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사의 영업비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비밀유지계약 작성시 아래의 네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은 기업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업들은 때때로 

전유적 비밀정보를 공유하고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술·재무 데이터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 관계를 체결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법원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통상적인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18 U.S.C. § 1836, et. seq.) 및 캘리포니아주에서 채택된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Cal. Civ. Code § 3426, et seq.)에 따라,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노력하였는 지의 문제는 

배심원들에게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나, 기업들은 관련 문제에서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비밀유지계약에 만료일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밀유지계약들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만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는 비밀유지계약의 조항들(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에 관한 조항 포함)이 

특정 일자에 만료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에 만료일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하나 이상의 법원이 10년 후 만료되는 비밀유지계약은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Silicon Image, Inc. v. 

Analogix Semiconductor, Inc., No. 07-96073, 2007 U.S. Dist. Lexis 96073, at *47 (N.D. Cal. Dec. 20, 

2007) (DB Riley, Inc. v. AB Eng'g Corp., 977 F. Supp. 84, 91 (D. Mass. 1997) 인용. 법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판시이유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밀유지계약 작성시 비밀유지계약에 

만료일을 기재함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정보수령인에게 전달되는 영업비밀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Alta Devices, Inc. v. LG Elecs., Inc., 343 F. Supp. 3d 868 (N.D. Cal. 2018) 사건의 비밀유지계약은 

기업들이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충분히 특정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LG 전자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에서, Alta Devices는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에 따라 공개하고자 예정하는 비밀정보의 유형들을 명시하는 부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이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제공된 부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LG 전자가 Alta가 어떠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 동일한 수준의 구체성을 

적용하여 자신의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중에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3)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계약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만으로 법원에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Barranco v. 3D Sys. Corp., 952 F.3d 1122, 1130 (9th Cir. 2020). 다만,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러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예비적 금지명령 분석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JBF Interlude 2009 Ltd - Israel v. Quibi Holdings, LLC, No. 

CV20-2299-CAS (SKX), 2020 WL 3963863, at *7 (C.D. Cal. 2020년 7월 13일) 참조.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계약 조항에만 의존할 수 없으나, 이러한 조항은 영업비밀 유용에 

기한 예비적 금지명령 요구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서명 당사자로 하여금 영업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을 두는 것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은 서명 당사자로 하여금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GSI Tech., Inc. v. United 

Memories, Inc., No. 5:13-CV-01081-PSG, 2015 WL 1802616 (N.D. Cal. 2015년 4월 20일) 사건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GSI Tech는 United Memories로 하여금 GSI Tech 비밀정보의 무단 공개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GSI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UMI 

직원들 전원으로 하여금 UMI와 서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UMI에게 영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자료와 서류들을 명시적으로 대외비 및 비밀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약 관계를 체결하기 전에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밀정보의 교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영업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구속력 있는 계약 관계를 체결한 경우, 

기업들은 영업비밀에 관한 상세 조건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을 무기한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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