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하지 않고 이기는 경영 노하우 

 
나국주 변호사 



“소송하지 마세요.” 



소송…? 

O 우리나라에서 소송이란 손해나는 짓 

 

O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 

 

O 기업 내에 법률문제 처리 시스템 구축 

 

O 경영자의 법률적 마인드 

 





돈 받는 문제 



채무자가 돈을 갚는 순서 

1. 사채업자나 깡패로부터 빌린 돈 

 

2.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3.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빚 

 

4. 재산을 경매(강제집행)에 넣을 수 있는 빚 

 

5. 이자가 높은 빚 

 

6. 인간관계로 승부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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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 

O 계약의 목적과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의
무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재 

 

O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이에 대처할 내용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기재 

 

O 계약서는 판사에게 보여 준다는 생각으로 
작성 





영업비밀 보호 문제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 
 

O 첫째, 회사의 정보를 영업 비밀 정보와 일반 정보로 분
류한 후 영업 비밀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다시 분류한
다. 

 

O 둘째, 영업 비밀 정보에 대외비 또는 비밀 등급을 표시
하여 해당 영업 비밀이 비밀 관리 대상임을 알린다. 

 

O 셋째, 회사 내에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거나 
관리 책임자를 둔다. 전담할 직원이 없으면 겸임하게 
한다.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 
O 넷째, 직위나 업무에 따라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한다. 

 

O 다섯째, 영업 비밀 관리 대장 등 영업 비밀 관리 서류를  

    만든다. 

 

O 여섯째, 영업 비밀을 접근이 제한된 곳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 등을 한 후 접근을 통제한다. 

 

O 일곱째, 컴퓨터나 서버에 영업 비밀을 보관하는 경우  

    전용 저장 장치 또는 전용 폴더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 

O 여덟째, 임직원 모두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정기
적으로 영업 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한 경
우 꼭 기록에 남기고 참여자의 사인을 받는다. 

 

O 아홉째, 퇴직자에게는 퇴직 후 준수할 비밀 유지 서약서
를 받고 영업 비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반환받은 후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O 열째, 임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나 메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회사의 이익
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경우 회사
가 모니터링하거나 검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서약서
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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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서 : 소송없는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