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계약분쟁 – 4] 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제품 개발지연 등에 따른 특별손해 배상책임 여부 

 

 

 

예를 들어, "갑"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을"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 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갑"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 3 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제 393 조제 1 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 2 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다 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 다카 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다 23598 판결) 

 

2. 법리적용 및 사안검토    

 



원료합성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이 원료를 납품해야만 그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갑"이 원료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갑"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을"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