA 2 1970).
435 F.2.d 664 (CA 2 1970).
Otake, The Continuing Viability of the Deterrence Rationale in Trademark Infringement Accountings,
p.242.
334) Wade R. Keenon, Monetary Recovery Under the Copyright Act: Calucation of Damages, 65 Oregon L.
Rev., 1986, p.809., p.824. 또한 Paul H. Hubbard, Monetary Recovery Under the Copyright, Pat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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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기 내지 유인을 유지하고 과소생산을 회피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
(正)의 외부성을 완전하게 내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침해행위를 억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335), ③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으로 이익을 파악
하는 견해336), ④ 응보나 교정적 정의를 드는 견해337), ⑤ 특허권자 및 침해자 쌍
방에게 공정한 점에 구하는 견해338)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2) 부정설
이와 달리 부정하는 견해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339)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①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을 가지
는 정보는 유체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예컨대 유체물과 달리 경계가 불
명확하며, 경계를 넘은 침해자에 대한 제재는 유체물만큼 엄격해서는 안된다고 한
다)340), ② 긍정설은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예컨대 정(正)의

Trademark Acts, 45 Tex. L. Rev., 1967, p.955는 침해자가 타인의 소유권 도용이나 사용으로 이익을 얻

335)

336)
337)
338)

339)

340)

는 것이 비양심적이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침해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재정(裁定)된다고 한다. 그리고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p.882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유지하기 위하
여 부당이득에 의한 이익 환수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견해는 억제론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
한다.
예컨대 Rogerd D. Blair & Thomas F. Cotter, Intellectual Property:Economic and Legal Dimensions of
Rights and Remedies, Cambridge U. P., 2005, pp.42 and seq.; Niva Elkin-Koren & Eli M. Salzberger,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20 Int’sl Rev. L. & Econ., 2000, p.551.,
pp.566 and seq.; Allison Pruitt, Keeping Patent Applications Honest: A Proposal to Apply
Disgorgement Remedies to Findings of Inequitable Conduct During Patent Prosecution, 13 (2)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6, p.465., p.487; David W. Opderbeck, Patent Damages Reform and
the Shape of Patent Law, 89 B.U.L.Rev., 2009, p.127., p.132;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2010, pp.671 and seq.; Otake, The Continuing Viability
of the Deterrence Rationale in Trademark Infringement Accountings, p.242; Margolis, Law and
Economics of Copyright Remedies, p.247 등 참조.
Wendy J. Gordon, An Inquiry into the Merits of Copyright: The Challenges of Consistency, Consent
and Encouragement Theory, 41 Stan. L. Rev., 1989, p.1343., p.1384.
Layne S. Keele, Copyright Infringement’s Blurred Lines: Allocating Overhead in the Disgorgement of
Profits, 2017 B.Y.U.L.Rev., 2018, p.1059., pp.1091 and seq.
Frye, “Inextricably Commingled”: A Restitution Perspective in Patent Remedies, pp.689 and seq.는 “특
허권자에게는 침해자가 위법하게 얻은 이익의 원상회복은 특허에 대한 거래를 실현한다. 또한 침해자에게
도 불공정하게 얻은 이익을 원상회복의 상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한다.
예컨대 James M. Koelemay, Jr., Monetary Relief for Trademark Infringement under the Lenham Act,
72 Trademark Rep., 1982, p.547은 상표권 침해 사안에서 침해자의 이익 청산은 효용보다도 전통에 의하
여 살아남아 있는 커먼 로의 화석이라고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p.42 and seq. 또한 Mark A. Lemley,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Free Riding, 83 Tex. L. Rev., 2005, pp.1050 and seq.는 유체물과 달리 무체
물인 정보는 과잉 사용으로 고갈될 우려가 없는 점, 또한 정보의 모방은 정보의 아이디어(idea)를 확산하
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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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의 내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생산자가 합리적인 이익을 포함한
비용을 메꾸는 데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며, 이는 정보 창조에 대한 동기 내지 유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낸 사회적 가치를 완전하게 내부화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한다)341), ③ 지식
재산권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正)의 외부성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
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제수단은 이미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에 더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할 필요성은 없는 점342), ④ 지식재산
권을 과잉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
래하는 점343)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게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영국법과 달리 미국법에서는-부정되는 영역도 있어서인지-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를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의 전개가 이루어지
고 있음이 주목된다.

(7) 정 리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현재 미국법은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지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는-과거에는
인정하였지만-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부정하는 것은 이익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실제적인 문제
에 의한 것이지, 이론적 근거(실질론)의 관점에서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검토의 여
지는 남아 있다(학설상으로도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 보인다).
341) Lemley,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Free Riding, p.1046.
342)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p.26 and seq. Dane S. Ciolino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를
염두에 둔 다음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
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전자에 대해서는 ① 저작물의 창조에 대한 동기 내지 유인을 만들어 낼 때에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에 의하여
그 역할은 이미 담당하고 있으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서, 현재
의 창조에 대한 동기 내지 유인이 되지 않는 점, 또한 ②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시장촉진기능을 가
진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지만, 그러한 역할은 다른 수단(예컨대 형사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의해서
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후
자(역효과인 점)에 대해서는 ③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선의의 침해자도 자신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
기 때문에 저작물의 적법하고 유익한 사용이 과잉적으로 억제되며, 잠재적인 사용자는 주의 깊게 교섭 상
대방의 권원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저작물을 위한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점, 그리고 ④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권리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이라는 매력을 느끼게 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권리자는 교섭하기보다는 침해당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동기 내지 유인을 가지게 되어서 도덕
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오히려 사용자 및 소유자가 그 작품을 위한 시장을
우회하는 행위를 권장하는 점을 들 수 있다.
343) Lemley,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Free Riding, pp.1058 and seq.

- 81 -

둘째, 미국법은 대체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의 근거
로 ①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 ② 부당이득의 방지, ③ 침해행위의 억제, ④
소유권의 배타성, ⑤ 당사자 사이의 정의 실현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 중 몇 개)
를 들고 있다.

3. 무체물에 대한 침해(2)-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및 명예훼손
(1) 개 관
다음으로 무체물 중 보다 더 인격적인 성격이 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및
이와 관련하여 명예에 대한 침해(명예훼손)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
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1) 판례의 입장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보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에 이론(異論)은 없다. 다만 기존의 판례는 그 구
제수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예컨대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가 가장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유명인 등의 명성이나
초상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렇게 취급되었다.344)

2) 학설 및 최근의 동향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소극적 입장과 달
리 학설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견해가 많다. 그 이론적 근거로는 ① 부
당이득의 방지에 구하는 견해345)가 많지만, 그밖에 ②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에 대한 침해에 구하는 견해346)나 ③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의 억제에 구하
344) William L.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4가지 분류론-① 사생활에 대한 침입, ② 사적 사실의 공표, ③ 공중
(公衆)에 대한 오해, ④ 초상(肖像)의 도용(appropriation)-중 ④로 논의되었던 유형이다(William L.
Prosser, Privacy, 48 Calif. L. Rev., 1960, p.383., pp.422-423). ①~③과 달리 ④는 재산적 이익의 측면
이 강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한 측면으로 해석하는지, 퍼블리시티권으로서 독립적인 권리로 해석하는지
에 대해서는 주(州)에 따라 다르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p.126 and seq.).
345) Kenneth H. York, Extension of Restitutional Remedies in the Tort Field, 4 U.C.L.A.L. Rev., 1957,
p.499., p.537. 그 밖의 견해에 대해서는 Palmer, Law of Restitution, p.128 n.24에 게재된 문헌을 참조.
346) J. Thomas Mc 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1st ed., Clark Boardman Callaghan, 1987,
§11.8 [B](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
로는 “만약 피고가 원고의 동일성(identity)의 부당한 사용을 이유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 전부가 임의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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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347)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 중 ③의 억제론에 대한 이해는 대중 매체(mass media)의
과잉적인 취재 활동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재 활동을 규제하
는 수단 중 하나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州)(구체적
으로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1998년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채용되었다. 즉 이 법
은 침해자가 영리 목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환수를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가 가진다고 규정하여(캘리포니아 주(州) 민법전 제
1708.8조 (d)348)),-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금전적 및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가 아니라-피해자의 목적(동기)을 고려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정면으
로 인정한다.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프라이버시가 공표되지 않을 이익을 중시하여
파파라치(paparazzi)의 취재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의도되고 있다.349)
이러한 주(州)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중시하여 침해
행위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는-다른 영역에서
의 것과 다르게-이러한 견해는 일부에 그친다. 그 원인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는 그 정의를 둘러싼 논의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 등이 주된 관심사였고, 구체
적으로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에 대한 관심이 약한 점을 들 수 있다.350) 이러한 의
미에서 프라이버시의 영역은 특수하게 취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론을 포함하여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섭에서 지급되었을 합리적인 실시료라면, …피고는 부당한 수용(收用)을 이유로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누가 자기의 동일성(identity)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임의
로 결정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347) Lauren Henry Scholz, Privacy Remedies, 93 Ind. L.J., 2019, pp.685 and seq(다만 개인정보를 부정거래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부정거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는 ‘손해’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장애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aniel J. Solove & Danielle Keats Citron, Risk
and Anxiety: A Theory of Data-Breach Harms, 96 Tex. L. Rev., 2018, p.737 참조.
348) Cal. Civ. Code §1708.8 (1999).
349) 다만 본조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와의 관계에서 위헌 의혹도 지적되고 있
다(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대등하게 두고 양자가 충돌하는 때에는 비교형량하는 영국과 달리 미국
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David A Browde, Warning: Wearing

Eyeglasses May Subject You to Additional Liability and Other Foibles of Post-Diana NewsgatheringAn Analysis of California’s Civil Code Section 1708.8, 10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 J.,
2000, p.697도 참조.
350) Scholz, Privacy Remedies, p.661 참조. 프라이버시 보호는 동시에 다른 대항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양자의 균형을 도모하는지가 문제된다. 하나의 방법은 프라이버시의 정의를 통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구제수단을 통하여 대항하는 방법이다. 종전에는 전
자의 방법이 중심을 차지했던 반면, Lauren Henry Scholz는 후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Lauren Henry Scholz의 지적을 토대로 이러한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3 -

(3)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인정되는가? 이
에 대하여 플로리다 주(州)의 Cason v. Baskin 사건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사건은 Y가 친구 X에 대하여 쓴 책을 출판한(그 책에서 X는 ‘화를 잘 내는 동시에
유능한 카나리아(canaria)와 비슷한 나이를 느끼게 하는 미혼여성’으로 묘사되어 있
었다) 데 대하여 X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및 퍼블리
시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Y가 책의 매출로 얻은 이익의 일부 반환(분배)을 청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플로리다 주(州) 대법원은 전자에 대해서 긍정하였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351) 그 이유는 ① X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책
의 매출을 창출하는 때에 가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② 인간의 전기적 스
케치를 포함한 책의 간행은 법적으로 그 인간에게 그 책의 판매로부터 현실화된 이
익의 분배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 ③ 이를 긍정한 선례가 없는 점 등에
구하여졌다. 이러한 이유들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이해가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②의 관점을 중시한다면 인간의 사적인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하여 본인은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 미국법에서는 인간의 초상이나 명성 등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
하여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인정
되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352) 다만 그 후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청구를 인
정한 사례도 보인다. 예컨대 1980년 뉴욕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의 판결353)은 Elvis
Presley가 사망한 이후 그의 사진을 이용한 포스터를 피고가 작성하여 판매한 사건
에서 피고가 해당 포스터의 판매로 취득한 이익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는 범위 내
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354)

(4)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는 (i) 금전적 구제가 주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명목적 손해배상, ② 전보배상, ③ 징벌적
손해배상(대중 매체 등과 같은 표현자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을 들 수

351) 155 Fla. 198, 220, 20 So. 2d 243, 254 (1944).
352) Palmer, Law of Restitution, pp.128 and seq. 또한 Restatement (Third ) of Unfair Competition §46 and
comment c～d (1995) 참조.
353) Factors Etc., Inc. v. Pro Arts, Inc., 496 F. Supp. 1090, 208 U.S.P.Q. (BNA) 529 (S.D. N.Y. 1980).
354) 최근 미국 판결의 동향에 대해서는 권태상, “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사
법학회, 2016, 10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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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5) 이와 달리 (ii) 비금전적 구제로서의 금지명령은 표현자를 억압하는 효과
가 매우 크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종래부터 소극적으
로 해석되어 왔다.
그렇다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가? 종래 이 구제수
단은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었지만, 미국의 판례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Hart v.
E. P. Dutton & Co. 사건356)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적의 주축국(樞軸國;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에 속한 국
가)(Axis power)의 에이전트였던 X를 중상모략하는 책을 공표한 Y에 대하여 (손
해배상청구는 시효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X가 준계약에 기초하여 Y가 명예훼손
적 표현을 포함한 책자로부터 얻은 이익(매출이익)의 환수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① Y에 그
책의 출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형평한’ 상황-‘X
의 부당한 이득’-이 되는 점(이른바 ‘예상치 못한 이득’), ② 그 이익은 Y에 의하여
수년간 들인 비용 및 노력에 기인하는 사실, ③ 이익을 배분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357) 다만 이러한 이유들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다른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이어서 이들을 이유로 부정되는 것이라면 다른 경우에도 부정
되므로, 본질적 이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소극적 입장의 근거는 다른 점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즉 ④ 커먼 로상 종전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 ⑤ 명예훼손이 이른바 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tort actionable per se)로 해석되고 있으므로358), 피해자 측의 손해 발생
이 추정되는 점(그 결과 피해자는 손해의 증명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에 호소할
필요가 없는 점), ⑥ 커먼 로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이익취
355) 즉 미국에서 불법행위에 대하 구제방법(remedy) 중 하나로 인정되는 손해배상(damages)은 크게 불법행위
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ble damage), 불법행위성은 인정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으로 나눌 수 있다(신동현, 전게 민법상 손해의 개
념-불법행위를 중심으로-, 94-95면 주16 참조).
356) 197 Misc. 274, 93 N.Y.S. 2d 871 (1949), aff’d, 277 App. Div. 939, 98 N.Y.S. 2d 773, reargument
denied, 277 App. Div. 962, 99 N.Y.S.2d 1014 (1949).
357)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원고의 명예권의 객관적 가치 회복의 가능
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염가로 팔리는 경우가 있지만,
명예는 염가로 팔리는 경우가 없으며 시장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130).
358) 영미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per se)과 문서에 의한 명예훼
손(libel per se) 등 두 가지로 구별되지만, 종래 후자에 대해서는 손해 요건에 대한 증명이 일률적으로 필
요하지 않다고 해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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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형 명예훼손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점359), ⑦ 기존 판례에서 사용되는 근거에 따
라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다.
다만 ④～⑥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④의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고찰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최근 커먼 로의 영역에서도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한 선례가 등장하였으므로(예컨대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이나 A-G v. Blake 사건 판결 등), 명예훼손이 커먼 로
상의 소송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⑤의 관점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증명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서 가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한다고 보아서 196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수정되었으며360), 손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⑥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
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사실 인정자(배심원 또는 사실심 재판
관)의 재량에 맡겨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
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므로36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독자성
이 주장되었다.362) 그리하여 ⑦의 관점을 본질적인 이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이 역시 분명하지 않다.363)

4. 관계에 대한 침해(1)-신인의무 위반
(1) 판례의 입장
미국법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영국법의 상황과 동일하다.364) 즉 신인의무(信認義
359) 다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전술한 ‘현실적 악의’ 법리에 의한 표현자의 면책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
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피해자가 공적 존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명예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공적 존재 측이 피고 측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례에 그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右崎正博, “名誉毀損訴訟における損害賠償高額化と表現の自由”, 法律時報 第74卷
第9号, 日本評論社, 平成14年(2002年), 106頁, 특히 109頁을 참조).
360) 이에 대해서는 吉村顕真, “アメリカ名誉毀損法における損害賠償の現代的な動向-損害推定の機能に着目して”,
青森法政論叢 第17号, 青森法学会, 平成28年(2016年), 68頁 이하 참조.
361)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92.
362) 이에 대해서는 桑原壮一, “アメリカ名誉毀損法における懲罰的損害賠償”, 現代社会文化研究 第6号, 新潟大学
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 平成8年(1996年), 151頁 참조.
363)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긍정하는 견해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그 예로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511(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소유권의 배타성에 구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후에 일
반적으로 명예는 재화가 아니지만, 상품과 같이 다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을 들 수 있지만, 이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364) Restatement (Second ) of Trusts §205 (1959); Restatement (Third ) of Trusts §205 (1992). 또한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43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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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 fiduciary duty) 위반에 의한 구체 수단으로는 (i) 비금전적 구제로 ① 특정 이
행, ② 금지명령, ③ 해임이 있으며, (ii) 금전적 구제로 ④ 손해배상, 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제신탁이나 이익의 청산), ⑥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 수 있
다.365) 본인은 ④와 ⑤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366)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은 구체적으로 (가) 신인의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나) 신
인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와 거래한 경우(예컨대 뇌물의 취득 등), (다)
신인의무자의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경우(예컨대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
등에서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판례는 신인의무자가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이 본인의 손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해 왔다. 예컨대 수탁자(受託者)가 뇌물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
보면 United States v. Drumm 사건367)은 미합중국 정부의 피용자(양돈검사관(養
豚檢査官))인 Y가 검사의 대상인 가공업자로부터 보수(compensation)(약 35,000
달러)를 수령한 데 대하여 X가 수령한 것의 청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서 법원은 피용자가 “자기 자신을 이익 상반 관계에 놓이게 하거나 충실의무에 위
반하는 입장에 놓이게 한” 점을 근거368)로 보수를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
다. 게다가 이러한 청산의무는 보수의 수령이 실제로 X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Y의 행위로 인하여 X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하였
다.369)370)
이와 같이 판례는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의 근거를 신인의무
자의 충실의무에 구하였으며, 그러한 의무의 목적이 충실의무 위반의 억제에 있음
을 고려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억제에 구하고 있다고 해

365) 미국법상 신인의무 위반에 의한 구제 수단 일반에 대해서는 Bray, Fiduciary Remedies, pp.452 and seq.;
Daniel B. Kelly, Double Deterrence, (202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952755
(last visited June 27, 2020), pp.21 and seq.를 참조. 또한 ④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거에는 부정되었지
만, 최근의 판례 중에는 위반을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경우도 있다(Kelly, Double
Deterrence, p.4; Samuel L. Bray, Punitive Damages against Trustees?, in: D. Gordon Smith & Andrew
S. Gold eds., Research Handbook on Fiduciary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pp.201 and seq.
[신탁의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366) 신탁의 수탁자의 경우에 양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으로 Restatement (Third) of Trusts §100 (1992)을
들 수 있다.
367) 329 F.2d 109 (1st Cir. 1964).
368) 329 F.2d 112 (1st Cir. 1964).
369) 329 F.2d 113 (1st Cir. 1964). 또한 Palmer, Law of Restitution, p.148 참조.
370)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 예로 Marcus v. Otis, 168 F.2d. 649 (2d. Cir.
1948), aff’d on rehearing, 169 F.2d. 148 (2d. Cir. 1948)((가)의 경우), Diamond v. Oreamouno, 24
N.Y.2d 494, 248 N.E.2d 910 (1969)((다)의 경우) 등이 있다. 또한 Palmer, Law of Restitution, pp.143
and seq., p.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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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3) 학설의 논의 상황
학설은 대체로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긍정한다. 그 이론적
근거로 ① 부당이득의 방지에 구하는 견해371), ② 신인의무 위반의 완전한 억제에
구하는 견해372), ③ 신인의무 위반을 억제한 후에 신인의무자와 본인의 재교섭을
권장하는 점에 구하는 견해373), ④ 본인의 정당한 지위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견
해374) 등이 있다. 다만 (②나 ③의 견해에 대해서는)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
은 이익 환수는 신인의무자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에도 인정되기 때문
에 과잉 억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375)

5. 관계에 대한 침해(2)-계약 위반
(1) 전통적인 판례의 입장

1) 원칙 :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
미국법은 종래 영국의 전통적 입장을 답습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376) 예컨대 Acme Mills &
371) Palmer, Law of Restitution, p.141.
372) Robert Cooter & Bradley J. Freedma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ts Economic Character and Legal
Consequences, 66 N.Y.U.L.Rev., 1991, pp.1049 and seq.
373) 예컨대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Contract and Fiduciary Duty, 36 J.L. & Econ., 1993,
pp.444 and seq.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신인관계(信認関係)에서 ‘현실의 협상(교섭)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최적의 접근방법을 알기 어려운 때, 사법부의 평가가 잘못되었을 때, 사후의 거
래비용이 적을 때에 계약을 강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Robert H. Sitkoff, An Economic
Theory of Fiduciary Law, in: Andrew Gold & Paul Miller eds.,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Fiduciary
Law, Oxford U.P., 2014, p.207 참조. 그리고 Kelly, Double Deterrence, pp.30 and seq.는 징벌적 손해배
상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역할을 구별한 후에 신탁의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최
적의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손해가 이익보다 큰 경우]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익이 손해보다도 큰
경우]의 선택을 수익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론적 근거로 구제수단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동기 내지 유인을 배제하는 점에 구하여진다. 다만 수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환수의 선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은 수탁자와 수익자의 ‘시장거래’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74) Bray, Fiduciary Remedies, pp.3 and seq.는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목적은 원고
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여 최적의 억제를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한다. 또한 Cooter &
Freedma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ts Economic Character and Legal Consequences, pp.1074 and
seq. 참조.
375) John H. Langbein, Questioning the Trust Law Duty of Loyalty: Sole Interest or Best Interest?, 114
Yale Law Journal, 2005, p.929., pp.951 and seq.
376)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370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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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 Co. v. Johnson 사건은 X와 Y 사이에서 밀에 대한 매매계약(1말당 1.03
달러)를 체결한 후에 매도인 Y는 그 이행기 전에 그 밀을 1말당 1.16달러로 제3자
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X는 Y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해서 얻은
이익의 환수를 청구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Y가 제3자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환수를 부정하였다.377)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영
국법상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①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인하여 제1매수인(X)이
입은 손해는 충분하게 전보되는 점378), ②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효율적인 계약 위반(efficient breach of contract)’을 저해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
한다.379) 특히 기존에는 후자의 사고방식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후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한다.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후에 계약의 목적물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자(제3자)가 등장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계약 위반으로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를 매도인이 전보한 후에도 매도인의 수중에 이익이 남은 것이라면 그 계약을 위반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
다.380) 그리하여 과거에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
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 이유로 첫째, 이 이론은 자원의 효율적
인 배분을 실현하지만-계약의 목적물인 재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자(제3자)에게
귀속시킨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계약을 위반한 매도인의 동기 내지 유
인을 배제하게 되는 점, 둘째,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적 상황에서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재교섭을 하도록 하지만, 거래비용이 드는
현실 세계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재교섭은 ‘쌍방 독점(bilateral monopoly)’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점381)을 들 수 있다.

377) 141 Ky. 718, 133 S.W. 784 (1911).
378) Sidney W. De Long, The Efficiency of a Disgorgement as a Remedy for the Breach of Contract, Ind.
L. Rev., 1989, p.737., pp.756 and seq.는 기대이익배상이 완전한 이행의 등가물을 제1매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79) 그 밖에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가 손해경감의무의 사고방식과 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Caprice L. Roberts, Restitutionary Disgorgement for Opportunistic Breach of
Contract and Mitigation of Damages, 42 Loy. A. L. Rev., 2008, pp.148 and seq. 참조.
380) Richard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2nd ed., Little Brown, 1977, pp.89 and seq.
381) Long, The Efficiency of a Disgorgement as a Remedy for the Breach of Contract, pp.756 and seq.;
Richard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7th e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7, pp.119
and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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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 일부 영역에 대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
다만 전술한 원칙적인 입장과 달리 일부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판례도 보인다.

가. Snepp v. United States 사건
Snepp v. United States 사건382)은 부작위 특약에 관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
는 이익 환수를 긍정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Y(Frank
Snepp)는 CIA의 피용자(첩보부원)이었다.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Y는 X(미합
중국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기간 동안에 취득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Y는 CIA를 그만둔 후에 고용기간 동안의
CIA 활동에 대해서 정리한 책(다만 기밀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을 CIA의 사
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Y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기초하
여 그 책의 출판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환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의 다수의견은 Y가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것을 명하였다.383) 그 근거로 대법원은
정부가 Y의 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지만, 그 손해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려운
점을 제시하였다.384)

나. Laurin v. DeCarolis Constr. Co., Inc. 사건
Laurin v. DeCarolis Constr. Co., Inc. 사건385)은 부동산의 이중 양도로 인한 계
약 위반의 경우에 의제신탁의 성립을 인정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
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소송 경위는 다음과 같다. X(매수인)가 Y(매도인)이 건설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계약(매매가격 269,000달러)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수목이 우
거진 지역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Y는 계약이 성립된 후에 자신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수목의 대부분을 불도저로 정지(整地)하여 자

382) 444 U.S. 507(1980).
383) 다만 이 사건은 Y를 X의 신인의무자로 봄으로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A-G v. Blake 사건 판결 이전에 사용되었던 상투적 수단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인의무자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제(fiction)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의 본질적인 이유를 명료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Practice, p.127).
rd
384)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Cases and Materials, 3 eds., p.592.
385) 363 N.E.2d 675 (Mass. 1977). 그 밖에 Coppola Enterprises, Inc. v. Alfone, 531 So. 2d 334 (Fla.
1988)(부동산의 이중매매. 대법원은 기대이익 배상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
정)도 있다(Melvin A.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105 Mich. L. Rev.,
2006, p.582 참조).

- 90 -

갈 및 양토(6,480 달러의 가치에 상당한다)를 제거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제거한
수목 등의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심 법원은 X가 계약체결
시 이후에 (의제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에쿼티상의 소유자’이므로 X가 소유권 이
론에 기초하여 이익 환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여 6,480달러의 반환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로 Y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목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익들을 X가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다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익 환수는
Y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X의 손해액, 특히 기대이익배상을 긍정
하는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미국의 전통적인 판례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예
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손해에 대한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의 대체수단으로 파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최근의 동향-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 제39조

1) 배 경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과 달리 2011년 제정된 제3차 원상회복 · 리스테이트먼트
제39조는 기회주의적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제39조386)). 이러한 입장 전환의 배경에는 첫째,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즉 이 이론은 ① 제3자가 수약자(매수인)로부터 계약의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387), ②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있
386)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39 (2011). 동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번역은 志馬康紀, “意図的な契約違反に対する『利益吐き出し』法理について-米国第３次原状回復 · 不当利
得リステイトメント第39条”, 国際商事法務 第47卷 第6号, 国際商事法研究所, 令和元年(2019年), 731頁 注
(7)에 의거하면서 약간 변경을 가하였다).
제39조 기회주의적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1) 계획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에 위반한 약속자에게 이익이 주어지고 이용 가능한 손해배상이
수약자(受約者)의 계약상 권원에 충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수약자는 계약 위반의 결과로
약속자에 의하여 현실화된 이익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을 가진다. 본조의 규율에 의한 원상회복
은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의 대체수단으로 한다.
(2) 손해배상이 수약자의 계약상 권원에 충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하나의 경우는 보통 수약자가 손해
배상에 의해서는 약속된 급부와 완전한 등가물을 대체거래로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3) 계약 위반이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손해의 잠재적인 법적
책임에서의 순 (이익)액)이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절약된 지출비용 및 계약 위반이 없었다면 피고가 실현하지 못하였을
결과적인 이익을 포함하며, 이들은 이익 환수가 문제되는 다른 사안에 적용되는 규칙(제51조 제5항)
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387) Daniel Friedmann, The efficient breach fallacy, 18 (1) J. Legal Stud., 1998, p.1., pp.6 and seq.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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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점388), ③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는 점389), 그리고 ④ 오히
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390)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 점, 둘째, 영국법상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인정한 A-G v. Blake 사건의 귀족원 판결이 등
장한 점391) 등과 같은 사정이 있다.
다만 A-G v. Blake 사건 판결은 국가기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에 문제된 사안으로, 상업적인 경우에까지 적용범위가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달리 제39조의 규정은 후자의 경우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리스테이트먼트의
역할(지금까지의 판례를 다시 서술하는 역할)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392)

2) 제39조의 개요
제39조는 기회주의적인 계약 위반의 특정 억제와 일반 억제 쌍방에 근거 지어진
다고 해석된다. 또한 응보적인 시각에서는 도덕적으로 비판해야 할 행위를 이유로

388)

389)

390)

391)
392)

Elkin-Koren & Salzberger,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pp.565 and seq.
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은 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제3자를 찾을 수 있는 자는 매도인이라
고 생각하지만, 매수인이 제3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은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Ronald H. Coase의 정리를 전제로 한다(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 of Law & Econ., 1960, p.1).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① 소극
적인 거래비용(계약 위반 후의 교섭 비용)이나 ② 외부성(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
지 않는 비용이나 이익)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계약 위반을
권장하는 이론은 개인의 비협조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이에 대해서는 Ian R. Macneil,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Circles in the Sky, 68 Va. L. Rev., 1982, p.947., pp.954 and seq.를 참조). 그 결
과 사회의 계약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서 신뢰비용이라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p.571 and seq.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은 ①
수약자가 주관적으로 이행과 손해배상 사이에서 무관심일 것 및 ② 약속자가 이행이나 위반의 결정을 하는
때에 약속자는 수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품에 두는 가치를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①에 대
해서 기대이익배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변호사비용의 제외 등의 이유로],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약자에게는 양자 모두 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②에 대해서 수약자
는 그 정보를 약속자에게 전하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은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
에 약속자는 수약자에게 상품의 가치를 모른다고 한다.
예컨대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p.573 and seq.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
론의 효율성은 (가) 법적 구제, (나) 평판적 효과 및 (다) 사회규범의 내부화[특히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
는 도덕규범]이라는 3개의 제도에 의존하지만, 그 이론은 (다)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계약 제도에
내재된 도덕적 규범[비용이 들지 않는다]을 상실시켜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비용이 많이 든다]을 비효율
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하여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또한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Practice, p.30., pp.109 and seq.는 효율적 계약 위반을 인정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반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 경우에는 계약 제도 일반
에 대한 신뢰에 손해를 초래한다고 한다. 그리고 Thomas S. Ulen, The Efficienty of Specific
Performance : Toward a Unified Theory of Contract Remedies, 83 (2) Mich, L. Rev., 1984, p.341.,
pp.369-370은 사전의 재교섭비용과 사후의 관리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낮다고 보아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의 전제에 대한 이해를 비판한다.
Caprice L. Roberts, A Commonwealth of Perspective on Restitutionary Disgorgement for Breach of
Contract, 65 Wash. & Lee L. Rev., 2008, pp.954 and seq.
Roberts, A Commonwealth of Perspective on Restitutionary Disgorgement for Breach of Contract,
p.950은 미국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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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당사자를 제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393)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존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부정하게 되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함으로써(구체적으로는 ① 피고
의 계약 위반이 ‘계획적일(deliberate)’ 것, ②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성(이익)
이 있을(profitable)’ 것, ③ 원고의 계약상 권원이 손해배상으로 충분하게 보호될
수 없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반대파와의 타협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리스테이트먼트 제정 후에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를 긍정한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394)

(4) 학설의 논의 상황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둘러싼 학설의 논의 상황을
일별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대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견해가 보였지만395), 최근에는 긍
정하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그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계약 위반을 억제하는 것
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구하여지고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① 사법부가 수약자의 손해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의 관리비용이 사전의 거래비용(재교섭비용)을 상회하게 된다고 보지만, 이와 달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법원의 관리비용을 절약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견
해396), ② 계약법상 환수 이익의 보호는 약속자에게 효율적인 동기 내지 유인을 제
공하고 (그가 이 동기를 가지고) 계약을 실행한다고 주장하는 견해397), ③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약속자의 구속장치(bounding device)(약속자가 계약을 확실
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약가격이 할인되는 요
393) Roberts, A Commonwealth of Perspective on Restitutionary Disgorgement for Breach of Contract,
p.1004.
394) Kansas v. Nebraska, 135 S. Ct. 1042 (2015).
395) Farnsworth, Your Loss or My Gain? The Dilemma of the Disgorgement Principle in Breach of
Contract, p.1339., p.1341.
396) Long, The Efficiency of a Disgorgement as a Remedy for the Breach of Contract, pp.756 and seq.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상술한 경우에만 긍정한다. 또한
Steven Thel & Peter Siegelman, You Do Have to Keep Your Promises: A Disgorgement Theory of
Contract Remedies, 52 Wm. & Mary L. Rev., 2011, pp.1224 and seq.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
의 배상액 산정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누렸을 상황을 상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지만, 법원이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한다.
397)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p.580 and seq.는 구체적인 경우로 (i) 수약자
가 약속자의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교섭(협상)한 사례, (ii) 특정 이행의 대용 사례, (iii) 기대이익
배상의 대용으로서의 환수 사례, (iv) 계약의 목적이 수익 목적 이외의 이익을 담당하는 경우(국가기밀 등
민감한(sensitive) 정보의 관리 목적), (v) 계약의 목적이 외부성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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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하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함으로써 수약자에 대한 계약
을 이행하는 취지의 신호 효과(signaling)가 된다)로 기능하며, 이는 약속자에게도
이익을 가져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는 견해398) 등이 주장된다.

6. 검토 및 정리
마지막으로 미국법에 대한 고찰의 결과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미국법상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실제 모습을 밝히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로 (i) 유체물에 대한 침해로 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 (ii)
무체물에 대한 침해로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영업비
밀) 및 ③ 프라이버시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 및 명예훼손, (iii) 관계에 대한
침해로 ④ 신인의무 위반 및 계약 위반을 다루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미국법은-그 요건 및 범위 등은 한결같지 않지만-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다만 주(州)법
에 의한 것이며, 이는 파파라치 등에 의한 유명인에 대한 취재 활동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 ④ 신인의무 위반, ⑤ 계약 위반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한다. 여기에서는 영국법과의 차이만 밝히고자 한다. 우선 커먼 로상의 소송원
인인 ①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긍정하는 입장이 채용되었던 점이 주목된다(다만 부
동산 침해에 대한 판례는 특수사례이며, 동산 침해에 대한 판례도 일반론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커먼 로와 에쿼티의 취급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의 경우에 미국법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하는 입장을 채용한 점에서 영국법과 다
르다. 다만 이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가 실질론의 관점에
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판단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며, 소송상 이익 산정의 어
려움이라는 실무상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었다.
둘째, 미국법은 맥락에 따라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때의 이론
적 근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 부당이득의 방지(②), (ii) 손
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②⑤), (iii) 위법행위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일반

398) 예컨대 Thel & Siegelman, You Do Have to Keep Your Promises: A Disgorgement Theory of Contract
Remedies, pp.1227 and seq.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대이익배상은 체계적(systematic)으로 과소배상이 된
다[수약자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의 존재, 계약 위반이 항상 발
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원인으로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수약자가 계약가치의 감액을 주장하는
결과 약속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반면, 약속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보증함으로써 계약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약속자는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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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①), (iv) 억제론(②③④⑤), (v) 제재(응보)론(①⑤), (vi) 소유권의 배타성
(②), (vii) 당사자 사이의 정의 실현(②)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다
음 절에서 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에서도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
론적 근거에 의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를 설명하려
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자각하여 맥락에 따라서 이론적 근
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표2]
미국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판례가 드는

이득 반환의 인정

근거

여부
부동산에 대한
유체물에 대한
침해

침해

(iii) 위법행위로
○ (특수 사례)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리

동산에 대한
침해

○ (일반론)

(v) 제재론
(vii) 당사자 사
이의 정의 실현

○
특허권 침해

→

×

(1946년

특허법 이후)

(i)

부당이득의

방지
(ii) 손해액 산정
의 대체
(i) 부당이득의

무체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

방지
(iv) 억제론
(iv)
소유권의

침해

배타성
상표 침해

○

(ii) 손해액 산정
의 대체

영업비밀 침해

○

프라이버시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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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억제론
(ii) 손해액 산정
의 대체(?)
(iv) 억제론

※ 일부에 대하
여 캘리포니아 주
명예훼손
신인의무 위반
관계에 대한
침해

계약 위반

(州)법○
×
○
× (예외 있음)
→ ○

(iv) 억제론
(ii) 손해액 산정
의 대체
(iv) 억제론, (v)
제재론

IV. 소 결
이 절에서 이루어진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가능 여부에 대한 분포 상황을 확인(이러한 분포 상황은 영미
의 판례399)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다)한 후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다.

1.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영역의 분포상황
우선 이 연구보고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로 ① 유체물
에 대한 침해(부동산과 동산),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 사칭 통용, 영업비밀 등과 같은 기밀정보), ③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및 명예훼
손, ④ 신인의무 위반, ⑤ 계약 위반의 경우를 상정한 후 이에 대한 영미법의 상황
을 확인하였다.400) 그 결과 양국에서의 상황은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차
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영국에서는 부정, 미국에서
는 긍정)와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중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영국에서는
긍정, 미국에서는 부정)뿐이다. 다만 전자에 대해서 미국의 판례를 일반화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유보가 필요하며, 후자에 대해서도 미국법
에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게 취득
399)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판례는 영미의 문헌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 뿐, 전혀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또한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할 수 없었던 결점도 있다). 그리하
여 이하의 고찰은 지금까지 분석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가 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근거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 발
전에 따라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에 따라 제3, 제4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점에서 이
론적 근거의 유형은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 누락된 이론적 근거가 존재할 수 있다.
400) 다만 영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할 수 없었
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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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득 반환을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실질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익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실무상 운용의 관점에서 나온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미국 양국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치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확인하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④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종래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의 중심 영역을 형성해 왔으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상당히 넓게 인정된
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제외한다). 다만 최근에는 더욱더
확장되는 경향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⑤ 계약 위반(영국에서는 부작위특약 위반
및 미국에서는 기회주의적 계약 위반)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
되며, ③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경우(영국에서는 초상(肖像)의 상업적 이용, 미
국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개입)의 경우에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일부이기
는 하지만 승인되고 있다(다만 전자는 일반론. 또한 후자는 일부 주(州)법으로 한
정된다).

[표3]
영국법상 위법하게

부동산에
유체물

대한 침해
동산에
대한 침해
특허권

무체물

저작권
상표
사칭
통용
기밀정보

인격재

프라이버
시
신인의무

관계 침
해

위반
계약
위반

미국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여부

여부

×

○ (특수 사례)

×

×

○

○

○
○

→ ×
○
○

○

-

○

○

○ (일반론)
○
○
→ × (특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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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州)법을 제외한다)
○
× → ○

2.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정리
영국과 미국에서 제시되는 이론적 근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i) 부당이득의 방지,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
(iii) 위법행위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리, (iv) 억제론, (v) 제재론,
(vi) 소유권의 배타성(다만 영국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부존재로 되어 있다)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에 더하여 미국법에서는 (vii) 당사자 사이의 정의 실현이
추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표1] 및 [표2]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동일한 경우에도 복수의 이론적 근거가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보인다.

제3절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
I. 서 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영미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 영미의 판례를 비롯한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
론적 근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다. 다만 맥락에 따라 그 근거가 다르거나
하나의 맥락에서도 복수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근거가 본질적인지
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다수의 이론적 근거 중 어느 것이 본질적인지를 규명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에 따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 중 중심이 되는 (i) 부당이득의 방지를 이론적 근거
로 이해하는 견해, (ii) 소유권 개념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 (i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로 이익을 파악하는 견해, (iv) 위법한 행위의 억제(내지 최적의 억제)
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 (v)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
는 견해 등 다섯 가지 견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규
명할 필요가 있다.401)
한편 영미법상 위법하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격권의
401) 이론적 근거들 중 설득적인 것이 있다면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소재 내지 대상인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서도 침해자가 얻은 이득의 반환 및 피해자로의 이익 귀속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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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미법상의 논의
를 보면 기존의 논의에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야기된 이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득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인격권의 특수성을 충분
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적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가 보인다. 이 견해는 타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함으
로써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해명함에 있어서 인격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입장으로서, 향후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의 다원화 필요성 내지 가능성을 타진함
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논의가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 후 인격
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와 다른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의 내용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II. 기존의 논의

1. 부당이득의 방지를 이론적 근거로 이해하는 견해
(1) 내 용

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
이 견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목적은 침해자가 얻은 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침해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
한 견해는 영미법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
해,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의 맥락에서, 또한 미국에서는 유체물에 대한 침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맥락에서 이 견해에 입각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부당이득의 방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구별하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첫 번째 견해
는 침해자가 타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누구든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직관에 기초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정당화하려는 견해이다.402) 이와 달리 두 번째 견해는 침해된 권리를 ‘재화

402) 이에 대해서는 Peter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Hart Pub., 2000, p.363 참조.

- 99 -

(property)’로 파악한 후에 권리자는 그 재화를 배타적으로 향수하고 이를 금전적
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 점, 그리고 만약 침해자가 그 재산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침해자는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고 있어
서, 그 이득은 부당한 점을 근거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정당화하려는 견
해이다.403)
여기에서는 우선 첫 번째 견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차(2)를 마련하여 고찰한다.

2) 피해자로의 이익 귀속의 근거
부당이득의 방지를 첫 번째 견해처럼 해석하는 견해는 다수 보인다(예컨대 Lord
Goff of Chievely & Gareth Jones404), Graham Virgo, Danielle Conway-Jone
s405), Douglas Laycock406) 등). 예컨대 Graham Virgo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피해자]는 그 이익의 적절한 수취인이다. 왜냐하면 원고[피해자]는 위법행위
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을 가진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적 구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정책적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407)”
이 견해는 그 이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침해자에게 남기는 것보다 타
당하다는 점에서 찾는다.

403) William G. Barber, Recovery of Profits Under the Lanham Act: Are the District Courts Doing Their
Job, 82 Trademark Rep., 1992, p.158.
404) Lord Goff of Chievely & Gareth Jones는 영국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 증명될 수 있다
면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시킬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채용되면 피해자는
오늘날 원상회복청구의 근거를 형성하지 못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불법행위자]가 얻은 이득을 회복할
수 있다”(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781; Lord Goff of Chievely &
Gareth Jones, Goff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7th ed., Sweet & Maxwell, 2007, p.809).
405) Danielle Conway-Jones에 따르면 부당이득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고 한다. 즉 첫째,
민주적인 시장경제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점, 둘째,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충분하면서도 형평적으로 확보하는 교정(矯正) 제도를 제공하는 점, 셋째,
타인 권리의 이용에서 무엇이 적절한 경쟁행위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적절한 틀을 제공하는 점이다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p.881).
406) Douglas Laycock, The Scope and Significance of Restitution, 67 Tex. L. Rev., 1989, p.1289.
nd
407)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76. 다만 위법행위의 모든 유형에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적 구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위험한 접근방법이다. 왜냐하면 각 유형의 위법행위는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
nd
한 매우 다른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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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판

1) 근거론의 취약성
“누구든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
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
건에서 Goff 판사는 이러한 설명이 “모든 구체적인 사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확
실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가에 대해
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순환논법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다.408) 즉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
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주장으로 끝
났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409) 예컨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 후에 이익이 생
기는 것이라면, 사회 전체의 총효용은 높아지므로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것으로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판례의 입장과의 정합성 결여
판례는 (특히 1980년대~1990년대 영국의 판례는 모든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를 부정하였다410))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위법행위와 이득 반환을 인정
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라는 근거는 판례에서 관철되지 않는다.411) 그러므로 이 견해는
408) Nicholas McBride, Restitution for Wrongs, in: Charles Mitchell & William Swadling, The Restatement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Critical and Comparative Essays, Hart Publishing, 2013,
pp.266-267. 예컨대 A가 B와의 관계에서 위법행위를 한 결과 100,000 파운드를 벌었다고 가정하자. “사
람들은 자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A는 100,000 파운드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순환논법을 초래한다고 한다. 즉 “그러나 무슨 이유
로 A는 100,000 파운드를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가?” “A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
슨 이유로 A는 100,000 파운드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이유로 A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위법행위
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
에”(McBride, Restitution for Wrongs, p.266).
409) McBride, Restitution for Wrongs, pp.266-267. Nicholas McBride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 자체의 주장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나는 무슨 이유로 위법행위자가 일반
적으로 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410) Rotherham, Gain-Based Relief in Tort After Attorney General v. Blake, p.104. 그 예로 Stoke on
Trent City Council v. W & J Wass, [1988] 1 WLR 1406(CA)이나 Halifax Building Society v.
Thomas, [1996] Ch 217을 들 수 있다.
411) Earnest J. Weinrib, Restitutionary Damages as Corrective Justice, 1 Theoretical Inquireies in Law,
2000, p.8. 다만 이는 Lord Goff of Chievely & Gareth Jones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영국의 법 상황이 애매함을 기초로 하여 일단 갱지화(更地化)하려고 한 것
으로 보인다는 橋本伸, 利益吐き出しの理論的根拠の検討 : ヒト由来物質の無断利用問題を一素材として,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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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412)

2. 소유권 개념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
(1) 내 용

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및 피해자로의 이익 귀속의 근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부당이득 방지의 두 번째 의미인) 소유권
개념을 제시하는 해석은 판례(특히 영국의 판례)에서 보인다. 예컨대 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Millet 판사는 “원고가 이익의 청산
을 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한 원고의 재산(property)에 대한 불법 사용의 결과
얻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에 의한 구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Surrey CC v. Bredero Homes Ltd.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이익을 박탈하
여 원고에게 반환하게 하는 구제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된
다고 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환수를 부정하였다.413) 여기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가 원고의 소유권에 구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학설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보인다. 즉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등 인적 불법행위(personal torts)가 아니
라 동산에 대한 침해, 부동산에 대한 침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소유권에 대
한 침해를 수반하는 물적 불법행위(proprietary torts)의 경우에 인정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414)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타인이 소유하는 재화(property)를 침해한
海道大学法学研究科 博士(法学)学位申請論文, 2018.3.22, 135頁 注297 참조.
412) Ross B. Grantham & Cgarkes E.F. Rickett, Enrichment and Restitution in New Zealand, Hart
Publishing, 2000, p.483.
413) 그 밖의 판례로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Sammons v. Colonial Press, (1942) 126 F.2d 341에
서 법원은 “이 이론은 침해자가 원고의 소유권의 이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보유함은 비양심적
이라는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Forsyth-Grant v. Allen, [2008] EWCA Civ 505(nuisance에 기한
불법행위[하루의 매출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익의 청산이 청구된 사안)는 “…nuisance는 동산에
대한 침해 사례나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침해 사례는 물론 Trespass 사례에서의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X의 권리 탈취(misappropriation)를 수반하지 않는다. (중략) 그러한 사실에서 이는 나의 생각으로는 X
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 이상의 것을 청구할 권리를 X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였다(Forsyth-Grant v. Allen, [2008] EWCA Civ 505, at [32][per Patten J.]). 나아가 Devenish
Nutrition Ltd. v. Sanofit-Aventis SA, [2008] EWCA Civ 1086(특별법[EU 경쟁법]상의 의무 위반을 이
유로 하는 이익의 청산이 요구된 사안)도 이익의 청산을 부정하는 근거로 이 사건의 불법행위가 물적 불법
행위(proprietary torts)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든다.
414) 예컨대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504;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rd ed., pp.422 and
seq.; Beatson, The Use and Abuse of Unjust Enrichment: Essays on the Law of Restitution, p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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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유일한 예’라고 주장한다. 그 이
유로 소유권은 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이자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므로, 소유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을 권리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권리를 회복하고 부정의를 시정하게 하는
점을 든다.415)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
다. 즉 우선 ① 침해자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침
해자는 소유자의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으므로, 침해자가 그 이득을 보
유할 근거가 없는 점(=부당한 점)에 그 근거가 구하여진다. 또한 ② 그 이득을 피
해자에게 귀속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계기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소유자의 재산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소유자의 재산의 과실(果實)을 구성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416)
요컨대 소유권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입장에 따르면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문제로 처리하게 되므로417),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인 문제(이른바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418)
이러한 해석은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무체물(지식재산권
이나 기타 정보)도 ‘재화’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체물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
은 이익 환수의 근거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저작권에 대한 침
해 등에서 이러한 논법이 사용되고 있다419)). 물론 영미의 판례법 중에는 이러한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예를 들면 미국법에서는 특
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 환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환수해야 할 이익의 ‘범위’ 확정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인 관점에서 부정하였을 뿐이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

415)
416)
417)

418)
419)

and seq.; Weinrib, Restitutionary Damages as Corrective Justice, pp.6-7; Andrew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Butterworths, 1993, pp.393-394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견해들 중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해석하는지, 충분조건일 뿐이라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Craig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in: Andrew Robertson and Tang Hang Wu eds., The Goals of Private Law, Hart
Publishing, 2009, pp.400 and seq. 참조).
Weinrib, Restitutionary Damages as Corrective Justice, p.12.
rd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p.432-433.
Beatson, The Use and Abuse of Unjust Enrichment: Essays on the Law of Restitution, p.232(“재산 사
용…의 모든 사례에서는 공제(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독립적인 원상회복청구가 있다. 공제되
는 것은 원고가 그 재화를 배타적으로 누릴 권리인 그것은 그의 지배권의 공제(정산)이다”).
Peter Jaffey, Restitutionary Damages and Disgorgement, 3 R.L.R., 1995, p.30., p.33.
Lionel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3
EIPR, 1990, p.129;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32., p.41 and se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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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반환이 이론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
서 특허법의 취급을 이유로 이러한 해석이 판례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소유권 개념에 구하는 견해에 대해서
는 “무슨 이유로 물적인 위법행위가 그 밖의 위법행위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420) 즉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권원은 property rule421)에 의해 보호되는 것
이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다른 자의 권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
이의 교섭에 맡겨야 하며, 무단사용은 비효율이 된다. 금지명령은 이러한 경제적으
로 효율적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에서의 교섭을 강제한다. 이 점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도 금지명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
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로 제한된다.

2) 소유권 개념에 대한 이해 방식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소유권의 개념에 구하는 견해의 근저에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파생된 이익이 소유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소유권 개념에 논리적 ․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존재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소유권에 대한 이해 방식이 전제되
어 있다고 한다.422)
첫째, 이 견해는 소유권이 법적인 논의에서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즉 침해된 권리와 문제가 되는 구제수단 사이에 분석적인 관계(연결)가 있다
고 해석한다(이를 ‘전제①’로 한다). 예컨대 “소유권의 본질적인 속성이 전통적으로
는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존재였다. 그리하여 타인에 의한 소유권의 착
취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손실로 인하여 이득을 낳는다”고 한다.423)
둘째, 이 견해는 소유권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다(이를 ‘전제②’로 한다).
셋째, 이 견해는 소유권 개념이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이익을 청구할
420)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129.
421) property rule이란 그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리의 가치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방법을 말한다(윤진수, “권
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민법논고I[재산법 1], 박영사, 2007, 93면). property rule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후술한다.
422) 이하의 서술은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p.401 and seq.에 의한다.
423) Friedmann, The Protection of Entitlements via the Law of Restitution-Expectancies and Privacy?,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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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이를 ‘전제③’으로 한다).
넷째, 이 견해는 소유권 개념이 단순히 일정한 방법으로 보호될 것을 단순히 명
령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구제의 밀접한 형식을 논리적으로 따름을 전제로 한
다(이를 ‘전제④’로 한다).

(2) 비 판

1) 소유권 개념의 이해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러한 소유권 개념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이해에 대해서는 “소유권 개념은 상당
히 부정확하고, 그리고 상당히 특정 가치관에 기초한 것(value-laden)이므로, 그러
한 엄밀한 결론을 가져올 수는 없다. 소유자의 권원의 다른 개념화는 다른 결론을
낳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24)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상술한 소유권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의 전제-특히 전제① 및 전제②-에 대한 비판을 보기로 한
다.425)
우선 전제①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본질적’ 속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즉 이 견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소유권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으로,

그

윤곽

(contours)은 법체계의 차이에 따라서 또한 같은 법체계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
르다. 그러므로 모든 법문화는 소유권 개념의 관점에서 자원에 대한 권원의 배분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누가 향유하고 어떤 자원이 소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의 엄밀한 내용을 결정하는 규범은 국가에 따라 시대
에 따라 다른 것이다.426) 또한 소유권이 영국법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고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소유권 개념으로부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
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권리는 절대적이라고 이해될 뿐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이라는 추상적 개념
으로부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체적인 규범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424) Dagan, Encroachments: between private and public, p.352.
425) 이하의 비판에 대해서는 Craig Rotherham의 견해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유사한 지적은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p.129 and seq.(“재화란 무엇인
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다)를 들 수 있다.
426)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p.402-403. 이와 동일한 취지로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p.221 and
seq.(Earnest J. Weinrib의 견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에 대햇는 상당한 다툼이 있으며, 우리 자신
의 법에서 매우 많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법리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의 특수한 유형에 응답
할 수 없다”고 한 후에 ‘소유권과 같이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
득의 반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다)도 참조.

- 105 -

한다.427)
전제②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
는 예컨대 커먼 로상의 소유권은 특수한 발전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
는 방식은 한결같지 않은 점(예컨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정 구제를 인정하지만,
동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뿐이다)428)이나 (커먼 로상의 소유권과 구별
된) 에쿼티상의 소유권까지 시야에 넣으면 소유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맥락에 따라
다른 점429)에서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유권 개념을 무체물에 확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 견해는 유체물과 동일하게 무체물(지식재산권)도 소유권 개념에 포함시킴으로
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체물과
무체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있다.430) 구체적으로는 ①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로서의 성질
(구체적으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제법은 유체물의 보호와
무체물의 보호에서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② 유체물의 경계는 명확한 반
면(예컨대 유체물의 경우에 그 경계는 등기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무체물의 경
계는 그렇지 않다(예컨대 저작권의 경우에 등록 등은 임의적이므로, 양도인이나 라
이센서(licenser)에 의한 등록과 동렬로 취급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아가 ③ 무체물에 대한 보호는 유체물과 달리 일정한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체물에서 인정되는 구제가 무체
물에도 미친다고 해석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수단으로 파악하는 견해
(1) 내 용
이 견해에 따르면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의 일실이익(침해행위가 없었으면 권리
자가 얻었을 금액)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431)에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근거로
427)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Nuisance, p.403.
428)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Nuisance, pp.403-404.
429)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Nuisance, pp.404-405.
430) 예컨대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431)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in Copyright, pp.41 and seq(저작권을 염두에 둔다).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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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다.

즉

여기에서의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의

‘손해’의

‘대용(代

用)’(surrogate) 내지 ‘근사치’로 파악되는 것이다.432)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전보배상’ 문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의 반환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가 이 견해에서는 생기지 않게 된다.433)

(2) 비 판

1) 적용범위의 협소함
침해자의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이해하는 근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경쟁법 위반의 맥락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자와 침해자가 동일시
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양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
하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
실된 일실이익 사이에는 1 대 1의 대응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타당하지만,
그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
자의 일실이익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상의 대용(代用)이라고 볼 수 없다.434)435)
판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러한 근거를 원고 및 피고가 직접 경쟁하고
있고, 유사한 이익률을 올리고 있었을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례
(직접적인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거(부당이득의 방지나 억제론)를 사용
하고 있다.436)

2) 이익과 손실의 불일치
만약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손실 사이에 1

Nuisance, p.408. 이 점은 A-G v. Blake 사건에서 Nicholl 판사에 의하여 강조된 것이다([2001] 1 AC
268(HL), at 278-284).
432) Corgill, Measuring the Gains of Trademark Infringement, pp.1917 and seq.;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pp.879-880; Laycock, The Scope and Significance of Restitution, p.1287은 피고의 이익 회복이 때로는
원고의 손실의 대용품(proxy)으로 생각되어 왔다고 한다.
433) 예컨대 특허권 침해에 대한 Mowry v. Whitney 사건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침해자의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배상이다. 이익은 그
러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다”라고 판시되었다.
434) Corgill, Measuring the Gains of Trademark Infringement, p.1920.
435) 이 점에 대하여 제3차 부정경쟁법 리스테이트먼트 제37조 comment b도 “양자[본 연구자들 주 : 피고에 의
해서 올린 수익과 원고로부터 피고로 이전된 이익]의 일치는 그렇지만, 명백하게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대
부분의 경우에 피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판매가 원고로부터 이전된 것이거나 양 당사자의 최저수익선
이 같다고 기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436) Eugene W. Luciani, Does the Bad Faith Requirement in Accounting of Profits Damages Make
Economic Sense?, 6 J. Intell. Prop. L., 1998,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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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의 대응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항상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
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려면 침해자의 이익의 한계와 권리
자의 이익의 한계가 일치할 것이 필요하지만, 침해자의 개발 비용이 권리자의 이익
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치가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437)
또한 애초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권리자의 손실로 추정되는 경험칙이 있는가라
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438)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권리자의 권리 이외에도 침해자의 투하자본이나 시장 전략에
의한 기여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권리자의 손실로 추정할 수는 없
다.

4. 위법한 행위의 억제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
(1) 내 용

1) 개 설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침해자의 권리자에 대한 침해행
위로부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침해자로부터 박탈하고 권리자를 침해행위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면 있었을 지위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39) 이러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는 침해자에게 위협을 주어서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행
위를 사전에 억제하게 하고440), 권리자와 교섭하여 권리를 적절하게 취득하는-즉
침해자를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동기 내지 유인이 된다고 설명된다.441) 예컨대
Robert Coot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환수가 완전한 때에 가해자는 한편으
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는 것 사이에서 중립이 된다.442)” 즉 무단으로 타인의 행위를 침해하는 데에
437) Corgill, Measuring the Gains of Trademark Infringement, pp.1920-1921.
438) 이 점은 일본에서의 비판(예컨대 中山信弘, 特許法, 第3版, 弘文堂, 平成28年(2016年), 390頁 이하)을 참
조.
439) Katy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Oxford U.P., 2012,
p.26.
440) Andrew W. Coleman, Copyright Damages and the Value of the Infringing Use: Restitutionary Recovery
in Copyright Infringemet Actions, 21 AIPLA. Q.J., 1993, p.104.
441) 또한 억제에는 특정 억제(침해자가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사태를 저지한다)와 일반 억제(잠재적인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는 사태를 저지한다)가 있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쌍방의 기능을 모두 가진다
고 한다(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p.26).
th
442) Robert Cooter &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6 ed., Addison-Wesley, 2000,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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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영미법상 다수의 판례에서 원용되고 있으며(예컨대 영국법에서는
계약 위반이나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미국법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443), 학설상으로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 보인다(예컨대 Daniel Friedmann444), Peter Birks445), James Edelman446),
Mitchell McInnes447), Anthony Duggan448), Andrew Burrows449), Katy Barnet
t450), Craig Rotherham451), Stephen Watterson452), Dennis S. Corgill453) 등. 다
만 학자들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 유형은 한결같지 않으며, 그것을 유일한 근
거로 삼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이유는 ① 침해행위의
억제라는 점에 구하여지며, ② 피해자가 이득을 얻는 근거는 침해자에게 이익을 환
수시키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또는 침해자에게 남기는 것보다 공평하다는 점에
구하여지고 있을 뿐이다.454)

443)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p.13.
444) 예컨대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p.551-552는 소유권 개념에 구하는 견해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위법
한 행위의 억제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근거가 된다고 한다.
445) Peter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rev ed.), Oxford U.P., 1989, p.332는 ‘위법행
위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의 하나의 범주(Kategorie)의 근거는 ‘예방’이라고 한다. 다만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
446)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83-86. 그 적용범
위로 ① 신인의무 위반(부주의한 위반까지 억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과 ② 침해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
여 침해자에 의한 그 밖의 위법행위가 고의적(deliberately) 또는 무모하게(recklessly) 이루어진 경우를 든
다(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81).
447) Mitchell McInnes, Gain-Based Relief for Breach of Contract: Attorney General v. Blake, 74 Can. Bus.
L.J., 2001, pp.428 and seq.
448) Anthony Duggan, Gains-Based Remedies and the Place of Deterrence in the Law of Fiduciary
Obligations, in: Andrew Robertson and Tang Hang Wu eds., The Goals of Private Law, Hart
Publishing, 2009, p.365.
rd
449) Andrew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Oxford U.P., 2011, p.662.
450)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p.32.
451)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408(다만 최적의 억제).
452) Watterson, Gain-Based Remedies for Civil Wrongs in England and Wales, p.43는 억제는 “영국법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 때문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후에 구체적으로는 ① 예방 목적은 신
인의무자의 핵심적인 의무 및 엄격한 청산책임(accountability)의 기초에 있는 점, ②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의 반환이 인정되려면 침해자가 고의일 것이 요구되는 점을 지적한다.
453) Corgill, Measuring the Gains of Trademark Infringement, p.1914.
454) 그러므로 따로 이익의 귀속지(예컨대 주(州)에 의한 압류)가 있다면 피해자는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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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시키는 메시지를
침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침해자로 하여금 본인과 교섭하는 동기 내지 유인을 갖게
하고 시장을 창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 대
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억제 및 시장창설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
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형사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는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의 반환이 상술한 목적의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보인다.455)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
는 이익의 청산)은 그 역할이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456)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각각이 실현하는 이익에 대
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인에 의한 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서 설명되는 점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공익을 실현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하는
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한다.457)
둘째, 전술한 구제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배심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커먼 로상의 소송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만 인정되는 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전통적으로 에쿼티상의 소송원
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었다.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처음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같은 커먼 로상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으
며, 최근 계약 위반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예컨대 A-G v. Blake 사건)
이러한 차이의 엄밀성은 다소 완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458) 다른 한편으로 징벌
적 손해배상은 이익취득형 불법행위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의 반환보다도 적용범위가 넓다.459)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적용된 경우에 각각의 책
455) 예컨대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32; Kenneth E. Burdon, Accounting for
Profits ㏌ A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 A Restitutionary Perspective, 87 (1) B.U.L.R., 2007,
p.282(저작권 침해의 맥락).
456)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130.
457) Corgill, Measuring the Gains of Trademark Infringement, p.1926.
458) 다만 영국법에서는 실제로 기타 커먼 로상의 소송원인의 경우에 이익의 청산을 인정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
rd
다(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47).
459)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 사회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가치로 보고 있는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
으므로(籾岡宏成, “アメリカにおける懲罰的損害賠償の概要”, アメリカ懲罰賠償法(籾岡宏成 著), 信山社, 平
成24年(2012年), 207頁 참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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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범위에 대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침해자에게 막대한 손해
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침해자에게 악명이 높은 반면,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의 반환은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침해로 인하여
취득한 순이익). 그러므로 침해행위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침해
자를 지나치게 억제할 우려가 있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징벌적 손해
배상보다 침해자에 대하여 그 억제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점들을 기초로 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침해행위의 억제를
제공하지만, 그 적용범위나 책임을 지는 정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자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비 판

1)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
첫 번째 비판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권리자(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근
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460)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억제에 구하는 견해는 그 이득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얻은 이
익임을 고려하여 침해자에게 남기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의 이익 귀속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이익은 피해자가 입
은 손해를 회복하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
키는 근거로 설득력이 없다(반사적 효과라는 것은 이 점을 분명히 한다).461) 그러
므로 그 이익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62)
다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에 대해서 억제론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
첫째, 판례는 침해자의 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침해자에게도 이익을 분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배작업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는 회피된다는 반론을 제
기할 수 있다. 확실히 오늘날에는 하나의 제품에 복수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권리자의
이익에서 모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460)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p.356 and seq.
461)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408.
462)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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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와 권리자의 이익을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익 분배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만
약 침해자가 그러한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가 남는
다.
둘째, 억제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
지만,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도 그중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견해는 (a) 침해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성, (b) 재산의 이용에서
침해자가 기여한 범위, (c) 침해자가 침해한 권리 ․ 이익 ․ 관계의 중요성, (d) 피해
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이 되는 점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3)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부여하게 되
는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예컨대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
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즉 신인법(信認法)에 내재된 딜레마이다-때문에 이러
한 구제는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도 이러한 설명
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의 경우에도 억제론은 이용된다. 확실히 지식소유물이라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의
과소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과의 상관관계에
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하게 얻은 이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
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며, 과잉적인 보호는 그러
한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보의 소유와 이용의 최적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바람직한 구제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
우를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사용되는 반론을 여기에서도 응용하여 피해자에게 예
상치 못한 이득을 귀속시키는 것은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위한 대가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464) 그러나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공익실현기능을 가지는 점을
463)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p.551-552; Coleman, Copyright Damages and the Value of the Infringing Use:
Restitutionary Recovery in Copyright Infringemet Actions, p.104.

- 112 -

전제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에 그러한 기능이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익을 국고 또는 자선
단체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예컨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
혁안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주장되고 있다465)), 이러한 방법에 내재된 문제에 더하
여466) 이 방법은-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입법론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석론의 영역을 넘을 것이다.
넷째, 억제론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해 침해자가 침해할 동기 내지
유인을 가지지 않게 되고, 계약 교섭에 나아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
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즉 피
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으로 인하여 계약 교섭이 실제
로 촉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중요하게 되며, 이러한 반론은 충
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면 (네 번째 반론을 별론으로 하면)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억제론의 한계
최근의 학설(예컨대 Craig Rotherham)에 따르면 억제론은 종래 상정되어 온 것
보다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부분적으로만 기능한다고 한다.467) 억
464)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380. 다만 이러한 동기 내지 유인론에 입각하면 원고가 다수인 경우(예컨대 nuisance 사
례)에는 누구에게 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는가라는 곤란한 문제를 수반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 Peter
Jaffey에 따르면 최초의 원고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법리는 간명하지만 다른 원고와의 사이에서 불만족을
낳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나 단체소송(class action)을 요구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한다. 또한 Peter Jaffey는 다른 논고에서 제재을 근거로 삼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민사절차의 성질에 따라 피고에 의해 박탈된 이익은 원고에게 주어진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는 구제를 원상회복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차감(공제)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의한 원상회복적인 소송원인 사례나 위에서 이미 서술
된 진정한 원상회복적 구제와 달리 그러한 이론적 근거는 피고의 이득의 가치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전제
로 삼지 않는다. 원고는 단순히 피고로부터 그의 이득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의 ‘우연적
인 수익자’(accidental beneficiary)에 불과하기 때문이다”(Jaffey, Restitutionary Damages and
Disgorgement, p.37).
465) 이 점에 대해서는 籾岡宏成, “懲罰的損害賠償制度をめぐる改革案および問題点”, アメリカ懲罰賠償法(籾岡宏
成 著), 信山社, 平成24年(2012年), 195頁 이하를 참조.
466) 특히 주(州) 정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주(州)의 사실심 법원에 의한 사실
인정자(배심원 또는 법관)가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지적된다(이 점에 대해서는 籾岡宏成, 전게 “懲罰
的損害賠償制度をめぐる改革案および問題点”, 196頁 이하 참조).
467) Rotherham, Deterrence as a Justification for Awarding Accounts of Profits, p.541은 억제가 일정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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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은 침해론이 모든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468) 왜냐하면 억제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억제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억
제의 효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도 큰 경우에만 침해행
위가 억제되어야 하며, 이와 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침해행
위를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469)
전술한 지적은 ‘최적의 억제’(optimal deterrence)470)라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성
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는 억제에 의해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이 정당화되는 범위가 한정될 것이다.471)

5. 제재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
(1) 내 용

1) 개 설
마지막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제재(punishment)에 구하는 견

468)

469)

470)

471)

고나 모든 피고로부터 위법행위에 의해 수수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설득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가정은 종래에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Rotherham, Deterrence as a Justification for Awarding Accounts of Profits, p.537; 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p.409
and seq.도 참조.
예컨대 Katy Barnett는 계약 위반 맥락의 논의에서 동일한 지적을 하였다. 즉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
환은 침해행위에 휘말린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라 계약을 실행
(enforce)하는 관리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p.13), 이익 환수를 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이 보다 높아지는 점을 근거
로 침해행위의 억제를 정당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Dane S. Ciolino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
수를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억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이익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부정적으
로 평가한다. 즉 저작권 제도를 전제로 하면 저작권법의 목적(저작물을 창조하는 동기 내지 유인의 제공)
을 촉진하는 수단은 이미 금지명령 및 전보배상에 의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익 환수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장래의 저작권자는 이익 환수의 이용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확실한
부당이득 구제에 수반되는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것을 기대해서 지금 당장은 저작물을 창조하겠다고 결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27).
여기에서 최적의 억제란 ① “사회 전체의 비용”(=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손해가 확률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대치로서의 불이익)” +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기회비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비용)”과 ② “그 행위가 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이익”을 비교해서 ①과 ②의 차이가
가장 큰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행위”를 말한다(森田果 ․ 小塚荘一郎, “不法行為法の目的『損害填補』は主要な制度目的か”, NBL 874号, 商事法務研究会, 平成20年(2008年), 13頁).
Craig Rotherham은 최적의 억제라는 관점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음
가 같은 2개의 단계를 거친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otherham,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Restitution for Wrongs: Justifying Gain-based Relief for Nuisance, p.409). 즉 우선 제1단계로 ① 침해
된 권리 ․ 관계의 중요성과 ②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침해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 그리고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2단계로 억제를 위하여 이익 환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필요하고 충분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서 ③ 이익 환수가 문제의 행위를 억제할 가능성과 ④ 억
제의 효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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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살펴본다.472)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침해행위에 대
한 응보(retribution)이며, 제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재을 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
되어야 하므로473) 이에 대해서는 전보배상액에 그치지 않는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① 침해자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침해자에 대한 제재이라는
점에 구하여진다. ② 피해자가 그 이익을 취득하는 근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설
명할 수 없다. 다만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된 사
안에서 내려진 판례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예컨대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사칭 통용 사안]474)에서는 이익의 청산을 명하는 목적은 “피고 측에
제재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되었다), A-G v. Blake 사건과
같이 매우 악질적인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주장된 것으로, 예외적인 것임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억제론과 동일하게 제재론에서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과 징벌적 손해배
상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입장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제재 정도가 징벌
적 손해배상의 제재 정도만큼 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다.475) 왜냐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가해자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있었을 지위(원래의 상
태)로 되돌릴 뿐, 그 이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점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476)477)
472) John P. Dawson, Restitution or Damages?, 20 Ohio St. L.J., 1959, pp.186 and seq.; Friedmann,

Restitution of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Property or the Commission of a
Wrong, p.504; Jones, The Recovery of Benefits Gained from a Breach of Contract, p.443; Jaffey, The

473)

474)
475)

476)

477)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p.389
and seq. 등.
I Kan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법(司法)에 의한 징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나 시민사회를 위하여 결
코 일정한 다른 선(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것은 모든 사례에서 그가 범죄를 수행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만 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누구든지 타인의 목적의 수단으로
교묘하게 조작될 수 없으며, 물건에 관한 법(Law of things)의 객체와 혼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그 자신 또는 그의 동료인 시민을 위하여 이러한 징벌의 효용을 고려하기 전에 징벌을 받을 만하다고 이해
되어야 한다”(I Kant, The Metaphysical Elements of Justice, John Ladd trans, 1965, p.100).
[1982] 8 FSR 147; My Kinda Town Ltd(t/a Chicago Pizza Pie Factory) v. Soll and Grunts
Investments, [1983] R.P.C. 407.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p.374 and seq.;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p.12.
Katy Barnett는 계약 위반의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제재은 계약파기자에 의해 얻은 이익의 박탈로 제한되
며, 사회적인 비난(disapproval)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환수는 단순히 약속자
(promisor)를 그가 약속한 일을 하였다면 그가 있었을 지위에 둘 뿐이다. 그것은 그로부터 그 이상의 것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 Theory and
Practice, p.12).
다만 환수해야 할 이익의 “범위” 확정시에 가해자가 주된 증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증명에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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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판

1)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
첫 번째 비판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피
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한다는 점이다.478) 이 비판은 형사벌에서 벌금
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피해자에게 그 이득을 귀속시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
술한 억제론에서 논의되는 부분에서 제기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2) 피해자(가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제재론에 고유한 문제인 두 번째 비판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제
재에 구하는 것이 침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부정하는 점에 대한 것이다.479) 이 비판
은 침해자의 제재은 본래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절
차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문제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민사절차에서 제재이 부과되면 피고(침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위험에 노출
된다는 점이다.480) 이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즉
형사절차는 증거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평결의 가능성으
로부터 피고를 보호한다.481) 이와 달리 민사절차는 그러한 증거 및 절차상의 권리
를 피고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절차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민사절차에
서는 피고에게 제재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둘째,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도 고려하면 피고가 형사와 민사 쌍방에서
제재될 가능성(이중제재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다.482) 이러한 비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락에서도 항상 지적되었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제재에 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동일한 비판이 여기에서도 타당할 것이다.483)
경우에는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78) Jaffey, Restitutionary Damages and Disgorgement, p.32.
479)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90;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212(Hanoch Dagan은 ‘부당이득’에서는 프로
시즈(proseeds)라는 기준을 통하여 징벌의 실현을 주장하였지만, ‘원상회복법’에서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의 피난에 의존하는 회복의 산정기준에 경고를 내린다”).
480)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376; Weinrib, Restitutionary Damages as Corrective Justice, pp.100-101.
481)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378.
482)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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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새로운 견해
1. Hanoch Dagan의 견해의 의의
(1) Hanoch Dagan의 견해에 주목하는 이유
우선 이 연구보고서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에 있
어서 Hanoch Dagan의 견해에 주목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Hanoch Dagan의 견해는 기존의 논의의 틀과는 매우 다른 독창성을 가지며,
함축성이 풍부한 논의라는 점에 있다. Hanoch Dagan은 자신의 저서인 ‘부당이득법:
사법과 사회적 가치의 연구’(이하에서는 ‘부당이득법’이라고 한다)에서-미국법학에
서 그동안 등한시 내지 주변화 되어 온484)-‘부당이득법’ 내지 ‘원상회복법’에 대해
서 ‘법에 내재된 사회적 가치’라는 현실주의(realism) 법학의 시각에서 고찰하였으
며485), 특히 다양한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원상회복법의 중요한 국면 중 하나인 ‘위
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의 경우486)에 원상회복법상
의 금전적 구제(pecuniary remedy)487)-여기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도 포
483) 다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재반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Jaffey, The Nature and Scope of
Restitution: Vitiated Transfers, Imputed Contracts, and Disgorgement, pp.389 and seq.를 참조.
484) Hanoch Dagan 이전 미국법학에서의 원상회복법 취급에 대해서는 John H. Langbein, The Later History
of Restitution, in: Wr Cornish et al. eds., Restitution: Past, Present and Future : Essays in Honour of
Gareth Jones, Hart Publishing, 1998, p.57；Chaim Saiman, Restitution and the Production of Legal
Doctrine, 65 Wash & Lee L. Rev., 2008, p.993; Chaim Saiman, Restitution in America: Why the US
Refuses to Join the Global Restit ution Party, 28 Oxford J. L. S., 2008, p.99; Priel, The Law and
Politics of Unjust Enrichment, p.533 등을 참조.
485) Hanoch Dagan은 ‘부당이득법’의 목적에 대하여 “이 연구는 부당이득의 법이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법에
내재된 여러 사회적 가치의 반영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 이러한 방법은 현실주의 법학에 입각한 것이다. 여기에서 현실주의
법학이란 법을 자율적인 공간으로 파악하는 형식주의적 입장과 거리를 두며 법을 사회적 맥락별로 분석하
여 법과 사회를 접목하고 법의 역할을 여러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이는
Hanoch Dagan의 원상회복법에 대한 연구에 공통적으로 보인다(예컨대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1). 그리고 이러한 고찰방법은 가치판단 내지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영미법과 법체계를
달리하는 우리민법의 법체계적 해석의 경직성 내지 엄격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데에도 일응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Danie Visser, Book Review, 3 E. L. R., 1999, p.406도 참조).
486) 구체적으로는 A(침해자)가 B(피침해자)의 자원(resource)을 무단으로(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없
이) 독점한(appropriate) 경우이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p.3-4). 이러한 경우는 영미법에서 불법행위소권의 포기(waiver of tort)라는 오래된 개념 하에
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대륙법상 침해이득의 경우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한다(예컨대 Dannemann, The
German Law of Unjustified Enrichment and Restitution: A Comparative Introduction, p.87). 다만 상술
한 ‘자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① 유체재산(토지나 동산)과 ② 무체재산(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뿐
만 아니라 ③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성질에 대한 사람의 이익, ④ 사람의 기업비
밀, 계약관계, 기대나 기회에 대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부당이득법상 침해이득에서 염두
에 두고 있는 객체보다도 범위가 넓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87)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5. 그리하여 금지명령이나 특정
회복 등과 같은 비금전적 구제는 고찰 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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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가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였
다.488) 구체적으로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에쿼티 계열의
특정 이행 구제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이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르므로, 주목해서 살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Hanoch Dagan의 견해가 이 연구보고서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데에 유
익하다고 판단한 점에 있다. Hanoch Dagan의 견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로 기존의 논의와 다른 근거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견해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한번 침해되면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 견해는 아마도 인격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맥락에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Hanoch Dagan의 견해는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구
체적으로는 인격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지식재
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와 다른 것은 아닌가-라
는 이 연구보고서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이유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Hanoch Dagan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자리매김-손해배상의 차원에서 특정 이행의
차원으로
우선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커먼 로 계열의 손해배상
(damages)과 동렬 내지 연장선상의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에쿼티 계열의 특정 이
488)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2. Hanoch Dagan에 의하면
(불법행위법상의 구제에 비하여) 원상회복법상 구제의 장점은 피침해자의 손해보다도 침해자의 이익이 큰
경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침해자가 아무 것도 상실당하지 않은 사례(예컨대 피침해자의 자산의 가
치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감소되지 않거나 피침해자 자신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없거나 얻을 생각도 없었던
경우 등), ② 침해자가 피침해자보다도 (부당하게 점유된 자원에 관해서) 수완이 뛰어난 생산자인 사례, ③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시장과 다른 시장에서 매각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3).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Hanoch Dagan은 ① 총이익(proceeds), ② 순이익(profits)(①에서 침해자가 들인 비용을 공제한 것), ③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④ 균형이익(proportional profits) 등 네 가지를 검토대상으로 제시하
였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p.13-14). 이 중 본 연구
보고서가 주목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②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이득 반환을 의미한다. 즉 ②의
경우에 인정되는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Hanoch Dagan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본 연구보고서의
직접적인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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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연장선상의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하면 금전적 구제인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어떻게 비금전적 구제인 특정 이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
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법에서도
손해배상과 특정 이행은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으며(예컨대 계약위반에
대한 제1차적인 구제는 손해배상인 반면 특정 이행은 제2차적인 구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었다.489) 또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도 손해배상
과 금지명령은 구별되었다490)),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주로 에쿼티 계열에
속하는 이익의 청산에 의해 실현되어 왔지만491),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한도에서
는 명확하게 금전적 구제이지, 특정 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Hanoch Dagan과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행과 비특정 이행을 형식론(금전적 구제인지 여부)적 관점에서 구
별하는 전통적인 영미의 구제법상 사고 틀(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Hanoch Dagan은 오늘날 법경제학에서 일반적인 분석도구로 채용되
어 있는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liability rule492)과 대치된)
property rule을 응용함으로써 상술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였다.493)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목차를 바꾸어서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를 살펴본 후, Hanoch Dagan이 이를 어떻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
에 응용하였는지를 고찰한다.

489) 예컨대 Sedmak v. Charlie’s Chevrolet, Inc., 622 S.W. 2d 694(Mo. Ct. App, 1981). 또한 기대이익의 배
상은 수약자의 계약에 대해서 내포된 주관적 이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p.559 and seq.).
490) 예컨대 Lucy Webb Hayes National Training School v. Geoghegan, 281 F. Supp. 116(D.D.C. 1967)
491)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이익의 청산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커먼 로상의 부당이득반
환소권(money had and received)에 의해서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어느 쪽에 의해서 인정되는지는 기본적
으로 침해행위의 소송원인이 커먼 로상의 것인지, 에쿼티상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다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커먼 로상의 것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이익의 청산에 따른다). 또한 이들 외에도 에쿼티 계
열로 의제신탁에 의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nd
Law of Restitution, 2 ed., pp.435-436 참조).
492) liability rule이란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그 권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가격만을 지급하면 그 권
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의 보호방법을 말한다(윤진수, 전게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94
면).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493)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p.14 and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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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와 응용
(1)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의 내용
Hanoch Dagan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작업이 유용하다.494)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는-Ronald H. Coase의 정리495)496)를 응용한 것으로
-초기에 누구에게 권원을 배분하는지, 또한 배분된 권원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규
명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497) 그리고 특히 후자의 방법으로 ① property rule(구
494) Guido Calabresi &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972, p.1089.
495) Ronald H. Coase의 정리란 손해배상책임이 어떠한 것이든지(환언하면 최초에 누구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지에 관계없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전혀 들지 않고(=0(zero)), 임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항상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의 자원배분이 달성되는 것을 말한다(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p.1). 다시 말하면 외부효과 등으로 인하여 권리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거래비용이 0이라
면 누구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든 자원배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원리(윤진수, 전게 “권리남용 금
지의 경제적 분석”, 92면; 박성민 · 방민주 · 변준석, “특허권 비실시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으
로서 Liability Rule”, 창작과 권리, 제58호, 세창출판사, 2010, 84면), 즉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효율성의 달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권리를 어느 쪽에 부여하든지간에 당사자들은 자발적인 협
상과 교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른다는 이론이다(허성욱,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환경법학회, 2005, 48면). 이는 가치중립적인 실증적 분
석에서 출발하지만 가치지향적이고 규범적인 분석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컨대 Ronald H. Coase의 정리에
따르면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는 거래비용의 발생가능성을 될 수 있는대로 낮추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박세일,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법정책학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27권 제2,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96면). 이러한 Ronald H. Coase의 정리는 우리 법학자에게 거래비용에
주목할 필요성을 의식하게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을 전제로 한 것이다.
496) Ronald H. Coase의 정리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이하의 내용은 박
세일, 전게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법정책학적 의의”, 87면 이하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① 거래비용은 0이다. ② 당사자들 간의 교섭, 거래에 있어 전략적 행위(Strategic Behavior)(윤진수,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민법논고I[재산법 1], 박영사, 2007, 129면 참조)
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자발적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⑤ 법정책기구(입법 · 사법)는 비용 없이 운용된다(Costless Court System). ⑥ 당사자들은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활동하고 있고 각자는 효용 내지 이윤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전제
중 ③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관련하여 이준구 · 이창용, 경제학원론, 제3판, 법문사, 2005, 102면은
“소득효과(income effect)는 상품가격이 변해서 소비자의 실질 소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이로 인
해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박세일, 전게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법정책학적 의의”, 87
면은 “어떤 가치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은 현재 자기의
소득이나 부의 수준에 의해 제약,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략) 이러한 부의 효과가 존재하면 법이 누구에게
권리를 주느냐에 따라 비록 영의 거래비용 하에서도 자원배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허성욱, 전게 “지
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49면은 “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를 부여받은 당
사자의 소득은 수요곡선 자체를 우상방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는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느
당사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장기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의 자원배분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497)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는 거래에 의하여 권리의 가치를 확정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
그 거래가 설령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하여도 자발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
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liability rule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일중, 법경제학연구 :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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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금지명령이 염두에 두어져 있다)498)와 ② liability rule(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염두에 두어져 있다)499) 등 두 가지가 제시된 점은 주지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① property rule은 어떤 자에게 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침해자를 배제하고 당사자의 교섭을 촉진하는 법리인 반면500),
② liability rule은 침해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권원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대신에 침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결정된 권원의 가치를 소유자에게 지불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리이다. 요컨대 전자(①)의 법리에서는 권리자가 팔 권리(put option)
론과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7면 참조). liability rule에 의할 경우 권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이와 관련하여 윤진수, 전게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95면은 “만
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권리의 가치가 실제로 권리자가 그에 부여하는 가치보다 낮다면 liability rule의 적
용은 권리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작은 보상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역으로 평가된 권리의 가치가 실제의 가
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다한 보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권리자가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단지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liability rule의 적용은 그 권리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의 합치를 추구하는 property rule에 의
한 권리 보호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래비용이 큰 경우(대표적인 예로 공용수용을 들 수
있다. 김일중, 전게 법경제학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223면, Richard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6th ed., New York : Aspen Law & Business, 2003, pp.54-60 참조)에는 시장에서 당사자의 자율
적인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liability rule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박
성민 · 방민주 · 변준석, 전게 “특허권 비실시자의 특허가 침해된 경우 구제 방법으로서 Liability Rule”, 89
면).
498) property rule이란 개념은 권리자의 승낙이 없다면 그 자원을 사용하려는 어떤 자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윤진수, 전게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127면), 물권적 지위 부여
에 의한 보호방식(다만 여기에서 물권의 의미는 민법상의 물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박준석, “영업비
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저스티스 통권 제114호, 한국법학원, 2009, 163면) 등으로 정
의된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면 property rule이란 그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제거하려는 자는 그 권리
의 가치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
한 권리의 보호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침
해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예컨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이 그 지상에 건립한 물건에 대
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때에 토지 소유자는 property rule에 의하여 보호되는 셈이
다(윤진수, 전게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93-94면). property rule은 피해를 발생시킬 행위(침해행
위)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징벌적 배상을 강제할 권리를 권리자에게 부여하므로 잠재적 침해자는 잠재적 피
해자에게 미리 협상을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협상에서 실패하면 자신의 행위를 억제하게 된다(김일중,
전게 법경제학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190면).
499) liability rule이란 개념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일정한 배상의무를 지지만, 권리자가 침해자의 침해를 배제
할 수 없는 방식(윤진수, 전게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127면), 불법행위
규제에 의한 보호방식(박준석, 전게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163면) 등으로 정
의된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면 liability rule이란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그 권리에 대하여 객관적으
로 결정되는 가격만을 지급하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의 보호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
리의 가격은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제3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권리에 대한 침해
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는 그 침해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그 권리의 객관적인 가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만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liability rule이 적용되는 것이다(윤진수, 전게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94면). 이러한 liability rule은 잠재적 가해자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일중, 전게 법경제학연구 :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190면).
500) Calabresi &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p.1092에 의하면 property rule은 당사자의 교섭을 이끌어 내며, 이 교섭은 “교섭의 대상이 되는 권원이 그
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각각의 당사자가 서로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매수인이 교섭의 대상이 되
는 권원이 매수인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매도
인에게 거부권(veto)을 부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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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반면, 후자(②)의 법리에서는 침해자가 살 권리(call option)를 가지게
된다.501)

(2) Hanoch Dagan에 의한 property rule의 응용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는 그 후 여러 학설에 의해 다양
한 관점에서 정교화가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는 오늘날의 미국법학(특히 법경제
학)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anoch Dagan은-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
해에서 기존에 주목되고 있었던 점과는 다르게502)-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이
촉진하려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에 주목함으로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의 이론적 근거 제시에 응용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Hanoch Dagan에 의하면
property rule은 권리자에게 팔 권리-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근거로

‘권리자(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control,

autonomy)503)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vindicate) 법리라고 설명된다.504)505)
환언하면 property rule의 이론적 근거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점에
구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Hanoch Dagan의 견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에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Hanoch Dagan에 의하면 property rule의 의미에서의
501) Calabresi &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pp.1092-1093. 팔 권리와 살 권리의 관점에서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을 설명한 선행 연구로 Ian
Ayres, Protection Property with Puts, 32 Val. U. L. Rev., 1998, p.793이 있다.
502)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가 제시된 이후 학설에서는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의
적용기준(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에 의하면 거래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property rule에 의
해, 거래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liability rule에 의한다고 한다)에 대해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거
래비용이 적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property rule이 효율적인 결과를 이
끌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藤田友敬, “忠実義務の機能”, 法学協会雑誌 117卷 2号, 有斐閣, 平
成12年(2000年), 150頁 이하 참조.
503)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9는 control로 표현한 반면,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p.210 and seq.는 autonomy로 표현하였지만, 그 의미는 동
일하다.
504)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5.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
과 같다. 즉 “property rule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원은 어떠한 잠재적인 침해자에게도 그 권원이 이전되기
전에 자원보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원은 개인의 자원에 대한 지배 영역을
명확하게 한다. property rule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원보유자의 지배는 후생(welfare)이라는 특수한 수준으
로 환원될 수 없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5). 또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원고(권리자)의 사적인 영역의 일부로서 권원을 지배할 자유를 실현하는”(=
자율적인 의사 실현) 구제수단으로 정당화한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8). 물론 이러한 해석은 Hanoch Dagan의 견해가 출현되기 전에도 이미 주장되었다
(Jules L. Coleman & 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in: Coleman, Coleman.,
Markets Morals and the Law, Cambridge U. P., 1988, pp.28 and seq.).
505) 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 염두에 두는 권리는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아니
라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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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행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실질적 관점이 중시되며, 형식적
관점(금전적 구제인지, 비금전적 구제인지)에서 특정 이행과 손해배상을 구별하는
전통적 견해-그리고 이는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의 전제
가 되기도 한다-는 그 관철 내지 일관성의 정도가 완화된다.506) 그리고 그 귀결로
서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특정 이행이 비금전적 구제를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은 없다. 왜냐하면 금전적 구제에 의해서도 특정 이행이
실현될 가능성-즉 금전적 구제에 의한 특정 이행이라는 발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507)
그리고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바로 특정 이행적인 금전
적 구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피
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에 구하였다.508) 여기에서 Hanoch Dagan이 기존의 논의
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이해가

타당하려면

property

rule로서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가 염두에 둔 금지명령과 Hanoch Dagan이 염두에 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동일한 기능-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을 수행하는 점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Hanoch Dagan은 “이익[취득]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강제적인 이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침해자가-그러한 회복의 산정기준[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전제로 하면-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하게 무익
한 모험으로 보이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저지한다(또는 적어도 저지하기를 갈망한
다)”고 설명한다.509) 물론 “침해행위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자원보유자[권리
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들은 침해자의
기대이익을 0(zero)보다 크게 한다.” 그렇지만 “원고가 입은 손해가 피고가 얻은 이
익보다도 작다고 가정하면 원고가 침해자가 얻은 모든 초과이득을 반환받을 가능성
506) 다만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다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려고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점은 Elkin-Koren & Salzberger,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Unjust Enrichment Law,
p.551을 참조.
507) property rule이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로 자기의 권리를 이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권리자의 자율적
의사(autonomy)를 보호하는 점은 그 후의 학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Claus Ott & Hans-Bernd Schäfer,
The Dichotomy between property rules and Liability Rules: Experiences Frome German Law, 4(1)
Erasmus L. Rev., 2008, p.41., p.43;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103 Northwestern University L. Rev., 2009, p.1828은 “법은 권리자의 선택이 비합리적이고 완전히 터무
니없는 때에도 소유자의 의사결정권한을 존중한다”고 한다).
508) 이러한 이해의 전제에는 기초에 있는 이론적 근거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구체화한다는 해석이 있다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5).
509)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8. [ ] 안은 인용자에 의한다
(이하 동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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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원고에게 회복청구를 제기할 적절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510) 요컨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
은 이득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침해자는 침해행
위가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고 침해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서 시장을 우회하
지 않고 사전에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동기 내지 유인을 가지며, 권리자도
회복을 청구할 동기 내지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침해자의 기대이익은 0(zero)에 가
까워진다는 것이다.511)51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도 침
해자에게 권리자와 교섭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점에
서 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property rule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513)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 금지명령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 금지명령 모
두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 다만 그 방법 내지 수
단이 다를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점에서 금지명령은 사
전적 구제수단인 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사후적인 금전적 구제수단이
다. 그리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금지명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 Hanoch Dagan의 견해에 대한 검토
(1) 개 관

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점
기존의 논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① 부당이득의 방지, ② 손

510)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8. 또한 Huber, Mistaken
Transfers and Profitable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An Economic Analysis, p.71., p.105도 참
조.
511) Hanoch Dagan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에서의 ‘실현(vindication)’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
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가 좌절된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사전적
동기 내지 유인을 가지게 한다”는 측면을 들고 있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9).
512)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구제의 “완전한 집행(enforcement)은
장래의 침해자에게 불법적으로 침해할 동기 내지 유인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권리자(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7). 또한 Christopher
T. Wonnell, Unjust Enrichment and Quasi Contract, in: Gerrit De Geest ed., Contract Law and
nd
Economics, 2 ed., Edward Elgar Pub., 2011, p.454도 참조.
513)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8은 ‘이익[환수]은 원고[권리
자]의 자기 영역의 일부로서 그 권원을 지배하는 원고의 자유를 실현하는 회복의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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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③ 침해행위의 억제, ④ 제재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이해는-Hanoch Dagan의 견해를 기초로 살펴보면-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손해배상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는 이해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Hanoch Dagan은 특정 이행의 본질을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
라고 파악한 후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금지명령과 동일하게 property
rule이란 의미에서의 특정 이행 구제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514)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금전적 구제의
형식을 채용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특정 이행이며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손해’
로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부수되는 문제, 즉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는 이론
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인격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점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로 상술한 견해를 제
시하지만, 이러한 근거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인격재에
대한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손해배상에 의해 원상회복할 수 없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
에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자리매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손해배상에 의해서는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
로, 그 전형적 예는 비대체재(예컨대 부동산515), 명예 ․ 존엄, 신체 등과 같은 인격
재) 등 시장가격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516)517) 반대로 대체재(예컨
514) 요컨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금지명령의 연장선상에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종래의 판례 중에서도 보였지만(예컨대 이익의 청산은 금지명령의 권리에 부수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한 것
으로 Mowry 사건[특허권 침해 사안]을 들 수 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점에 Hanoch Dagan 견
해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15) 영미법상 부동산은 소유자의 동일성(identity)과의 결합이 강하다는 의식이 강하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73).
516)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말을 사용하면 liability rule(손해배상)에 의해서는 원상회복할
수 없는 맥락에서 인정하게 된다. 이 점은 침해당한 권리자의 물건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를
넘는 경우로 수렴하게 되므로, 보통 그러한 물건은 인격과 관련된 물건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property
rule이 소유자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물건(애착재(愛着財))-객관적 가치를 상회하는 주관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법의 실현방법인 점에 대해서는 森田果, “法の実現手法-経済学的考察”, 岩波
講座 現代法の動態2 法の実現手法(長谷部恭男 · 亀本洋 · 大村敦志 · 道垣内弘人 · 荒木尚志 · 佐伯仁志
編), 岩波書店, 平成26年(2014年), 51頁, 특히 62頁도 참조. 또한 애착재(愛着財)에 대해서 소유자의 주관
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점은 행동경제학의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이다.
517) 다만 무엇이 인격재에 해당되는지는 각각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놓여진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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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동산이나 무체물[저작권 ․ 특허권 ․ 상표 ․ 기타 정보] 등과 같은 시장재(市場
財))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518)

3)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점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에 따르면 property rule에 의한
보호는 권원보유자에게 권원의 가격결정권을 부여하고 자기의 조건으로 제3자와 거
래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즉 권리자에게 ‘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러한
보호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인 사전적인 관점(ex ante)에서 본 경우에만 이루
어지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사후적인 관점(ex post)에서 보면 그 보호는 손해배상
에 의한 것-그 배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정된다-에 그친다. 즉 liability rule
에 의한 보호가 property rule에 의한 보호보다 우선된다.519)520)
그리고 이와 같이 경미한 사후적 구제의 상황은 property rule의 사전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① 소유자의 ‘팔 권리’는 무의미하게 되며, ② 소유자는
강제적인 이전을 감수하고, ③ 제3자는 소유자와 교섭할 동기 내지 유인을 잃는다.
것이다(이 점에 대하여 今野正規, “マルセル ․ モース『贈与論』における所有”, インド ․ 南アフリカ財産的
情報研究II(関西大学法学研究所研究叢書第51冊), 関西大学法学研究所, 平成26年(2014年), 21頁, 특히 62頁
참조).
518) 또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 주장되
고 있다(예컨대 Hanoch Dagan, Restitutionary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n Exercise in Private
Law Theory, 1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2000, p.115는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사후적
으로 재구성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19) 경제학 용어에 따르면 권리자(소유자)를 “가격설정자(price maker)에서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대체한
다”는 것이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8).
520) 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있다. 우선 첫째, 불법행위법에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전보배상구제(liability rule)에 의한 보호는 피해자를 완전하게 전보하고 장래의 위
법행위를 억제하기 때문에 property rule로서의 금전적 구제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특히 법과 경제학에 대한 장래의 논의에서 불법행위법의 최적의 억제 기능이 지적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
하면 그러하다(예컨대 Hans-Bernd Schäfer & Frank Müller-Langer, Strict liability versus negligence,
in: Michael Faure ed., Tort Law and economics, Cheltenham, 2009, pp.3 and seq.). 이와 달리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불법행위 이론에 의한 최적의 억제 기능을 달성하는 것은-사고법(事故法)
의 영역에서만 타당하고-불법침해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시장에 기초한 손해에 대한
평가는 일면식이 없는 자들 사이에 사고를 수반하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의 재결을 내리기 때문에 적합할 뿐
이다. 그러한 사고를 초래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피해자
들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으며, 사전의 위험 및 장래의 전보배상의 가능성을 그들(피해자들)과 교섭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에 불법침해 중에도 ‘사고법(事故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불법침해
들은 전형적으로는 선의 또는 사소한 침해행위라고 지적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p.1833-4). 요컨대 liability rule에 의한 보호는 ‘사고법(事故法)’의 경우로 한정되며, 일반적으
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고의에 기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property rule의 사전적 보호
와 사후적 보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둘째, 미국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이러한 문제
는 회피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인정되는 점을 이유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전보배상에 의한 보호로는 충
분하지 못한 점이 남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p.183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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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소유권의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사이의 단절-권리와 구제수단의 불
일치-이 발생하게 된다.521) 이러한 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분석 체계는 property rule = 금지명령과
liability rule = 손해배상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점, 둘째, 전자를 염두에 두는 금
지명령에는 제도 내재적인 문제(예컨대 상대방이 모르면 금지명령은 인정되지 않는
다)가 있는 점, 셋째, 둘째에도 불구하고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
는 사전적 구제만 다루며, property rule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사후적 구제라
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 넷째, liability rule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점522) 등을 들 수 있다.523)
상술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면 Hanoch Dagan의 견해는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에 대한 문제점-property rule의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에서 발생하는 단절-을 property rule로서의 사후적 구제(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를 구상함으로써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24)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영미 구제법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Hanoch Dagan의 견해의 넷째 의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를 초월하
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Hanoch Dagan은 ‘금전적 구제에 의한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이라는 범주를 구상함으로써 영미의 구제법상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틀-즉 손해배상과 특정 이행을 형식론적으로 엄격하게 구별하는 체계의 엄격성 내지 경직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특정 이행인지 여부는 그것이

521)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5.
522)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38은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
는 손해배상을 블랙박스(black box)로 취급한다.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 부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전보배상의 산정기준을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
한다.
523)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38. 또한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도 이러한 단절이 생기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형법의 역할에 의해서 해결되
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Calabresi &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p.1124). 동일한 지적으로 Coleman &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p.57은 “property rule을 존중할 권원이 없는 당사자에게 비용이 이전을 부과하는 비용을 넘
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이 없으면 권원이 없는 당사자는 당연히 (자신들
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 이전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형법은 property rule을 존중하는 것을 유발하기 위
하여 필요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권원이 없는 당사자가 property rule을
liability rule로 대체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서술한다.
524) 그리고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이러한 Hanoch Dagan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을 포함한 다양하고 유연한 구제법의 구축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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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실질)의 차이에 따른다고 해석하는 체계-의 가능성을 제시
한 점에 있다.
다만 Hanoch Dagan에 따르면 금전에 의한 특정 이행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만이 제시되었지만,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 이외에 사후적 구제 수단인 금전적 구제의 가능성도 있음이 그 후
의 학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로 후술하는 property rule로
서의 전보배상(propertized compensation)을 들 수 있다.

(2) Hanoch Dagan 견해의 문제점

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반환 제도에 내재된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
는 관점에서 정당화하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제도에 내재된 문제로 인하
여 그러한 의사의 실현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525)

가. 과잉배상 · 과소배상의 가능성
침해자의 이익은 침해를 입은 권원보유자의 희망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그 가
격에 근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526) 즉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서
는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이러한 이익 및 손해
는 보통 일치하지 않으며, 만약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적인 결과일 뿐이
다),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또 하나의 property rule로서의 금전적 구제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만큼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완전히 유효하게 기능하면(침해행위가 항상 발견되고
완전한 집행(enforcement)이 실현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를 갖는 침
해자는 침해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한도에서 property rule의 목적은 실현된다.527) 그러나 실제로 침해자
가 항상 그러한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침해행위가 항상 발견된다고
할 수 없다(예컨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항상 그러한 점이 지적된다528)).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525)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p.1845 and seq.
526)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5.
527)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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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항상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이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을 항상 구현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
단은 일정한 유보가 필요하다.

나.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점
환수해야 할 ‘이익’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 비용이 많아진다
는 비판이다.529) 구체적으로는 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권원보
유자는 침해자의 이익을 특정하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증거는 침해자
의 사적인 정보에 의존하지만, 그것을 수집하고 증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점530), 또한 ② 권원보유자는 침해자의 이익과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점531)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의 요건론이나 효과론을 보완해서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2) 자율적인 의사 실현의 경우에 보다 바람직한 다른 금전적 구제-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

가.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청구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에는 이론적인 문제-즉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의 단절-가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이와 달리 Hanoch
Dagan의 견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해 그 단절을 회피하고 사후적 보
호 단계를 사전적 보호 단계까지 높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그 제도에 내재된 문제를 고려하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약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견해를 보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를 재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다른 (보다 바람직한) 금전적 구제를 구상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 Gildeon Parchomovsky와 Alex Stein은 ‘대성당의 재수복
528) 예컨대 Sirko Harder, Gain-Based Relief for Invasion of Privacy, 1 Victoria Law School Journal, 2011,
p.63; Rotherham, Deterrence as a Justification for Awarding Accounts of Profits, p.537.
529)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5.
530)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275.
531) Dagan, The Law and Ethics of Restitution, p.275.

- 129 -

(retrofitting the cathedral)’이라는 표제 하에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Gildeon Parchomovsky와 Alex Stein은 property rule로서의 금전적 구제인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대신에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propertized
compensation)’ 개념을 제안한다.532)
이 구제수단은 ‘침해행위 이전에 교섭하였다면 권원보유자가 제3자에게 요구한
희망가격(asking price)을 사후의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채용하는 방
법’이다. 예컨대 시장가격이 1,000달러이지만, 권리자 자신의 희망가격이 2,000달러
인 물건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통의 liability rule에서는 1,000달러
의 손해배상으로 제한되지만,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에서는 2,000달러의 손
해배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관점에
서 보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사후적인 보호(금전적
구제)를 사전적인 보호 수준과 동일한 정도까지 높일 수 있으며, 가격형성권자
(price maker)로서의 권리자의 입장을 부활시키고, 임의의 교환에서 사전에 받아들
이는 데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회복할 자격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533) 요
컨대 이 법리는 권리자의 팔 권리를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금전적 구제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534)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6., pp.1839-1845. 또한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불법침해(trespass)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의
논의는 “권리와 구제수단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널리 응용할 수 있다고 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62).
533)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6. 그러므로 이러한 구제수단은 징벌적 손해배
상이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보다도 뛰어나다고 지적한다.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property rule로서의 사후적인 구제 중 하나로서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34) 또한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전보배상은 상술한 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 吉田邦彦의 일련의 연구(吉田邦彦, “居住福祉法学と福島原発被災者事故(上)-特に自主避難者の居住
福祉に焦点を当てて”, 判例時報 2239号, 判例時報社, 平成27年(2015年), 3頁, 吉田邦彦, “居住福祉法学と福
島原発被災者事故(下)-特に自主避難者の居住福祉に焦点を当てて”, 判例時報 2240号, 判例時報社, 平成27年
(2015年), 7頁, 吉田邦彦, “区域外避難者の転居に即した損害論 ․ 管見-札幌『自主避難者』の苦悩とそれへ
の対策”, 環境と公害 45卷 2号, 岩波書店, 平成27年(2015年), 62頁(특히 64頁), 吉田邦彦, “東日本大震災 ․
福島原発事故と自主避難者の賠償問題 ․ 居住福祉課題 (上)”, 法と民主主義 509号, 日本民主法律家協会, 平
成28年(2016年), 33頁, 吉田邦彦, “東日本大震災 ․ 福島原発事故と自主避難者の賠償問題 ․ 居住福祉課題
(下)”, 法と民主主義 510号, 日本民主法律家協会, 平成28年(2016年), 44頁(특히 45頁 이하), 吉田邦彦, “福
島原発事故の自主避難者問題が示す日中環境法学問題-福島 ․ 武漢(漢正衛) ․ 沖縄を繋ぐもの”, 龍谷法学 49
卷 4号, 龍谷大学法学会, 平成29年(2017年), 453頁(특히 469頁 이하))이 주장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자주 피난자의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으로 ‘이사(転居)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요컨대
권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입각한 형태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때에 시장 이외의 손해배
상의 산정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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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과 그 개선책

(가) 문제점
이와 같이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이전에 받아들였을 금액과 동일하며, 피
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반환보다도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제수단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사
후적인 구제수단인 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사전에 교섭하였다면 침해행위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데에 동의하였을 가격을 권리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실제 소
송에서는 그러한 증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찰 가능
하지도 않은 사적인 정보에 근거 지어지기 때문이다. 사후에 소유자에게 얼마를 청
구하였을지를 묻는 것은 정직한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사후
시점에서 소유자는 그 희망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부르는 강한 동기 내지 유인을 가
지기 때문이다.535)”
요컨대 사후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에서 사전에 교섭하였다면 요구하였을 가격이라
는 가정을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나) 개선책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자리매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Gildeon Parchomovsky와 Alex Stein은 증명책임의
전환 법리를 이용하는 방법536) 외에 다음과 같은 추정 법리에 의한 해결을 주장한
다. 즉 임대차나 매매를 위하여 권리자(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 이전에 설
정한 가격에서 요구가격(asking price)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 평가는
법원에서 권리자의 증언(testimony)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상술
한 경우에 제시된 평가가격은 현실 또는 숙려된 거래의 맥락에서 결정되었기 때문
이다. 물론 권리자는 일반적 가능성으로 장래의 불법침해를 예견할 수 있으며, 전략
적으로 장래에 자기의 재산을 불법침해하는 자로부터 높은 전보배상을 얻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많은 임대료나 매매가격을 설정하
535)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1.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소
유자의 희망가격(asking price)은 사적으로 확증될 수 없는(nonverifiable) 정보이다. 사실심리시에 불법침
해를 일으킨 후 소유자의 희망가격에 관한 충분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소유자
의 증언은 신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자기의 전보배상액을 올리기 위하여 진정한 가격을 숨기는
본질적인 동기 내지 유인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5).
536)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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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측된 불
법침해가 현실화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그동안에 권리자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가격은 현실 세계의 더 나은 거래를 억제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자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537) 이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
침해자는 소유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전 가격을 과다하게 진술하였다는 증거의 우월
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538)
그리하여 Gildeon Parchomovsky와 Alex Stein에 따르면 property rule로서의 전
보배상은 권리자가 침해행위 이전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게 되
며539),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그러한 증명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불완전하기는 하지만-차선의(second
best)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540)541)

(3) 정 리
Hanoch Dagan의 견해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특정 이행으로 파악하는
발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논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관점

537)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1.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이
점을 신호 효과(signaling point)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즉 사전에 요구한 가격은 ‘비용이 드는 신호
(signal)(costly signaling)’-환언하면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를 상정하여 사전에 요구하는 가
격을 높게 설정하면 사전의 경우에 교섭 불성립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할
동기 내지 유인이 없다-이므로 신뢰할 수 있지만, 사후에 부르는 가격은 ‘저렴한 이야기(cheap talk)’-위
증죄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에 대한 증명은 어렵기 때문에 거의 cost free이다-가 되므로, 신뢰할 수 없다
고 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1).
538)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6. 침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설득력이 있는 경
우에 법원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전보배상액을 결정한다.
539)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44.
540)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8. 이와 같이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불법침해(trespass)의 맥락에서 property rule로서의 금전적 구제-구체적으로는 ① property rule
화된 전보배상과 ②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를 주장하지만, liability rule-시장가치의 전보배상-를 완
전하게 부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가) 긴급피난적인 상황에서의 불법침해와 (나) 침해자가 선의
인 경우(불법침해에 대해서 발견하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없으며, 그러므로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에서 합
리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property rule로서의 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liability rule에
의한다고 한다(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8).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들에
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의 거래가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해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시장가격 이하인 경우나 침해자의 이익이 시장가격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들을 증명하는
비용이 시장가격을 증명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liability rule을 선택할 수 있다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39).
541)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경우에 property rule로서의 금전적 구제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정당화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ideon Parchomovsky & Alex Stein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징벌적 손
해배상이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이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보다 열후하다고 한다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p.1859 and seq.). 즉-첫째, 사후적 관점에서 본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점이
다. 둘째, 사전적 관점에서 본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체계적으로 불법침해를 과소하게 억제한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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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물론 에쿼티상의 구제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하는가라는 문제는 있지만
- 향후 우리나라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일응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42) 다만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property rule로서의 전보배상이 피해자의 자
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사후적인 금전적 구제로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Hanoch Dagan이 수행한 연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Gildeon Parchomovsky와 Alex Stein의 견
해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견해는 Hanoch Dagan가 수행한 연구가 존재함
으로써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학문적인 독창성은 Hanoch
Dagan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피해자의 자율적
인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은 요건론 및 효과론에 있다. 그러나 종래
에 이러한 논의들은 이론적 근거에 일관하여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론
적 근거와 요건 및 효과를 접목함으로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하여 피해
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실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소 결
1. 이 절(제3절)에서는 우선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인정된 맥
락에서 사용되어 온 이론적 근거를 채택하고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기존에 제시된 견해 중 ① 부당이득
의 방지에 구하는 견해, ② 소유권 개념에 구하는 견해, ③ 제재에 구하는 견해는
많은 이론적인 문제가 존재하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종래 제시된 견해 중 ④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로 이해하는 견해와 ⑤ 위법한 행위의 억제에 구하는 견해는 이론적인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는 타인의 인격권을

542) 이러한 Hanoch Dagan의 사고방식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그 합의는
피해자의 완전성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독일민법전의 입장(BGB 제249조)을 방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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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침해하여 얻은 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인격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의 대표적 예인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환수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렇지만 지금까지의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었다.
첫째,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은 일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유형화 내지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타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얻은 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
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환수에 대한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상술한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근거와 다른 별도의 새로
운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전술한 바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과 이와 관
련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이용으
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환수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Hanoch Dagan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Hanoch Dagan은 property rule
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즉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밝힘으로써 특정 이행과
손해배상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구별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엄격성 내지
경직성을 완화하여 금전적 구제에 의한 특정 이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였으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에쿼티 계열의 특정 이행-다만 여기에서의
특정 이행은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property rule로서의 의미
를 가진다-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543) 만
약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제3의 이론적 근거’로
-기존에 제시된 두 가지 근거에 더하여-‘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43)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에 대한 Hanoch Dagan의 견해는 그 후 학설에서도 (아직 소수이지만)
지지하는 견해가 보인다. 그 예로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p.1845 and seq.
외에 James W. Hill, Trade Secrets, Unjust Enrichment, and the Classification of Obligation, 4 Va. J.
L. & Tech., 1999, p.2 등을 들 수 있다.

- 134 -

제4절 결 어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1), 영미법상
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법리의 방향성을 규명한다(→ 2). 그 다음으로 우리
나라 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3), 타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얻
은 이득의 반환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예인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환수를 인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 제시
의 실마리를 제공한 Hanoch Dagan의 견해에 대한 고찰의 결과를 정리한 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수행될 연구의 가교로 남겨진 문제를 제시한다(→ 5).

1.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의 정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법상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 ④ 프라이
버시에 대한 침해(다만 일반론), ⑤ 신인의무 위반, ⑥ 계약 위반의 경우에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① 유체물에 대한 침해의
맥락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미국에서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 중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둘째,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때에 그 인정 근거로 (i)
부당이득의 방지,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
어서는 안된다는 일반 원리, (iv) 억제론(나아가 영국법은 (v) 이득의 부당성, (vi)
제재론, (vii) 소유권에 대한 침해도 그 근거로 제시한다)을 들고 있다. 다만 구체
적인 맥락에 따라 제시되는 근거는 다르다.
셋째, 앞(둘째)에서 제시된 근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면 애초에 근거
로 삼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들도 많으며(구체적으로는 (i) (iii) (v) (vi) (vii)), 근
거로 제시할 수 있더라도 그 근거가 일부 유형에만 제한되는(구체적으로는 (ii)
(iv)) 등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유
형을 일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연구보고서
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에서 고려
되고 있는 것과 달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원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는 중간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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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근거의 다원(유형)화
전술한 중간적인 결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 순서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장의 고
찰을 통하여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는 [α] 위법행위의 억제라
는 견해와 [β]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대체로 파악하는 견해 등 두 가지 견해로 수렴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두 가지 근거들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이 문제되는 모든 사안을 단독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해의 맥락에서만 제한되는 것이었다(양자는 적용영역을 달리
한다). 이를 기초로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근거에 입각한 형태로
-유형화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이해가 일응의 타당성이라
도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유형을 잠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의 유형은 [α]의 근거를 통하여 상정되는 ‘법정책형 이익 환수’이다(이하에서
는 ‘[α] 법정책형’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하
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보다는 침해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법정책을 중시하며,
그 결과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다.544) 이에 대한 전형적 예
로 신인의무 위반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본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를 묻지 않고 신인의무자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
은 불가피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재량과 동시에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인관계
에는 딜레마가 수반된다. 이러한 딜레마를 회피하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남용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법정책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
되는 것이다. 다만 침해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항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득 반환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인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근거
는 주로 사전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이득’이라는 사후적인
문제를 정당화 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는 [β]의 근거를 통하여 상정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대체형 이익 환수’이다
(이하에서는 ‘[β] 손해 대체형’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침해된 권리의 특수성 때문
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침해자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손
544) 이에 대하여 Peter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32 Sydney L. Rev.,
2010, p.389., p.394 참조(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이 되더라도 침해행위의 예방이라는 관점을 중시한
다고 한다).

- 136 -

해와 일정한 관계성(인과관계)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피해자
의 손해로 추정함으로써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다(예컨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일부[경합재의 경우], 계약 위반의 경우 중 일부 등). 여
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득’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정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침해자가 얻은 이득과 권리자가 입은 손실은 반드시 일치한
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 판례는 이익의 분배로 조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적용범위도 피해자의 손해와 가해자의 이익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
한되고,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되기 어려울 것이다(예컨대 지
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도 비경합재(非競合財)인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맥락에서 [β] 손해 대체형에 의한 정당화가 어려
운 경우에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인정하려는 논의도 존재한다(예컨대
Rogerd D. Blair & Thomas F. Cotter 등).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자들이 볼 때에
는 [β] 손해 대체형이 아니라 [α] 법정책형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
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α]
법정책형 이익 환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α] 법정책형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등한시하더라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
환을 인정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다(신인의무 위반은 이러한 필요성
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α] 법정책형의 이익 환수
가 인정되려면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와 필적하는 이유가 존재
할 것이 요구되며, 그때에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정보의 소유와 이용
간의 최적의 균형-과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검토를 하지 않고 [β] 손해 대체형의
범위를 초과한 [α] 법정책형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미법상
의 판례가 이 점-지식재산권의 제도 목적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을 충분하게 의식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판례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45)).

545) 다만 최근 미국의 학설 중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견해
도 보인다. 예컨대 Rogerd D. Blair & Thomas F. Cotter,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and Legal
Dimensions of Rights and Remedies, Cambridge U. P., 200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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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서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와의 관계
나아가 전술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다원(유형)화 가능성에 대
한 중간적인 결론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향후 우리나라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의 발전적 전개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오로지 제재 ․
억제(이 연구보고서의 [α] 법정책형에 상응한다)에 구하여지고 있으며(제2장 참
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다원적으로 파악하려는 해석론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상술한 [β] 손해 대체형의 이익 환수가 특별법(예컨대 특허
법 제128조 제4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신탁법 제43조 제3항 등)에서 인정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α] 법정책형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상
황에 기인한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로서 소극적으로 취급될 뿐이며,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의 독자적인 하나의 기능으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α] 법정책형 이익 환수는 아직 정면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
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영미법을 보면 명백한 바와 같이 [α] 법정책형으로 인정해
야 할 신탁에서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조차
우리나라에서는 [β] 손해 대체형으로 규율되어 있고, 그 결과로서 [α] 법정책형 이
익 환수가 인정되는 기반이 아직까지도 확립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46)

4.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제3의 이론적 근거 제시 가능성
(1)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이루어진 고찰의 직접적인 목적, 즉 타인의 명예, 인체
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
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로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장의
고찰을 통하여 도출한 2개의 이론적 근거만으로는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α] 법정책형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해서 침해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보다 효율

546) 이와 관련하여 서종희, 전게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135면 이하 참조. 또한 道垣内弘人, 信託法, 有斐閣, 2017, 247頁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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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이에 대하여 신탁에서 수탁자의 충실
의무 위반의 맥락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반면, 타인의 명예나 의사 등에 의
한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의 맥락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
면 인격재 중 인체유래물의 무단이용 사안에서 의사 등에 의한 무단이용을 인정함
에 따라 사회적으로 초래되는 효율적인 의학에 대한 연구의 촉진이라는 점과 비교
할 때 의사 등에 의한 인체유래물의 무단이용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하
여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β] 손해 대체형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근거는 타인의 명예나 환자의 인체유래물 등 타인의 인격재를 무단으로 이용당
한 자 등이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으로 이를
이용한 자가 얻은 이익으로부터 타인 등의 손해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
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해 복멸될 가
능성이 있다. 특히 인격재 중 인체유래물의 무단이용 사안에서 환자는 보통 인체유
래물의 상품화를 의도하지 않으며, 연구자와 경합관계에 서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등이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환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근거 역시 타인의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득
반환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α] 법정책형 및 [β] 손해 대체형의 정당화는 모두 타인의 명예, 인체유
래물 등 인격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의 이익 환수를 설명할 수 있는 틀도 아니
다.
(2) 결국 전술한 바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명예나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제시된 이론적 근거에 의
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에 대한 침해와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권리의 취약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근거에
의한 정당성 부여가 지향되어 왔지만, 이 연구보고서가 제1장 서론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이러한 설명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새로운 근거(유형)를 제시
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Hanoch Dagan
이 주장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론을 살펴보았다. 그는 기존의 논의와
는 전혀 다른 관점-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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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로 기존의 논의
와 같이 손해배상의 연장선상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property rule의 의미에서의 특정 이행 구제-그 실질적 관점인 피해자
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손해배상이라는 한도 내에서
부수해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한다”는 문제를 슬기롭게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상술한 근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인격재에 대
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즉 Hanoch Dagan은 모든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통의 손해배상에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지 않
은 경우에만 이익 환수를 인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명예나 인체유래물 등과 같
은 인격재에 대한 침해의 경우-한번 침해되면 손해배상에 의해서는 원상회복이 어
려운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된다. 그 결과로서 그 이외의 경우
(손해배상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손해배상(liability
rule)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인정
되지 않는다. 또한 인격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인정한다고 하
더라도 양도가능성을 인정함을 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Hanoch Dagan의 견해는 손해배상과 특정 이행을 형식론적으로 구별하는
전통적 견해의 엄격성 내지 경직성의 정도를 완화하여 금전적 구제에 의한 특정 이
행이라는 범주를 확립하고 그 후 학설에서 특정 이행적인 의미로서의 손해배상으로
property rule화된 전보배상이라는 개념을 구상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도 제공하였다. 다만 이러한 구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보다도 피
해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Hanoch Dagan의 견해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부분-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특정적 이행구제인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
로운’ 것으로 보인다.

5. 다음 장으로의 가교
(1) 이 연구보고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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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근거를 다원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특히 후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와 인격권에 대한 침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
은 이익 환수의 근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제시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α] 법정책형과 [β] 손해 대체형-를 밝힌 후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
은 이익 환수에도 이 근거들로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보이지 않는 제3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최근 미국의 원상회복법의 유력 학설
인 Hanoch Dagan의 견해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제3
의 근거로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 실현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유형으로-제1 및 제2 유형에 이어지는 것으로-[γ]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실현형 이익 환수(이하에서는 [γ] ‘자율적 의사실현형’이라고 한다)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술한 영미법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살펴보면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문제의식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다원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은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되는 점을 일정 정도 논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다. 즉 영미법상으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기능이 일원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다원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α] 법정책형, [β]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형, [γ] 자율적 의사실현형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르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
라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일면적인 점에 머물러 있
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틀을 전제로 하면 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와 ②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다른 근거에 의하여 설
명되어야 하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즉 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β]형에 그치
며,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인정해야 하
는 경우에는 [α]형으로 근거 지어진다(다만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지는 정보의 소유
와 이용 간에 최적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관
련하여 이익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유형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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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γ]형으로 근거지어지므로, 예상치 못한 이득 문제는 정당화되거나 회피
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인정하는 때에 주장되고 있었던 우려 중 하나로 제기된 상품화 문제도 발생하지 않
는다.
(2) 결국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
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영미법상 새로운 견해에 의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타인의 인격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자가 이익 환수의 책임을 지는가? 또한 어느 범위에서 환수
책임을 지는가?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와 요건 및 효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상술한 논의를 통해서도 여
전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남
겨진 문제가 된다.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에서는 [α]형
과 [β]형이 인식되었지만, 그 밖에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근거도 혼합되어
제시됨으로써 아직 이론적 근거가 정교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γ]형은 애당초
인식되지 않아서 이론적 근거와 요건 및 효과가 일관 내지 연동해서 설명되는 단계
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전술한 연구결과를 기초
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시
된 세 가지 유형의 관점에서 인격재의 무단이용을 포함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 일반의 요건 및 효과의 재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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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및 효과론

제1절 서 설
기존의 영미법상 판례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충분하게
보완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결과 이들 판례는 몇 가지 근거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
우도 있으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론은 이론적 근거와 일
관해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고찰은 현재까지도 충분하게 이
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연구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의 이론적 근거로 기존에 주장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론적 근거로 일정한 범
위에서 설득력이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 후에 그러한 근거들에 따라
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
적으로는 [α] 법정책형, [β] 손해 대체형, [γ] 자율적 의사실현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유형들마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547)
이하에서는 우선 영미법상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를 정
리하는데, 그 소재 내지 단서는 영미법상의 논의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
로 영미법상의 요건론 및 효과론의 재구성 작업을 시도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
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요건론 및 효과론을 구축함에 있어서 시사점
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살펴본 이론적
근거와 일관 내지 연동하여 요건론 및 효과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주안점
으로 삼는다.

547)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의 고찰은 영미법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본장에서
수행되는 요건 및 효과론의 재구성은 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론에 불과하며, 이 문제의 모든 영
역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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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I. 서 언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일반론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론(異論)
이 없지만,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이러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태
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첫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
(고의나 악의)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주관적 요건), 둘째, 어떠한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가(객관적 요
건), 셋째, 침해행위와 침해자가 얻은 이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이 필
요한가(인과관계 요건)에 대해서 판례의 이해는 나누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영미법상 기존의 논의를 개관한 후에 이 연
구보고서의 입장에서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영미법상의 논의에 기초한 요건
1. 주관적 요건
(1) 원 칙
영미의 다수의 판례 및 제정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대부분
의 영역에서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나 악의를 요구한다. 예컨대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548)은 침해자의 악의성을 요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법에서는 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1977년 특
허법 제62조 제1항[특허권 침해] 등. 다만 저작권 침해를 제외한다), ② 기밀정보
에 대한 침해(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 및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건. 또한 Seager v. Copydex
Ltd.(No.2) 사건549)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
548) Palmer, Law of Restitution, p.163.
549) [1969] RPC 250. 이 사건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X는 Y 회사의 사용인에게 신형 카펫 그립
(carpet grip)(v자형 돌기물 및 강한 포인트(point)를 가진)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후 Y 회사
는 독자적인 카펫 그립(carpet grip)을 개발하였다. 그것은 여전히 v자형 돌기물 및 강한 포인트(point)를
가졌다. Y 회사는 그들의 그립(grip)을 개발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는 때에 X에 대한 기밀유지의무를 위반
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했다(Ｙ 회사는 무의식적으로 기밀로 그들에게 주어진 아이디어를 사용하였다). X는
Y 회사에 대해서 기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이익의 청산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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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지만550), 친구가 선의의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이었다), ③ 계약 위반
(A-G v. Blake 사건)의 영역에서, 또한 미국법에서는 ① 유체물에 대한 침해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와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상표권 침
해. 저작권 침해를 제외한다)의 영역에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학
설상으로도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중시하는 견해가 보인다.551)
상술한 점을 기초로 살펴보면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고의나 악의)을 중요한 고려인자로 삼고 있는 점, 반대
로 말하면 침해자가 선의(나 무과실)인 점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부정하
는 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552) 그 이유는 이익의 청산이
에쿼티상의 구제인 점-법원의 재량이 너무 크며,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에 영향을
받기 쉽다-이 크게 작용하지만, 그 외에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
거를 억제로 해석하는 견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선의 무과실의 침해자는 그
시장을 우회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점이나 그들은 타인의 소유권의 완전성
(integrity)을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 수 있다.553) 다만 상술한 모든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가 억제에 구하여지는 것은 아니다(예컨
대 영국법의 ①의 영역 등은 부당이득의 방지가 그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며, 억제
론은 주장되고 있지 않지만, 악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론적 근거와 요
건론이 논리일관하여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예 외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다수의 판례 및 제정법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영역도 있
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②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침해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즉 ①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보면, 예컨대 Redwood
Music Ltd. v. Chappell & Co Ltd. 사건554)이나 Sheldon v. Metro-Goldwyn
Pictures Corp. 사건555)은 모두 저작권을 선의로 침해한 점을 이유로 하는 이익 환
수를 긍정하였다. 또한 ②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보면, 예
컨대 Boardman v. Phipps 사건556)은 피고가 신인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
550) Jones, Benefits Obtained in Breach of Another’s Confidence, p.486.
551)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rev ed.), pp.326 and seq. 이 점에 대하여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p.395도 참조.
552) Palmer, Law of Restitution, p.163.
553) Parchomovsky & Stein, Reconceptualizing Trespass, p.1823., p.1858.
554) [1982] RPC 109.
555) Sheldon v. Metro-Goldwyn Pictures Corp., 81 F.2d 49 (2d Cir. 1936).
556) [1964] 1 WLR 993(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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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였다(미국에서도 동일 취지라고 한
다557)).
이와 같이 ① 및 ②의 경우에 판례 및 제정법은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고려인자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의 이유로 ①과 같이 사업 경쟁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의 유형은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558) 즉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대체 수단으로 가해자가 얻
은 이득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요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559) 또한 ②에
대해서는 위반된 신인의무의 성질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제시되고 있다.560)
다만 이러한 선의의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판례
및 제정법의 입장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특히 억제로 해석하는 견해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첫째, 선의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인정하는 판례 및 제정
법의 입장에 대하여 선의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① 저작물의
적법하고 유익한 사용의 과잉 억제를 초래하는 점, 그리고 ② 권원의 조달비용 증
가에 수반되는 저작물로 인하여 시장수요의 감소를 초래하는 점이 지적되었다(특히
미국법에서 이러한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561)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선의의 침해자에게도 적용된다
고 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부수되는 증거 문제-예컨대 환수해야 할 이
익을 산정하는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증명이나 저작물 이외의 요소에
기인하는 이익에 대한 증명-는 침해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침해자가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침해자는 선의라도 총이익의 지급명령을 받거나 모든 이익을 환수
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에 직면하면 잠재적인 이용자는 저작물에 대한
숙고에 기초한 사용을 완전하게 우회하거나 보류하게 되므로 저작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리고 수요의 감소는 일반적인 저작물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공적 소비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작품수를 줄이게 되어 저작권법의 존재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57) Production Machine Co. v. Howe, 327 Mass. 372, 99 N.E.2d 32(1951).
558) Palmer, Law of Restitution, p.165.
559) 다만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맥락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고려요소로 되어 있
다. 이러한 점들과 저작권의 경우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은 어렵다고 한다(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p.386).
560) Palmer, Law of Restitution, p.165. 또한 신탁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제도를 지키는 수단으로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정당화하는 Jackman, Restitution for Wrongs, p.302., p.318은 신인의무자의 주관
적 태양은 법원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 2차적인 고려요소일 뿐이라고 한다.
561)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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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②에 대해서는 선의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가 선의의
침해자에게도 적용되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하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양수하고
싶은 자는 양도인의 권원에 대한 주의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등기
제도와 같이 공시력뿐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
면 이러한 조사는 곤란하며,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부수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저작물의 수요 감소, 시장가격의 하락, 저작물을 창작하
는 금전적 동기 내지 유인의 감소, 공중이 접근하는 작품수의 감소를 초래하며, 최
종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562) 상술한 점들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학설에 의해 개혁의 필요성이 주
장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보고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비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β] 손해대체형의 범위를 넘어서-[α] 법정책형으로 정
당화하려는 경우에 타당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β]형의 범위라면 이러
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선의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잉억제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563) 그 이유로 그러한 엄격한 법리는
신인의무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기회를 모색하
는 것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 연구보고서의 입장에
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개혁의 방식은 주관적 요건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식 외에도 효과론 단계(예컨대 후술하는 수당의 부여)에서 실시하는 방
식도 있으므로(또는 양자를 조합시키는 방식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3) 정 리
상술한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 정리하면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주관적 요건은 후술하는 [표4]와 같다. 결론적으로 주관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만, 예외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유형도 있음을 알 수 있다(예컨대 저작권
침해, 신인의무 위반).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이론적 근거와 일관하여 정립 내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62)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31.
563) 예컨대 Langbein, Questioning the Trust Law Duty of Loyalty: Sole Interest or Best Interest?, 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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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주관적 요건
피침해법익
유체물
지식재산권
기밀정보
인격재
신인(信認)관계
계약관계

영국법
고의 ․ 악의를 요구하는
유형과 요구하지 않는 유형
혼재
고의 ․ 악의를 요구
?
고의 ․ 악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의 ․ 악의를 요구

미국법
고의 ․ 악의를 요구
고의 ․ 악의를 요구하는
유형과 요구하지 않는 유형
혼재
?
고의 ․ 악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2. 객관적 요건
(1) 일반적인 기준
지금까지 영미법상 판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어떠한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지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564) 그리고 영미법은-이론적 근거가 한결같지 않은 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즉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설은 그동안 실무에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
해서 보다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지만(예컨대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로 제한하려는 견해 등이 있다), 그 전제가 되는 이론적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설상의 이러한 작업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학설의 상황과 달리 최근 영국의 판례인 A-G v. Blake 사건 판결은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점에
서 주목받고 있다. 즉 이 판결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만 인정되는 구제라고 자리매김하였다.565) 나아가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
564) 전통적으로는 이익의 청산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금지명령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존한다고 해석되고 있었
다. 그리하여 금지명령이 이미 늦었음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청산도 이용할 수 없었다(이 점
에 대해서는 예컨대 Fiona Patfield, The Remedy of Account of Profits in 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7 UNSWLJ, 1984, p.189., p.192를 참조).
rd
565) 이 점에 대해서는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70;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152 and seq.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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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준으로 이 판결은 ① 전보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과 ② 원고가 피고의 이익
을 얻는 활동을 저지하는 때에 정당한 이익이 존재할 것(A-G v. Blake 사건에서는
공익이 그에 해당된다)을 들었다. 이들 중 ①은 에쿼티상의 구제는 커먼 로상의 구
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에쿼티
의 커먼 로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학설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명료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566),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①인 “전보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의 의미가 한가지 의미로만 정의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이다. 예컨대 A-G v. Blake 사건 판결은 비밀첩보활동에 관
한 정보 공개가 시장가치가 없는 점을 전보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의 근거로 보
았다.567) 그러나 이러한 불충분성에 대한 해석은 그 후의 판례568)에서 채용된 해석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손실을 입은 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충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69) 그러므
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용이 일정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①의 “전보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해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명료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②의 정당한 이익의 존재와 ①의 “전보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의 관계
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이다. 예컨대 ②의 하나의 경우로 ①이 상정되어 있으
며, 그 밖의 경우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기준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
지만, A-G v. Blake 사건 판결에서 이 점이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한 판례는 고의적 내지 의도적인 계약
위반 사안이었지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들이 상술한 ‘예외적인 상황’의 충족에 있어
서 필요조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영국법(및 미국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책
임이 어떠한 기준에서 인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일관되고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향후
영미의 판례(및 학설)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570)
566) 예컨대 Ralph Cunnington, The Measure and Availability of Gain-based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Dakhongir Saidov & Ralph Cunnington eds., Contract Dagame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art Publishing, 2008, p.207., p.235.
567) Okeoghene Odudu & Graham Virgo, Inadequacy of Compensatory Damages, 17 R.L.R., 2009, p.112.,
p.118.
568) Devenish Nutrition Ltd. v. Sanofit-Aventis SA, [2008] EWCA Civ 1086
569) Odudu & Virgo, Inadequacy of Compensatory Damages, p.118.
570)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한 것으로 Barnett, Accounting for Profit for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Practice, pp.186 and seq.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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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기준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개별적인 맥락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기초로 살펴보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권리의 취약성’이라는 기준이다. 예컨대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주장되고 있었다.571) 즉 신인관계는 신인의무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기 때문
에 남용되기 쉽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기준은 유체물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또한 부동산에 대한 침해인 Edwards v. Lee’s Administrators 사건에서 인
정된 것은 지하의 토지를 침해한다고 하는, 즉 피해자가 침해행위를 인식할 수 없
는 특수한 사안이므로, 전술한 해석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준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
에 대한 침해나 계약 위반의 경우에 피해자는 손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배상액 산정 대신에 이용되어 왔다.
셋째, ‘원상회복의 어려움’이라는 기준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인격재에 대한 침해
의 경우에는 한번 침해되면 손해배상에 의해서는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원상회복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되는 권리 ․ 이익 ․ 관계의 성질이 한결같지 않은 점을 기초로 살
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기준도-이론적 근거를
다원적으로 파악한 것과 유사하게-다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일관된’ 설명이라는 영미법이 지향하는 방향성과는 모순될 수 있지
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를 다원적으로 이해하면 ‘예견가능성’이 있는 설명이라
는 방향성 전개에는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인과관계
마지막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
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이 필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문제는 인
과관계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실적 인과관계 문제와 소원성(疎
遠性) 문제로 세분된다. 이하에서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소원성 문제에 대하여 순서
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571) James Edelman, Gain-Based Damages and Compensation, in: Andrew Burrows & Alan Rodger eds.,
Mapping The Law: Essays in Memory of Peter Birks, Oxford U. P., 2006, p.141., pp.149-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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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적 인과관계

1) 개 설
우선 사실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다.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피
해자(권리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득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
야 한다.572) 예컨대 영국의 어떤 판례는 침해행위와 침해행위의 결과로 취득된 이
익 사이에 ‘일정한 합리적인 관계(reasonable 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573)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사실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었다. 즉 침해자는
자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574)575)

2) 원칙적인 판단기준
구체적으로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판단된
다.576) 즉 첫째, 침해자가 대체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이다.577)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는 상품을 제
조할 수 없었던 경우)에 발생한 이익은 침해행위에 기인하게 되어서 침해행위와 이
득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예컨대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 등).578) 이와 달리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579)에는 반
드시 그 이익이 침해행위에만 기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적 인과관계는 부정
된다.580) 이용 가능한 대체수단인 점을 증명할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예컨대
nd

rd

572)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5;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25.
573) CMS Dolphin Ltd v. Simonet, [1979] AC 374 (Lawrence Collins J).
574) Farnsworth, Your Loss or My Gain? The Dilemma of the Disgorgement Principle in Breach of
Contract, p.1343. Murad v. Al-Saraj, [2005] EWCA Civ 959 para 62 (Arden LJ).
575) 또한 종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서 인과관계 문제는 반드시 충분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아니다. 예
컨대 Georeg B. Klippert, Unjust Enrichment, Butterworths, 1983, p.228(“원상회복법상 인과관계에 대하
여 거의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소원성 측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으로 계약
법 및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어 왔다”고 한다) 외에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rev ed.), p.380; Wan Wai Yee, Restitution for Wrongs, [1998]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1998, p.312; 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pp.327-328도 동일한 취지.
576) 이하에 대해서는 Patfield, The Modern Remedy of Account, p.1., pp.19 and seq.를 참조(기밀유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
nd
577)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5; Farnsworth, Your Loss or My Gain?
The Dilemma of the Disgorgement Principle in Breach of Contract, p.1343.
578) 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759.
57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로 침해자가 피해자이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Gurry, Breach of Confidence, pp.424-425).
rd
580)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25는 위법행위자가 위법행위와 관계없이 그 이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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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은 침해자가 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였을 것임을 증명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자리매김 된다).581)
둘째, 침해자와 거래행위에 착수한 제3자가 침해행위가 없어도 침해자와 거래하
였는지 여부라는 점이다.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제3자와 거래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이익은 침해행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적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예
컨대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레스토랑의
명칭과 유사한 레스토랑의 명칭을 사용함(사칭 통용)으로써 이득을 얻은 사안이었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익의 청산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고객이 피고의 레스
토랑을 원고의 레스토랑과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침해행위(사칭 통용)가 없었다
면 제3자(고객)는 피고의 레스토랑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예외적인 판단기준
전술한 사실적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
는 대부분의 경우에 타당하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일부 유형
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582) 구체적 예로는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판례는 신인의무 위
반과 이익의 취득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신인의무자에게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인의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다.583) 예컨대 Murad v. Al-Saraj 사건584)에서 항소원의 다수의견(Arden 판사 및
Jonathan 판사)은 이익 청산의 사실적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손실을

면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적 구제의 정당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581)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110；
nd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5 참조.
nd
582)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6는 “원고가 피고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
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기준이 더욱더 관대하게 해석된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한다.
583) 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p.335를 참조.
584) [2005] EWCA Civ 959(CA). 이 사건의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Y(Al-Saraj)는 X1(Murad)을 설득해
서 함께 호텔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Y는 X1에게 그 호텔의 가격이 410만 파운드라고 말하고 Y가 그 구입
에 대해서 현금으로 50만 파운드를 출자하였으며, X1 및 그 언니 X2가 현금으로 100만 파운드를 출자하
고 잔액(260만 파운드)을 은행으로부터 빌린다고 말하였다. Y는 그 자신의 현금출자분 및 그가 그 거래를
X1에게 이야기를 꺼낸 사실, 그리고 그가 호텔을 구입한 후 호텔을 경영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호텔의 전매에 관한 자본이익이 절반씩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또는 이익은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각
1/3)을 제안하였다. X1들은 이러한 제안들에 합의하였고 그 구입절차가 추진되었다. Y는 X1들 대신에 그
구입절차를 실시하고 사실상 그들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 2002년에 X1은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다. 호텔
의 가격은 410만 파운드가 아니라 360만 파운드였다. 2003년 X1들은 사기부실표시 및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Y는 구입가격에 50만 파운드를 기여하였지만, 그의 기여는 호텔의 매도인과
의 상계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Tom Fyfe, Equity’s inflexible rule under
scrutiny: Murad v. Al-Saraj, Trusts & Trustees, 2006, p.2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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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음을 신인의무자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Regal (Hastings) Ltd. v. Gulliver
사건의 선례에 기초하면 이익의 청산에 관한 한 관련성이 없는 고려이다”라고 설시
한 후에 “나의 생각으로는 Regal (Hastings) Ltd. v. Gulliver 사건에서 설사 신인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인의무자가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은 항
변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다.585)
요컨대 이 판결은 신인의무 위반이 없어도 신인의무자가 그 이익을 얻은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한 것이
다.586) 이러한 이익의 청산이 확장되는 사실적 근거로 법은 신인의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인의무자에게 부정행위로의 유혹에
저항할 동기 내지 유인을 신인의무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이 제시된다.587)
즉 신인의무자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책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이 (신인의무자에게 불리하
게)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588)

(2) 소원성

1) 개 설
다음으로 소원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맥락에서 가해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원성(疎遠性, remoteness) 원리에 기초하여 제한된다.589)
이러한 제한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맥락에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590)
585) [2005] EWCA Civ 959(CA), at [67].
nd
586)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6. 다만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은 인과
관계에 따른 제한에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Clark 판사는 신인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Y가 그 이익
을 얻었을지 여부의 문제는 Y의 청산책임 유무와는 관계없다고 하면서도 이익 청산의 범위 확정의 경우에
는 인과관계와 관련되는 점을 근거로 다수의견의 접근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2005] EWCA Civ
959(CA), at [141]). “이익 분배를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신인의무 위반이 없었다
면 이익분배에 대한 합의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여전히 이익분배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Y]에 의해 제공된 자료를 전제로 하면 그에게 그 이익의 일정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할 것이다”([2005] EWCA Civ 959(CA), at [160]). Y가 사기적으로 행동한 것은 신인의무자가 보유하
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이익액의 결정 요소가 되지만, 이에 대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587) [2005] EWCA Civ 959(CA), at [74].
588) 예컨대 Graham Virgo는 “신인의무 위반에 의한 인과관계에 대한 이보다 관대한 접근방법은 아마도 신탁관
계 및 신뢰관계 남용의 유인으로부터 피고를 저지할 필요성 때문이다”라고 한다(Virgo, The Principles of
nd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6).
589) 예컨대 望月礼二郎, 英米法, 青林書院, 1997, 171頁 이하.
590)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rev ed.), p.351;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nd
rd
of Restitution, 2 ed., p.447 and seq.;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88；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111. 또한 소원성
문제도 후술하는 환수해야 할 이익의 범위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p.569 and seq.;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rd ed., p.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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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침해행위와 이득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침
해행위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591) 이러한 제한
을 두는 이유로 사실적 인과관계만 요구하면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결과로부터 피해
자를 과잉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592)593)

2) 구체적인 판단기준
다만 침해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익 중 어느 이익이 근접하는가(또는 먼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594) 예컨대 판례 중에는 신인의무 위반
의 영역에서 신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취득한 뇌물 그 자체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구별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전자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
다.595) 즉 직접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은 ‘먼’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 밖으로 본
것이다.596)
이와 달리 학설의 이해는 나누어져 있는바597),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제시한 견
해도 보이지만598), 다양한 요소(구체적으로는 ①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과 ② 침해
자가 쏟은 시간이나 기술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소원성을 통제할 것
을 인정하는 견해도 보인다. 예컨대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선의의
59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맥락에서 소원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문제된다. 즉 예컨대 A가 B의
10,000 파운드를 횡령한 경우에 A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10,000 파운드인 점은 문제가 없
다. 이와 달리 A가 상술한 10,000 파운드로 주식을 구입하였고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된 경우에 상승 이
nd
익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7).
nd
592)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7.
593) 다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전체의 맥락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의제신탁의 맥락에서는
가치추급이 가능하면 가치대상물도 환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nd
Restitution, 2 ed., p.448).
nd
594)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8.
595) Lister & Co. v. Stubbs, (1890) 45 ChD 1 (per Lindley LJ). 다만 신인의무자가 신인의무에 위반하여 제
3자로부터 뇌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수해야 할 이익을 직접적인 이익으로 제한하지 않고, 뇌물 및 이들의
파생이익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A-G for Hong Kong v. Reid, [1994] 1 AC 324[제
3자로부터 받은 뇌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다만 의제신탁에 의한 가치추급에 따른 것이다.
596) Halifax Building Society v. Thomas, [1996] Ch 217.
rd
597)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88을 참조.
nd
598) 예컨대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448은 구체적 예로 타인의 차의 무단
사용 사안을 든 후에 ① 무단사용자가 그 차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모든 이익은 무단사용행위로 인해 직접
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반면, ② 무단사용자가 차의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주
식을 구입하였고 자기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Birk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rev ed.), pp.351-354도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수권을 받지 않
은 신인의무자의 이익을 회복하는 청구를 포함하는 위법행위의 이익을 회복하는 모든 청구가 ‘최초의 공제
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한다(그 이후의 이익은 remote로 취급된다)). 그리고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569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위반자가 얻은 이득
을 투자하고 그 투자에 기초하여 보다 큰 이득을 얻은 경우에 후자의 이득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제시한다. 그 이론적 근거로 이러한 이득은 Hardley v. Baxendale
사건의 예견가능성 기준에 의해 차단되는 점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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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자는 ‘적절한 유형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의 기준에 따르지
만, 불성실한 신인의무자에게는 억제 및 제재을 근거로 보다 엄격한 기준(위반이
예견 가능한 결과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견해599)도 보
인다. 이는 아직 영미법에서도 그 입장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
한 입장 결정은 향후의 과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요건론 재구성
1. 정 리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을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
건을 요구하는가라는 점(①)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영미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고의성)을 요구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침해행위의 억
제에 구하는 입장과 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을 묻지 않고 그러한 이득 반환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i) 저작권 침해나 (ii)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침해자나 신인의무자는 침해행위
또는 신인의무 위반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에도 그러한 이득반환 책임을 진다. 여기
에서는 위법행위의 성질이나 의무의 중요성이 고려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취급에 대해서는 학설로부터 침해자의 과잉억제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으므로, 후술하는 효과론의 맥락에서 일정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권리 ․ 이익 ․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라는 점(②)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영미의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i) ‘권리의 취약성’이
라는 기준,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기준, (iii)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라는 기준이 제시된다. (i)은 신인의무 위반을 전형적 예로 하며, (ii)는 지식재산권
에 대한 침해를 전형적 예로 하고, (iii)는 인격재에 대한 침해를 전형적 예로 한다.
셋째, 침해행위와 침해자가 취득한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라는 점
(③)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영미법은 사실적 인과관계 문제와 소원성 문제로 나누어
599) Edelman, Gain-Based Damages: Contract, Tort, Equ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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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 영미의 판례는 그것이 없으면 이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의 인과관계 문제로,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이익을 취득할 수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신인의무 위반이 없어도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즉 사실적 인과관계가 없
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후자에 대해서 판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맥락에서도 소원성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아직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향후의 연구과제
가 된다.

2. 본 연구보고서의 입장에 따른 요건론 재구성
이하에서는 전술한 요건을 본 연구보고서의 입장에 따라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의 세 가지 유형-법정책형, 손해 대체형, 자율적 의사실현형-에 대한
요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후술하는 [표5]도 참조).

(1) 법정책형 이익 환수의 경우
우선 법정책형에 대한 요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 유형은 어떤 제
도 목적(예컨대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신탁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인의무
위반을 억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자리
매김한다. 그리하여 ①(주관적 요건)과 ③(인과관계, 특히 사실적 인과관계)이 요구
되는지는 전술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요건론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때에는 효과론을 기초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①과 ③의 충족을 요구하면서 효과론에서는 널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의 대상으로 본다는 설계 방법 외에 신인의무 위반과 같이 ①과 ③은 요구하지
않고(그에 따라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효과론 단계에서 완화하는 설계 방법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여기에서의 문제는 입구(요건)를 넓게 파악하고 출구(효과)에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입구(요건)를 좁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는 제도 설계 문제로 귀착된다. 다만 어느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향
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자들은 행위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침해자
의 주관적 태양(①)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비교적 용이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와 달리 ③까지 요구하는지는 후술하는 효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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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고려(상관적 판단)가 필요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그에 대
한 판단을 유보한다).
또한 ②(객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권리 ․ 관계의 취약성이라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형적 예는 신인관계이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신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부분적으로는 손해
대체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책형으로 정
당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보
의 소유와 이용 간의 최적의 균형이라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론적 관점600)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손해 대체형 이익 환수의 경우
다음으로 손해 대체형에 대한 요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 유형은
침해자의 이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관련성(인과관계)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에서 ①(주관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의
개별적인 요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는 차치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고유의 문제로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②(객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손
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기준이 가장 적절하며, 그 예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들 수 있다. 나아가 ③(인과관계 요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
의 이익 사이에 일정한 관계(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

(3) 자율적인 의사실현형 이익 환수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의사실현형에 대한 요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 유형은 특정 이행 구제로서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피해
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이 유형에 대해서 영미의 판
례에서는 아직 의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는 이 유형의 주
장자인 Hanoch Dagan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600)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보의 소유와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은 주지한 바와 같다(예컨대
吉田邦彦, “情報の利用 ․ 流通の民事法的規制-情報法学の基礎理論序説”, 民法解釈と揺れ動く所有論(吉田邦
彦), 有斐閣, 2000, 465頁 이하를 참조). 이 점에 대하여 종래에는 소유 측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용 측에 대한 배려가 주장되고 있다(예컨대 특허권에서 금지청구권의 제한이나 저작권에서 공정 이용
(fair use)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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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기 위한 직접적인 요건
으로 ①(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601) 그러므로 불법행위 등의 성립 여부에
서 요구되는 경우는 차치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고유의 문제로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②(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이 유형은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이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권리인지 여
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은 인격재에 대한 침해의 경우(구체적으로는 타
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영미에서는 부동산도 이에 해당된다)에
충족될 것이다. 나아가 ③(인과관계)에 대해서 이 유형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그
러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침해행위와 이
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5]
이 연구보고서가 재구성한 영미법상 위법하게
영미법상
기존의 논의
원칙 : 필요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법정책형

손해 대체형

필요

불요

예외 :

① 주관적
요건

요건
③ 인과관계
요건

의사실현형
불요
※

저작권 침해,

․ 계약 위반

불법행위의

신인의무

등의 경우에

성립 여부에서

위반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주관적 요건이

불요

요구되는

요구되는

경우는 별개의

경우는 별개의

문제
손해배상액

문제
원상회복의

예외적인
② 객관적

※ 불법행위

자율적

상황

권리의
취약성

산정의 어려움

어려움

권리의
취약성
원칙 : 필요
예외 :

유보(효과론

필요

필요(?)

과의 종합적

601) 예컨대 Hanoch Dagan은 인격적 성질이 가장 약한 자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수단을 근거로 침해된
경우에만 이익 환수를 긍정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으로서의 이익 환수의 맥락에서는
그러한 수단의 부적절성이라는 침해자의 주관적 악성은 중시되지 않는 것 같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p.71 and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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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인과관계)

신인의무

고려가 필요)

위반-불요

제3절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효과론
I. 서 언
여기에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효과론, 특히 환수해야 할 이
익의 확정 방법을 재구성한다. 전술한 요건론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전부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602)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을 거쳐서 실현된
다. 즉 ①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총이익(gross profits)을 정량화하는 작업과 ②
순이익(net profits)으로서 최종적으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작업을 거쳐
서 실현된다.603) 우선 ①의 작업으로 총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총이익’을 확
정한 후에 ②의 작업으로 총이익에서 매상(매출)에 소요된 비용(예컨대 선전광고비
용, 인건비 등)을 공제함으로써 ‘순이익’을 확정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반환의 대상
은 후자인 ‘순이익’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순이익’을 어떻게 확정하는지는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종래의 영미 판례를 보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문제로 구분하여 검토가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침해자가 얻은 이득에서 이득을 얻었을 때에 들인 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 둘째, 침해자의 능력 ․ 재능에 의해 침해자가 이득을 얻은 경우에
침해자에게 수당(allowance)을 부여하는지 여부, 셋째, 침해자가 이득을 얻은 데에
침해자의 권리도 기여한 경우에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익 배분을 하는지 여부
이다.604)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기존의 영미법상 판례의 입장을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의 입장에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의 효과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또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그 근거나 적용범위에 대해서 견해

nd

rd

602)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5;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3
ed., p.688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으로 환수해야 할 범위 문제는 ‘별개의 정책적 문제’라고 한다.
603)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p.389.
604) 이들 이외의 문제로 이익 평가의 기준시를 언제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수령일인지, 판결일인지, 또
는 그 이외의 날인지)(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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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누어지지만, 일반론으로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무에서는 전보배상이 주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605),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주장되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606) 그 원인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서 반환해야 할 이익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지만, ① 이것이 매우 복잡해
서 당사자(피해자)가 이를 이용하기 어려우며607), ② 이를 운용하려면 비용이 드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608) 그러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확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된
다.

II. 영미법상의 논의에 기초한 효과
1. 비용의 공제
(1) 개 관
영미의 판례는 비용의 공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609) 예컨대 영국
법에서는 저작권 침해(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 사칭 통용(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 신인의무 위반610) 등의 맥락에서(다만 기밀정보에 대한
605) 예컨대 Peter Hastie, Restitution and Remedy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14 Australian Bar Review,
1996, p.18은 ‘손해배상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신속한 구제’인 점, 또한 “법원은 재량을 행사하며 청산이
매우 복잡하고 기계적 처리에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을 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위법행위의 유형에 의해서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기밀유지의무 위반에서 confider에게는
금지명령이 주된 구제수단이었기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는 주변적으로만 논의되었
다고 한다(Jones, Breach of Confidence-after Guardian, p.59).
606) 예컨대 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p.328은 신인의무 위반의 맥락을 염두에
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법리가 수백 년 동안 존재하였지만, 그것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전보배상책
임을 부과하는 법리와 비교해 볼 때 별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그 결과 이익을 환수하는 신인의무자의 책
임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는 비교적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607) 예컨대 Jones, Benefits Obtained in Breach of Another’s Confidence, p.487은 “이익의 청산은 악명이 높
을수록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오랜 기간 동안 비용이 드는 소송을 이끌 수 있다”고 하며, Gurry, Breach
of Confidence, p.418은 “주된 어려움은 피고의 총이익의 배분과 관계된다. 왜냐하면 그는 원고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만 청산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해
석을 한다. 예컨대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건에서 Goff 판사는 “Sunday Times가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청산할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이 구제
에 부수되는 모든 어려움 및 그 (아마도 매우) 기술적인 성질에 따르지만”이라고 한다([1988] 3 All ER
545(HL) at 667)). 이에 대하여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p.107 and seq.도 참조.
608) 예컨대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17은 침해자의 이익 확정 방법에 따른 구제는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구제를 운용하려면 비용이 들고 효과에서도 자의적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러
한 이익 청산에 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그러한 방법에 따른 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로 Patfield, The Modern Remedy of Account, p.1을 들 수 있다.
nd
609)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5; Patfield, The Modern Remedy of
Account,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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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611)), 또한 미국법에서는 저작권 침해(과
거에는 비용의 공제를 부정하였지만 현재는 비용의 공제가 긍정된다[1978년 연방
저작권법 제504조(b)])나 상표권 침해(Lanham법 제35조) 등의 맥락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침해행위를 계기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체(총매출
액)가 직접적인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례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침해자의 제재 이외의 요소에 구한 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612) 왜냐하
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자는 직접적인 손실자기의 책임재산의 감소-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공제되어야 할 ‘비용’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영미의 판례는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지만, 모든 비용을 공제해
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며, 소요된 비용이 ‘적절하고 필요’한지 여부로 공제
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을 취한다.613) 그러나 ‘적절하고 필요’한 비
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는 ① 직접적인 인건비 등 침해
하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직접경비)으로 제한하는 입장과 ② 직접경
비에 한정하지 않고 운영비나 소득세 등 일반경비(간접경비) 중 일부의 공제를 인
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614) ①의 입장은 간접경비를 ‘적절하고 필요’한 비용으
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비용 공제시에 법원은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도 고려요소에 포함시킨다고 한
다(예컨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선의인 경우에 법원은 공제에 관대해
지는 반면, 침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공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고 한다).615) 여기에서도 선의의 침해자에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
610)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p.40.
611) 비용 공제를 부정한 것으로 A-G v. Guardian Newspapers Ltd.(No 2) 사건[Keith 판사 및 Janucey 판
사], 긍정한 것으로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ette Ltd. 사건[Pennycuick 판사]을
들 수 있다.
612) 예컨대 Granan Virgo는 합리적인 경비를 구현하는 총액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얻은 때에 피고에 의해 들인
nd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5).
613)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107.
614) Barber, Recovery of Profits Under the Lanham Act: Are the District Courts Doing Their Job,
pp.173-174(상표권 침해의 경우). 예컨대 미국의 상표권 침해의 맥락에서는 ①의 입장을 채용하는 순회
구(제3, 제5, 제7, 제11 순회구)와 ②의 입장을 채용하는 순회구(제2, 제4, 제9 순회구)로 나누어져 있다.
615)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20. 또한 Hubbard, Monetary Recovery Under the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Acts, p.953., p.959는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소득세의 공제가 인정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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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증명책임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영미의 판례 및 제정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대상을
순이익으로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권리자)가 순이익에 대한 증명책
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 및 제정법은 원고가 피고의 총이익
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들인 비용의 증명책임에 대해서 피고, 즉 침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예컨대 저작권 침해(연방저작권법 제504조(b))나 상표권 침해
(Lanham법 제35조) 등의 경우에 그러하다).616)
나아가 침해자의 매출정보는 오로지 침해자 자신의 점유 내지 지배 내에 있는 점
을 고려하여 법원은 매출을 증명하는 피해자의 노력에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
는 경향에 있는 점도 지적된다.617)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만약 침해행위
로 인한 매출액이 엄밀하게 확정될 수 없다면 법원은 모든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피
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피고가 그 현실의 매출에 대해서 공
개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상황증거나 회복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증
거로부터 침해자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피해자가 받는 회복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아가 법원은 매출에 대한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가 협력하지 않은 것을 반환해야
할 이익액을 증가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요컨대 침해자가 얻은 이득액의 산정 작업은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만
큼의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18) 이러한 판단의 배후에는 침해자가 피
해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침해자의 행위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증명의 어려움은 침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
치판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 침해자가 악의인 경우에 그러하다).

2. 침해자의 능력이나 재능을 이유로 하는 수당
(1) 개 관
다음으로 반환해야 할 이익인 ‘순이익’을 확정하는 때에 침해자의 능력 ․ 재능을
고려하는지, 구체적으로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이익이 타인의 권리 ․ 이익뿐만

616) Barber, Recovery of Profits Under the Lanham Act: Are the District Courts Doing Their Job, p.168.
617) Barber, Recovery of Profits Under the Lanham Act: Are the District Courts Doing Their Job, p.168.
618) 예컨대 A-G v. Blake 사건에서 Nicholls 판사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득액의 산정에서 절
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2001] 1 AC 268(HL) at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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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침해자의 능력 ․ 재능에 의한 경우에 침해자의 기여분은 수당(allowance)의
부여라는 형태로 고려되는지에 대하여 영미법상의 기존 해석을 확인한다. 이 문제
는

특히

영국법에서는

‘공정한

수당’(fair

allowance)

또는

‘에쿼티상의

수

당’(equitable allowance)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되고 있다.619) 전술한 비
용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620)

(2) 판례의 동향
우선 영미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능력 ․ 재능을 이유로
하는 수당의 부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i)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와 (ii)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즉 (i)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예컨대 Boardman v. Phipps 사건(선의의 신
인의무 위반 사례)에서 Wilberforce 판사는 “수익자가 이득을 얻게 하는 데에 투입
한 기술 및 노동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이득에 개입하고 취득하는 것은 현재
형평에 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621) 또한 (ii)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예컨대 Redwood Music Ltd. v. Chappell & Co Ltd. 사건622)(선의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Goff 판사는 “수당은 침해자의 기술 및 노동을 이유로 정당하게 부여되
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623) 그리고 판례는 이러한 고려를 하는 근거로 ‘정의’ 내
지 ‘형평’이나 ‘성실성’ 등을 든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례들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신인의무자 내
지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유형이며, 실제로 선의인 사안이었
다고 하는 점이다. 종래부터 선의의 신인의무자나 침해자에게까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이 제기되었으므로, 개혁의 필
요성이 주장되었다.624)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수당의
부여라는 형태로 엄격한 책임을 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25)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에서도 신인의무자 내지 침해자가 악의인 경우에 수당 부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악의의 저작권 침해)에서 Millett
판사는 침해자가 자신이 쏟은 시간 및 노력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정한 수당
의 부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시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수당 부여를 부정하
619)
620)
621)
622)
623)
624)
625)

Harding, Justifying Fiduciary Allowances, p.341.
Harding, Justifying Fiduciary Allowances, p.349.
nd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1018.
[1982] RPC 109.
[1982] RPC 109, at 132.
McInnes, Account of Profit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p.11.
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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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626)
판례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할 때에 침해자의 주관적 요건(악의)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능력 ․ 재능에 의한 수당 부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
대 [iii] 기밀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능력 ․ 재능에 의한 수당 부여가
인정되지 않았다.627) 또한 [iv] 계약위반의 경우를 보면 A-G v. Blake 사건(고의
에 의한 계약위반 사례)에서도 귀족원은 계약위반자의 능력 ․ 재능을 이유로 공정
한 수당을 부여하는 데에 부정적이다.
다만 그 후의 판례 중에는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신인의무 위반자(신인의무자)
의 능력이나 재능을 이유로 하는 수당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경우도 있
다. 예컨대 Guinness plc v. Saunders 사건(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사안)628)에
서 귀족원은 신인의무자에 대한 수당 부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
로 ① 회사자치의 원칙 문제(회사의 정관에 수당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와 ② 수탁자는 신탁날인증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
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신탁법상의 기본원리 등 두 가지 점이 제시되었다.629) 다
만 ②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당 부여에 의해서 신인의무자가 개인의 이익과 본인의
의무가 충돌하는 입장에 놓이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즉 선의인 경
우-는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Boardman v. Phipps 사건에서 실제로는 원
고가 악의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지만630), 판례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였는데,
전술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 이러한 판례에 모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선의 ․ 악의로 구별하는 판례가 이익의 청산이 에쿼티상의 구제-따라서 법원
의 재량이 강하며, 피고의 주관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 쉽다-에 해당됨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Boardman v. Phipps 사건에서 원고의 선의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631)

626) 다만 신인의무 위반의 영역에서는 악의의 침해자에게도 능력 ․ 재능에 따른 수당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O’Sullivan v. Management Agency and Music Ltd. [1985] 1 QB 428(CA)).
627) Queen Productions v. Music Sales(CA 1981, unreported)(기밀정보인 책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악의로 침
해한 사례). 이 사건에 대하여 Bently, Accounting for Profits Gain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n does it End?, p.13을 참조.
628) [1990] 2 AC 663(HL).
629) [1990] 2 AC 663(HL) at 692(Lord Templeman), 701(Lord Goff). 이상에 대하여 Virgo, The Principles
nd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p.516-517.
nd
630) 이 점에 대하여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9(Guinness plc v.
Saunders 사건에서 귀족원은 피고인 이사가 선의로 행동하였다고 가정하였지만, 악의의 혐의가 있었다고
지적한다)를 참조.
631) Jones, Benefits Obtained in Breach of Another’s Confidence,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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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설의 논의 상황
다음으로 학설에 대해서 보면 이 문제는 종래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632),
전술한 여러 판례(특히 Boardman v. Phipps 사건)의 등장을 계기로 논의의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능력 ․ 재능을 이유로 수당을 부여하
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채택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i] 신인
의무 위반과 [ii] 저작권 침해의 맥락에서 능력 ․ 재능을 이유로 한 수당부여를 인
정하였을 뿐이며, 다른 경우에도 능력 ․ 재능을 이유로 수당을 부여하는 일반화를
지향한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설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주로 [i]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만, [ii]에도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우선 부정설은 신인의무자나 침해자의 능력 ․ 재능에 따른 수당 부여를 부정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든다.633) 즉 ① 수당을 부여하는 설명방법이 확실하지 않
은 점634), ② 수당을 부여하는 것은 환수해야 할 이익의 범위를 제한하고 결과적으
로 신인의무 위반의 억제라는 목적과 모순되는 점635), ③ 수당 부여를 고려하지 않
으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후술하는 긍정설②)고 본다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
득 반환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함을 시인하는 점636)(이상의 ①～③은 [ii]에도 타
당하다), ④ 수탁자가 신탁날인증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
가 신탁재산에 제공한 노무를 이유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신인
법(信認法)의 기본원리와 모순되는 점637), ⑤ 신인의무자의 역할은 수익자의 이익
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므로, 신인의무자가 자신의 재능, 노력, 안목, 그리고 경험
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점638)(이상의 ④⑤는 [i]에만 타당할 것이다) 등을 든다.
다음으로 긍정설은 신인의무자 또는 침해자의 능력 ․ 재능에 따른 수당 부여를 긍
정하는 근거로 ① 이를 인정하는 것은 ‘비용’으로 고려할 뿐이며, ‘이익’을 얻는 것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설 ②와 같은 비판(위법행위의 억제와의 모
순)은 타당하지 않은 점639), ②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본인은 신인의무자의 손실로
632) Aitken, Reconciling ‘Irreconcilable Principles’-A Revisionist View of the Defaulting Fiduciary’s
Generous Equitable Allowance, p.52(놀랍게도, 그리고 일반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당 문제는 해설
자(commentator)의 주목을 크게 끌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633) Palmer, The Availability of Allowances in Equity: Rewarding the Bad Guy, p.146.
nd
634)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7(다만 Graham Virgo는 부정설을 지지하
는 것은 아니다).
635) Aitken, Reconciling ‘Irreconcilable Principles’-A Revisionist View of the Defaulting Fiduciary’s
Generous Equitable Allowance, p.56.
636) Palmer, The Availability of Allowances in Equity: Rewarding the Bad Guy, p.158.
637) Aitken, Reconciling ‘Irreconcilable Principles’-A Revisionist View of the Defaulting Fiduciary’s
Generous Equitable Allowance, p.50.
638) Palmer, The Availability of Allowances in Equity: Rewarding the Bad Guy, p.158.
nd
639)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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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얻는 점640), ③ 이익의 청산이라는 과정이 그러한 수당의 부여를 당
연하게 요구하는 점641), ④ 신인의무자의 능력 ․ 재능은 공적(desert)이라는 관점에
서 정당화되는 점642), ⑤ 신인의무자의 이익은 신인의무 위반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 부여라는 형태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643)(이상
의 ①～⑤는 [ii]에도 타당할 것이다) 등을 든다.

(4) 정 리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영미법은 침해자의 능력 ․ 재능에 따른 수당을 부여하는 데
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억제론에 구하면 수당의 부여가 그러한 목적에 반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영미의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능력 ․ 재능을 고려하여 수당의 부여를 인
정하고 있다. 그 예로 신인의무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이유
로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선의의 신인의무자 내지 침해자에게도 이익을 환수하게 하
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
이 침해자에게 과잉적인 억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판례가 엄격한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익 배분
(1) 개 관
마지막으로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익을 배분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영미법
상의 기존 논의를 확인한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득은 침해행위뿐
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여원인(contributory cause)(예컨대 침해자의 권리나 시장
에서의 영향력 등644))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첫째, 이익을 피해자와
침해자 사이에 ‘배분’하는지, 둘째, 배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인정하는
지, 셋째, 배분하는 경우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
서는 이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640)
641)
642)
643)
644)

nd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7.
Burrows, The Law of Restitution, p.412.
Harding, Justifying Fiduciary Allowances, pp.350 and seq.
nd
Virgo,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Restitution, 2 ed., p.518.
침해자의 능력 ․ 재능을 여기에 고려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느 논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
수의 맥락에서 계약 위반자가 얻은 이득이 그의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이익 배분이라는 문제가 생
긴다고 주장한다(Farnsworth, Your Loss or My Gain? The Dilemma of the Disgorgement Principle in
Breach of Contract, pp.1347 and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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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 배분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 첫째 문제에 대해서 보면 침해자는 타인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
은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득
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645) 그러므로 침해행위가 이득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득과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
해자가 얻은 이득을 구별할 것-즉 이익의 배분-이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저작권 침해, ② 특허권 침해, ③ 상표권 침해 ․ 사칭 통용, ④
기밀정보에 대한 침해, ⑤ 신인의무 위반, ⑥ 계약위반 등 각 경우에 이익의 배분이
문제된다.646) 이들 중 ①～④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익의 배분이 인정되는 경향에
있다. 예컨대 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
익 환수가 문제되었지만, 피고가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권리 이외의 요소로
돌릴 수 있었던 사안으로647), 원고가 모든 이익 환수를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익의 대부분이 침해행위 이외의 요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여648) 배분을 주장
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익 배분의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
였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익 배분을 부정하였다). 또한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사칭 통용)에서 판례는 “어느 당사자도 타인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익 배분을 인정하였다.649) 이
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미국법에서도 같다(① 저작권 침해650), ② 특허권 침
645) Gurry, Breach of Confidence, p.1424; Bently, Accounting for Profits Gain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n does it End?, p.10.
646) ⑦ 인격재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647) Bently, Accounting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Potton Ltd v. Yorkclose Ltd, pp.110-111.
648)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저작권(디자인) 이외의 요소(구체적으로
는 주택의 가치 증가, 광고비용, 마케팅 등)에 기인된 사안이었다.
649) [1982] 8 FSR 147, 159.
650) 미국법은 당초 이익 배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그 후 이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Palmer, Law of Restitution, p.89). 즉 부정하는 판례는 이익 배분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이익 중
어느 부분이 침해자 고유의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배분을 부
정하여 피고에게 모든 이익의 환수를 명하였다(Collaghan v. Myers, 128 U.S. 617(1888); Belford v.
Schribner, 144 U.S. 488(1892).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lmer, Law of Restitution, p.171 참
조). 그러나 그 후 Sheldon v. Metro-Goldwyn Pictures Corp. 사건(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으로
보호 각본(play)을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자기가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피고 자신이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요소-즉 배우, 무대의 정경, 프로듀서(producer), 디렉터(director), 그리고 일반적인 제반
경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익의 배분을 주장한 사안이다)에서 판례는 이익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
키는 것은 명백하게 공평에 반하며 배분을 인정하더라도 정확한 배분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의 배분을 긍정하였다.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가 얻은 이익의 1/5을 부
여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재산과 자기 자신의 재산을 혼화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의 대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② 그 부여는 모든 잘못의 합리적인 기회에 원고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한다(106 F.2d 45, 41(2d Cir. 1939)).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일반적인 입장 및 결론을
지지하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그 이익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의 사용에 완전하게 기
인한 것이 아님을 증거로 제시한 때, 그 증거가 ‘분할의 공정한 근거를 제시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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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651), ③ 상표권 침해652)의 경우).
나아가 이러한 영역들에서 판례는 이익 배분에 대하여 수학적인 정확성을 요구하
지 않고, 합리적인 근사치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653) 요컨대 법원은 이익 배분
액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것이
다.654) 또한 이익의 배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되고 있
다.655)
전술한 ①～④와 달리 ⑤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 이익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656)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판례는 신인의무 위반의 엄격성을 완
화하기 위하여 선의의 신인의무자에게 수당의 부여를 인정해 왔다. 그렇지만 판례
에 의한 개혁은 수당의 부여에만 그쳤으며, 이익의 배분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르
지 않았다고 한다.657)
은 이루어져야 한다(106 F.2d 45, 41(2d Cir. 1939), aff’d, 309 U.S. 390(1940) at 408).
651) 미국법에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전에 인정되고 있
었던 시대에는 침해자로의 이익 배분은 인정되고 있었다.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원고(피해자)와 피고(침해
자)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 근사치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점이었다. 원고라고 한 판례도 보였지
만, 전술한 Sheldon v. Metro-Goldwyn Pictures Corp. 사건 이후에는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도 피고가 그
러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174). 또한 현행 특허법은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을 특허권 침해에 의한 구제수단으로 배제하였지만,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일실이익이
나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까지는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분 문제는 현행법 하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고 볼 것은 아니다.
652) 미국법상 Lanham법 시행 이전의 판례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익 환수의 맥락에서 이익의 배분 문
제를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배분하기가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하고 있었다(예컨대 Hamilton-Brown Shoe
Co. v. Wolf Bros. & Co.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침해행위에 기인한 이익으로 제한되
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Lanham법 시행 이후의 판례 중에는 소수이지만
이를 인정한 것도 있었다. 그 예로 1980년 Holiday Inns, Inc. V. Airport Holiday Corp., 493 F. Supp.
1025(N.D. Tex. 1980)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X(Holiday Inns)의 가맹점(franchisee)이었던
Y(Airport Holiday)가 프랜차이즈(franchise) 계약의 종료 후에도 ‘Holiday Inn’이란 상표를 계속 사용한 데
대하여 X가 Y에 대하여 X의 상표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환수를 청구한 사안이다. 제1심은 Y의 사업의
70%에 대해서는 Y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돌릴 수 있는 매주의 거래에 기인한 것인 반면, 30%에 대해서는
‘Holiday Inn’이라는 상표를 보는 Y의 상연객으로부터 일시적인 거래에 기인한 것이라는 Y의 증명에 기초
하여 Y의 이익의 30%만이 침해행위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다. 제5순회구는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다만 침해자가 고의인 사례에서는-환수해야 할 이익이 침해행위에 모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침해한 상표(mark) 하에서의 매출(sales)로부터 침해자가 얻은 모든 이득이 상표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고 판시한 순회구도 있다(제8순회구). 그 근거로 고의로 인한 침해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완전한 이익의 환
수가 필요한 점이 제시되었다(Barber, Recovery of Profits Under the Lanham Act: Are the District
Courts Doing Their Job, p.172).
653) 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759; Witzleb, Justifying Gain-Based
Remedies for Invasions of Privacy, p.325., p.361.
654) 예컨대 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759는 이익 배분 산정의 어려움 및
비용이 원고의 이익의 청산청구를 부정하는 이유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또한 Jones, Benefits
Obtained in Breach of Another’s Confidence, p.487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655) 예컨대 Palmer, Law of Restitution, p.172; Goff of Chievely & Jones, The Law of Restitution, 5th ed.,
p.759는 기밀유지의무 위반의 맥락에서 “그 이익의 몇 할이 기밀정보의 사용 이외의 요소에 기인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confidant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656) Devonshire, Account of Profits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p.404.
657) Mitchell, Causation, Remoteness, and Fiduciary Gains,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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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⑥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문제 되는 상황에 따라 그 취급이 다르다. 예컨대
Earthinfo Inc., v. Hydrosphere Resource Consultants 사건은 계약에서 피고가 기
여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익 배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이익 배분
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고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급은
Snepp v. United States 사건에도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는 피고가 받은 로얄티료는 거의 피고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익의 배분을
인정하면 이익 환수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 판례는 이익 배분을
부정하고 이익 환수를 인정한 이유를 책을 집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 ․ 재
능을 이용하는 것이 피고의 위법행위(계약 위반)였던 점에서 찾았다.658)

(3) 이익 배분의 근거
다음으로 둘째 문제, 즉 이익 배분을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귀결-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한다-을 초래하게 되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659) 환언하면 이익을 배분하는
근거는 침해자가 ‘자기 자신의 것’에서 발생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원상회복법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자가
불공정하게 제재받는 것을 저지하는 점에서 찾고 있다.660) 예컨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저작권자는 그가 기대한 최대치를 훨씬 초월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
이 인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다고 한다.661) 전술한 ①～④의 영역에서
는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동등한 이익을 피해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적이라는 경험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662) 이러한 이익의 배분은 정당화될 수 있
을 것이다.

(4) 이익 배분의 방법
마지막으로 셋째 문제, 즉 구체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
658) Eisenberg, The Disgorgement Interest in Contract Law, pp.600-601.
659) 또한 1976년 저작권법 제504조(b)는 “침해자의 이익을 증명하는 때에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매출(gross
revenue)의 증거만 제출할 것이 요구되며, 침해자는 자기의 공제 가능한 비용 및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
이외의 요소에 기인된 이익의 요소를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서도 침해자가 증
명할 책임은 합리적인 근사치로 충분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Palmer, Law of Restitution,
p.172).
660)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20.
661)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22.
662)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예컨대 中山信弘, 전게 特許法, 390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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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 점에 대하여 개개의 제정법(예컨대 연방저작권법)은 아무런 구체적인 지
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으
며663), 애초에 기여원인(contributory cause)과 비용(expense)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예컨대 Potton Ltd. v. Yorkclose Ltd.
사건에서 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은 지출비용이라고 한 반면,
부엌 디자인은 이익 배분이 필요하게 되는 ‘기여원인’으로 간주되었다).664)
그러므로 재판례 중에서 이익 배분의 방법은 한결같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저작
권 침해의 경우에 ① 모든 제품의 비용에 대한 침해된 저작물의 공정한 시장가격의
비율을 사용하여 순이익을 배분하는 방법(비용기준 접근방법)이나 ② 모든 제품을
구성하는 표현의 양에 대한 침해된 자료의 양의 비율에 따라 순이익을 배분하는 방
법을 들 수 있다.665) 예컨대 ①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침해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라
이센스(license)료가 1달러이고 그 제품의 총비용이 5달러라면 침해자는 순이익의
5분의 1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②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작품 전체의 4분의 1을 구성한다면 침해자는 순이익의 4분의 1을 환수하여
야 한다.
따라서 배분에 대한 판례법은 자의적인 근사치, 모순되는 결과, 그리고 일반적인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666)

(5) 정 리
상술한 고찰을 통하여 영미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와
침해자의 권리가 조합되어서 침해자가 이득이 얻는 경우에-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이익의 배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것을 회피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인의무 위반은 법정책적인 이유로 예외적인 취급(엄격한 취급)
이 이루어지고 있다.

663)
664)
665)
666)

Bently, Accounting for Profits Gain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n does it End?, p.11.
Bently, Accounting for Profits Gained by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n does it End?, p.12.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p.22-23.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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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효과론 재구성
1. 정 리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효과를 다음의
세 가지 문제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침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들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④)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영미법상 다수의 판례 및 제정법은 공제
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종래의 판례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침해자의 제재에 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침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자기의 능력 ․ 재능에 부분적으
로 기인하는 경우에 수당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점(⑤)이다. 이 점에 대
하여 종래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수당의 부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신인의무 위반 및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수당의 부여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침해자의 주관적 태양을 묻지 않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취급에 대해서는 학설의 강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판례
는 이를 고려하여 엄격한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침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이익이 피해자의 권리 이외의 자기의
권리의 기여가 작용하는 경우에 이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점(⑥)이다.
종래의 판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이익의 배분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침해자 자신의 지식재산권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면,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 있다. 침해자의 선의 ․ 악의와 연동되
어 있지 않은 점을 보면 (두 번째 점에서의) 침해자에 대한 과잉 억제 문제는 다른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수되는 이익액을 엄밀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침해행위의
수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
다. 그 배후에는 침해자의 위법행위를 계기로 피해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2. 본 연구보고서의 입장에 따른 효과론 재구성
이하에서는 전술한 요건을 본 연구보고서의 입장에 따라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의 세 가지 유형-법정책형, 손해 대체형, 자율적 의사실현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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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후술하는 [표6]도 참조).

(1) 법정책형 이익 환수의 경우
이 유형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제도 목적을 실
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충분하게 기능하는가라는 관점
에서 요건론을 반영한 종합적인 고려 내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효과론이 구축되
어야 한다. 예컨대 신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신인의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환수
하게 하면 신인의무자의 재량권 남용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④～⑥ 전체를 부정하여 모두 환수시키는 방
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은 침해자에 대한 과잉적인 억제가 되기 때문에
영미법에서도 채용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④(비용 공
제) 및 ⑤(수당 부여)의 범위로 한정한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전제에는 요건론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영미의 전통적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요건에서
제한하여 효과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사전적인 관점에서
의 제도 설계 문제로, 어느 제도가 신인의무자의 행동을 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설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
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수행할 수 없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보고서는 주관
적 요건(①)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그 밖의 요건(특히 인과관계 요건
(③))과 효과론(④～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2) 손해 대체형 이익 환수의 경우
이 유형은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사이에 일정한 관계성(인과관계)이 있
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수해야 할 ‘이익’ 및 ‘범위’는 피해자의 손
해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④～⑥은 모두 인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⑥의 이익 배분이 필수적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이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실현형 이익 환수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의사실현형 이익 환수의 효과론을 재구성한다. 현재까지도
영미의 판례는 이 유형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취급해 왔기 때
문에(예컨대 Douglas v. Hello! Ltd. (No 3) 사건은 기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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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이익 환수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판례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의 효과론은-요건론과 동일하게-이 유형(이론적 근거)의
주장자인 Hanoch Dagan의 설명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Hanoch Dagan은
④(비용 공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용의 공제를 부정하면
침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몰수)를 수반하게 되는 결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에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이다.667) 또한 ⑥(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인격재
이외의 맥락(예컨대 저작권 침해)에서는 이익 배분이 주장되고 있지만(Hanoch
Dagan은 ‘균형이익(proportional profits)’이라는 산정기준을 제시한다), 인격재에
대한 침해의 맥락에서는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양 당사자에
게 유익한 거래를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균형이익이라는 기준
을 채택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는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⑤(수당 부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보이지 않지만(⑥은
물리적인 기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고, 그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
다), ⑥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면 수당 부여를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표6]
이 연구보고서가 재구성한 영미법상 위법하게
영미법상
기존의 논의

④ 비용의

긍정

부여
⑥ 이익의
배분

자율적

법정책형

손해 대체형

유보(요건③

긍정

의사실현형
긍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과의 종합

공제
⑤ 수당의

취득한 이득 반환의 효과론

원칙 : 부정

고려)
유보(요건③

예외 : 긍정

과의 종합

원칙 : 긍정

고려)
유보(요건③

예외 : 부정

과의 종합

667) 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3. 또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
는 침해자가 이익 취득에 투입한 노동이나 시간(서비스(service))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Hanoch Dagan은 이 문제가 사무관리에 따른 이득 강요 문제와 동일한 곤란
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Dagan, Unjust Enrichment: A Study of Private
Law and Public Values, p.13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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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제4절 결 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본장은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밝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세 가지 이론적 근거 내지 유형을 기초로 삼은 후에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및 효과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한 이유는 영미법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
정되지만, 그때의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게 보완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론적 근
거와 대응되는 형태에서 요건 및 효과를 고려하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상정한 세 가지 유형마다 요건(① 주관적 요건, ② 객관적
요건, ③ 인과관계) 및 효과(④ 비용의 공제, ⑤ 능력 ․ 재능에 의한 수당 부여, ⑥
이익의 배분)를 가설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또한 이와 함께 [표7]도 참조).
우선 [α] 법정책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취득한다는 문제를 시인하더라도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침해
된 권리 ․ 이익 ․ 관계가 취약한-경우에 법정책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을 인정하는 것이다(요건②). 그리하여 그 외의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침해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
고 하더라도 침해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이 유
형에서 효과론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①)이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삼
은 후에 그 외의 요건(③)과 효과(④～⑥)를 상호 관련적 내지 연동적이면서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668)
다음으로 [β] 손해 대체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유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고 침해자의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와 일정한 관계성(인과관계)을 가지
는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요건 ②
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특질이 클로즈 업(close－up)된다. 구
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권리 내용의 특수성(예컨대 특허권은 ‘시장기회의 배타적
인 이용권’이라는 권리 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668) 그러므로 법명제로서는 (법리 형태가 아니라) 기준(standard)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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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될 것이다. 요건 ①은 불법행위나 계약법 등에서 손해배상
의 요건으로 요구될 뿐이며,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독자적 요건으로는 요구
되지 않는다. 또한 요건 ③은 이 유형의 성격 때문에 당연히 요구된다. 다른 한편
효과 ①～③도 이 유형의 성격상 모두 고려하게 될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를 고려하면 ⑥의 이익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γ] 자율적인 의사실현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유형은 손해배상에
의해서도 피해자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
현이라는 관점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
정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 요건 ②는 손해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어려움이라는
점에 구하여진다. 또한 요건 ③도 필요하다고 해석되지만, 요건 ①은 요구되지 않는
다. 한편 이 유형의 이익 환수가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①을 고려하게 되지만,
⑤에 대해서는 부정된다(⑥에 대해서도 ⑤와 같다).
이상의 고찰이 본 연구보고서에 따른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
론적 근거 내지 기능에 입각한 요건론 및 효과론의 틀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고찰
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더욱더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
하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요건 및 효과를 접속하여 검토하려
는 노력 내지 시도가 부족하거나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고찰은 기존의 논의
를 일보 전진시키는 점에 조금이나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7] 본 연구보고서의 입장에 따라 재구성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
[α] 법정책형

[β] 손해 대체형
불법행위법이나

① 주관적 요건

필요

② 객관적 요건

권리의 취약성

③ 인과관계 요

유보(효과론과의

건
④ 비용의 공제

종합 고려)
유보(요건론과의
종합 고려)

계약법에 의한다.
손해 증명의 어
려움

[γ] 자율적 의사
실현형
불요
원상회복의 어려
움

필요

필요

긍정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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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능에 따른
수당 부여
⑥ 이익의 배분

유보(요건론과의
종합 고려)
유보(요건론과의
종합 고려)

긍정

부정(?)

긍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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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제도의 구축 내지 실무의 운용에 어떠한 시
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으로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에 갈음
하기로 한다.

제1절 연구결과의 정리
우선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한 후 영미법상 위법하
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I. 이 연구보고서의 문제의식
1.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제
우선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을 정리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비교법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법리를 채택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무슨 이유로 가해자가 침해행위
를 계기로 얻은 이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이와 동시에 가해자가 그 이
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그리고 ②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는 일원적으로 제시되어야 하
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다원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이론적 근거의
유형화)를 밝히는 것을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과제를 설정한 이유-기존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에 대한 본 연구자들의
문제의식-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논의는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을 기존의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
었으며,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 있어서인지 민법학에서 기존 학설의 관심은 법적 구성에 집중되어 있었다(예컨
대 준사무관리 구성, 불법행위 구성, 부당이득 구성 등). 그러나 위법하게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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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반환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점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일 뿐이다(전자의 문제를 명확
하게 해명할 수 있으면 애초에 후자의 문제를 해명할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론적 근거론으로 제시되는 것(제재 ․ 억제설)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우리나라 학설에 의하여 제시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주된 이론적
근거론인 제재 ․ 억제설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사례에 보편
타당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특히 인격
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달리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기존 논의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어야 할 권리 ․ 이익의 주요한
것으로 인격권과 지식재산권이 주로 논의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렇지만 이
들은 권리의 성질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본래 양도 가능성을 전제로 하
는 지식재산권과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는 인격권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논의에서 양자는 무체물(정보)로서의 측면을 공유하는 점만
이 주목되어서, 동렬로 논의되어 왔다. 즉 기존의 해석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논의
가 전개되어 권리의 취약성-침해가 용이하고 발견이 어려운 점-이라는 특징을 인
격권과 지식재산권이 공유하는 점만을 고려하여 인격권에 대해서도 전자의 논의가
유추되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서 제시되는 이론적 근거와 동일한 제재 ․ 억제
설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
석은 인격권의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이를 충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권리의 성격의 차이에 유의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기존의 근
거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이 연구보고서가 채택한 검토 내지 연구의 소재
이 연구보고서는 전술한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인격권에 대한 침
해 부분에서 전술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이 연구보고서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 보다 구체적으로
는 ‘타인의 명예나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 문제를 재검토의 소재로 채택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재판례에서 이 문제는 (위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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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있어서인지)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아니다.669) 그러나
한번 침해되면 손해배상에 의해서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갖는 인격재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하여 영미법상의 기존의 논의를 비롯하
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는 이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적합한 이론적 근거와 그에 따른 요건론 및 효과론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우
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예, 인체
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 사안이 유익한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이 연구보고서가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요건
론 및 효과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이유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영미법의 경우와 동일한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까지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미국에서 등장한 배경이 되는 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된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에 여기에서의 고찰은 검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II. 영미법에 대한 고찰의 결론
1.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
이 연구보고서는 ① 유체물에 대한 침해(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 ② 무체
물에 대한 침해(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영업비밀이나 국가기밀 등과 같은 기밀정

669)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인정 여부와 위자료가 인정된
다면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만 보일 뿐(예컨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
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의 인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알 수 없
다. 그러나 한번 침해되면 기존의 손해배상(위자료)에 의해서는 원상회복이 어렵고, 권리자라도 자신의 인
격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작업도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보고서는 향후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작성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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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침해, 프라이버시 등 인격재에 대한 침해), 관계에 대한 침해(신인의무
위반, 계약 위반)의 경우를 다루었다. 그 검토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긍정할 때 하나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근거를 바꾸거나 혼용하는
다원적인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법과 미국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근거로 (i) 부당이득의 방지, (ii)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 (iii)
위법행위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iv) 이득의 부당성, (v) 억제론, (vi) 제재론,
(vii) 소유권의 배타성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하나의 맥락에서 다수의 근거가 제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것이 본질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둘째, 기존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각각의 근거에는 이론
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러한 것 중에서도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일정한 유용성이 있는 이론적 근거도 있었다(구체적으로는 (ii)와 (v)이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 인체유래물 등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의 이론적 근거로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다원
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본 연구자들의 구상은 일정한 비교법적 지지를 얻을 수 있
었다. 그리고 영미법상 기존의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두 가지 유형이 구상되었다. 즉 [α] 법정책형 이익 환수(법정책형)와 [β]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체형 이익 환수(손해 대체형)이다.

2.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새로운
견해
나아가 이론적 근거에 대한 영미법상 기존의 논의에 의해서는 인격재의 무단이용
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를 정당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미국
원상회복법상 유력한 학설인 Hanoch Dagan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
론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noch Dagan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에쿼티 계열의 특정 이행
구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의미를 Guido Calabresi와 A. Douglas Melamed의
property rule로 파악한 후에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 실현이라는 점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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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Hanoch Dagan이 주장하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손해배상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으로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에
한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로 제한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격재가 가장 적합한 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재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침해된 것에 대하여 권리자 자신이 갖는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기존의 손해배상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무엇이 인격재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인 맥락에도 의
존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를 다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본 연구자들의 구상은 더욱더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술한 [α]형
및 [β]형이라는 2개의 유형에 더하여 제3의 유형으로 [γ] 자율적 의사실현형 이익
환수(자율적 의사실현형)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이론적 근거에 따른 요건론 및 효과론의 재구성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에 기초하여 요건론 및 효과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즉 종래 영미법에
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가 다수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러한 근거들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건 및 효과와의 관련성이 명료하지 못했
다. 이와 달리 이 연구보고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
거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그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다(구체적으로는 [α] 법정책
형, [β] 손해 대체형, [γ] 자율적 의사실현형이다). 이에 따라 종래 정교하지 못했
던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 및 효과를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요건론 및 효과론을 구축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우리민법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법리의 이론적 근거의 다원성-제재 ․ 억제 이외에도 다른 근거가 제시되는 점-을
밝혔다. 이를 기초로 살펴보면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다원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영미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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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토대로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그 다음으로
영미법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 초점
을 맞추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I. 영미법상의 논의를 통한 시사점 제시의 가능성
1.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논의는 준사무관리 구성, 부
당이득 구성, 불법행위 구성 등 법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어느 구성도 현재까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는 이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상누각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하여 고
찰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법행위의 제도적 취지에 대한 학설의 변천이
다. 즉 과거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과 종래에 인정되어 온 불법행위는 서
로 이질적인 법적 지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불법행위 제도는 그 주된 목
적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데에 있으며 그 반환범위도 차액설의 입장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견해에 따라 달리
주장될 수는 있지만-타인의 권리영역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적인 제재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악의의 침해자의 제재 및 침해행위의 조장을 예방하
기 위하여 침해자 이익액을 모두 권리자에게 반환하게 하려는 점에서 그 제도적 목
적이나 반환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와 같은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손해배상의 기능을 손해의 전보 외에 침해행위의 억제 및 제재에도
있다고 보며, 손해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규범적 · 추상적 손해 개념의 파악을
시도하고670)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차액설에 집착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에 가해
670)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손해를 차액설이 아닌 규범적 손해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독일이나 일본에
도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특허권자의 손해를 침해된 특허권이 침해된 사실(침해된 특허권의 객관적 가
치)로 파악하거나(Robert Neuner, Interesse und Vermögensschaden, AcP 133, 1931, S.277ff.), 특허권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허권 침해자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재 및 억제
하는 정책적인 기능을 갖는 개념으로 파악하거나(Ernst Steindorff, Abstrakte und konkrete
Schadensberechnung, AcP 158, 1959, S.431ff.; Joachim Schmidt-Sanzer, Zur Technik der topischen

Rechtsbildung:
Angemessene
Lizenzgebühr
und
Verletzergewinn
als
Grundlagen
der
Schadensberechnung, JR 1969, 1969, S.81ff.; Ulrich Loewenheim, Möglichkeiten der dreifachen

- 182 -

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견해가 대두됨에 따라 오늘날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
제는 불법행위 내지 특수한 불법행위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71)
2.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내재된 기본적 시각
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을 인정하는 경우에 각각의 이론적 근거에 따른 요건론 및 효과론을 구축함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위법행위로
부터 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법하게 얻은 이득의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목

Berechnung des Schadens im Recht gegen den unlautern Wettbewerb, ZHR 135, 1971, S.97ff.), 특허권
의 가치가 회복불능이 되는 것은 특허제품이 침해자에 의해서 유통에 놓여진 시점이라는 명제를 세운 후
특허권의 배타적 이용에 결부되어 있는 특허권자의 시장기회 상실을 손해로 파악하려는 시도(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ü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S.268ff.) 등이 있다. 일본에서도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손해를 일
실이익이 아니라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특허권자의 시장을 이용할 기회의 상실이라는 규범적 손해개념
으로 파악하여 특허권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의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田村善之, “侵害による利益を損害額と推定する特許法102条2
項の適用の要件と推定の覆滅の可否-ごみ貯蔵機器事件-”, 知財管理, Vol. 63, No. 7, 日本知的財産協会,
2013, 1115-1116頁 및 田村善之, “特許権侵害に対する損害賠償額の算定に関する裁判例の動向”, 知財管理,
Vol. 55, No. 3, 日本知的財産協会, 2005, 376-377頁 주14 참조). 나아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
로 간주하는 사고는 전통적인 손해개념인 차액설과는 다른 규범적인 손해개념에 의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
고, 그 결과 불법행위의 손해개념이 변화되어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효과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
해도 주장되고 있다(藤原正則, 전게 新注釈民法(15), 139-140頁).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가해원인에 의하
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겼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재산상태가 가해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손해를 규범적 손해로 해석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예컨대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21, 807면; 김증한 · 김학동, 채권총론, 제6판, 박영
사, 1998, 126면 등), 판례도 규범적 손해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296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1993. 7. 27. 92다15031 판
결 등). 이에 대하여 신동현, 전게 민법상 손해의 개념-불법행위를 중심으로-, 84면은 “이러한 학설들의
상황을 본다면, 규범적 손해론에 입각하건 입각하지 않건 관계없이, ‘손해’ 개념은 손해배상에 의한 법적인
효과와 함께 손해배상법의 목적 및 기능과 합쳐서 포괄적인 시야에서 포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어떠한 불이익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서의 ‘법적 손해’라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결국 손해배상법 전체
의 과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능적 개념으로서 ‘손해’를 포착하고 의미를 부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며, 안춘수, 전게 불법행위 · 부당이득 · 사무관리, 62-63면은 “자연적 손해개념이 모든 경우에 만족
할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규범적 손해개념은 여전히 비교차이명제에 따라 손해를 확정하는 것을 보완
하고 비교의 결과를 평가적 관점에서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익론과 접목된 자연적
손해개념은 손해를 인식하고 배상대상인 손해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되며, 거기에서 규범적
손해개념은 손해를 인식하는 과정과 결과의 면에서 전통적 손해이론을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손해의 개념 중 규범적 손해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경청할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71) 이와 관련하여 최병조, 전게 민법주해, 96면은 준사무관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민법에 관한 한 체계
적 관점에서 보면 불법행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합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행위의 유형은 고려하지 않고 법익침해, 위법성, 책임(고의 ․ 과실)이라는 일반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오병철, 전게 법정채권법, 228면은 준사무관리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무단사무관리는 본질적으로 불법행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
절히 조절하는 것으로 모든 이익을 피해자인 본인에게 배상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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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원고의 부당이득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러
한 기본적인 관점은 위법하게 취득한 초과이득의 반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양국의 차이점은 미국
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례법 및 제정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법상 이에 대한 명문규정
이 없어서 학설상 견해가 통일되지 못하였을 뿐이다.672)
3. 한편 이 연구보고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그
때에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미법은 비교법의 입장에서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영미법의 논의를 직접 우리민법에 직수입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기존에 주장된 바와 같이 영미법과 우리민법은 법체계가 다른-특히 이 연
구보고서가 주목한 이익의 청산은 에쿼티상의 구제로, 우리민법에는 에쿼티 체계가
없다673)-것이므로, 영미법상의 논의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체계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이 연구보고서가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론
은 법체계의 차이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는 실질론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
다. 그러므로 기능적 비교법의 관점에서 영미법상의 논의를 우리민법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체계의 차이는 그것을 실현
하는 법적 구성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I.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
점
이하에서는 전술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총론적 고찰과 각론
적 고찰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672)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상 손실을 초과하는 이득의 반환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신탁법 제43조 제3
항은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
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673) 다만 에쿼티라는 요소는 어떠한 법체계에서도 많든 적든 존재하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藤倉皓一郎, “アメリカにおける裁判所の現代型訴訟への対応-法のなかのエクイティなるもの”, 外から見た日
本法(石井紫郎 ․ 樋口範雄 編), 東京大学出版会, 平成7年(1995年), 327頁, 특히 32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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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마무리에 갈음한다.

1. 총론적 고찰
영미법상의 논의는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야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내지 기능은 한결같지 않다는
점이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
는 제재 ․ 억제설로 설명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여기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은 제재 ․ 억제의 기능밖에 없다는 사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침해된 권리 ․ 이익 ․ 관계의 맥락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맥락에서는 법정책적으로 특정 목적(예컨대
일정한 행위 억제)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이용되고 있
다(→ [α] 법정책형). 또한 다른 맥락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
렵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침
해자가 얻은 이득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참조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이용되고 있다(→ [β] 손해 대체형). 나아가 또 다른 맥락에서는 한번
침해되면 원상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으로 (특정 이행
적인 의미에서의) 이익 환수가 인정될 수 있다(→ [γ] 자율적 의사 실현형).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 구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인지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 = 준사무관리 구성 = 제재 ․ 억제설’이라는 사고 틀에 머물러 있고
(이는 상술한 부분에서 말하면 [α]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다원적인 기능은 오늘날에도 의식되고 있지 않다(특
히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γ]형은 의식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되는 권리 ․ 이익 ․ 관계의 성질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침해받은 법익의 성질에 따라서 이론적 근거도 다원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7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의 세 가지 유형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즉 [α]형은 법정책적인 수단일 뿐이다.
또한 [β]형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
674) 다만 이들 3개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본 연구보고서가 아직 보충하지 못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근거가 존재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는 영미법의 물적 구제(구체적으로는 의제신탁)
를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근거-의제신탁이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체물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의 이론적 근거-가 남겨져 있다. 이 점은 향후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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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γ]형은 사전적인 단계에서 인정된 권리를 사후적인
단계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첫째의 귀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되었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문제-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유형마다 해답을 내리는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기능이 일원적-제재 ․
억제-으로 파악해 왔기 때문에 모든 맥락에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다는 문제는 동일한 형태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위법
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다원성을 기초로 살펴보면 각각의 유형마다 해결 방법이
달라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β]형의 경우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침해자가 얻은 이득 사이에 관계성(인과관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위법하게 취
득한 이득 반환은 전보배상의 틀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만약 침해자가 얻은 이
득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사이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배분이 정
확하게 이루어지는 한-애초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는 생기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면서 침해된 것이
경합재인 경우). 또한 [γ]형인 경우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점은 정
당화된다. 왜냐하면 이 유형의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특정 이행 구제로 파
악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로 제한된다는 손해배상법의 틀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
으며,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인정되기 때문
이다(구체적으로는 한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를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은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손해로 제한된다는 사고가 기본적 틀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
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를 해석론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민법의 영역이나 특
별법 영역에서 인격재의 무단이용을 염두에 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거나675), 원상
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을 특정 이행 구제로 파악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겨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675) 물론 민법의 영역에서 입법을 할 것인지, 특별법 영역에서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입법을 할 경
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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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76)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방안 역시 완전한 해결책으로 삼기에는 무리
가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α]형의 경우에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유형에서는 어떤 목적(예컨대 신탁 제도의 유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법정책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677)
이 유형에서는 사전적 관점이 중시되기 때문에 법정책의 목적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의해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
득을 얻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중시될 것이
다. 또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 점을 정당화하는 방법의 차
이를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α]형은 [β]형 및 [γ]형으로 위
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 최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 이때에도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이 영미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얻은 이 연구보고서의 기본적
․ 총론적인 분석 체계이다.
다만 이 연구보고서는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남기게 된다. 즉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
한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는
모든 경우를 일원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모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현재 상황보다는 부분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고 이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론 구성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
면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까지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어느 영역부터 입법론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경계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각론적 고찰
다음으로 전술한 총론적인 분석 체계의 관점에서 각론적 고찰을 한다. 다만 여기
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문제 되는 모든 영역을 고찰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이 연구보고서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유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676)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예측가능성 관점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77) [α] 법정책형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필요한 목적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충분히 억제되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
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도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Blair & Cotter,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and Legal Dimensions of Rights and Remedies, pp.46 and seq.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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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i)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ii)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2개의 사안만을
다루고자 한다.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연구보고서의 틀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β] 손
해 대체형으로 정당화될 것이다.678)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특별법 규정을 통하여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예
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들 수 있다. 동조 제4항은 “제1항679)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
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β]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80) 다만 이 규정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특허법 제102조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당초에는 보다 직접적인
이익 환수(준사무관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자국의 민법상 기
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의 틀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이론과
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적으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이 도입된 것
이었다.681)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리하여 이 규정
678)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인격적 성격이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저
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인격적 성격의 측면이 승인되고 있다(예컨대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이 점이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체계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
이 생각한다. 즉 ① 저작물을 본인이 공표하고 있지 않는 단계에서 아직 저작물은 시장재(대체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으며, 인격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타인이 저작권자에
게 무단으로 저작물을 공표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
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어서 [γ]형의 이익 환수-손해배상에 따라서는 원상회복할 수 없
는 경우에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으로서의 이익 환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구체적으로는 일기 등).
이와 달리 ② 저작물을 본인이 공표한 단계 이후에 저작물은 시장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인격적인 성
격이 후퇴해서 만약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서 [β]형의
이익 환수-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기준으로 한다-문제가 된다([α]형까지 인
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679)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680)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에 상응하는 일본특허법 제102조가 단순한 손해액 추정의 규정이 아
니라 직접적인 이익 환수(본 연구보고서의 틀에서는 [α] 법정책형)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도 있다(예컨대 鎌田薫, “知的財産訴訟における損害賠償法理”, 特許研究 17卷 4号, 特許庁工業所有権研究企
画委員会, 平成6年(1994年), 9頁, 鎌田薫, “特許権侵害と損害賠償”, CIPIC ジャーナル 79号, 日本関税協会
知的財産情報センター, 平成10年(1998年), 1頁, 특히 10頁). 특히 平成10年(1998年) 개정에 따른 신(新)
일본특허법 제102조 제1항의 제정에 따라 일실이익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동항에 맡기며, 제2항에 대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순화될 여지도 있다(이 점에 대하여 沖野眞
已, “損害賠償額の算定-特許権侵害の場合”, 法学教室 219号, 有斐閣, 平成10年(1998年), 58頁, 특히 62頁
참조).
681) 특허법 제128조에 상응하는 일본특허법 제102조의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田村善之, 전게 知的財産権と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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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평가도 보인다. 특히 이 규정에 대해서 침해자가 반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므로, 권리자의 보호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민법에 의해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
환을 인정할 필요성이 주장되었다682)).
문제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복멸된 경우(예컨대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의 일반 법리에 의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은 이 연구보고서의 테두리에서는 [β]형이 아니라 [α]형에 의할 수 밖에 없지
만(이 점은 기존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직까지 [α]형에 의하여 인정
해야 한다는 합의(consensus)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영미법, 특히 미국법에서
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만, 이에 대
한 평가는 나누어져 있다).683) 이 점은 궁극적으로 정보의 소유와 이용 사이에 최
적의 균형을 도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구제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격권에 대한 침해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연구보고
서의 틀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는 [γ] 자율적 의사 실현형으
賠償, 48頁 이하 및 285頁 이하를 참조.
682) 예컨대 강현중, 전게 주석민법, 412면 이하; 김현태, 전게 신고 채권법각론, 324면; 김석우, 전게 채권법각
론, 438면; 김증한 · 김학동, 전게 채권각론, 686면; 김형배, 전게 사무관리 · 부당이득 [채권각론II], 56면;
백경일, 전게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로운 체계구성-반의사사무관리와 불
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210면 이하; 윤철홍, 전게 채권각론, 409면; 조광훈, 전게 “준
사무관리에 관한 연구”, 31면 등. 또한 일본의 학설 중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한 견해가 있다. 예컨
대 潮見佳男, 債権各論I 契約法 ․ 事務管理 ․ 不当利得, 第2版, 新世社, 平成26年(2014年), 294頁은 “준사무
관리의 대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로, 이들은 특별법으로 대응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으로의
무임승차(free ride)를 억제하는 데에 이러한 규정들의 불충분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일반이론 단
계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증하
는 의의는 오늘날 여전히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한다.
683) 예컨대 田村善之는 물리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손
해배상액에 관해서도 침해행위에 대한 일정한 억제기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여 일본특허법 제102조
제3항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기회의 상실이라는 규범적인 손해론을 주장한 후에 동조 제2항을-일실이익의
추정이 아니라-제3항의 규범적 손해를 추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이른바 제2항 ․ 제3항 중첩적용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특허권자 자신이 불성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항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이상
제2항의 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상에 대해서는 田村善之, 전게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296
頁 이하를 참조). 다만 田村善之가 이상의 특허권 보호를 넘어서 민법학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민
법의 일반이론에 의해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田村善之는 위에 적은 견해와 준사무관리 법리의 경합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田村善之,
전게 知的財産権と損害賠償, 270頁 이하 참조),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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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존 논의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 문
제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그 근거로 침해행위의 제재 ․ 억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침해
자를 시장에 참여하게 하여 권리자와 교섭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인격권과 같이 본래 그 양도성이 승인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본 연구보고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684) 그리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 구체적으로
는 인격재의 무단이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Hanoch Dagan이 주
장한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실현에 의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권리자에 의한 인격의 상품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즉 인격의 불가양도성을 전제로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에 대한 이론
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3. 향후의 연구과제
이상과 같이 본 연구보고서의 이론 틀을 전제로 하면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
한 이득 반환과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도 그 타당성 및 그 이론적 근거 제시에 대하
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보고서의
이론 틀이 어느 영역까지 타당한지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더하여 기타 각론적 문
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
는 향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84) 이 점을 문제삼는 견해는 아마도 위자료에서 제재적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예컨대
仮屋篤子, “マス ․ メディアによるプライバシー侵害とその私法的救済についての一考察(1)”, 法学研究論集(明
大院) 19号, 明治大学大学院, 平成10年(1998年), 177頁, 仮屋篤子, “マス ․ メディアによるプライバシー侵
害とその私法的救済についての一考察(2 ․ 完)”, 法学研究論集(明大院) 20号, 平成11年(1999年), 15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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