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 관련 규정 및 판결

사례 

 

 

 

미국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미국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

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생소한 내용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규칙(FRCP)에는 discovery 범위가 소송의 청구(claim) 또

는 항변(defense)에 관련된 사항은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밖에도 소송의 subject 

matter에 관련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

무상 소송의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discovery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연방민사소송법 규칙(FRCP)에는 법원이 discovery 위반



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간략하

게 소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Victor Stanley, Inc. v. Creative Pipe, Inc. (2010년 판결) 

 

Victor Stanley사는 저작권 침해혐의로 Creative Pipe사와 그 CEO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

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법원이 피고 Creative Pipe사와 그 CEO에게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거보전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전자보전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와 같은 증거삭제행위는 고의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인한 의도적인 spoliation of evidence을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로서 추가 재판 없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에 관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default judgment)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침해금지명령이었습니다. 즉, discovery 위반행위만으로 더 이상의 

심리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소송비용은 통상 수백만 달러에 달하

는 거액입니다. 나아가, 피고 CEO에게는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적용하여 상기 



소송비용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최장 2년의 기간 내에 당사자를 수감하는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GTFM v. Wal-Mart Stores (2000년 판결) 

 

GTFM사는 Wal-Mart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디스커버리에서 월마트의 ESI 자료공개

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마트사는 자사 컴퓨터시스템의 용량제한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discovery에서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월마트의 IT 부서 직원에 대한 deposition에서 월마트 전산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용량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청한 해당 자료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앞선 월마트의 디스커버리 응답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GTFM의 전산 전문가가 월마트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월마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Coleman Holdings, Inc. v. Morgan Stanley & Co. (2005년 판결)  



 

Coleman Holdings사는 주식매매 관련 사기혐의로 Morgan Stanley사를 제소하였습니다. 

E-discovery 과정에서 피고 Morgan Stanley사가 없다고 답변한 email 파일들이 실제로는 

backup tap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Morgan Stanley에서는 해당 이메일 파일들이 현재 운

영중인 시스템에서는 없지만 백업파일에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즉시 그와 같

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Morgan 

Stanley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실제 알게 된 시점

보다 늦게 알게 되었다는 등 허위로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사를 통해 이와 같

은 허위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Morgan Stanley에 대해 상대방 원고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의 반박 주장은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불리한 추인(adverse inference)을 하는 

jury instruction(배심원 판단기준설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실과 상관

없이 그 재판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법원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심설시에 따라 배심은 실제 재판에서 피고 

Morgan Stanley에 대해 약 15.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원고 Coleman 

Holdings 지불하라는 피고 패소평결을 하였습니다. 

 



z4 Technologies v. Microsoft Corp. (2007년 판결) 

 

z4 Technologies는 MS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마

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고 특허권자가 제출하라고 요청한 특정 email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email 파일들이 MS

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후 관련자들에 대한 deposition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MS의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MS는 징벌금으로 2천5백

만 달러와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약 2백만 달러, 합계 2천7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

령을 하였습니다. 

 

US 정부 v. Philip Morris  

 

미국정부가 필립모리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필립모리스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전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필립모리스에는 문서

보전 기간이 경과한 이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증거보전명령을 받고서도 이와 같은 문서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필립모리스는 이와 같은 자동삭제프로그램의 시행사실을 알면서도 약 



4개월 동안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법원에 보고한 후에도 약 2개월 동안은 

실제 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지하지 않고 이메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을 방치하였

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제조치로서, 필립모리스에 대해 징벌금으로 2.75백만 달러를 지불하라

고 명령하고, 필립모리스측에서 신청한 주요 증인 11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trial에

서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Kucala Enterprises, Ltd. v. Auto Wax Co. Inc. (2003년 판결) 

 

Kucala Enterprises는 특허권자 Auto Wax의 특정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DJ 

(Declaratory Judgment)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원고 Kucala의 컴

퓨터 시스템에서 evidence eliminato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약 15,000건의 파일들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추가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재판을 종료하고,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

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미연방민사소송규칙(FRCP)  

범위 - RULE 26. DUTY TO DISCLOSE;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DISCOVERY 

 

(b) DISCOVERY SCOPE AND LIMITS. 

(1) Scope in General. Unless otherwise limited by court order, the scope of discovery is 

as follows: Parties may obtain discovery regarding any nonprivileged matter that is relevant 

to any party's claim or defense—including the existence, description, nature, custody, 

condition, and location of any documents or other tangible things and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persons who know of any discoverable matter. For good cause, the court may 

order discovery of any matter relevant to the subject matter involved in the action. Relevant 

information need not be admissible at the trial if the discovery appears reasonably 

calculated to lead to the discovery of admissible evidence. All discovery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Rule 26(b)(2)(C).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RULE 37. FAILURE TO MAKE DISCLOSURES OR TO 

COOPERATE IN DISCOVERY; SANCTIONS 



(b) FAILURE TO COMPLY WITH A COURT ORDER. 

 

(1) Sanctions in the District Where the Deposition Is Taken. If the court where the 

discovery is taken orders a deponent to be sworn or to answer a question and the 

deponent fails to obey, the failure may be treated as contempt of court. 

(2) Sanctions in the District Where the Action Is Pending. 

(A) For Not Obeying a Discovery Order. If a party or a party's officer, director, or 

managing agent—or a witness designated under Rule 30(b)(6) or 31(a)(4)—fails to obey 

an order to provide or permit discovery, including an order under Rule 26(f), 35, or 37(a), 

the court where the action is pending may issue further just orders. They may include the 

following: 

(i) directing that the matters embraced in the order or other designated facts be taken 

as established for purposes of the action, as the prevailing party claims; 

(ii) prohibiting the disobedient party from supporting or opposing designated claims 

or defenses, or from introducing designated matters in evidence; 

(iii) striking pleadings in whole or in part; 



(iv) staying further proceedings until the order is obeyed; 

(v) dismissing the action or proceeding in whole or in part; 

(vi) rendering a default judgment against the disobedient party; or 

(vii) treating as contempt of court the failure to obey any order except an order to 

submit to a physical or mental examination. 

(B) Payment of Expenses.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the orders above, the court must 

order the disobedient party, the attorney advising that party, or both to pay the reasonable 

expenses, including attorney's fees, caused by the failure, unless the failure was 

substantially justified or other circumstances make an award of expenses unj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