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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픈마켓 및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지위
o 오픈마켓 (Open Market)이라 함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함.
- 오픈마켓서비스 사업자는 기존의 온라인마켓(쇼핑몰)이 상품기획과 마케팅, 주문 및 배달까지 모두 책
임지던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상의 장터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
로 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픈 마켓 웹사이트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이베이(eBay)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있음.

o 오픈마켓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발전되어온 전자상거래 모델로서, 미국의 eBay가 CtoC 중심
의 전형적인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G마켓은 소규모BtoC를 위한 마켓
플레이스라는 특징이 있음.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되고 있는 오픈마켓에 관한 법적 규율 또한 우리 법질서에서 특
히 문제로 제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o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위조상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서
비스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o 직접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통신판매업자)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오픈마켓운
영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나 개인에 의한 상표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
게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상표법에 I SP의 책임 범위 및 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 입법방식: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현행 방식 vs. ISP 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통일
적 규율하는 방식 존재함.
- ISP(오픈마켓 운영자) 준수해야 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그 불안한
지위를 해소해 줌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상표권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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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ㅇ여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전소법') =>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짐.

-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전소법 20조가 적용되지 아
니함.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 불성립
- 정보통신망법 44조 재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기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망에 사생활 또는 명
예훼손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포
함되지 아니함.
- 오픈마켓 상표권 (게시판 운영자, P2P 운영자, 검색사이트 운영자, 웹스토리지 )과의 유사성과 차별
성 비교를 통한 책임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오픈마켓상의 상표사용 및 상표권 침해
o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많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상표품)을 무단으
로 거래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오픈마켓서비스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
판매업자나 개인에 의한 상표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I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자들이 위조상품을 거래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혼
동초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i)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ii)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의 공
동책임(Joint liability), (iii)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의 일차적 책임(Primary Liability)공동책임(Joint
liability)책임여부가 문제됨.

o 오픈마켓 서비스운영자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Louis Vuitton 사건에 대한 ECJ
의 판결, 프랑스나 영국의 eBay 판결은 Google이나 eBay의 직접책임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의 방조
책임에 대해 모두 논하고 있음.
-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오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제3자 책임 또는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통일되지 아니함, 주로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해결, 미국의 경우에는 무과실채임으로서의 + 과
실책임으로서의 기여책임과 유인침해 법리로 해결

o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오픈마켓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의 경우, 거래의 장터만 제공,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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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는 불성립.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 책임 성립여부 경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
접의 부작위로 ,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
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
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함.
-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하여할 조리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다
만,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는 긍정됨.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대한 구체적 인식'과 ’침해의 통제 가능성‘ 여부가 책임 존부
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동향
o 미국은 경고와 삭제(notice and takedown)를 조건으로 한 면책조항을 둔 DMCA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면책 여부는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귀책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짐.
-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단일 사업자인 eBay는 그 사이트내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미국에서
는 2010. 4. 1. Tiffany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이유로 승소하는 등 관련 소송에서 일관되게 승소
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의 경우, L’Oreal 사건에서 ECJ는 eBay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등 나라
별로 다른 각기 결론이 나고 있음.

o 오픈마켓은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임. 웹스토리지 , 통신판매중개자도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자이면서 불법도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상품이 판
매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위조상품 판매방지의무
에 따른 구체적 조치 범위가 중요한 문제임.

□ 상표법 개정 방안
o 인터넷을 이용한 상표침해행위에 대응은 ‘상표의 사용’개념 확장이나 ‘혼동가능성’ 의 확장여부
에 따라, 동일한 상표 사용행위에 대해서 침해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법원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법적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개념을 개정하여 인터넷상의 상표사용을 포섭할 필요가 있음.

o 통신판매중개자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게시판 운영자나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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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자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
한 구조를 가짐. 즉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타인이 주도적으로 권리침해정보를 업로드 하
는 경우 서비스운영자가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별성도 존
재하지 아니함.
- 특히, 오픈마켓은 불법적인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
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픈마켓 운영자(ISP)의 책임과 면책에 관한 규정을 상표법에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 상표법 제66조 제1항에 ISP의 일정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의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나아가 상표법에 ISP의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ISP 책임 및 제한을 명확히 하여 상표권 보호
와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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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Liability for 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may be imposed where a manufacturer or
distributor (1) intentionally induces another to infringe a trademark or (2) continues to supply a
product to someone who it knows or has reason to know is engaging in trademark infringement. The
test for contributory infringement focuses on manufacturers, distributors of products. There has
however been an open question about whether or at least to what extent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doctrine even applied to services.
Although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has strongly been influenced by US IP law,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Korea's legal system has traditionally accommodated civil law, based mainly on the
German model. So, there is no traditional case law, such as the principles of contributory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Moreover, there has been no clear line in Korea distinguishing between direct
liability and indirect liability. There was much controversy over the matter of which provision should
provide the positive legal standard for copyright owners suing an ISP, because the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only negative legal ground for ISP immunity(Korean Copyright Act, Chapter VI: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Limitation).
Open market such as eBay, G-Market is an electronic marketplace, not a retailer, and never takes
physical possession of goods sold through its website. eBay may be not liable for contributory
infringement because it does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specific acts of infringement on its
site and, when it does, it must act appropriately to discontinue the listing.
The Korean Trademark Act has yet to formally address this issue, divergent approach to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exist. Recently, Secoul Central District Court denied G-market’s liability on the
ground that it did not know which individual item fell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and trademark
infringement.
The liability depends on the competency and possibility to control the individual sales on the open
market. My opinions of the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 for violation of trademark right with the
dealer are as followings; ⓐ The open market should burden a general duty to protect of a right of
others by a dealer. ⓑ When the open market may receive a notice of violation of a right, he should
delete the information which violates a right or take a tentative measure. ⓒ At the same time he
should come into action not to search the other goods which contains the information. ⓓ
However he should burden a duty of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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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배경

(Open Market)이라 함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존의 온라인마켓(쇼핑몰)이 상품기획과 마케팅, 주문 및 배달까지 모두 책임지던 방
식과는 달리 온라인상의 장터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한다.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픈 마켓 웹사이트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이베이(eBay)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있다. 오픈마켓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발전되어온 전
자상거래 모델로서, 미국의 eBay가 C2C 중심의 전형적인 장터(marketplace)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G마
켓은 소규모B2C를 위한 장터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되고 있는 오픈마켓에
관한 법적 규율 또한 우리 법질서에서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1)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2)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위조상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상표사용 공간인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판단기준과 해결방
안과는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오픈마켓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상품판매자의 상표사용, 침해 및 책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

」

1)
법적 문제를 다른 국내논문으로는, 김병일,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문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2011.4); 박귀
련,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지적재산권 제35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10; 박영규, “상표
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오픈마켓 운영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제1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 신지혜, 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통권
제32호), 2011;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
46488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2009.6); 배정한, 위조상품이 거래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에 관한 사례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2009; 이형규 “오픈마켓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법학논총 제23집 3호(2006) 등이
있다.
2) 상표위조행위(conterfeit)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극히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
나 극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조상품이란 상표위조행위를 수반한 상품이다.

上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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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 MARKET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2.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상에서 많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
의 상표품을 무단으로 거래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
상능력이 없는 개인(통신판매업자)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
에게 통신판매업자나 개인에 의한 상표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bnbe Service Provider: 이하 ‘OSP')3)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ISP
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ISP의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로 방송․통신관련법, 전자상거래관련법, 저작권법 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1996), 청소년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1998)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DMCA), EU의 전자
상거래 지침‘, 영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개정),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IuKDG),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EU나 일본과는 달리 ISP의 책임과 면책을 개별 법률(저작권법)에
서 규정하고 있다.
ISP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콘텐츠의 전송의 경우에는 저작권, 상업적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의 경우에
는 상표권이 문제될 수 있다.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법도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의 ISP의 책임과 면책규정이 필요하다. 입법방식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의하
여 규율하는 현행 방식과, 온라인에서 위법한 정보의 유통을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ISP 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ISP, 특히 오픈마켓 운영자가 준수해야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에는 그 불안한 지위를 해소해 줌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상표
권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ISP OSP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ISP의 범위가 OSP의 범위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저작권법과 같이 법률 및 판례에서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두 개념 모두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 또는 중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련 개념의 자세한 설명은, 박준석,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7-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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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및 범위

새롭게 부각되는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침해는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사용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서비
스사업자의 책임과 면책에 관한 특유한 문제이다.
우선, 본 연구는 오픈마켓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고찰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약칭)」에 따르면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진다. 전소법 제20조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런데, 전소법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국한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
의 불법행위, 예컨대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소법 제20조가 적
용되지 아니한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그리고 책임 유형을 광범위하게 재정립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나아가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해결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존재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면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게시판 운영자, P2P 운영자, 검색사이트
운영자, 웹스토리지 운영자)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비교를 통한 책임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오픈마켓상의 상표사용 및 상표침해 유형에 대해서 검토한다.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
자들이 위조상품을 거래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혼동초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i)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ii)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의 공동책임(Joint liability), (iii) 오픈마켓 서
비스 운영자의 일차적 책임(Primary Liability)공동책임(Joint liability)책임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는 키워드광고와 결합되어 서비스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의 상표의 사용 태양에 따라 상표권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본 연구는 상표의 사용의 경우, 거래과정
에서의 사용, 혼동가능성 등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표의 태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법제도 및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사용 문제도 심층적으로 검
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타법률상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 집중분석한다. 오늘날 통신망상
에서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음.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
인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나 통신망 사업자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침
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상의 ISP책임 및 면책에 과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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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자세
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 연구를 바탕으로 상표법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표침
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법체계의 유연한 해석, 예를 들면 상표사용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용
자들의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 사업자들의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얻는 권익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
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표의 사용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오픈마켓 운영자(ISP)의 책임 조항 도입여부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날
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
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이다. 오픈마켓은 불법
적인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
픈마켓 운영자(ISP)의 책임과 면책에 관한 규정을 상표법에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2.

본 연구는 오픈마켓상의 상표사용 및 상표침해 대응방안과 관련한 제문제를 지재권, 집행 쟁점을 비롯한
주요 쟁점을 미국, 유럽과 일본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한다.
또한 오픈마켓상의 상표사용 및 상표침해 대응방안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국가의
법령, 판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비교법적 정리하되 필요하면 현지 관련기관의 방문조사 또는 관련 국
제회의에 참석한다.
본 연구는 오픈마켓상의 상표사용 및 상표침해 대응방안에 관련 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효과를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며, 비교법 연구가 가능한 다
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실무가를 공동연구원으로 활용한다.
선행연구, 각종 통계, 실태자료를 수집․검토하며, 외국사례는 해외 전문가의 자문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
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필요한 외국자료는 미국 및 유럽의 학술지 및 주요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인 West Law 및 Lexis를 통하여, 일본의 학술지 및 일본 주요 판
례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인 houko 사이트 등을 이용한다. 기초조사 연구 및 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 및 판례동향 등을 분석한다. 분석되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 도출한다. 특
히 자료정리 및 분석시 특허청이 요구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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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수시로 개최하여, 검토 및 토론을 거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
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결방안 연구 및 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집필하며, 정책적 요구사항은 다른 법률체계와 이상이 없는지 학계의 자문도 아울러 충분히 받아
오픈마켓에서의 상표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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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오픈마켓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
1절 오픈마켓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몇 년 사이에 전자상거래시장(인터넷 쇼핑)에서는 오픈마켓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4) 이와 같
이 오픈마켓에서의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는 오픈마켓 방식이 인터넷거래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이기 때문이다.5)
오픈마켓 (Open Market)이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판매자가 되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개인 판매자와 오픈마켓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개
별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간에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상의
장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형태의 사이버 몰을 말한다. 오픈마켓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기존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오픈마켓의 운영자(사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의 장과 시스템
을 제공할 뿐, 누가 어떤 상품을 등록하고 어떤 가격에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6) 오픈마
켓 운영자는 기존의 온라인마켓(쇼핑몰)이 상품기획과 마케팅, 주문 및 배달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과
는 달리 온라인상의 장터(marketplace)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판매하지 않고서도 상품등록 및 거래 성립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인적비용은 물론, 유통업에 수반되는 물류비용의
부담이 없고 반품 · 재고 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호몰로 입점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고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구매자
의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쉽게 찾아내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4)
접속률 조사업체 메트릭스(metrixcorp.co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6월에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73.7%가 오픈마켓을
이용했으며, 1년 전에 비하여 방문자수는 255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적인 이용량을 보여주는 페이지뷰는 약 104%
나
증가하여
인터넷쇼핑
이용자들의
오픈마켓
이용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http://www.mrk.co.kr/stoonews/2005/8/1/00038376013151100.htm). 2011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 총액은 지난해보다 23.1% 증가한
31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61457151&code=930100).
5) 이형규 “오픈마켓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법학논총 제23집 3호(2006), 221면.
6) 오픈마켓과는 달리, 기존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에서는 카테고리마다 담당MD(상품 기획자)가 입점업자와 접촉하여 수수료를 협의하고,
입점업자의 상품등록을 조율하며 판매에 대한 책임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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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의 거래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거래상대방과 상품을 직
접 확인하지 않고 오픈마켓 사이트에 게재된 상품 정보만을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상대방의 신
용상태, 진정한 거래의사의 구비 여부 및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오픈마켓에 의한 거래
가 확산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의 오픈마켓 운영자 및 상품판매업
자의 상표사용, 침해 및 책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위조상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되고 있는 오픈마켓에 관한 법적 규율 또한 우리 법질서에서 특히
문제로 제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7) 인터넷 환경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상표사용 공간인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판단기준과 해결방안과는 다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는 전통적 상표사용 공간과는 다른 판단기준과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효과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쟁점 들을 국내외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비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픈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는 크게
사이버몰 이용허락자, 정보제공형 통신판매알선자, 및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업자로 구분된다. 오픈마켓의
운영 여부에 따라 그 운영자는 정보제공형 통신판매알선자 또는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
을 것이다. 전자는 통신판매의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 계약체결과정의 참여자의 지위에 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8)

가. 사이버몰 이용허락자

사이버몰 이용허락자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의 이용을 허락"하는 자이다. 즉 자신이 사이버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통신판매업
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유형이며, 시장에서 점포를 만들어 그 점포에 상인을 입점시키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9)
7)
, 앞의 논문(주 1), 183-184면.
8) 신지혜, 앞의 논문(주 1), 84-86면.
9) 현재 우리 실정에서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이버몰만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통신판매자가 고유하게 계약을

- 7 -

8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 통신판매알선자

(1) 정보제공형 알선자
제2조의 통신판매중개자 개념정의와 전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
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도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
을 정보제공형 알선자라고 할 수 있다. 정보제공형 알선자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나 정보를 자기의 명의
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므로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체결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10)
정보제공형 알선자에는 검색엔진을 통해 상품나열식 정보제공을 하는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지식쇼핑",
다음의 "쇼핑하우" 등), 가격비교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등) 등이 포
함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형 알선자가 통신판매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오직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그친다. 통신판매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사이트로 이동을 하므로 소비자도 정보제공과 계약체결이 완전히 별도의 주체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정보제공형 알선자가 통신판매의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 어디
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는 점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와 차이가 있다.

(2) 거래관여형 알선자
거래관여형 알선자는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
하는 것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타인의 통신판매의 청약을 접수한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수령상대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타인의 통신판매 계약체결의 수동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 계약체결과정의 참여자로
서의 지위에 선다.11)
거래관여형 알선자의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을 들 수 있다.
오픈마켓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 개별적인 통신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되 계약체결은 통
일적으로 오픈마켓의 화면에서 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픈마켓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인
식을 갖게 한다. 또한 할인쿠폰의 발행, 마일리지 적립, 사이버머니의 이용 등 통신판매의 이행과정에서도
오픈마켓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소비자는 오픈마켓이 통신판매 주체이지만 상품의 보관이나 물류
의 편의를 위해 배송만 타인에게 내부적으로 의뢰하는 행태와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오픈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영업모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183-184면.
10)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183-184면.
11)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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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배적인 명성이나 신용을 소비자에게 내세워 통신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 역시 오픈마켓
을 신뢰하고 통신판매하는 것이니 만큼 오픈마켓 역시 통신판매에 일정한 관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확연히 정보제공형 알선자와는 구별된다.

. 정리

타인간의 통신판매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는 사이버몰 이용허락자나 정보제공형 알선자는 타인간의 통
신판매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
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주로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점은 거래관여형 알선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
와 책임에 관한 것이다.

3.

오픈마켓 운영자의 역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 청약을 접수하는 등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중개자도 통신판매의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통신판매
중개자가 알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당사자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다.12) 이러한 관점이 전소법 제20
조 1항의 통신판매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게 된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
판매의 청약을 접수하거나 모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의 발행이나 사이버머니 및
마일리지의 적립 등의 프로모션, 거래취소나 반품의 접수 등은 통신판매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관계자로서
의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오프라인에 비교하면 백화점과 임대매장의 관계와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
으며, 소비자가 임대인지 직영매장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백화점 매장에서의 판매에 대해 백화점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태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중개계약의 관점에서 통신판매중개자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4) 그러나 법현실에서 통신
판매중개자가 행하는 행위양태가 전통적인 상법 제93조 이하의 중개인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상법상의
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통신판매중개자를 규율하는 것은 구체적 적용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15)

4.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의 종류

12)
, 앞의 논문(주1), 221면.
13)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102면.
14)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20호, 2003, 34면 이하, 노종천,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
위와 책임", 민사법학 제39-1호, 2007, 279면 이하; 이충훈, 인터넷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인터넷법률 제38호, 법무부, 2007, 114면이
하 이다.
15) 이형규, 앞의 논문(주1), 221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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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주체로서의 책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오픈마켓의 영업활동을 위해 오픈마켓 그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하
게 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개별적인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 자체에
대한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약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표시광고법 제10조 1항에서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에
서는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시하여 면책의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오픈마
켓 자체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무과실책임을 개별적인 통신판매와는 무관하게 지게 된다.

나. 계약관여자로서의 책임

전소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책임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법정책임으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다수의 학설16)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일종의 법정책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거래관여형 알선자’에게 거래관여와 그로 인한 수익에 따라 부담시키는 형평책임 내지는 보상책
임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몰 이용허락자’나 ‘정보제공형 알선자’에게는 가혹한 것
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버몰을 이용하게 하거나 거래정보
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주체가 누구인가의 혼동만을 방지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
다. 전소법 제20조 전단의 면책규정은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단순한 유형의 통신판매
중개자만을 위한 비상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조문 문구에도 불구하고 전소법 제20조는 이와 같이 해
석되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통신판매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도 문제가 된다. 통신판매자가 취급하는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유사품인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다. 통신판매자는 당연히 거래주체로서 그

「

」

16)
,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인터넷법률 , 제29호, 2005, 114면 이하; 이충훈, 앞의 논문(주 14), 40면; 고형석,
앞의 논문(주 14), 50면 이하; 노종천, 앞의 논문(주 14),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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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오로지 이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알선하거나 혹은 거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거래주체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부담시
키기는 적절하지 않다. 즉 이러한 책임은 통신판매중개자 스스로의 광고행위로 인한 자기책임도 아니고,
통신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정책임도 아니며, 통신판매자와 제3자 사
이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픈마켓의 운영이라는 행위기여에 대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내지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문제가 된다.

오픈마켓 운영자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약칭)」에서 통신판매중개와 통신판
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전소법 제2조 4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
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
선하는 행위라고 개념정의 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서비스 사이트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
에게 상품판매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
신망법’이라 약칭)」제2조제1항제2호17)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같은 항 제3
호18)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한다.
전소법에 따르면 오픈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해서
는 전소법 제20조의 통신판매 중개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
판매 중개인이 재화 등의 판매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 중개인은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오픈
마켓 운영자가 미리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오픈마켓 이용약관에 따르면,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에 물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이고, 물품을 판매하거
나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
어있다.19)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

」

17) “
”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
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G마켓 구매회원 제5조 (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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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고 규정되어 있다.20)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에 관하
여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미리 고지하면 소비자에게 그 거래에서 아무리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이버 거래장소와 거래시스템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중개인으로서
상법상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나, 전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6.

불법행위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전소법 제20조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 1항에서는 통
신판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과 동시에 면책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 2항에서는 1항의 예외
로 통신판매를 겸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 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3항에서는 1항과 대비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신판매자의 연대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소
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자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전소법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
한 규율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분쟁에서 전소법 제20조를 여하한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가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전소법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도 연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국한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 예컨대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소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다.21)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전소법에 의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해결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한 온라인서비
스 제공자(게시판 운영자, P2P 운영자, 검색사이트 운영자, 웹스토리지 운영자)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논
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운영자의 대표적 사례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
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G마켓 판매회원 약관 제5조(대리행위의 부인) 참조.
20) G마켓 판매회원 약관 제5조(보증의 부인) 참조.
21)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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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현재 일반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오픈마켓은 56개 있다고 한다.22) 점유율 기준에 의하면, G마

켓, 옥션, 11번가, eBay, G마켓 일본, G마켓 싱가폴, 티오바코닷컴(중국 1위 점유율), 올인마켓, 세상n,
옥션중고닷컴 등이 1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 5일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간 합병에 대
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
다. 지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G마켓 주식(99.9%)을 취득, 계열사 관계였으나 2011년 3월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었다.
G마켓은 2000년 4월 인터파크 구스닥이라는 이름의 사내벤처로 출발하였다. G마켓은 초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명확히 정해져 잇는 경매사이트로 운영되다가, 2003년 8월부터 오픈마켓 아이트로 운영되고 있
다. G마켓은 업계 최초 월거래액 3천억 돌파, 2008년 연간거래 규모액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09년 6월 이베이에 인수되어, 사명을 이베이지마켓으로 변경한바 바 있다.

옥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경매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02년 오픈마켓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
이래, 2004년 업계 최초 연간 1조원 거래금액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해오고 있다.

. 11번가(SKT)

11번가는 SK텔레콤이 2008년 운영을 시작한 오픈마켓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작년엔 72%로 줄어들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고 한다.

22)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11&cat2_id=115&cat3_id=680&sel_period=20091101&page=1#(2011.7.5.
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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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네이버)

1위 인터넷사업자인 NHN이 2011년 오픈마켓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오픈마켓 시장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검색 노출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소비
자들의 구매 패턴이 포털에서 상품검색→가격비교→마켓이동→구매의 순서로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판매자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 및 상품 노출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다. NHN의 경우
이미 순방문자 숫자가 압도적이고 검색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어 오픈마켓과 검색사업의 시너지를 이루는
경우에는 오프마켓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3)

. 온라인 쇼핑몰 동향

미국 소매시장 매출의 10% 정도가 전자상거래로 발생한다. 시장조사기관 컴스코어는 2011년 8월 8일
올해 2분기 미국 내 온라인 소매판매(B2C 전자상거래) 규모가 375억달러를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온라인 소매판매는 7분기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작년 4분기
부터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지속적 성장으로 2분기에는 전체 소매판매의 10분의 1 수준
까지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B2C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9.5~10%로 미국과 비슷한 수
준이다. 중국은 3.5% 수준이나, 지난해 거래규모가 5000억위안(약 82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고 있
다.24)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011년 오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2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4
조8000억원보다 18.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상거래 중 인터넷 쇼핌몰 총 거래액은 2009년 기준
약 20조원을 기록한 후 전자상거래 내 비중은 3%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올해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온라인몰 시장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G마켓(1

23)
2011.7.11자 인터넷 뉴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61457151&code=930100).
24) 전자신문 2011.8.10자 인터넷 뉴스(http://www.etnews.com/201108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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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옥션(2위)의 합병이 연기되는 사이 11번가(3위)가 약진하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올해
오픈마켓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지각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정 인원이 넘으면 온라인 공동구매를 성사시켜주는 소셜 커머스의 약진도 주목할 만하다. 2010
년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의 소셜 커머스가 등장했으며 신세계, 인터파크, KT커머스 등도 소셜
커머스에 가세했다. 지난해 시장 규모 600억원 선에서 올해 3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
고 있는 가운데 업체 난립으로 한때 유행에 그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자가 700만여명을 넘어서면서 모바일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
도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퀵리스폰스(QR)코드 등을 이용
한 마케팅도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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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픈마켓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통신판매업자들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5) 오픈
마켓에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직접책임,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침해행위를 주선하거나 그 행위를 범하기 위한 공동구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일차적 책임(Primary Liability)
책임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오픈마켓서비스는 키워드광고와 결합되어 서비스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픈
마켓 운영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검색엔진(키워드광고)운영자로서의 책임도 문제된다.
본 장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그 책임과 면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1절 상표권 침해
1.

침해의 의의

상표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게 되면 일정한 제
재를 받게 된다. 즉 상표권자 이외의 제 3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소극적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상표권침해라 한다.
상표권은 물권적인 독점배타적 권리이지만 그 대상물을 물리적으로 사실상 지배할 수 없어 은밀한

用

者에 의하여 용이하게 침해될 수 있고 한번 훼손된 당해 상표의 신용, 이미지 등 가치는 손쉽게 회복되지
아니한다. 상표모용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는 단순히 상표소유자의 신용(good will)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
정한 경업질서를 혼란케 하고 상품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까지 저해한다. 따라서 상표법은 상표자체에
관한 동일한 영역에서의 침해뿐만 아니라 유사범위에서의 사용에까지 방어구역을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신
용, 경업질서의 공정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상표법은 문자·도형 등으로 구성된 標章 자체
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표에 화체된 영업상 신용(good will) 내지 상표적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점에서 발명·고안 등의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 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
25)
통신판매업자들이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정경쟁행위(혼동초래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책임
을 지지만, 이하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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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적, 획일적인 보호를 꾀하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구별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의 상표, 상
호, 영업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상품의 용기·포장 등 영업상 사용되는 일체의 상품표지에 대한 부정사용
을 금지케 함으로써 공정한 경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영업상의 표지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상표모용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

침해의 태양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동일역역에 대한 침해,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독점권 및 등록상표의 유
사범위에 대한 예비적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객체의 점유가 불가능하므로 침해가 용이한 반면 침해사실의 발견 및 구체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고,26)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문
란케 하여 결국 수요자의 이익27)을 해치게 되므로, 상표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가 동일상표를 그 지정상
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유사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상표법 제66조 1호). 한편 상표법은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를 간접침해로 규
정함으로써 상표보호의 폭을 넓히고 있다.28)

.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 50조: 전용권, 독점권). 제3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
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29) 동일영역에서의 상표권의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는 자
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상표법 제65조), 등록상표와 색채만이
다른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상표법 제91조의2). 정당하게 사용중인 등록상표를 타인이 말
소하거나 상표가 부착된 용기나 포장에 동종의 다른 상품을 넣어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상품이나 광고로부터 등록상표를 삭제하는 행위 또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용기나 포장에 동종의 다른 상
품을 넣어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동일영역에서의 침
해라는 견해가 있지만.30)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각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6) Karl-Heinz Fezer, Schadensersatz und subjektives Recht im Wettbewerbsrecht, WRP 1993, 565.
27)
관하여는,
,“
의
”, 창작과 권리 , 1996(제3호), 77면 이하.
28) 송영식/이상정/황종환,
( ) (육법사, 1998), 259면.
29)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의 구성요소 중 색채만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상표 §91의2).
30) 최성우, OVA 상표법(개정2판) , 한국특허아카데미(2007), 388면.

梁明朝 商標保護 本質 「
「知的所有權法 下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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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유사범위(Änlichkeitsbereich)에서의 침해는 이른바 금지권에 대한 침해에 속한다. 상표법은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상표 66조 제1항)고 규정31)하여 전용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다. 침해의 예비적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사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를 위한 예비적, 기여적 행위를 이른바

接侵害(擬制侵害)로 규정함으로써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장하

고 있다.
(i)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
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2)(상표법 제66조 2항 2호),
(ii)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66조 2항 3호),33) (iii)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
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66조 2항
3호)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성립요건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ii)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
이어야 하며(동일영역+유사영역+侵害의 豫備的 行爲), iii) 정당한 권원 없는 사용 또는 배타적 효력이 제한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는 본래적인 침해행위(직접침해)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강학상의 간접침해 또는 의제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럽 상표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동일서비스표를 유사서비스
에, 유사서비스표를 동일서비스에, 유사서비스표를 유사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도 서비스표침해로 된다(
,
589면 이하).
32)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사용권자가 제3
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호나 제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33)
어느 것이나 주관적인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특허의 경우와 다르다.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품이
진정한 상품인지 으로써 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으며(
소화 46. 7. 20.), 소지하였다가 판매행위에 까지 이른 경우에 소지행위
는 판매행위에 흡수된다(
소화 42. 1. 3.).
31)

小野 註解商標法

이 행위는

業

東京高判

最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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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닌 범위에서의 사용과 같이 상표의 사용이 위범한 것이어야 하고, iv) 영업상 거래에 있어서
업( )으로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상
표키워드광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표의 사
용이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likelihood of confusion)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형식적으로 상품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해치는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34). 상표
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
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
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태양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을 소위 ‘상표적 사용’
이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요컨대, 자타상품의 식
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표장의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
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
다.35)
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기타 항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예컨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정당하게 유통시킨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외견적으로
는 권리침해 행위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위법성을 결여하고 있는 행위, 예를 들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경우는 적법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
해서 오픈마켓 운영과 관련한 상표권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또한 상표의 사용의 경우, 거래과정에서의 사용, 혼동가능성 등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표
의 태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법제도 및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상에
서의 상표사용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혼동개념의 확장을 통한 인터넷상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대해
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34)
/이상정/황종환, 앞의 책(주 27), 213면.
3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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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및 혼동가능성
1.

사용
침해나 희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이 상표권자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그렇다면 검색엔진회사가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게 특정 상표 키워드에 대한 광고권을 판매하고 그 결
과로 상표로 이루어진 키워드의 검색결과 페이지에 광고주의 배너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
서는 입법례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 서언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표를 상품에 붙여서 그것을 상업적 거래에 유통케 하는 것을 말
한다. 상표법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상표
2①Ⅵ, 2②).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
란 직․간접적으로 상품에 대하여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을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
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상품에 대하여 또는 상
품과의 관계에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사용 개념은 상표의 취득․유지뿐만 아니라, 상표등록 후 상표권 침해여부 및 상표등록의 취소여부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36) 그리고 상표의 사용개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규정의
취지 및 상표법의 목적, 상표의 기능과 관련하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상표
적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되,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
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
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7)

36)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i) 상표의 정의(제2조 제1항 제1호), ii)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제3조), iii)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제6조 제2항), iv) 소멸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1년 이내 출원금지(제7조 제1항 제8호), v) 주지 저명한 상표의 보
호(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vi)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금지(제7조 제1항 제12호), vii) 상표권의 효력(제50조) - 민
형사상의 조치, viii)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51조), ix) 타인의 디자인 등과의 관계(제53조), x) 선사용권의 인정 여부
(상표 57조의3), xi)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제66조), xii) 상표등록취소심판(제73조 및 제74조), xiii).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제85조) 등이다.
3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후지필름.

ㆍ

ㆍ

ㆍ

- 20 -

제3장 오픈마켓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21

. 상표의 형식적 사용

사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행위, 즉 상품 또는 상
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상표품)을 양도 또는 인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
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라도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상표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의 태양’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상표법 제2조 1항 4호 가목)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우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를 표시하
는 행위는 상표가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는 전단계의 행위이지만,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지 않고
서는 거래에 유통되지 아니하므로 표시행위 자체만으로도 상표의 사용으로 취급되고 있다.38)
‘상품’이라 함은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품에 부속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예컨대, 자동차의 열쇠에 표
장을 사용한다면 자동차에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9) ‘상품의 포장’이란 상품의 수납용기, 포
장상자, 포장지 등을 말한다. 예컨대 담배갑, 음료수의 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라 함은 인쇄, 각인, 날염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장을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 용기, 라벨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는 상품자체에 상표를 직접 새기거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상품에 직접 붙이거나 인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거래의 관행상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직물의 가장자리에 수를 놓거나 또는 의류의 한면 부분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주방용품 등에
태그(표찰)을 붙이는 경우, 상표를 표시한 라벨(Label)을 상품에 끈으로 묶어둔 경우 및 상품진열대에 상
표를 표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40) 또 상품의 포장, 용기, 라벨 등에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의 포장
또는 포장용 용기( 器) 등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붙이거나, 꿰매거나, 상표에 해당하는 문자, 도
형 등을 포장 또는 용기에 새기거나, 달구어 붙이거나 입체적인 상품의 포장의 각 면에 평면적으로 표시하
는 등의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상품의 포장용지에 상표를 인쇄해 놓은 경우에도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지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아니다.41) 입체상
표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포장용기 자체를 상표의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도 본 목의 사용에 해당한다.
본목의 표시행위라 함은 나목 및 다목, 제66조 제1항 제4호 등의 문언과의 관계상 상품 자체 또는 실제로
포장되어 수용되어 있는 포장이나 용기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의 포장, 용
38)
, 앞의 책(주 29), 378면.
39)
,
( 2 ) ,
(2006), 41-42면. 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0호(2006), 138면.
40) 최성우, 앞의 책(주 29), 378면.
41) 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0호(2006), 138면; 최성우, 앞의 책(주 29)),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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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실제로 상품이 들어 있는 용기ㆍ포장상자ㆍ포장지 등이어야 하며, 포장용기에 상표를 인쇄하여 이
를 소지함에 그치고 실제로 상품의 포장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42) 또 상표가 표시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도 별도의 양도나 전시 또는 소지 행위가 없다면, 그것만
으로는 별개의 ‘사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43)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상품의
부분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도 문리적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상
표시된 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지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44)
상표는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상품 자체 또는 상품포장에 다른 상표와
함께 상표가 표시된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45) 그러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를 분리
하여 상품에는 도형을 각인하고 포장에는 문자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46)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
도 국내에서의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47)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하는 시설, 기구, 용구류, 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는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되는 물품, 서비스의 대상이 서비스를 받는 자의 물품일 때
는, 그 서비스를 받는 자가 소유한 서비스 대상물품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은 본 목의 사용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48)

(2)

상표법 제2조 1항 4호 나목)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
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이다. 이러한 유통행위는 상품 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상표
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 밖에 전시 등 상표품을 유통과정에 내놓는 모든 행위
를 포함한다.

42)
, 상품을 포장에 넣기 전 포장상자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표시한 상품’에 해당되어 상표권
예비적 침해행위로서 규율될 수 있다.
,
( 2 ) ,
(1999), 11면;
,
( 2 ) ,
(2000), 145면;
,
( 6 ) ,
(2002), 150면;
,
( 2 ,
(2006), 46면. 이설, 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0호(2006), 139면.
43)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전전유통되는 경우에,
으로는 상품을 양도, 전시, 수출하는 , , 의 “상표의 사용” 행위라고 해석되
지만 그것이 , , 과의 관계에서
로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최초에 상표를 표시한 자의 사용행위라
고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최성우, 앞의 책(주 29), 377면.
44) 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0호(2006), 137면.
45) 대법원 1995.2.14. 선고 94후1015 판결 - 세기복장
46) 사법연수원, 상표법(2007), 181면;
,
( 6 ) ,
(2002), 746면.
47)
2002. 5. 10. 선고 2000후143 판결.
48) 사법연수원, 상표법(2007), 181면.
,
( 6 ) ,
(2002), 7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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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野誠 商標 第 版 有斐閣
平尾正樹 商標法 第 版 學陽書房
文理的
乙丙丁
乙丙丁
出處標識
綱野誠 商標 第 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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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유ㆍ무상에 관계없다. ‘인도’란 물건에 대한 현

실적인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display)란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상품을 표시하는 행
위로써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란 외국에서 한국 내로 상품을 반입하
는 행위를 말하며, ‘수출’이란 내국 상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문리적으로는 포함되지 않
지만 수출을 하기 전 상태의 상품의 양도, 인도는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수출ㆍ
수입은 상표의 사용행위로 본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상표권자는 위법한 수출ㆍ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는 소극적 의미에 해당하며 상표권자만이 수출ㆍ수입을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49) 전시ㆍ수출ㆍ수입
행위는 그 전단계로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관적 의사가 없는 전시ㆍ수출ㆍ수입행위는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품이 권리자에 의하여 일단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는 그 후의 전전유통행위는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함은 특허품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묵시적 사용허락(implied
license)이 있기 때문이라거나 목적 달성에 의하여 권리가 소진하였다거나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등
견해가 많지만,50)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가 이미 행사되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권리소진설이
타당하다. 수입에 관하여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문제가 된다.

(3)

상표법 제2조 1항 4호 다목)

(

상표의 사용은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
는 행위와 같은 광고적 사용행위를 포함한다. 상표사용의 본래적 모습은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그것을

·

거래과정에 유통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판, 네온사인, 텔레비전, 달력 등 광고 선전에 있어서의 상표사
용, 인터넷을 통한 광고, 홈 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시에 게재되는 도메인 네임 등도 공중의 심리에 상품과의
관련을 연상(associate)시키므로 상표의 사용개념을 광고․선전행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표법
은 상표의 사용 개념에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과의 구체적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 다목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전시,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간판 등에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현대적인 상품거래에 있어서 광고의 중요성을 반영한 사용개념이다.
‘광고’란 손님을 끌어서 구매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시청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구매자나 찬동자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적 활동 또는 그 내용으로서, 신문,
잡지, 팜플렛, 카탈로그, 광고지, 캘린더, 간판, 가두 네온사인, TV, 전자메일 등에 의한 광고가 포함된다.
‘거래서류’에는 물품주문서, 납품서, 수출입 송장, 물품출하안내서, 물품대금 영수증, 견적서, 거래제안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되며,51)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예금통장, 증권서류, 운송승차권, 오락서비스의 입장권

「

」

49)
,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2008), 236면.
50) 송영식외, 위의 책(주 49), 237면.
51) “출원인이 이 사건 상표를 게재하여 사용하였다는 생산의뢰서 및 지출결의서가 판매처인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받게 되는 거래서류라
고 인정된다면, 원심결이 위 서류가 출원인 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고 왕래되는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상표가 그에 게재되었다 하
더라도 출원인이 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 된다”(대판 1989. 12. 12. 선고 89후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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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것이다.
명함의 이면,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 및 신문에 상표를 표시하
고 광고하는 행위는 본목의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는 거래당사
자 간에 교부되는 거래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상표법상 상표
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52) 또한 등록상표의 제작에 필요한 인쇄를 의뢰하고 용기제작에 필요한 금형
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53)
여기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의미에서의 부착(physically affixed)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의 상품에 관한 광고문장 중에 동종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
를 기재하는 경우나 라디오, 가두방송에 의한 상표사용과 같이 음성을 매체로 하여 오로지 청각에 호소하
는 광고․선전 등도 현행법상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54)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본목의 상표의 사
용행위라 할 수 없으며, 광고와 거래서류에 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여야만 비로소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전시란 간판ㆍ표찰 등의 광고수단을 늘어놓고 일반인들에게 보이는 것
을 말하며, 반포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전시 또는 반포는 누군가가 이
들 간판이나 표찰 등을 보았다는 사실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상품의 광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만,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광고가 게재된 외국의 간행물이
국내에 수입·반포되었다면 국내 수요자가 그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를 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광고를
통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광고에 의하여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
광고가 표시된 잡지들이 국내에 배포되었거나 실제로 국내에 배포된 잡지들에도 그와 같은 상표광고가 게
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55) 요컨대, 지정상품과는 무관하게 사전이나 신문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가 게재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용은 자타상품식별의 의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광고를 통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품에 관한 신문, 잡지 등에 광고ㆍ선전하는 행위가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
상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56)

(4)

형상으로서의 사용행위(상표 2②)

52)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 - 바이런.
53) 대법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부로아.
54) 통설은 상표법상 상표는 시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이므
로 상표법의 문리해석상 시각에 의한 사용만이 상표법상 사용개념에 해당하고 청각에 의한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반대설(
,
( 2 ) ,
(2000), 144면)은 이러한 통설의 견해는 상표등록요건으로서의 구성개념과 침해요건으로서의 상표
사용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현대에 있어서 광고매체의 발달과 상표의 광고적 기능의 결정적 중요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한다.
55) 대법원 1994.12.27. 선고 93후893 판결 - POST
56)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현실적으
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선전, 광고행위가 있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240, 1257 판결).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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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품의 형상을 상표 자체의 형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포장
을 상표자체의 형상으로 하는 행위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상품에 관한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상표자체의 형상으로 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표의 형상으로 만든 과자와 같은 경우, 상품의 특정부분에 상표를 입체적으로 표시한 경우(예:
체어맨이나 벤츠의 앞부분에 상표를 입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포장용기를 특이하게 입체적 형상으로 나타
내어 타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한 경우(예: 딤플이나 코카콜라병), 광고용 인형이나 간판 등을 입체적 형상
으로 나타내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표지로 광고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예: KFC의 Colonel Harland
Sanders), 입체상표를 용기의 형상으로 하는 음료나 향수와 같이 상품 내지 상품의 포장을 상표의 형상으
로 사용한 경우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57)

. 상표적 사용

(1)
형식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표가 사용된 대상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처
표지로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태양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을 소위 ‘상표적
사용(markenmassige Benutzung)’이라 한다.58)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형식적으로 상품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 등을 해치는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타인 상
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은 i)형식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목 및 동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ii)실질적으로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자타상품식별표지
로서 사용되어야 한다.59) 예컨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
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60)
57)

,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0호(2006), 144면; 최성우, OVA 상표법(2007), 379면;

斐閣(2002), 156면.

綱野誠, 商標(第6版) , 有

58) 이하의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는 독일 및 일본의 법과 판례 및 학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의 상표적 사
용 내자 표지적 사용(markenmassige Benutzung) 법리에 대해서는, Stefan Eichhammer, Die markenmassige Benutzung, Mhr
Siebeck(2008) 참조.
59)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표지 사용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목 및 나목의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인정에서와 마찬가지로 ‘
사용’이 존재해야 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
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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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호, 서비스표, 업무표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
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61)
한편,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은 형식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
호 각목 및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상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어 자타상품식별표지로서
사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용이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62) 즉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 상표의 사용이 되려면, 상표가 국내에서 사용
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용이어야 한다.63) 단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하거나 상표권의 유지만을 위하
여 지정상품과의 구체적 관련 없이 사용된 것은 정당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64)

(2) ‘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표장의 사용

( ) 모양이나 디자인으로서의 사용
특정 상품에 표시된 표장이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수요자의 구매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하
여 디자인적인 기능만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 장식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
용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65) 예컨대, 가구용 문의 손잡
이로 사용된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
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
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 표장은 상표로
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66)
다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
60)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GARFIELD";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61) 상표가 상표가 아닌 상호·서비스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
다. 최근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 상표의 상호적·서비스표적 사용이나 상호의 상표적·서비스표적 사용도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한
다고 해석·입법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
가 있다. 혼동초래행위의 금지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는 상표나 상표 등 표지의 사용태양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
다. 이 점에서 상표의 상표적 사용만을 규율하는 상표법과 규제방식을 달리한다.
6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63)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후16 판결, 대법원 1975. 7. 8. 선고 74후14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89후1257 판결(공
1990, 1707) 등 참조.
64) 송동원,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사용권등록취소심판”,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57집(1992), 177면; 예컨대, 상표사용
허락계약교섭이 결렬되어 교섭자가 불사용상표로 취소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상표권자가 그 취소심판 전에 신문에 그 상표를 광고한
사안(실제 상표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 대하여 그러한 명목적인 사용은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3. 11. 30).
송영식 외 6인,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2008), 238면.
6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 "GARFIELD".
66)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

․

東京高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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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67)

( ) 상표를 저작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그 서적류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서적류를 다른 출판사의 서적류와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다.68) 다만,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
별한 경우에는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
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 사용
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69) 소설 등의 단행본은 저작자와 결합이 강한 형태로 거래상 취급되
고 있지만, 백과사전이나 사전류, 주간지나 신문 등은 출판사와의 결합이 강한 거래상 취급되고 있어, 출판
사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음반의 제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
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70)
그러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및 실제 사용 태양, 동일 제명이 사용된
후속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 광고․판매 실적 및 기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 여하에 따라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
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
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71)
또한 컴퓨터게임의 제호는 단순한 저작물 제호라는 성격이 약하고 상품 컨셉트(concept)의 기획력이 뛰
어나다거나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용의 징표로서의 상표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다.72)

(다) 설명적 문구로 사용된 경우73)
표장이 설명적 문구 또는 기술적( 述的)으로 사용되어 자타상품식별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다. 형식적으

大阪地判 昭和
無体集
三國志武將爭覇 千葉地判 平成
東京地判 平成 判時

67)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62. 3. 18.
19.1.66 - 루이 비통(Louis Vuitton).
6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 리눅스(Linux). 일본의 경우, POS 사건(
63. 9. 16.
20.3.444),
사건(
6. 3. 25.
26.1.301),
사건(
6.
4. 27.
1510.150), UNDER THE SUN 사건(
7.2.22
1526.141)은 모두 내용 표시로 출처표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의 ‘POS’, ‘
’, ‘
’, ‘UNDER THE SUN’ 상표의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6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 영절하;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 Black Coffee.
70)
7.2.22
1526.141- UNDER THE SUN 사건.
71)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 Black Coffee.
72)
14. 5. 31.
1800. 145;
,
,
(1998), 218면.
73)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관한 비상표적 사용(non-commercial use) 또는 공정사용(fair use)에 관해서는 상표권의 제한
과 관련
해서 후술한다.

京地判 平成
判時

無体集
三國志 氣功術
東京地判 平成 判時
東京地判 平成
判時

田村善之 商標法槪說 弘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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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裁集

氣功術 東京地判 平成

(상표 51)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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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지 아
니하고 단순히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
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74)

( ) 용도표시로서의 사용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
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75) 또한,
핸들에 ‘자동차 롤러용 핸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UNIX compatible’이라 표시된 경우, 이들 표시가 핸
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자동차 롤러’ 상표, 소프트웨어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UNIX’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롤러용 핸들’은 규격에서 ‘자동차 롤러’에 부착되는
핸들인 것이며 ‘UNIX compatible’은 ‘UNIX’로 가동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각각의 표시이고, 이 핸들이 ‘자
동차용 롤러’와 동일 한 출처인가 그 소프트웨어가 ‘UNIX’와 동일 출처인 것의 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상
기 표시는 이들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된다.

(마) 비교광고
비교광고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상품에 관한 광고의 내용에 동종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게재하는 경우와 같은 비교광고행
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교광고행위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한 행위”로서, 문리해석상 상표법 제2조 제1항 다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교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및 상표가 표시된 태양에 비추어 표시된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상표의 ‘상품’에 대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장의 사용

(1)
상표(표장)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
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

74)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 windows.
7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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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야 한다.76) 표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상표가 그 포장이이나 용기의 상표인지, 아니면 내용물에
관한 상표인지를 거래실정과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77) 예컨대, 맥주캔에 표시되어
있는 맥주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인 맥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용기인 맥주캔에 대하여 사용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사용 대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2)

되는 물품에

標를 표시한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
서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
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이나 판촉물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
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
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
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78) 즉, 광고매체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매
체의 성격, 광고매체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문자나 도형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당해 광고매체
가 아니라 타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적 사
용행위로 인정된다.

(3) 상품의 포장 또는 포장용 용기 등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제품을 담을 수 있는 병이나 통 등의 포장용 용기도 그것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한
도에서는 상품이며, 따라서 포장용 용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출원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품
의 포장 또는 포장용 용기에는 그 내용물인 상품의 상표가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포장용 용기에 표
시되어 있는 상표가 그 포장용 용기의 상표인지, 그 내용물에 대한 상표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용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거래의 관행과 일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79) 예컨대, 소주
병의 경우에, 병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닥면 등에 작게 표시하는 것이 거래실정이고, 위 면 모서리
부분의 부조( 彫)나 몸통부에 붙인 라벨에 표시되는 상표는 그 내용물인 소주의 상표이다.80)

76)
1999. 2. 23. 선고 98후159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77) 최성우, 앞의 책(주 29), 377면.
7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WINK; 서울지방법원 1995.10.24 선고 95카합3529 결정 - CASS.
79)
에 표시된
KYOHO 등의 문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에
을 표시하여 그 내용물이 아닌 포장용
용기의
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측면이나 바닥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표면의 구석면에 작게 표시하는 등
의 표시와 혼동될
우려가 없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이므로, 포장용 용기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보기 쉬운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장은 내용물인 상
품의
또는 그
의
를 나타내는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장용 용기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거래 경험칙이라고 해야 한다
46 9 17 ,
3 2 317 .

包裝容器
出處
商品名

「巨峰」「

商品 出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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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빈 병이나 상자 등에서 타인
의 상표를 은폐하거나 말소한 후에 이를 대신하여 자기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권의 침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81)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
는 맥주 공병에서 제3자가 그 라벨을 제거하고 자기의 상표를 부착한 후 자기가 생산한 맥주를 내장한 채
맥주병을 유통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상품에 자기의 상표를 표시한 행위로서 타인의 상표권 침해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82)

(4)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일반적으로 의류, 가공식품 등에는 그 원재료나 첨가물 등의 상표가 표시된 경우가 많고, 완성 컴퓨터에
그 부품인 반도체칩의 상표인 “Intel” 등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타이어 자체의
상표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완성품에 부품이나 부분품이 그대로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는 상품의 거래관행상 이들 부품이나 부분품에 사용된 상표가 완성품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
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완성품 컴퓨터의 외부에 ‘intel inside’라고 표시한 것과 같은
표시행위는 부품이나 부분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고 완성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의류나 가공식품과 같이 완제품에 원재료나 첨가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완제품에
특별한 표시가 없이 단순히 원재료나 첨가물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수요자들은 이를 그 완제
품의 출처표지로 인식할 것이다.83)

. 서비스표의 사용

상표법은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서비스표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결국 서비스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에 규정된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서
비스표의 사용을 유추해석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에는 서비스 자체나 그
광고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84)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
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ㆍ사용하는 행위, 서
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
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

昭和 年 月 日 行 集民 ․ ․
綱野誠 商標 第 版 有斐閣

宝燒酒

80)
40 4 22 ,
16 5 787 .
81)
,
( 6 ),
(2002), 746면.
82) 일본의 판례는 맥주병에 각인된 상표 부분에 레테르를 붙여 완전히 은폐하고 벗겨지지 않게 하면 타인의 상표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
므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최고재판소
83) 최성우, 앞의 책(주 29), ???면.
84)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大正 12년 12월 1일, 大正 12년(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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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85)
나아가 요식업분야에서 ‘서비스업 장소에서 조리한 음식의 포장판매’는 상표적 사용이 아닌 서비스표적
사용에 해당한다.86)

. 소결

‘상표의 사용’ 개념은 기술의 변화에 의한 생활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상표법은
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개념을 두고 있고, ② 동법 제3조에서 상표
등록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③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술한대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상표권의 취득에서 유지, 그리고 침
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표법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6호 각목에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
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사용 태양은 시대나 기술수준, 문화수준 등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따
라서 동 규정을 너무 문리적으로 한정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대의 기술․문화․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본 상표법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추가한 바와 같이 우리 상표법도 서비
스표의 사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87) 나아가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상품과 상표의 개념은 물론이고,
“상표의 사용”의 개념도 재정립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상품,
서비스와 광고 등이 다양화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증가함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단말의 화면에 표시되는 상표에 관해서도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상의 상표
사용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88)
85)
‘서비스표의 사용’의 범위에는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건인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도 포함된다(특허법원 2006.4.6. 선고 2005허9053 판결.
86) 특허법원 2004. 8. 6. 선고 2004허2208 판결 - 본죽.
87) 일본의 상표법은 1992년에 서비스표등록제도를 채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추가
한바 있다.
(i)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되 물건(
또는
하는 물건을 포함한다)에 표장을
하는 행위(예컨
대, 호텔이 숙박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가구, 침구, 호텔안내서 등에 호텔의 서비스표를 부착하는 행위,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되는 미디
오 테입에 서비스표를 부착하는 행위);
(ii)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가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를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예컨대,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서
비스표를 부착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객을 수송하는 행위);
(iii) 서비스의 제공용로 이용되는 물건에 표장을 표시한 것을 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에컨대, 토목건설업자가 토목공
사 기계에 자기의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를 전시하는 행위, 악기를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악
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점포에 전시하는 행위);
(iv)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는 자의 당해 서비스에 관련된 물건에 표장을 표시하는 행위( 예컨대, 자동차 수리업자가 정기
점검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검한 자동차의 차체에 자기 서비스표를 부착하는 행위)
(v)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에 표장을 표시하여 전시하고 반포하는 행위
88) 일본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상표 사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상표법 제2조 제3항

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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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의 사용

. 서

변화발전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광고, 키워드광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도메인이름으
로서의 사용도 상당한 범위에 걸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89)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
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 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90)91)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
와 같이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인터넷 자체가 광고매체라 할 수 없고 인터넷상의 주소
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4호 다목에서 말하는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품정보를 제시해 놓은 것만으로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92)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을 전시,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를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이므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93)
한편, 검색엔진회사가 특정 상표키워드에 대한 광고권을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상표로 이루어
진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페이지에 광고주의 배너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상표권 침해를 논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표가 형식적으로 광고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등을 해치는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94) 우
리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display)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7호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로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89) 사법연수원, 상표법(2007), 182면.
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 Viagra.
91) 이는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www.bebehouse.com).
9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롤스로이스.
93) 고법 99나61196 판결.
9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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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기의 상품에 관한 광고 문장 중에 동종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가 등록상표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설명하는 문구 등으
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사용은 상표법상 “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95) 그러나 키워드광
고의 경우, 검색엔진회사는 배너광고의 연계에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으며, 그 상
표는 컴퓨터 내부 알고리즘에만 사용되고 있을 뿐 상표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 여부가 인
정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96) 다만, 그러나 키워드 광고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가 배너가
아닌 확장된 키워드로 노출되거나 검색키워드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검색창에 “Nike”
를 입력할 경우, 키워드 검색광고란에는 “Nike” 홈페이지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Nike”관련 용품을 판매
하는 회사나 스포츠용품판매업자의 홈페이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97) 이는 광고주가 자신의 상품 또는 자
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98) 또한 상표 키워드의 매매는 타인의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광고를 노출시키려는 광고주와 광고주에게 상표 키워드에 대한 광고권을 고가에 판매하려는 검색엔진회사
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검색엔진회사와 광고주의 키워드 매매는 이용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사전적 의미의 사용이 아닌 상표기능에 의거한 사용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99)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100)’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의 사용
과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을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개념의 수정 내지 확장 문제를 검토한다.

. 미국

(1)

요건으로서 상표의 상업적 사용

전통적으로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것을 요한다. 예
컨대, 우리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등
에 사용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상표법 제66조)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
95)
,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 , 제34호(2006), 5면.
96) 김성호, “인터넷배너광고의 연계에 대한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 제11호(2002), 101면.
97) 실제로 Google(www.google.com)에서 샤넬을 검색할 경우, 상단 광고란이 아닌 검색결과에 가서야 공식홈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다.
스폰서링크라 불리는 광고란에 나타나는 회사는 스킨케어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샤넬만을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샤넬 제품의 공식판매점인 것으로 인식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98) Pattishall, Hilliard, Welch II,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Matthew bender(2003), § 5.03; 김병일, “키워드광고
와 상표권 침해”, 디지털재산법연구 제6권 제1호(2007), 142면.
99) 김병일,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디지털재산법연구 제6권 제1호(2007), 16면.
100) 단, 본고에서 다루는 부분은 상표침해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에 국한하며, 상표의 등록 및 불사용 취소에 관련된 요건
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은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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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과 ‘혼동가능성’이 상표권 침해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연
방상표법 제32조에 의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등록된 상표101)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2) 여기서 “상업적 사용”이란 통상의 거래의 과정에서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표지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한 사용은 제외된다(Lanham Act 제45조).103)

(2)

상표의 사용

(가) 메타택과 상표의 사용
1) 메탁택의 의의
메타택은 검색엔진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내용을 표시하는 색인 또는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의 숨겨진 용어의 목록이다. 곧 메타택은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설명해주기 위하여
웹페이지상에 존재하는 정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웹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HTML 코드의 일정
한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메타택은 웹사이트의 저자,
웹사이트의 내용, 기타 웹사이트 운영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요컨대 메타택은 검색엔
진이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용어에 응답하여 적절한 사이트로 표시되기 위한 것이다. 메타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의 상표가 메타택으로 사용
된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메타택으로 사용된 상표를 검색어로 이용하면 메타택을 이용한 자의 웹사이트
(A)가 검색결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웹사이트(B)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가 상표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이 상표의 웹사이트(B)와 이 상표를 메타택으로 사용한 웹사이트(A)가 검색결과로서 나타난
다. 이용자는 메타택으로 사용한 웹사이트(A)를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어 혼동에 빠진다. 이용자가 만약 웹사이트를 방문한 후 이 웹사이트가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
는 웹사이트로 생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방문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이
101) Lanham Act 32조 (1)항은 등록 상표에, 제43조 (a)항은 미등록상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
이는 없다.
102) 15 U.S.C. § 1114(a)(1) (2000) (1) Any person who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rant
(a) use in commerce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of a registered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b) reproduce, counterfeit, copy, or colorably imitate a registered mark and apply such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to labels, signs, prints, packages, wrappers, receptacles or advertisements intended to be used in commerce up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the registrant for the remedies hereinafter provided. - (생략)
Passing off의 규제에 관하여는, 15 U.S.C. § 1125(a)(1)(A) (2000) 참조.
103) 그런데 이 법 규정은 상표침해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의 Rescuecom 사건에서의 새로운 판시
인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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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웹사이트가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와 동일한 상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가 실제로 이를 구매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
다. 왜냐하면 메타택으로 이용되는 코드를 이용자가 볼 수가 없을지라도 메타택에 의하여 일정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이용자는 그 사이트와 메타택으로 사용된 상표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
다. 타인의 상표를 메타택으로 사용한 자는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
가 가지는 명성에 편승하는 셈이 된다.

2)
만일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의 검색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무관한 제3자가 보유한 상표를 그
웹사이트의 메타태그에 포함했을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1999년 그 후 10년 동안 논쟁에 불을 지핀 Brookfield 판결104)에
서 상표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Brookfield 사건에서 원고 Brookfield는 “MovieBuff"라는 상표로 영
화평, 수익 집계, 영화출시일정과 같은 연예산업정보를 포함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였다. 피고
West Coast는 500개가 넘는 가게를 가진 미국 내 최대 비디오 대여 체인의 하나로서 Brookfield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는 “moviebuff.com” 웹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였다. West
Coast의 웹사이트의 메타태그에는 “moviebuff.com”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상표 침해를 인정한 근거로서, 비록 검색결과가 검색엔진에 의하여 나타날 때, 그 목록은
Brookfield와 West Coast 사이트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West Coast 웹사이트는 도메인 이름
“westcoastvideo.com"으로 표시될 것이어서 사용자들이 Brookfield와 West Coast를 혼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West Coast는 메타태그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그의 웹사이트로 유도하고
Brookfield 상표의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최초관심’(Initial interest) 혼동이 존재한다고 설명
하였다.105)
위 판결에 대해서는 West Coast의 메타태그에서의 “moviebuff.com"의 사용이 ‘최초관심혼동’의 결
과를 초래한다는 판시가 과연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혼동가능성 요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서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106) 타인의 상표를 메타택으로 사용하여 검색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경우, 상표권
104) Brookfield Commc'n, Inc. v. West Coast Entm't Corp., 174 F.3d 1036 (9th Cir. 1999)
105)
관하여 위 법원이 사용한 다음과 같은 ‘고속도로 출구’ 비유는 이제 매우 유명한 것이 되었다. “타인의 상표를 메타태그에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가게 앞에 타인의 상표로 간판을 거는 것과 같다. West Coast의 경쟁자(Blockbuster라 하자)가 고속도로에 “West
Coast Video: 2마일 앞 7번 출구”라는 간판 - 그러나 West Coast는 8번 출구에, Blockbuster는 7번 출구에 위치해 있다 - 을 세웠다고
하자. West Coast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은 7번 출구로 나와 가게를 찾을 것이다. West Coast를 찾을 수 없고 대신 Blockbuster 가게를
바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비디오를 빌릴 것이다. West Coast를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조차 Blockbuster가 그
곳에 있는 이상 West Coast를 찾기 위해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106) 즉 법원은 Brookfield의 “Moviebuff”상품을 찾는 웹 이용자들이 검색엔진에 의해 “westcoastvideo.com"에 도달하게 되어
“Moviebuff”와 충분히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원래 Brookfield의 상품을 찾던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대신 West
Coast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바, 소비자들이 Brookfield가 아닌 West Coast를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출처의 혼동은 없지
만 그럼에도 “moviebuff.com"이나 “Moviebuff”를 사용하여 “Moviebuff”를 찾던 사람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도함으로써 We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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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인정하는 것, 곧 판매전 혼동이론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문제된다. 경쟁자가 상표권자의 상
표를 메타택으로 사용하여 검색결과로서 상표권자와 경쟁자의 웹사이트가 모두 나타나고 이용자가 경쟁자
의 웹사이트를 선택하여 접속한 경우, 이용자는 혼동에 빠져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선택은 오프
라인상에서 상표권자와 경쟁자의 상품 중에서 경쟁자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107) 또한 검색엔진이 이용자들을 곧바로 메타택을 사용한
웹사이트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아니며, 검색엔진은 링크로 연결시켜주는 검색결과의 리스트와 각 리스트
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만을 제시해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링크와 기본적인 정보 자체가 혼동을 야기하
지 않는 한, 이용자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사이트 외의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을 알고 접
속하게 되므로 혼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108)
타인의 상표를 메타택으로 사용한 경우, 검색엔진이 여러 검색결과를 알려주고 이용자가 접속할 사이트를
자신이 직접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혼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를 메타택으로 사용한 자
는 타인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사이트가 검색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용자가 자신
의 사이트를 선택하고 자신의 사이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 것도 타인의 상표를 메타택으로 사용
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결국 타인의 상표를 메타택으로 이용한 자는 타인의 상표가 가지는 명승에 편승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셈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순간에는 혼동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타인의 상표의 명승에 편승하는 것을 상표법이 금지시킬 것인가가 궁극적인 쟁점이 된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피고 웹페이지의 HTML 코드에서만 사용하였고 이를 인식하는 주체는
검색엔진일 뿐 소비자들은 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Brookfield 판결은 이러한 컴퓨터 코드 내
의 인간이 인식 불가능한 사용도 Lanham Act이 요구하는 ‘상업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109)

( ) 팝업 광고와 상표의 사용

1) 팝업광고와 검색어 사용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엔진에 일정한 검색어를 이용하거나 주소창에 일정한 도메인이름을 쳐서 넣을 때
팝업(pop-up) 광고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판매전 혼동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팝업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보

부당하게 Brookfield가 그 상표로 쌓아온 신용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최초관심혼동’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 구매시점에서 혼동
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출처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상표법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존 상표법 이론을 지나치게 확장한
측면이 있다.
107) Concurring opinion(J. Berzon),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354 F.3d 1020, 1035 (9th Cir. 2004).
108) Daniel C. Glazer, Dev R. Dhamija, Revisiting Initial Interest Confusion on the Internet, 95 TMR 952, 969 (2005).
109) 그 후 Brookfield 사건의 판지를 그대로 따르는 판결들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생략됨에 따라 결국 적어도 메타태그 사건에서는
Lanham Act에서 요구하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란 요건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Playboy Enter., Inc. v. Welles II,
279 F.3d 796 (9th Cir. 2002), Horphag Research, Ltd. v. Pelligrini, 337 F.3d 1036 (9th Cir. 2003) 등. 백강진,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
의 개념”, 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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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이용
자의 행위를 감시하면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팝업광고를 나
타나도록 한다.110)

2)
미국에서는 팝업 광고의 규제에 관해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WhenU.com을 피고로 하는 U-Haul
사건111), 1-800 Contacts 사건112) 및 Wells Fargo 사건113) 3개의 가처분 사건에 관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1-800 Contacts 사건만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바 있다.
위 사건들은 일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그 웹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역시 운영자와 관
계없는,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팝업광고가 나타나도록 한 것에 관한 것이다. 피고(WhenU.com)는
SaveNow라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는데, 이를 설치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행위를 감시하여 이용자들
이 일정한 단어나 주소(URL)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이 주소와 관련된 제품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팝업광
고를 내보내게 된다. 예컨대 이 케이스에서 대상이 된 원고의 웹사이트인 ‘1800contacts.com’을 주소창
에 넣으면, SaveNow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눈’과 관계되는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팝업광고를 내보낸다(pop-under 광고도 나옴). 피고의 고객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광고를 하도
록 한다. 이러한 팝업광고가 상표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SaveNow 이용자가 원고 웹사이트에 접속한 경
우, 원고와 경쟁하는 자의 팝업광고나 팝언더 광고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웹사이트의 주소
나 단어가 상표일 경우 위 팝업 광고는 상표침해를 구성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사건은일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그 웹사이트 운영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역시 운영자와 관계없는, 오히려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팝업광고가 나타나도록 한 것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판매전 혼동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판매전 혼동으로부
터 나오는 손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를 잃어버린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팝업 광고를 이용하여 피고가 거래를 위한 첫 과정동안에 결정적인 신뢰를 얻는다는데 있다”고 함
으로써 판매전 혼동이론의 적용을 인정하였다.114) 또한 제1심법원은 판매전 혼동으로 인한 피해로서,
(ⅰ) 처음에 고객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 (ⅱ) 이로 인하여 원․피고 제품의 출처가 서로
연관될 수도 있다고 잘못 인식함으로써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ⅲ)
구매자가 피고의 제품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초기의 신뢰, 곧 판매전 혼동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있고 원고

110) Jennifer E. Rothman, Initial Interest Confusion: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Trademark Law, 27 CARDOZO L. REV. 105,
109-110 (2005).
111) U-Haul Intern., Inc. v. WhenU.com, Inc., 279 F.Supp. 2d 723(E.D. Va. 2003)
112)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Inc., 309 F.Supp. 2d 467(S.D.N,Y, 2003)
113) Wells Fargo & Co. v. WhenU.com, Inc., 293 F.Supp. 2d 734(E.D. Mich. 2003)
114) 1-800 Contacts, at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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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성 및 업무상 신용이 가지는 힘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의 인식 등 다른 법원이 제시한
피해유형을 인용함으로써,115) 판매전 혼동이론의 적용을 인정하였다.116)
연방제2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상표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인정하여 혼동가능성 여부, 곧 판매전 혼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연방 제2항소법원
에서 1심에서 인정되었던 상표권 침해 부분이 취소되었고117), 연방대법원에서 그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
었다.118)

연방 제2항소법원에 따르면, WhenU.com 소프트웨어가 1-800-Contacts의 상표를 사용하는

장소는 오직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인바, 이는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내부적 사용은
Lanham Act 하에서 상표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19) 나아가 위 법원은 팝업 광고는 그 자체가
1-800-Contacts의 어떠한 상표도 표시하지 아니하는 분리된 창을 구성하기 때문에 경쟁 팝업 광고를
1-800-Contacts 웹사이트와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상표침해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
였다.

( ) 배너 광고와 상표의 사용

배너 광고는 웹사이트와 하나의 창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분리된 창에서 나타나는 팝업 광고와 본질적
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팝업 광고와 달리 배너 광고는 사이트 주소나 사이트 내용이 아닌 검색엔진의 검색
어와 연동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배너 광고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은 연방 제9항소법
원의 Netscape 사건120)이다.

1) Playboy Entertainment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Corp.121)
ㄱ) 사실관계
피고인 Netscape Communication사와 Excite사는 검색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포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결과로 나타난 페이지에서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115) BigStar Entertainment, Inc. v. Next Big Star, Inc., 105 F.Supp.2d 185, 207
(S.D.N.Y.2000).
116)
법원은 판매전 혼동이론을 적용하여 바로 쟁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팝업광고에 의하여 소비자가 혼동에 빠졌는지를 결
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제2연방 항소법원 지역에서는 Polaroid 요소)를 적용하여 쟁점을 해결하였다.
117)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Inc., 414 F.3d 400(2d Cir. 2005)
118) 546 U.S. 1033, 126 S.Ct. 749
119) 위 법원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Lanham Act 45조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 후단의 “상표는 .... 서비스의 판매
나 광고에 사용되거나 표시될 때에 ....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a mark shall be deemed to be in
use in commerce -- on services when it is used or displayed in the sale or advertising of services and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commerce, or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more than one State or in the United States and a foreign country and the person rendering
the services is engaged in commerce in connection with the services)
120) 항소심: Playboy Enter. Inc. v. Netscape Commc'n Corp., 354 F.3d 1020 (9th Cir. 2001), 1심 판결: 55 F. Supp. 2d 1070 (C.D. Cal.
1999).
121) 55 F. Supp. 2d 1070 (C.D. C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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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피고는 450여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성인용 배너광고를 연계하는 상품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였

다,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페이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playboy’와 ‘playmate’를 포함하는 450여
개의 특정한 단어에 대한 검색에 대응하여, 다양한 회사에 의해 준비된 배너광고가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페이지에 출현하도록 고안되었다. ‘playboy’와 ‘playmate’는 원고의 상표이며, 이러한 상표가 키워드
로 입력될 때 광고권을 확보한 광고주 중 하나의 배너광고가 결과를 나타내는 페이지에 삽입되었는데 이
중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성인용 웹사이트도 있었다.

)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playboy와 playmate를 비롯한 450개 이상의 검색용어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②
playboy와 playmate라는 검색용어에 대응하여 배너광고를 프로그램하며, ③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페이지
에 실제로 배너광고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고 희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피고는 인
터넷 이용자들을 Playboy Entertainment Inc.(PEI)와 관계없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따라 검색결과로서 나타날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와 원고가 후원하거나 승인한 웹사이트를 찾
고자 했던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른 성인용 웹사이트로 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playboy와 playmate에 대하여 상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고의 상
표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며, ② 원고의 상표를 사용했을지라도 상표권이 모든 상표의 사용에 대하
여 절대적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사용은 허용되는 것이며, ③ 인터넷 이용자들
이 원고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으로부터 배너광고로 클릭하게 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ㄷ) 판결내용
먼저 상표 침해나 희석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playboy와 playmate를 상표로서가 아니라 일반명칭(generic words)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어단어로서의
playboy 및 playmate에는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표도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상
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playboy 및 playmate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혼동가능성이 야기된다는 것을 입
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122) 원․피고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playboy 및 playmate가 검색결과
로서 나타나는 웹사이트나 검색결과의 페이지에 함께 나타나는 배너광고의 웹사이트 어느 것도 후원하거
나 승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22)
혼동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혼동가능성에 대한 전통적인 8가지 요소를 검토한 바 있다. 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 2d 341(9th Cir. 1979). 8가지 요소는 (1) 상표의 강도; (2) 상품의 근접성; (3) 상표의 유사성; (4) 상표의 실질적인 혼동의 증거;
(5) 사용된 마케팅 채널들; (6) 상품의 유형과 수요자에 의한 주지된 정도; (7) 상표를 선택하는 데 피고의 고의성; (8) 생산라인의 확장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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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1심 판결은 “Playboy"라는 단어가 상표 외의 통상적 의미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
로 이를 피고가 이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 형태의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위 항소
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위 법원은 Netscape가 “Playboy" 단어를 상표 외의 원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는 주장은 부자연스럽다고 하면서 위 주장으로써 피고는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하였다고
인정한 후 최초관심혼동 이론을 적용하여 상표권침해를 인정하였다.123)
희석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원고가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곧 원
고는 피고가 playboy 및 playmate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와 원고 상표간의 관련의 단절을 야기하였다는 것
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단절이 더더욱 야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표의 손상에 의한 희석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배너광고의 콘텐츠가 원
고의 것보다 성적으로 더 지나친 것이어서 원고의 상표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오
락물로서 유명한 상표를 다른 성인오락물의 제공자와 연계시킴으로써 원고의 상표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상표는 다른 성인오락물 공급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원고의 상표가 손상되었다
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터넷상 원고의 상표와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보다 더 많은 손해가 입증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Playboy사는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하였다.124)

( ) 검색엔진의 검색어 광고와 상표의 사용

1) Geico v. Google Inc.
2004년 5월 4일 미국 보험회사인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GEICO는 Google
Inc.(Google)과 Yahoo가 소유하고 있는 Overture Service Inc.(Overtur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
고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이하 ‘GEICO’라 함)]는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소비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료를 통지받는 영업방법을 개발하였다. 회사 영업의 약 40%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GEICO는 자사의 사업모델이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료를 소
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인데 피고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링크된 회사에 의하여 보험료를 알게 된 소
비자가 그 회사와 원고 회사를 혼동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중에 경쟁사의 광고가 표시되는 것은 자사의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Google은 경쟁자에 바로 이웃하여 위치한 광고가 직
접적으로 경쟁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는지 관련하여 광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표가

123) 사건에서 Berzon 판사의 별개의견이 시선을 끌었는바, 위 별개의견은 실제 혼동의 우려가 없는 최초관심혼동만으로 혼동가능성
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Brookfield 선례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피고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혼동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을 따랐다.
124) 202 F. 3d 278 (9th Ci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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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결과물의 리스트 옆에 그들의 광고가 나타나도록 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상표가 피고의 컴퓨터 코딩에만 사용되었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의
사용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혼동가능성의 입증
을 위해서는 피고에 의한 상표사용이 상품의 출처나 후원관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증거로서 GEICO는 Google의 adwords 프로그램과 GEICO의 상
표에 대한 검색결과 옆에 위치하게 되는 ‘후원하는 링크’가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강하
다는 전문가 조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GEICO의 전문가 조사가 (i) 조사 대상들의 혼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ii) 조사에서 사용된 방법이 혼동이 야기된다는 대상자들의 응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iii) 참여자들에게 제시되도록 선택된 웹페이지와 GEICO 검색시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Google의 상표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이 야
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GEICO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125)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전문가 조사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결과가 피고의 사용에 의한 소비자의 혼동 가능
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후원하는 링크나 검색
결과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 상표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
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하급심법원에 요청하면서 사건을 하급심법원
으로 파기 환송하였다.126)
이 소송은 Google과 GEICO가 2005년 9월 7일 화해함에 따라 종결되었지만(화해내용에 대해서는 비공
개), 그 외에도 Google을 제소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2) American Blind and Wallpaper Factory, Inc. v. Google Inc.

Google Inc. v. American Blind and

Wallpaper Factory, Inc.
2003년 11월 26일 Google은 키워드 광고에 관한 자사의 방침이 합법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지방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27) 소송의 배경에는 키워드 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타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제소되기 전에 선수를 치고자 하는 Google의 목적이 있다. Google과 인테리어
장식 전문점인 미국 American Blind & Wallpaper Factory간의 상표키워드 판매에 관한 상표권 침해 여
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American Blind는 Google이 키워드 된 어구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상
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Google에 의한 판매를 중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Google은
각 광고주가 ‘American Blind Factory’나 ‘DecorateToday’ 등 American Blind의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
는 키워드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American Blind가 보호를 주장하는 그 밖의 기술적

125) Geico v. Google Inc.(GEICO I), 330 F. Supp. 2d 700, 704 (E.D. Va. 2004).
126) GEICO v. Google, Inc., (GEIVO II), No. 1:04CV507, 2005 WL 1903128, at *1 (E.D. Va. Aug. 8, 2005).
127) Google, Inc. Complaint For Declaratory Judgement of Non-Infringement, Case No. C03-5340 (N.D. Cal. filed Nov. 26, 2003).

- 41 -

42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descriptive)

구입은 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Google은 소장에서 기술적 어구의 예로서

‘American wallpaper’나 ‘American blind’ 등을 열거하고 있다. American Blind는 Google에 대하여 문제
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고 경고를 하였다. 그래서 Google은 제소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자 했다. Google은 소장에서 “Google이 갖고 있는 고객에게 키워드 연동형광고의 판매권을 둘러싸고 자사
와 American Blind간에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논쟁이 발생했으며, Google은 동법원에 대하여 현재 자사
가 채택하고 있는 키워드 연동형광고의 판매방침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구한
다”고 하고 있다.
한편, 2004년 1월 27일 American Blind & Wallpaper Factory는 Google 및 Google과 광고 배신 계약
을 체결한 AOL, Ask Jeeves, EarthLink를 뉴욕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128) American Blind는
Google의 검색엔진에서 ‘American blind’나 ‘American blinds’로 검색을 하면 경쟁사 기업의 광고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 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키워드검색에 텍스트 광고를 관련시키는 Google의 키워드
광고는 American Blind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하고 있다. American Blind는 Google에게 이러
한 키워드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merican Blind와 Google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기간’ 동안 화해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는데, Google이 2003년 11월 Google의 검색광고 방침
(policy)의 합법성을 둘러싼 판단을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American Blind은 Google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4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지방법원의 Jeremy Fogel 판사는 Google의 소송기각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3) Rescuecom Corp v. Google, Inc.,
연방 제2항소법원은 2009. 4.에 이르러 Rescuecom 판결에서 1심 판결129)을 파기하면서 Google이
AdWord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표인 검색어를 광고를 위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
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1-800-Contacts 사건과 Rescuecom 사건의 사안을 구
별하였다.130)
첫째로 1-800-Contacts 사건에서 피고의 광고를 나타나게 한 검색어는 원고의 웹사이트 주소였으며 원고
의 상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비록 상표와 웹사이트 주소가 유사하였지만 원고는 웹사이트 주소를 상표라
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Rescuecom 사건에서 피고 Google은 원고의 상표를 광고주
들에게 검색어로서 판매하고 추천하였다.
둘째로 피고의 프로그램은 광고주들에게 상표를 검색어로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광고가 나타

128) American Blind and Wallpaper Factory, Inc. Complaint, in American Blind and Wallpaper Factory, Inc., d/b/a Decoratetoday.com
v. Google, Inc., Case No. 04 CV 00642 (S.D.N.Y. filed Jan. 27, 2004).
129)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F.3d123(2d Cir.2009)
130)
설명은, 백강진, 앞의 논문(주 108),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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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웹사이트나 검색어 그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 둔 카테고리(그 내용은 광고주들에
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Rescuecom 사건에서 Google은 자신의 AdWords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의 상표를 검색어로 전시하고 제공하고 판매하였으며, 나아가 Keyword
Suggestion Tool 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의 상표를 구매할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Lanham Act 45
조에서 말하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
1-800-Contacts 사건의 판시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Google의 주장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내부 디렉터리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
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Google이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만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온 경
우131)에 대하여 항상 상표권침해책임을 면제한다면 이는 상표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Rescuecom 법원의 판시는 그간 상표의 소프트웨어 내부적 사용 또는 소비자에게 인식되지 않는
사용은 Lanham Act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업적 사용’이 아니라는 1-800-Contacts 판례에 의지하고 있
던 하급심을 당황하게 할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Rescuecom 법원은 장문의 방론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증을 하고 있다. 그 요지는 입법 연혁에 따
르면 Lanham Act 제45조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은 상표의 등록에 대한 것이고 상표침해에
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인데, 법의 개정 과정에서 법의 문구를 다시 배치하면서 상표침해 조항 내의 각기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던 “상업적132)”과 “사용”이 우연히 만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치 제45조의 정
의규정이 상표침해에도 적용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입법자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
라는 것이다.133)
따라서 상표침해를 구성하는 사용의 태양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Lanham Act 제32
조 (1)항과 제43조 (a)에서 말하는 ‘상업적 사용’의 의미를 45조의 정의규정, 즉 상표등록요건과 마찬가
지로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Google의 행위는 제45조에 따르더라도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 판시는 방론으로 부기하였다.
이러한 Rescuecom 법원의 판시가 다른 법원 나아가 미 연방대법원에서까지 수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 반드시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는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측면이 크다는 점이
다.
왜냐하면, 상표침해의 두 요건 중 혼동가능성은 사실문제임에 반하여 상업적 사용 요건은 법률문제로서
증거조사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134) 당사자들로서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용
131)
법원은 경쟁자가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돈을 주어 검색엔진 내부적으로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한 소비자를 자동적으로 경쟁자의
웹사이트로 유도한 경우에 면책을 시킨다면 부당하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132) 이는 미국 헌법의 상업조항(Commerce Clause)과의 관계상 연방입법에 필요한 문구라고 한다.
133) 이 논증의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45조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상표를 “선의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45조가 상표침해에도 문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악의의” 사용자는 상표침해책임이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된다. 어쨌거나 입법의 오류임
은 분명하다.
134)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 후 그 사실을 기초로 법률해석을 하게 된다{Gregory v. Daly, 243 F.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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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집중하게 된다. 피고는 단번에 면책에 이를 수 있고 원고로서도 위 요건을 인정받으면 피고
를 압박하여 화해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용 요건이 인정되면 진행되는 혼동가능성의 판단은 방대한 디스커버리,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장시간이 드는 작업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Google과 같은 거대 기업
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 Google의 AdWords
를 상대로 하여 ‘상업적 사용’ 요건을 통과한 소송들(앞서 본 GEICO, American Blind 등)이 결국 화해로
종결되고만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Rescuecom 법원의 판시는 그동안 미국에서 과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상
업적 사용’ 요건을 입법경과 등의 검토를 통해 제자리로 돌려놓은 의미 있는 판시라고 할 것이다. 즉 어떠
한 형태로든 상표의 사용이 있으면 혼동가능성의 판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가 바로 Brookfield 계열의 반대 극단에 있는 판례의 입장을 정당화하여 주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다. 단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혼동가능성의 판단도 없이 상
표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표의 사용’ 요건 자체를 아예 생략해 버리는 논리 또한 문제가 있
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법원의 판시를 본 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 ) 정리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⑴ 상표 사용 요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최초관
심혼동(판매전혼동)에 관심을 두어 그 사실만으로 상표권침해를 인정하거나, ⑵ 상표의 사용 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인식할 수 없거나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혼동가능성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상표
권침해 부정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상표를 상업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해석, 판례의 입장이었
으나, 최근의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표사용이론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135)

1) 상표사용이론을 옹호하는 입장
상표사용이론을 옹호하는 입장은 침해의 전제로서 상표적 사용요건은 상표법에 내재된 원칙이라고 한
다.136) 연방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규정에서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137)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687(2d Cir. 2001)}
135)
설명은, 권경희, 상표제도에서 이익균형의 이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2010.2), 246-250면.
136) Margreth Barrett, Internet Trademark Suits and the Demise of "Trademark Use,", 39 U.C. Davis L. Rev. 378 (2006);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Trademark and Consumer Search Costs on the Internet, 41 Hous. L. Rev. 779(2004); Uli Widmaier, Use,
Liability and the Structure of Trademark Law, 33 Hofstra L. Rev. 708(2004).
137) 유럽은 "using in the course of trade"(EC Trademark Directive art. 5.1: Regulation on the community Trademark art. 9.1) 캐나다는
"used in association with wares"(카나다상표법 R.S.C., c. T-13, §4), 미국은 "use in commerce"(15 U.S.C. §1114(1), "commercial use in
commerce"(§1125(c)(1)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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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상표권의 침해에는 "상업적사용행위"를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
서, 타인의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될 때만, 허락없는 사용에 책임이 있고, 비상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상표사용이론은 피고의 사용행위가 상표로의 사용인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법원은 피고의 사용행위가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상표
로서의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사용한 경우에만 혼동여부를 심리한다.
그런데,

최근의

인터넷관련

상표사건에서

이러한

상표법의

요건들이

훼손되었는데,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138) 1-800 Contact, Inc. v. WhenU. com139)에
서 법원은 새로운 종류의 기여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당사
자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의 개념을 확대하여 직접침해를 적용하였다140).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나 기만적 광고를 사용한 당사자
와 그들과 공동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 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그 이상의 확대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랜험법의 진실한 정보의 객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 상표사용이론을 옹호하는
입장이다.141).

①

사용을 부정한 사례

전술한 검색엔진이 상표를 검색어로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의 판례들이
있는바, 이는 1-800-Contacts 판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연방 제2항소법원 산하의 뉴욕 연방지방법원들
의 판례들이다. 이 판례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내부적 사용142)”, "Google의 검색어 판매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다.143)”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표의 사용을 부정하였으며, 명시적으로 연방 제9항
소법원의 Brookfield 및 Netscape 판결의 판시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 판결144)도 있다.

제1127조 : “거래상의 사용(use in commerce)”이라함은 영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표장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지 표장의 권리를 유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법에 있어서 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거래상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1) (A) 그 표장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 상품 그 용기 또는 그에 관련된 전
시물이나 그에 부쳐진 꼬리표 또는 라벨이나 상품의 성질상 그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품 또는 판매와 관련된 문서에 부착되는
경우 및
(B) 상품이 판매되거나 거래를 위하여 수송되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하여
(2) 그 표장이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되거나 전시되고 그 서비스가 거래상 또는 1이상의 주 미국또는 외국에서 제공되고 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관련된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관하여
138) 354 F.3d 1020(9th Cir. 2004) (위 사건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클릭하면, 상표권자의 허락 없는 광고로 들어가므로, 광고업자에게 상
표를 키워드로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인터넷검색엔진은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39) 309 F. Supp. 2d 467 (S.D.N.Y. 2003) (위 사건은, 팝업광고와 그 광고업자는, 광고를 형성하는 상표적 용어의 사용이라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140)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위논문, 779면
141)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Trademarks and Consumer Search Costs on the Internet, 41 Hous. L. Rev. (2004) 785면
142) Merk & Co. v. MediPlan Health Consulting Inc., 425 F. Supp. 2d 402(S.D.N.Y. 2006)
143)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Supp. 2d 393(N.D.N.Y. 2006), 이는 위 연방 제2항소법원 Rescuecom 판결의 제1심 판결이
다.
144) FragranceNet.com, Inc. v. FragranceX.com, Inc., 493 F.Supp. 2d 545(E.D.N.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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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을 긍정한 사례
제2항소법원 외의 법원에서는 검색엔진의 검색어 광고 판매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

례가 주류이다.

전술한 GEICO 사건145)에서 Google은 AdWords 프로그램에서 GEICO의 상표를 검색어

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용이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식별기능을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Brookfield 라인의 사건들을 지지하고 1-800-Contacts 라인의 사건들을 배
척하면서 Google의 AdWords 프로그램에 의한 GEICO의 상표의 사용은 상표 침해를 위한 사용 요건을 충
족한다고 하였다. 특히 법원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어의 컴퓨터 내부에서의 사용이 아니라 Google이 검
색어로서 GEICO의 상표를 판매한 것이 바로 상표침해의 요건인 상표의 사용이라고 판시하였다.146) 같은
논리로 검색엔진이 상표를 검색어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원들 역시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
한 사례가 다수 있다.147)

2) 상표사용이론을 부정하는 입장
상표사용이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표사용이론이 현행 미국상표법상 근거가 없으며148),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상표법의 입법사와 의미를 결여한 기계적인 해석이고149), 상표법이 새로운 정보시장을 규
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상표사용이론의 옹호론자들이 법적근거로 들고 있는 연방상표법 45조에서, "use in commerce"는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 역시 이러한 사용인 경우에만 상표법적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미등록된 판례법상의 상표권에 대한 주장 또는 연방등록을 받기
위한 상표권의 성립에 관계된 규정이며150), 상표권침해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고 한다. 그 예로서, 45조의 정의규정에서 상품의 광고행위는 상표권을 획득하는데 불충분하지만, 32조의
침해규정은 상품의 광고와 관련한 사용행위는 침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151). 따라서 상표권의 성립
에 필요한 사용의 개념은 피고의 침해적 사용의 형태와 다를 수 있다. 즉, 상표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상표
를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출처표시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이미 수요자에게 형성된 인식이 오염되는가에 관한 것이므로, 상표권의 성립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

145) GEICO v. Google I, 330 F. Supp. 2d 700 (E.D. Va. 2004); GEICO v. Google II, No. 1:04cv507, 2005 U.S. Dist. LEXIS 18642
(E.D. Va. Aug. 8, 2005).
146) “
광고를 원고의 상표에 연결하는 권리를 팔 때에, 피고들은 그들이 상표권자로부터 그 허락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방식으
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판시 부분 참조
147) 800-JR Cigar v. GoTo,com 437 F.Supp. 2d 273(D.N.J. 2006), Buying for the Home LLC v. Humble Abode LLC, 459 F.Supp. 2d
310(D.N.J. 2006, 검색어의 구매는 원고의 상표의 가치를 거래하는 상업적 거래라고 하였다), Edina Realty, Inc. v. TheMLSOnline.com,
No. 04-4371, 2006 U.S. Dist. LEXIS 13775(D. Minn, Mar. 20. 2006) 등
148)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98 Trademark Rep. 1090면
149)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23:11(4th ed. 2004)
150)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98 Trademark Rep. 1086, 1098면
151)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위논문, 1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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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특히,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n Publishing Inc.사건은 타인의 상표에 대한 비상표적 사
용에 관한 것이지만, 피고의 사용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용행위
의 성질을 하나의 심리요소로 보고, 피고의 사용이 상표권자와의 후원관계 등을 연상시키는지, 필요한 정
도 이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규범적 공정사용을 인정하였다153). 또한, KP
Permanent사건154)에서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도 혼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155). 예
컨대, 나이키가 티셔츠에 "JUST DO IT"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상표권의 성립에 필요한 수요자의 인식
이 생기지 않았다하더라도, 일단 슬로건이 나이키의 상표로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진 경우에는, 제3자가
같은 상표를 티셔츠에 사용하면 수요자의 통일된 연상을 방해할 수 있다156).
상표사용이론은 새로운 분야의 상업활동에 대한 상표법의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상표법의 영역을 제한하
는 기능을 할 것이다. 상표사용이론은, 일반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표장에 대한 충성
도를 위하여 구매하는 머천다이즈상품에 대하여,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를 허락하고, 인
터넷과 관련하여 검색엔진이 타인의 상표를 광고판매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키워드로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락하게 된다157). 따라서, 상표사용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충분한 시장규제를 하지 못하
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최근의 판례158)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상표가 상품의 판매와 관계가 있는 한 상업
적인 사용으로 인정한다. 상표사용의 형식이론의 대안으로서 상표사용의 맥락과 그 결과에 따라 상표의 침
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59).

. 유럽

(1)

유럽연합 상표법 지침(EU Directive 89/104 on trade mark)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60)
152)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논문, 1102면
153)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위 논문, 1109-1110면
154) KP Permanent Make-Up, Inc. v. Lasting Impressions I, Inc., 408 F.3d 596, 596(9th Cir. 2005)
155)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위 논문, 1115면
156)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위 논문, 1115면
157)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98 Trademark Rep. 1086, 1089면
158) San Francisco Arts & Athletics, Inc. v U.S. Olympic Committee, 483 U.S. 522 (1987)에서, "Gay Olympics"이 표시된 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는 올림픽마크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소송가능한 사용행위로 인정하였다. Rochelle Cooper Dreyfuss, 위 논문 각주 63.
159)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위 논문, 1159면에서는, 침해판단의 전제로서 반드시 상표를 업으로써 사용할 것을 요건
으로 할 필요는 없고, 침해를 하게 된 맥락과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컨텍스트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혼
동의 분석은 원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상표가 주지상표인 경우 법원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고, 비교광고라 하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침해를 인정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
160) Article 5 Rights conferred by a trade mark
1. The registered trade mark shall confer on the proprietor exclusive rights therein.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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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자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상표권자는 모든 제3자가 그의 동의 없이 다음의 표장을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a) 등록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상표와 동일한 모든 표장
(b) 상표 그리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표장과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
에 표장과 상표 사이의 관련 가능성을 포함한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모든 표장

우리나라 상표법의 체계상 상표권의 침해(제50조, 제66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6호)이 전제되는 것과는 달리, 하지만 유럽공동체 상표지침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2010년 유럽법원(EuGH)의 사전판결이 있기 전까지 키워드 광고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161)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
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162)와 상표권 침해를 위해 더 이상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견해163)가 대립하고 있다.
유럽법원은 Arsenal FC 사건164) 이래로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나서 해당 표
지의 사용이 보호되고 있는 상표의 기능을 손상시키는지 여부를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
다.165) 이는 상표의 기능을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의 일부로 유럽법원이 취급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이라
는 개념은 상표의 기능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가 사용되었
지만 이러한 사용이 상표기능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상당수의 프랑스 법원들166)은 검색엔진의 키워드 판매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a)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b) any sign where,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 and the sign,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between the sign and the trade mark.
161) Sack, Vom Erfordernis der markenmäßigen Benutzung zu den Markenfunktionen bei der Haftung für Markenverletzungen, WRP
2010, S. 198.
162) Ohly, a.a.O. S. 776, 779.
163) Fezer, Markenschutzfähigkeit der Kommunikationszeichen (§§ 3 und 8 MarkenG) und Kommunikationsschutz der Marken (§§ 14
und 23 MarkenG), WRP 2010, S. 165, 180; Sack, a.a.O. S. 198, 205.
164) EuGH GRUR 2003, 55 - Arsenal FC; EuGH GRUR 2007, 971 - Céline.
165)
상품에 대하여 상표가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과 관련된 해석이 요구되고, 따라서 어떤 표장을 상품에 표시하였으나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표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김원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
싼 제문제”, 제1회 상표포럼: 인터넷환경에서의 상표분쟁의 문제(2010.4), 특허청, 53, 69면 참조. 아울러 상표기능론에 대해서는 정
태호,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세계화시대의 기업법(휭천이기수선생정년기념논문집) , 2010, 792,
809면 참조.
166) Viaticum and Luteciel v Google France, TGI Nanterre, October 13, 2003; Hotels Meridien v Google France, TGI Nanterre,
December 16, 2004; AMEN v Espace 2001 and Google France, TGI Paris, June 24, 2005; Google v Cnrrh, Cour d'appel de Versailles

- 48 -

제3장 오픈마켓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49
있으며,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이를 별다른 의문 없이 인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의 상표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고주를 상대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지
만 프랑스에서는 구글을 직접침해자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다.167)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다룬 3건 모두 구글을 상대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프랑스 최고법원은 주로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법원에 사전판결을 요청하였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다
룬 3건 모두 원고의 상표가 키워드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 Louis Vuitton SA v. Google
2003년 8월 Louis Vuitton이 상표권 침해 혐의로 Google의 프랑스 자회사를 제소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2005년 2월 7일 Louis Vuitton Malletier가 Google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를 광고와
연계된 키워드로 판매한 것이 상표위조(trademark counterfeiting),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 허
위광고(misleading)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Google에게 257, 430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동판결은 Google의 Adwords와 Premium Sponsorship 서비스가 오
인을 초래하는 광고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소비자와 브랜드소유자의 양자에 대한 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oogle은 현재 동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이라는 상표가 키워드로 사용된 사건(C-236/08)에서 광고주는 자신의 상품을 루
이비통 상품과 서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품은 모방품이라고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최고법원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a)와 (b) 그리고 유럽공동체 상표규칙168) 제9조169) 제1
12ème chambre, March 23, 2006; Accor v Overture, TGI Nanterre, January 17, 2005.
167)
키워드 광고와 관련하여 구글이 피고로 제소된 Geico사건(Gov't Employees Ins. Co. v. Googel, Ins., 330 F. Supp. 2d
700(E.D. Va. 2004)에서, 법원은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은 긍정되지만 여전히 검색엔진 운영자인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사용으로 혼동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
히 하였다.
168)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1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이하 '유럽공동체 상표규칙'이라
칭함).
169) 유럽공동체 상표규칙 제9조(공동체상표가 부여하는 권리)
1. 공동체상표는 권리자에게 다음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권리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다음의 것을 '거래상(in the course
of trade)'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a) 공동체상표와 동일한 표지(sign)를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in relation to)
사용하는 것
(b) 공동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체의 표지를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일반 공중에게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것. 이때 혼동에는 당해 표지와 공동체상표 사이의 견련관계(association)에 대한
혼동도 포함한다.
(c) 공동체상표가 유럽연합에서 저명성을 가졌고 만일 당해 표지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저명 공동체상표의 식별력에 부당
하게 편승하는 것이거나(takes unfair advantage) 그 식별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 공동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체의
표지를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2. 그 중 다음 행위들은 제1항에 따라 금지된다.
(a) 표지를 상품이나 그 포장에 부착하는(affixing) 행위
(b) 그 상표 상품을 공급하거나 유통시키거나 공급 유통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서비스를 그와 같이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c) 그 상표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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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에 의해 검색엔진 운영자인 구글이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2항
과 유럽공동체 상표규칙 제9조 제1항 (c)에 의한 주지․저명한 상표의 보호문제 그리고 “역내시장에서의 정
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170) 제14조171)에 의한 검색
엔진 운영자의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럽법원에 사전판결을 의뢰하였다.

( ) Societe Des Hotels Meridien v. S.A.R.L. Google France

Google은 유럽계 리조트 호텔 그룹인 Le Meridien Hotels and Resorts의 상표를 키워드광고를 표시할 목
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재정이 프랑스의 법정에서 내렸다.
프랑스의 nan tail 법원은 2004년 12월 16일에 Google이 Le Meridien의 경쟁자에게 동 호텔의 명칭을 이
용한 키워드 입찰을 허락하고 유사한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에 그 명칭을 사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동 호텔
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록에 의하면 Le Meridien은 Google과의 화해 교섭 결렬에
따라 2004년 10월 25일에 Google의 프랑스 법인을 제소한 것이라고 한다. 동 법원은 Google에 대하여 Le
Meridien이 상표등록 하고 있는 단어에 관련된 광고표시를 2005년 1월 24일까지 중지하도록 선하여
Google의 키워드 입찰 엔진에 일격을 주었다. Google가 이 재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일당 194 달러
(1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Google은 Le Meridien이 같은 회사의 위반을 신청한 경우 언제라도 72 시
간 이내에 Le Meridien의 브랜드에 관련한 광고표시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1일
에 150 유로의 벌금이 발생한다. 또 Google은 재판비용의 전액과 벌금 2592 달러(2000 유로)도 지급하여야
만 한다. Google은 이 재정에 대하여도 상소하였다. 두 번째 사건(C-237/08)도 루이비통 사건과 비슷하지만
동 사건에서는 모방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경쟁업자가 여행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사건과 차이가 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최고법원은 검색엔진 운영
자인 Google이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와 면책 가능성에 대해 사전판결을 유럽법원에 의뢰하였다.

(다) C-238/08

(d)
, 그리고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170)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전자상거래 지침’이라 칭함).
171)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 (호스팅)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수신자의 요구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활동·정보에 대한 실제인식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한 활동·정보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인식·의식을 한 시점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2. 제1항은 서비스수신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뢰 또는 감독에 의해 행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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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net

혼인재산대행서비스(matrimonial agency services)를 지정서비스로 하는 프랑스 등록상표

‘Eurochallenges’의 보유자이고, CNRRH은 동일한 업종의 대행사로 Thonet씨로부터 위 등록상표의 사
용권(licence)을 취득하였다. 2003년 Thonet씨와 CNRRH은 위등록상표가 구글의 검색엔진과 연계된 스
폰서 링크광고를 통하여 경쟁자인 Raboin과 Tiger의 싸이트에 전시되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4년 12월 14일의 제1심(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anterre)과 2006년 3월 23일의 항소심은(Cour
d’appel de Versailles)은 구글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구글은 이에 대해서 상소하였다. 상표권자의
상표가 키워드로 사용된 세 번째 사건(C-238/08)에서 프랑스 최고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예약한
광고주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에 의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사전판결을 유럽법원에 의뢰하였다.

( ) ‘Google France 병합사건’
위 사전판결 요청에 대해서 유럽법원은 모두 동일한 표지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유럽공
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던 위의 3건을 병합(이하 ‘Google France 사건’이
라 칭함)하여 판단하면서,172) 검색엔진 운영자는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직접 침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광고주는 자신의 상품을 위해 타인의 표지를 키워드로의 신청, 예
약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판시하였다.
Google France 사건 이전에 이미 유럽법원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뿐만 아니라 광고기능, 투자기능, 품질
보증기능 등 보호되고 있는 상표의 기능이 손상될 때에 동일영역에서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
다.173) Google France 사건에서 유럽법원은 단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광고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을 언급하면서, 먼저 광고에 나타난 제품이 상표권자 혹은 제3자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통상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표권자의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제시된다는 점에
서 키워드 광고를 통한 상표의 광고기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해 보호가 인정되는 주지․저명상표와 관련하여 유럽법원은 단지 검색엔진 운영자인 구글
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아울러 검색엔진이 기술적, 자동적 및 수동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경우에
는 검색엔진 운영자인 구글은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앞으로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 Google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은 후술하는 Louis Vuitton 사건이
다.174) 이 사건은 Louis Vuitton을 Google에 검색어로 입력할 경우 AdWords 프로그램이 모조품 판매자
들(즉, 명백한 상표침해자들)을 링크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175) 파리 고등 법원은 Google의
AdWords가 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하도록 추천하였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는 상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6)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으나 Google이 상고하였고, 우리나라의 대

–

172) EuGH GRUR 2010, 445
Google France und Google.
173) EuGH GRUR 2009, 756 - L'Oréal/Bellure.
174) Louis Vuitton Malletier v Google, TGI Paris, 3ème chambre, 2ème section, February4, 2005.
175)
본 건은 Google의 직접책임뿐 아니라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의 간접책임에 대해서도 주요한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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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2008. 5. 20. 위와 같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회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CJ가 오
랜 심리 끝에 2010. 3. 판단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후술한다.

(3)

일

독일에서 Google의 AdWords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는 Metaspinner 사건177)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 결
론적으로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상표가 광고의 문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표침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178)
그러나 그 후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2006년 상표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는 것이 비록 그 상표가 표시
되지 않더라도 상표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이래 독일의 다수의 하급법원은 검색어 역시 위 메타태그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 즉 상표침해가 된다는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결국 독일 대법원
역시 2009년 1월 프랑스 파기원의 예에 따라 Bananabay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유럽 전
체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시도하였다.179)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현

176) Simone Blakeney, KEYWORD ADVERTISING: WILL THE ECJ PROVIDE AN ANSWER, C.T.L.R. 2008 14(8), at 209
177) Metaspinner Media GmbH v Google Deutschland, Landgericht (Hamburg) (Az 312 O 887/03) (Unreported, September 20, 2004)
178)
상표법 제14조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1) 제4조에 의한 상표보호의 취득은 상표소유주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2) 제3자에게는 상표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거래에서
1.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2. 표지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그 상표 및 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에게
그 표지와 그 상표와의 연상의 위험을 포함하여 혼동의 위험이 있을 때, 표지를 사용하는 것, 또는
3. 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표지의 사용이 그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
나 침해하는 경우, 그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업과 관련
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3)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질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금지된다.
1. 표지를 상품 또는 그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는 것,
2.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팔려고 내놓고, 거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3. 표지를 부착하여 서비스를 팔려고 내놓거나 제공하는 것,
4.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5. 표지를 업무용 서류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
(4) 또한 제3자에게는 상표소유주의 동의없이 영업상의 거래에서
1.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를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레테르, 라벨, 꼬리표 또는 그런 종류의 표지수단에 부착하는 것,
2.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표지
수단을 팔려고 내놓고, 거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또는
3.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표지수단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외장이나 포장을 위
한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표지수단이 제3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표지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외장이나
포장 또는 표시를 위하여 사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금지된다.
179) 이상의 독일의 AdWords 관련 판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석은 http://www.linksandlaw.com/adwords-google-germany-preispiraten.htm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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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판례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180)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9년 1월 22일 독일 연방
대법원도 검색결과와는 별도의 공간에 동일상품에 대한 광고가 제시되는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 상품에 표
지를 사용한 것, 즉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럽법원에 사전판결을 요청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전판결의 근거로서 먼저 출처표시기능과는 별도로 상표의 광고기능이 상표법에 의해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러한 광고기능이 키워드 광고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출처표시기능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키워드의 사용을 통해 상표권자와 광고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법원181)은 Google France 사건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광고에 나타난 제품이
상표권자 혹은 제3자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a)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광고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독일 연방대법원182)의 견해에 대해 유럽법원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
다.

(4)
영국 법원은 Reed 사건183)에서 메타태그에서의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 역시 상표침해184)를 구성하는
침해를 부정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OLG Dresden MMR 2006, 326 - Markenrechtsverletzung: Werbung mit den gebuchten
Adwords „Plakat 24-Stunden-Lieferung“; LG Hamburg MMR 2005, 631 - Verwendung einer fremden Marke als "Ad-Word", 상표
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는 LG München I MMR 2004, 261 - Haftung einer Suchmaschine für Werbe-Keywords bei
Markenrechtsverletzung von Dritten; LG Braunschweig MMR 2006, 178 - Markenverletzung: Verwendung einer
Geschäftsbezeichnung als Google-adword 참조.
181) EuGH GRUR 2010, 641 - eis.de/BBY.
182) BGH GRUR 2009, 498 - Bananabay.
183) Reed Executive Plc v Reed Business Information Ltd [2004] EWCA Civ 159; [2004] E.T.M.R. 56 (CA (Civ Div))
184) 영국상표법 제10조 등록상표의 침해
(1)거래과정에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그 상표와 동일한 기호를 사용한 자는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이다.
(2)아래의 경우는 수요자가 그 상표와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침해가 된다.
(a)기호가 그 상표와 동일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b)기호가 그 상표와 유사하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3)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거래에서 사용하여 영국에서 저명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 있는 특징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로 된다.
(4)이 조항에서 다음의 경우는 기호를 사용한 것이다.
(a)상품 또는 그 포장에 그 기호를 부착하는 행위.
(b)그 기호하에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제공 또는 진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거나, 창고에 보관하거나, 또는 그
기호로 서비스를 제공 또는 공급하는 행위.
(c)그 기호하에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d)거래서 또는 광고에 그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
(5)거래서로서 상품에 부착 또는 상품을 포장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재료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상
표 사용 시 상표 사용이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취급된다.
(6)이 조의 전항들을 상품 및 서비스를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의 것들로 확인시킬 목적으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
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진정한 관습이 아닌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으로 그 상표의 식별력 있는 특징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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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는 영국법원이 검색어 광고 관련 사건에서도 상표
의 사용을 인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하였다.185)
그러나 2008. 2. 20. 영국 고등법원(England High Court)은 검색엔진이 사용자가 상표를 검색어로 사용
할 경우 경쟁자의 스폰서 링크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186)
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Arsenal 판결187) 중 “... 상표권자는 만일 그 사용이 상표 권리자
로서 상표의 기능에 관하여 가지는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동일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판시 부분을 인용하면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출처를 식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검색엔진의 사용자이고 검색엔진은 그 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할 뿐이며, 만
일 검색엔진의 응답을 사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의 출처식별기능과 관련하여 가지
는 이익과 무관하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Louis Vuitton

대한 ECJ의 판결

( ) 판결의 내용
ECJ는 앞서 본 프랑스 법원의 요청에 대하여 마침내 2010. 3. 23. 응답을 하였다.188) 그러나 위 판결의
내용은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 상표법 지침(EU Directive 89/104 on trade mark) 제5조는
상표침해를 위해서는 상표가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use is in the course of trade)’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Google이 검색어로서 상표를 판매하고 서버에 이를 저장하며 그에 기반을 두어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거래의 과정에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만들고 그
서비스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만으로 그 서비스가 상표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The fact of
creating the technic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use of a sign and being paid for that service does
not mean that the party offering the service itself uses the sign) 이유이다. 이에 반하여 상품 판매업자
가 상표를 검색어로서 구입하여 자신의 광고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록 광고에 그 상표가 나타
나지 아니하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혼동가능성에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침해로 취급된다.
185) Simone Blakeney, ADVERSE TO ADWORDS? AN OVERVIEW OF THE RECENT CASES RELATING TO GOOGLE
ADWORDS, C.T.L.R. 2007 13(3), at 87. 그러나 Reed 사건의 방론을 반대의 취지, 즉 상표침해를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
다(Rachel Montagnon, TRADE MARKS - KEYWORDS IN INTERNET SEARCH ENGINES, E.I.P.R. 2008, 30(7), N57).
186) Wilson v Yahoo! UK Ltd [2008] EWHC 361 (Ch); [2008] E.T.M.R. 33 (Ch D)
187) Arsenal Football Club Plc v Reed [2003] E.T.M.R. 19.
188) Joined Cases C-236/08 to C-238/08, Google France and Google Inc. et al. v. Louis Vuitton Malletier et al(http://curia.europa.eu에
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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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의 법원이 사안에 따라(on a case-by-case basis)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한편 ECJ가 그 혼동가능성(adverse effect on the function of indicating origin)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
은 다음과 같다.189)
첫째, 제3자(광고자)가 상표권자와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있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둘째, 경제적 관련성을 암시하지 않았으나 그 광고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통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가 그 링크와 광고 문구에 기반을 두어 그 광고자가 상표권자
와 별개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관련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때에는 역시 혼동가능성이
있어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
위 기준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두 번째 부분에 대하여는 인터넷 사용자가 출
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광고라는 것은 결국 혼동가능성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 판결의 평가

1) 상표 사용의 개념
유럽법원은 사안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을 3단계, 4단계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2단
계의 기준에 의해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190) 즉,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전제191)되어야 하지만 상표기능의
손상은 구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92) 먼저, 동일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상표기능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하고, 유사범위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

189) In the case where a third party’s [advertiser’s] ad suggests that there is an economic link between that third party and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the conclusion must be that there is an adverse effect on the function of indicating origin.
And: In the case where the ad, while not suggesting the existence of an economic link, is vague to such an extent on the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 at issue that normally informed and reasonably attentive internet users are unable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advertising link and the commercial message attached thereto, whether the advertiser is a third party vis-à-vis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or, on the contrary, economically linked to that proprietor, the conclusion must also be that there is an adverse effect on that
function of the trade mark.
190) Google France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und Google)에서 유럽법원은 i) 거래상 ii) 상품 혹은 서비스에
상표가 사용되어 iii) 상표기능을 손상시킨 때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3단계 판단기준을, Céline 사건(EuGH GRUR 2007,
971 - Céline)에서는 4단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191) 이러한 점은 상표권 침해성립 여부의 판단에는 상표의 ‘사용행위’ 고유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단지
결과로서 혼동의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는 상표의 침해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미국에서의 상표사용론
(trademark use theory)과 동일하다.
192) Hacker, Funktionenlehre und Benutzungsbegriff nach "L'Oréal" - Anmerkungen zu EuGH, Urt. v. 18.6.2009 - C-487/07 - L'Oréal,
MarkenR 2009, S. 333,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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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출처표시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기능의 손상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유럽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표지가 사적
인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193)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되어
야 한다.194) 이는 제3자가 출처표지로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긍정될 수 있지
만 단지 자신의 상품과 상표권자의 상품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195)
유럽법원도 비교 광고에서 광고주는 상표권자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품에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 광고의 경우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96) 또한 비평의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의 사용을 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2)

침해

i) 동일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
①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법원은 Arsenal FC 판결 이래로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기능, 특히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를 보증하는 상표의 핵심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이 최소한 잠재적으로 손상된 때에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a)에 의해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97) 나아가
L'Oréal/Bellure 사건에서 유럽법원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a)에 의해 단지 상표의 출처표
시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예를 들면 품질보증기능, 소통기능, 투자기능 및 광고기능 등도 독립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98) 이와는 달리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b)는 예나 지금이나 단
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한다. 이처럼 유럽법원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상표의 핵심적 기능으로
인정함에 따라 키워드의 상표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최고법원(Cour de Cassation)이 사전판결을
요청한 Google France 사건에서, 유럽법원은 먼저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유럽법원은 통상적인 키워드

193) EuGH GRUR 2003, 55 - Arsenal FC; EuGH GRUR 2007, 971 - Céline;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und Google.
194) EuGH GRUR 2003, 143 - Robelco/Robeco; EuGH GRUR 2005, 153 - Anheuser-Busch/Budvar; EuGH GRUR 2007, 971 - Céline.
195)
상표사용론자들도 구글이 돈을 받고 키워드를 판매하거나 스폰서링크를 설정해 주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상표
를 ‘상품출처의 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표장에 대한 ‘상표적 사용’이 아니
어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스티스(통권 제105
호), 한국법학원, 2008, 128면, 141-142면 참조. 아울러 미국에서 상표사용론의 등장,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 “인터넷에
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통권651호), 법무부, 2010
, 114, 133면 참조.
196) EuGH GRUR 2008, 698 - O2 und O2 (UK)/H3G.
197) EuGH GRUR 2003, 55 - Arsenal FC.
198) EuGH GRUR 2009, 756 - L'Oréal/Bel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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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이러한 판
단을 각국의 법원에 위임하였다.199)
키워드의 입력을 통해 광고가 제시되고, 인터넷 이용자는 검색창에 입력된 상표와 제시된 광고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출처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는 오인·혼동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광고주와 상표권자가 경제적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키워드 광고가
담고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유럽법원은 Google France 사건에서 광고에 나타난 제품이 상표권자
혹은 제3자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의 출처표시기
능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유럽법원은 공정한 영업활동과 소
비자 보호를 위해 투명성 요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침근거 29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유럽
상표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쟁법200)에 존재하는 투명성 요건
을 유럽법원이 상표법상 혼동 개념에 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상표의 기능

유럽법원의 Google France 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상표권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뿐만 아니라 경
쟁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스폰서 광고)가 화면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상표의 광고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키워드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상표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를 키워
드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투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상표
의 투자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주지·저명상표의 고객흡인력을 단순히 이
용하는 것이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고, 나아가 상표의 광고기능,
투자기능 혹은 품질보증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201) 유럽법원은 Google France 판결에서
먼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상표기능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능에 실제적인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단지 키워드 광고가 상표의 광고 기능과 연계
되어 있고 상표의 명성과 식별력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키워드 광고와 관련하여 상표의 투자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결
과 상표권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대부분 상위에 제시되고 상표권자의 제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키워드 광고가 상표의 광고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2)

199)
관련된 3개의 판례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키워드를 통해 제시된 광고가 그 자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광고의 표시
에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혼동가능성을 부정하였다(BGH GRUR 2009, 500 - Beta Layout).
200)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4/450/EEC, Directives 97/7/EC, 98/27/EC and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200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이하 ‘유럽역내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침’이라 칭함).
201) Hacker, a.a.O. S. 333, 336.
202)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und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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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표권 침해
최고법원이 다룬 사건과 같이 문자-도형 상표 부분에서 문자 부분만이 키워드로 예약되어 상

표와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광고주가 의식적으로 철자에 오류가 있는 방식으로 상표를 키워드
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와 유사한 표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일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유사범위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유럽법원203)은 상표권
자와 광고주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이 있다는 점을 광고가 암시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자로 하여금 상표권자와 광고주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광고가 애매한
경우에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용되는 표지와 상표 사이의 차이를 통상
의 소비자가 인식할 만큼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유럽법원은 동일한 표지로 인정하고 있는데,204) 이용
되는 표지와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b)에 의해 상표권의 침
해가 인정된다. 동조 동항은 혼동위험을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하
는 규정으로, 유럽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혼동위험은 상표권자와 광고주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이 있는지
의 여부를 인터넷 이용자가 알 수 없도록 광고가 애매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결국 유럽법원은 유사범위
에서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표지를 비교하던 지금까지의 실무에서 각 개별사례마다 해당
표지의 이용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면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
광고하는 자는 자신의 상품과 상표권자의 상품을 서로 비교하여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럽법원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정 당시에 전자상거래
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동 지침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사용의 태양, 즉 표지를 상품
이나 그 포장에 부착하는(affixing) 행위, 그 상표 상품을 공급하거나 유통시키거나 공급·유통 목적으로 저
장하거나 서비스를 그와 같이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그 상표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거래
서류상 그리고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광고하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그리고 상표와 동일한 키워드를 자신의 광고를 위해 사
용한다는 점에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만,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니고 상표기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색엔진
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법원은 구글은 단지 광고를 원하는 자신의 고객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을 뿐이고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5) 결과적으로
검색엔진 운영자는 키워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색엔진 운영자는 간접침해자는 될 수 있어도 직접

–

203) EuGH GRUR 2010, 451
BergSpechte/trekking.at Reisen.
204) EuGH GRUR 2010, 451 - BergSpechte/trekking.at Reisen; EuGH GRUR 2010, 841 - Portakabin/Primakabin.
205)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und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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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입장을 유럽법원은 취하고 있다.
검색엔진 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지침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순 도관에 관한 전자상거래 지침 제12조206)와 호스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
침 제14조를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자상거래 지침 제21조 제2항
은 본 지침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보고서는 특히 하이퍼링크·정보경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술발달에 따른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책임면책의 부가적 조건들의 필요성과 전자메일에 의한 일
방적 광고에 역내시장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03
년도에 최초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검색엔진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207)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럽법원은 검색엔진이 기술적, 자동적 및 수동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6)

결

유럽법원은 현재 원칙적으로 2단계의 기준에 의해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표
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상표기능의 손상은 구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동일영역에
서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상표기능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하
고, 유사범위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처표시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사용이 상표기능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키워드 광고의 상표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법원은 Google France 사건에서, 광고에 나타난 제품
이 상표권자 혹은 제3자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표권자는 광고주가 자신의 상품을 위해
상표권자의 표지를 키워드로의 신청, 예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유
럽법원은 검색엔진 운영자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간접책임, 면책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고의 위치 및 광고의 내용이 혼동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의
206)
지침 제12조 (단순 도관)
1. 서비스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네트워크상에 송신하거나 통신네트워크에 접근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송신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 없도록 보장한다.
(a) 서비스제공자가 그 송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b) 서비스제공자가 그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c) 서비스제공자가 그 송신에 담겨 있는 정보를 선택도 수정도 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송신된 정보저장이 통신네트워크에서 송신을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
고 그 정보가 송신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송신된 정보의 자동적·매개적이고 순간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후략)
207) KOM(2003)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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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유럽법원은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 최고법원이 사전판결을 요청한 권
리소진 원칙과 관련하여, 유럽법원은 광고주와 상표권자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와 상표의 명성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
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법원은 키워드 광고와 관련하여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
키는 기준, 재판매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예를 들어, 부착된 상표의 제거가 가
능한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키
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광고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독일 연방대법원208)의 견해에 대해 유럽법
원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209)

3.

확장

. 상표권침해 요소로서의 혼동가능성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무단사
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표법이 배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범위로 귀결되므로, 등록 또는 사용상표와
동일한 범위를 넘어선 확대된 보호가 필요하다.
상표권 침해에 관한 우리나라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이하 생략)

이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상표침해에 관한 이론은 주로 상표가 서로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4064 판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
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판례와 학설에서는
이러한 상표의 유사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었을 경우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상표권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208) BGH GRUR 2009, 498 - Bananabay.
209)
권리소진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김원오, 앞의 포럼자료, 53, 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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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0)
상표권 침해문제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혼동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상표권자와 경쟁업자, 일반수요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혼동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나아가 주지, 저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서는 출처혼동이론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 유무는 핵심 쟁점이다. 즉 상표의 상업적 사용으로 인하여 소
비자의 혼동, 오인, 기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 혼동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i) 출처의 혼동(source confusion) : 표지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처에 관한 혼동;
ii) 후원관계의 혼동(confusion as to affiliation, connection or sponsorship) : 상표소유자와 상표이용자간
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혼동;
iii) 최초관심혼동 (intitial interest confusion) : 거래완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의 소비자관심을 야기하
는 혼동.
나아가 주지, 저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서는 출처혼동이론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보호 강화 관점에서 최초관심혼동 (intitial interest
confusion)의 적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상표의 유사와 상품의 유사는 어떻게 연결 지어지는지, 유사 여부는 상표가 붙은 상품을 전체로
서 비교하여야 하는지, 유사함이 인정되면 바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유사와 혼동의 개
념은 같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211)
이에 대하여 상표의 동일, 유사라는 잣대는 그 자체에 귀결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출처의
혼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표법이 편의상 도입한 형식적인 틀로서 출처의 혼동이 있느냐의 점이
상표의 동일, 유사라는 개념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실질개념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212)
미국에서는 앞서 본 Lanham Act제 제32조 (1)항에 명시된 상표침해의 요건인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제2 연방항소법원이 1961. Polaroid Corp v. Polarad Electronics Corp

․

210)
,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자료 지식과 권리 2007년 봄 여름호 (2007.06) 대한변리사회 p1 참조
211) 이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 1968. 2. 27. 제3소법정 판결 [소화39년(
)제110호 : 상표등록출원거절결정 불복항고심판심결취소청구
사건](
22권 2호 399면,
516호 36면,
219호 91면)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된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그와 같은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호칭 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준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해야 되고, 나아가 그 상
품의 거래의 실정을 알 수 있는 한, 그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터 잡아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상표의 외관, 관념 또는 호칭의 유사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추측시키는 일응의 기준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가 유사한 경
우라도 나머지 2개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른 점, 기타 거래의 실정 등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에 어떠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를 인정하
기 어려운 것을 유사상표로 풀이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12) 박준석, 판례상 상표의 동일 유사성 판단기준, 사법논집 39집, 법원도서관,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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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한 다음과 같은 8단계 심사(test)의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① 원고 상
표의 영향력(Strength of plaintiff’s mark), ② 상표자체의 유사 정도(The degree of similarity of the
marks), ③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 정도(The proximity of the products or services in the
marketplace), ④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 대중이 그것을 결국 원고의 지정상품이
나 서비스라고 믿게 될 가능성, 즉 원고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의 크기(The likelihood that the plaintiff will
bridge the gap; narrowing the significant market difference), ⑤ 실제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는 증거, ⑥ 침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피고의 선의 여부(Defendant’s good faith in adopting the
mark), ⑦ 침해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the defendant’s product
or service), ⑧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력(The sophistication of the
buyers)으로 이루어져 있다.213) 미국 법원은 혼동가능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중요소심리방식
(MULTIFACTOR TEST)을 채용하고 있고, 각각의 요소에 특별한 비중을 두지 아니하므로, 어느 하나의
요소도 결과에 결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모든 심리 요소들이 사안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14).

그리고, 유럽연합 상표법 지침(EU Directive 89/104 on trade mark) 제5조215)

및 공동체상표규정 제9

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다음의 상표를 거래상 사
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할 자격이 있다. (a)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216) 또는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 일반소비자가 혼동
할 염려(수요자에 대한 연상 포함)가 있는 경우를 등록거절사유 및 침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17). 요컨대,
상표, 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오인혼동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상표와 상품
이 유사한 범위인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혼동가능성)를 요건으로 하여 상대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영국, 독일 등 회원국의 국내법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최초관심혼동

(1) 혼동가능성 요건의 적용가능성
타인의 상표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상업적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

ㆍ

213)
기준을 비롯하여 미국의 각 주별 개별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영선, 미국 판례법상 상표의 오인 혼동 판단 재판자료 제107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07집 (2005.12) 법원도서관 참조
214) Barton Beebe, An Empirical Study of the Multifactor Tests for Trademark Infringement, 94 Cal. L. Rev. 1581, 1601 (2006), He
points out that this is unsurprising given the nature of human (and judicial) decisionmaking: “[We] seldom seek to consider all relevant
information or reduce uncertainty to the maximum extent conceivable, even if we were capable of doing so.”
215) Council Regulation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mark
216) 거절이유 및 침해이유를 동일범위와 유사범위로 나누어 규정한 것은, 동일상표가 부착된 동일상품이 유통되면 품질이 다른 상품이
유통될 수 있어 상표의 정보전달기능이 저해되므로, 구매자가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는 소위 상표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17) EC 지침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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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혼동, 품질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키워드광고는 동종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고객을 유인하거나,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
매자가 상표권자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에 상표 침해의 판단은 해당 광고행위가 구매자에게 혼동을 초래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
다. 이는 타인의 상표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견 유사한 부분이 있다.218) 타인의 상표를 메타태
그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검색을 하여 접속한 웹
사이트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임을 알게 되면 해당 웹사이트를 떠나게 되므로 일반적인 상표침해
에 있어서의 혼동과는 달리 혼동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219) 즉, 자신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사용
자(소비자)의 혼동은 사라지고, 극소수의 사용자만이 혼동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형태의 혼동가
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도 비록 광고주와 검색엔진 회
사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웹사이트인
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출처의 혼동으로 인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
다.220) 그런데, 미국의 일부법원은 소비자의 최초의 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혼동이 야기될 정도로 상표
가 사용된 경우, 후술하는 상표의 침해를 인정하는 최초관심혼동(initial interest confusion)의 이론을 원
용한 사례가 있다.221)
따라서 혼동가능성에 기한 상표 키워드 배너의 상표 침해가 인정된다면 이론적 근거는 최초관심혼동의
이론이 될 것이며,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또한 이 이론을 원용할 것이다.222) 다만, 우리나라
의 경우, 상표법상의 출처혼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시점에서의 혼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223) 미국
일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최초관심이론을 적용하여 상표키워드광고의 상표권침해를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수의 소비자는 그 광고를 무시하고 검색결과만을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최초
관심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Initial Interest Confusion)

최초관심혼동이론은 비록 실질적인 혼동에 의하여 판매 또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
자의 최초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혼동이 발생한 정도로 상표가 사용된 경우 상표의 침해로 인정하는

218)
상표 키워드 배너는 모두 상표가 이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용자의 검색어에 의존하며, 인위적으로 이용자
의 주의를 특정한 웹사이트로 유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검색어와의 관련유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있어 메타태그와 상
표 키워드 배너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색엔진회사는 기만적으로 메타태그를 사용하는 사이트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보수도 받지 않는 반면에 배너광고를 하는 광고주로부터는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김성호, “인터넷배너광고의 연계에 대한 법
적 문제,” 인터넷법률 , 제11호(2002), 117면.
219) 육소영,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법학연구 Vol.11, No.3, 연세대 법학연구소, (2001), 98면.
220) 김병일, “해외동향-키워드광고의 상표권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LAW & TECHNOLOGY 제1권 제3호(2005), 143면.
221) See,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m’t Corp., 174 F.3d 1036, 1062 (9th Cir. 1999).
222) Playboy Entertainment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Corp.사건에서도 원고는 최초관심혼동을 주장하였다.
223)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 통권 87호(2005), 39면. 최초관심혼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시점(구매
시점)의 혼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전 혼동(pre-sale confus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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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전술한 Playboy 사건과 Geico v. Google Inc.사건에서도 상표권자들은 최초관심혼동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이론은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Grotrian, Helfferich, Schulz, Th. Steinweg Nachf. v. Steinway &
Sons224)사건에서 최초로 적용된 후, Mobil Oil Corp. v. Pegasus Petroleum Corp.225)사건에서도 인정
된 바 있으며,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226)사건에서 메타태그의 상표
권 침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처음으로 동 이론이 인터넷상의 상표사용에 적용되었다. 즉, 법원은 해당
상표의 경쟁자 또는 비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상표를 이용하여 최초로 “흥미를 갖거나
(interested), 유인하거나(attracted), 산만하게 하는(distracted)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227) 요컨대,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혼동이 야기될 정도로 상표가 사용된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는 일종의 기망에 의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유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최초 혼동의 이론이다.228)
법원은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초관심혼동이론을 도입한 것이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광고를 무
시하고 검색결과만에 주목할 뿐임에도 불구하고229) 일시적으로 출처를 혼동하는 소수의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그 이론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비교광고와 같은 정당행위조차도 금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
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상표권자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과도한 상표권자의 보호로 인하여 오히려 부정경쟁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30)

4.

상표의 사용 및 혼동 개념의 확장을 위한 시도

각국의 법체계, 특히 지식재산권 체계에는 나라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사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나라마다 달라진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서
비스사업자로서는 상당한 법적 혼란 및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231) 따라서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 및 혼동 개념의 확장을 통한 사법적, 입법적 해결을 위한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상표 인식 가능 여부는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상표법 제2

224) 523 F.2d 1331 (2d Cir. 1975).
225) 818 F.2d 254 (2d Cir. 1987).
226) 174 F.3d 1036 (9th Cir. 1999).
227) Jennifer E. Rothman, “INITIAL INTEREST CONFUSION: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TRADEMARK LAW,” 27
Cardozo L. Rev. 105(2005), at 108.
228) Id. at 7.
229) Saunders, supra note 6, at 567.
230) Michael McLouhglin, “Trademark Identity in Cyberspace: The Impact of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20 QTR 595, 619-621 (2001); Tom Monagan, “Can An Invisible Word Create Confusion? The Need for Clarity
in the Law of Trademark Infringement Through Internet Metatag,” 62 OHIO ST. L. J. 973, 998 (2001).
231)
, 앞의 논문(주 108),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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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정의에서 상표는 ‘표시’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232)’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식가능성은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233)
그런데 인터넷 기반의 상표 사용에 있어 검색엔진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상표의 입력 및 그에 대응하는
결과의 도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그 당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사용
을 부정하는 논리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나타
나지 않는 방법으로 기계 내부에서만 상표를 활용하는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서 상표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234)
상표에 대하여 인식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출처식별기능을 위해서는 시각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상표가 기계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의 전후
과정을 종합하여 출처의 식별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35)
우리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등에
사용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상표법 제66조)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과 ‘혼동가능성’이 상표권 침해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표침해의
인정을 위하여 우선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건을 따져보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인터넷상의 다양한 상표 사용 형태에 있어 그것이 과연 출처식별기능을
가진 사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행하고,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236) 왜냐하면, 혼동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상표
의 출처식별기능에 의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미국의 일부 법원이
최초관심혼동 이론을 도입하여 상표의 사용 개념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
다.
232)
2005도1637 판결.
233) 백강진, 앞의 논문(주 108), 63면.
234) 백강진, 앞의 논문(주 108), 63면.
235) 박준석, “인터넷에서 ‘상표의 사용’의 개념 및 그 지위(III)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사법 16호, 사법발
전재단, 2011.6, 28면.
236) 우리 법상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에는 혼동가능성의 판단이 필요하나, 상표침해의 인정에는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만이 문제
된다. 하지만, 그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바로 혼동가능성이므로 결국 어느 경우에나 혼동가능성의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상표
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
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
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백강
진,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의 개념”, 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2009.9, 63-6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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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상표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사용 개념을 수
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같이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기존의
상표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상표의 사용 개념을 확장해석하거나 입법론적 대처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상표의 기능, 특히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237) 한편, 상표사용개념의 확장이나 기존 법체계의 유연한 해석을 통한 상표권자의 보호와 사용
자의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 사업자의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를 조
화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상표의 사용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미국
의 공정이용: nominative fair use)에 의한 해결책 모색도 행할 필요가 있다.

237)

, 위의 논문(주 236),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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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절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및 영국법계 국가에서의 지재권의 제3자책임(Third Party Liability)
또는 간접침해의 논의 동향과 규율법리 및 판례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영미법계와 대륙법
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여, 대위책임을
중심으로, 영국 및 영국법계국가(캐나다, 호주)은 Authorization 법리를 살펴보고,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
법계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된 법리 등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 간접침해의 규율에 대한 주요국
의 입법례와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세계 각 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법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
다. 특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법 적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하고자 한
다.

1.

지식재산권법상 간접 책임
.

개요

미국의 불법행위법(Common Law Tort)은 오래전부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2차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간접 책임 제도를 인정하여왔다.238) 불법행위법이 이러한 간접 책임 제도
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효율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비록 제3자가 과실이 없더
라도 불법행위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행위 자체의 특성상 제3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욱 경제적으로
효율적임을 이유로 간접 책임을 인정한다 (Strict Liability). 다음으로, 제3자가 타인의 불법행위에 직간
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그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도덕적으로 제3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Fault Based Liability). 이러한 불법행위법에서의 간접 책임 제도는 지식재산권법에 도입되어졌
고,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대위 책임(Vicarious Liability)과 과실 책임으로서의 기여 책임(Contributory
Liability)과 유도 책임(Inducement Liability)으로 발전되어왔다.
대위 책임은 제3자(이하, 간접침해자)의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과실에 상관없이, 직접침해자와 특별한 관
계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위 책임은 주인이나 고용주가 하인이나 종업원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Respondeat Superior원칙과, 기업의 존재로 인해 발생된 손해
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업 책임(Enterprise Liability)에서 비롯되었다. 상기의 책임들은 간접침해자
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
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위험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인해

238)
같이, 제3자가 간접적으로 또는 이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제3자 책임(Third Party Liability), 이차적 책임
(Secondary Liability) 또는 간접 책임(Indirect Liability)이라고 불리운다. 이하에서는 직접 책임과 대비되는 말로 간접 책임이라고 통칭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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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성립 여부는 (1) 직접침해자에 대한 감시 능력과 권리, (2) 침해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취득,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판단되어진다. 다음으로, 기여 책임은 간접침해자의 과실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
어진다. 이러한 기여 책임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그 행위에 관여하거나 도운 자는 불법행위자와 더불어
책임을 진다는 공동불법행위(Joint and Several Liability)에서 비롯되어졌다. 그리하여 기여 책임의 인정은
(1) 간접침해자의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 (2) 간접침해자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유도 책임은 기여 책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알
고 도운 정도를 넘어, 당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하여, 유인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간접침해자의 의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각 지식재산권법들은 불법행위법에서 비롯된 상기의 간접 책임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모든 지식재산권법
들이 직접 침해를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이하에서는 각 지식재산권법들에서의 간접 침해의 유형과 그 적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
다.

.

(1)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간접 책임

특허법상 간접 책임

특허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들과는

달리,

1952년에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유인

침해(inducing

infringement)239)와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240)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간접 침해를 명문
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부터, 법원들은 기여 침해 이론을 적용하여왔으나, 그 적용의 범위가 판결마다 일
치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리하여 의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간접 침해 규정들을
신설하였다.241) 이러한 두 간접 침해 규정은 개정 전의 기여 침해 원칙을 함께 명문화한 것으로서 상호
보완적이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특허법에서의 기여 침해 원칙인 271(c)는 다른 법들과는 달리 그 적용에
있어 매우 엄격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하여 271(b)인 유인 침해 규정은
기여 침해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부분에 규정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먼저, 271(b)에서의 유인 침해는 특허의 침해를 실질적으로 유도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인 침해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알면서 특허권의 직접 침해를 교사 방조함(Aiding and
Abetting)으로써 성립되어진다. 또한, 유인 침해 규정은 특별히 침해적 사용을 위해 채택된 부품의 판매를
통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인 침해가 성립됨을 보이기 위해, 원고는 특
허권의 직접 침해와 간접침해자가 당해 직접 침해를 유도하려는 의도(Intent)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비록 유인 침해 규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들은 유인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

239) 35 U.S.C. 271(b).
240) 35 U.S.C. 271(c).
241) HR. Rep. No. 1923, 82 Cong., 2d Sess. 9, 28 (1952); Sen. Rep. No. 1979, 82d Cong., 2d Sess. 8,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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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침해에서와 같이 간접침해자가 특허권, 그의 행동의 특성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한 인식
(Knowing)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242) 유인 침해의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간접침해자의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판례들은 우선 상기의 의도는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에 의해 충분
히 증명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243) 그러나, 간접침해자가 어느 행동을 의도해야 유인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어있다. 한편에서는 간접침해자가 단순히 침해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유도하였다면
그 요건은 성립된다고 하고,244)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적으로 간접침해자가 실질적인 침해 자체를 야기하
도록 유도하였어야 그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245)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도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유인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유도
한 의도나 행동246)이 정황 증거 등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271(c)는 기여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간접침해자가 특허권을 침해하는데 사용하는 것
을 알면서도, 물건특허나 방법특허에서의 주요 부품을 판매 하는 경우, 상기의 부품이 비침해적 사용이 가
능한 물품이 아닌 한, 그는 특허권 침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진다. 기여 침해 원칙이 성립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접침해자의 인식(Knowledge) 여부이며, 비침해적 사용의 주장은 대개 간접
침해자로 주장되어지는 자가 기여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서 사용한다. 먼저, 인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간
접침해자는 특허권의 침해에 사용되기 위하여 채택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부품을 판매해야 한
다. 그런데 여기서 인식 요건이 당해 부품이 사용되어진다는 인식만 있으면 만족되는지 아니면, 당해 부품
이 사용되어지는 특성과 특허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의 인식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
나, 대법원은 후자에서의 종합적인 인식이 기여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그
후 연방법원들은 이를 따르고 있다.247) 그 다음으로, 기여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품이 다른 곳
에서 비침해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주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248) 이러한 비침해적 사용을 규정한 것은 기
여 침해의 원칙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되었다. 그래서 비록
간접침해자가 침해 및 특허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당해 부품이 비침해적 사용이 가능하다면 기
여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접침해자가 상기의 인식을 넘어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품
을 판매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부품이 비침해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유인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242) Alloc, Inc. v. U.S. In'tl Trade Comm'n, 342 F.3d 1361, 1374 (Fed. Cir. 2003); Manville Sales Corp. v. Paramount Sys., Inc., 917
F.2d 544, 553 (Fed. Cir. 1990); C.R. Bard Inc.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911 F.2d 670, 674-75 (Fed. Cir. 1990) (
일부
판례는 유인 침해에서의 인식은 기여 책임에서의 인식보다 작은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판례들은 271(b)와 271(c)
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이유로 인식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243) Water Techs. V. Calco, Ltd., 850 F.2d 660, 668 (Fed. Cir. 1988); Fuji Photo Film Co., Ltd. V Jazz Photo Corp., 394 F.3d 1368
(Fed. Cir. 2005).
244) Insituform Techs., Inc. v. CAT Contracting, Inc., 385 F.3d 1360, 1378 (Fed. Cir. 2004); MercExchange, LLC v. eBay, Inc., 401
F.3d 1323, 1332 (Fed. Cir. 2005)
245) Manville Sales Corp. v. Paramount Sys., Inc., 917 F.2d 544, 552 (Fed. Cir. 1990).
246) 특허법상 유인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는 라이센싱, 보증, 수리와 유지, 디자인, 상품의 구입, 설명과 광고,
출판 등이 있다.
247)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248) Dawson Chemical Co. v. Rohm & Haas Co., 448 U.S. 17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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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 책임

상기의 특허법과는 달리 저작권법에서의 간접 책임 제도는 법에 명문화되지 않고 판례법을 통해 발전되
어왔다.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을 불법행위법으로부터 도입하고, 그 체계를 구
축하여 왔다. 먼저, 대위 책임은 불법행위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간접침해자가 직접침해자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당해 침해로부터 간접침해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는지의 여부
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진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두 요건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관적이지 않고 사안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판례들
은 상기의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대위 책임의 범위를 좁게 보는 반면,249) 일부 판례들은 상기의
요건들을 상당히 넓게 해석함으로써 대위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250) 또한, 기여 책임도 간접침해자의
직접 침해에 대한 인식과 당해 침해에 대한 상당한 기여도, 이 두 요건을 판단함으로써 성립 여부를 검토한
다. 기여 책임 또한 대위 책임과 마찬가지로 요건은 명확히 정하여져 있지만, 그 해석에 있어 법원들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관련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근래에 발생하였던 P2P관련 저
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우려한 나머지, 위 요건들을 상당히 넓게 해석함으로써 P2P
운영자에게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251)
상기와 같은 두 책임들의 확대는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을 위축시키고, 간접침해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검
열을 할 수 밖에 없게 하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의 확대 문제와 더불어, 두 책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
다.252) 본 사건에서 피고인 간접침해자는 그 전 자신과 유사한 사업을 했던 자가 상기의 두 책임을 지는
것을 보고, 그 책임을 면하고자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253) 그리하여 법원들은 비록
당해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두 책임의 법리내에서 책임을 지울 수 없었
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특허법으로부터 유인 책임 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254)
249) Shapiro, Bernstein & Co., Inc. v. H.L. Green Co., Inc., 316 F.2d 304, 307 (2d Cir. 1963); Gershwin Publishing Corp. v. Columbia
Artists Management, Inc., 443 F.2d 1159, 1162 (2d Cir. 1971); Banff.
250) Fonovisa Inc. v. Cherry Auction Inc., 76 F.3d 259 (9th Cir. 1996); A & 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C.A.9
(Cal.) 2001); Perfect 10, Inc. v. Cybernet Ventures, Inc., 213 F. Supp. 2d 1146 (C.D. Cal. 2002); Motorvations Inc. v. M&M Inc., No.
2:99cv0824, 2001 WL 1045617 (D. Utah July 6, 2001).
251) Napster, 239 F.3d 1004.
252)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259 F. Supp. 2d 1029 (C.D. Cal. 2003).
253) Napster
Grokster 사건의 두 피고는 모두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Napster사건의 피고가 제공한
P2P프로그램은 중앙 서버를 가지고 있어 피고가 대위 책임에서의 감시 능력이 인정되고, 기여 책임에서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가능하므로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Grokster사건의 피고는 자신의 P2P프로그램에 중앙서버 없에고, 사용자들간에 직
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Grokster 하위심들에서는 피고의 프로그램은 중앙서버가 없어 감시능력도 구체적 인식도
불가능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54) Grokster, 123 S.Ct. 2764.

- 70 -

제3장 오픈마켓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71
침해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배포하는 자는 침해를 조장하려 했다는 명확한
표시나 확실한 조치들에 의해 그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 그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침해를
유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된다.255) 따라서, 상기의 피고는 비록 중앙 서버의 부재로 인해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침해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
타났고,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유인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유인 책임은 특허법과
유사하게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성립여부는 침해를 유도하려는 의도
를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어떠한 의도
를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요건, 즉, 특허법에서의 인식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특이한 점은 상기의 책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침해적 사용의 항변을 채택한
것이다.256) 저작권법은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신기술 개발과의 마찰을
막기 위하여 특허법에서의 비침해적 사용 항변을 도입하고, 이를 저작권법상 간접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서
인정하여왔다. 이러한 항변을 도입한 계기가 된 Sony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피고의 제품이 저작권 침해
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제품은 단지 침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비침해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 책임과 대위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57) 이러한 비침해적 사용의
항변은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258) 그러나 이러한 비침해적 사용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사건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들은 비록 당해 제품들이 비침해적 사용을 갖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용의 비중이 너무 낮거나, 피고가 침해에 대한 실질적 인식이나 고의적으로
그 침해에 대한 인식을 무시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작하여 이러한 비침해적 사용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259) 사실, 비침해적 사용의 항변은 특허법에서 도입하였지만, 그 적용의 판단 기준이 그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들의 해석에 의존되어왔고,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러한 항변은 그 무게감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침해적 사용의 항변은 신기술의 개발과 저작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저작권법상 간접침해자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비
침해적 사용의 항변에 대한 기원이 된 특허법으로부터 그 명확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다시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간접 책임

상표법 또한 저작권법과 같이 판례법으로 간접 책임 제도를 적용하여 왔으며, 대위 책임과 기여 책임을
255) Id. at 2770 (One who distributes a device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s shown by clear expression
or other affirmative steps taken to foster infringemen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256) Sony Corporation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Inc., 464 U.S. 417.
257) Sony, 464 U.S. at 442.
258) Napster, 239 F.3d 1004; In re Aimster Copyright Litigation, 334 F.3d 643 (7th Cir. 2003); Grokster, 380 F.3d 1154.
259)
사용의 항변은 피고가 침해에 대한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을 갖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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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상표법에서는 유인 책임을 기여 책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어, 별도의
유인 책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상표법상 대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
자와 간접침해자의 주종관계(Principle-Agent Relationship)가 존재해야 하고, 간접침해자가 당해 침해로
부터 발생되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어야 한다. 상표법에서의 대위 책임은 불법행위법의 기여 책임 원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인정에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종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간에 충분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판례에서는 점점 더 강력한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가 분명하고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갖거나, 서로를 결
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침해품에 대하여 공동 소유 또는 제어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요건이 성립
될 수 있다로 하고 있다.260) 따라서, 게약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라이센서(Licensor)와 라이센시
(Licensee) 또는 프랜차이저(Franchisor)와 프랜차이지(Franchisee)들은 상표법상 대위 책임의 성립요
건인 주종 관계를 만족하지 못한다. 다만, 한 판례에서는 인터넷 서치 엔진이 키워드 광고를 구입한 구매자
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광고에 대한 충분한 제어가 가능했음을 이유로 대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주
종관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26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직접침해자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까지 주종관계가 확대되지 않음은 분명하다.262) 주종관계의 요건과 더
불어 상표법은 대위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접침해자가 당해 침해 행위로부터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크레디트 카드사가 상표권 침해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의 결제만을 도
운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으며,263) 개인 판매자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소
비자들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는 벼룩시장의 운영자에게도 수익의 간접성을 이유로 대위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다.264) 따라서 분명하고 직접적인 이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 간
접침해자간에 실질적인 이득 분배 구조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표법상 기여 책임은 상품의 제조자나 배포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표를 침해하
도록 유도하거나, 상기의 자가 상표권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품을 제
공한 경우에 인정되어진다.265) 여기서 전단 부분이 유인 침해에 해당되어지고, 후단 부분이 순수한 기여
책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인 침해는 간접침해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침해행위를 하도록 권고
하거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266) 또한, 기여 침해가 성립함을 판단하는

260) Hard Rock Caf Licensing Corp. v. Concession Servs., Inc., 955 F.2d 1143, 1150 (7th Cir. 1992).
261) Gov'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330 F.Supp.2d 700 (E.D. Va. 2004).
262) Wesley v. Don Stein Buick, Inc., 996 F.Supp. 1312, 1316 (D. Kan. 1998).
263) Perfect 10, Inc. v. Visa Intern. Service Ass'n, 494 F.3d 788 (9th Cir. 2007).
264) Hard Rock Caf Licensing Corp. v. Concession Servs., Inc., 955 F.2d 1143, 1150 (7th Cir. 1992).
265) Inwood Labs., Inc. v. Ives Labs., Inc., 456 U.S. 844, 854 (1982) (
기여 책임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인 Restatement
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은 침해가 상당부분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당해 침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27(b) (1995)) 하지만, 최근들어 법원들은 이러한 규
정을 상표권의 확대를 문제삼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원들은 상기의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266) Societe Anonyme Distillerie v. Western Distilling Co., 42 F. 96 (C.C.E.D. Mo. 1890); Hostetter Co. v. Brueggeman-Reinert
Distilling Co., 46 F. 188, 189 (C.C.E.D. Mo.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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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간접침해자가 침해행위로부터 이득을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단순히 침해가 성립되는 판매를
야기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만을 검토한다.267) 사실, 기여 책임의 리딩케이스인 Inwood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상표법상의 기여 책임의 성립여부는 유인 침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
어졌었다. 그러나, 상기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인 침해에 한정되었던 기여 책임의 판단 방법을 확대함으
로써 기여 책임을 확대하였다. 기여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침해자가 침해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아는 것, 다시 말
해 일반적 인식(General Knowledge)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인식으로 충분치 않다.268) 일례로, 단순히 간
접침해자의 지배 영역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통보나 서신은 여기서 말하는 인식으로
충분하지 않다.269) 따라서, 인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
다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간접침해자는 고의로 침해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경우(Willful
Blindness), 간접침해자는 비록 침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270) 구체적
으로 판례는 간접침해자가 의심하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행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무의식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71) 다음으로, 기여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
간접침해자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상표권 침해에 기
여하는 것으로서는 침해물품을 제작배포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장소나 방편들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전자에 대하여는 물품의 제공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판단될 수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그 판단
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판례는 물품에 대한 공급이 아닌 경우에, 기여 침해의 성립 여부는 타인의 침해에
사용되어지는 방편들을 간접침해자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한다.272) 일례로, 도메인 네임의 등록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해준 것만으로는 침해
의 방법에 대한 직접적 제어가 불가능하여 기여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며,273) 농구 박람회에 스폰서
를 한 신발회사는 행사 주체가 홍보를 위해 제작한 티셔츠의 직접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어가 불가능
하고 감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274) 그리고,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기여 침해가 상품의 제조자나 배포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주관적 범위가 프랜차이저나
벼룩 시장 운영자와 같은 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인터넷과 관련된 기여 침해 사건에 있어
서, 침해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대신에 직접적인 제어와 감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만을 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기여 책임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275)
267) Societe Anonyme Distillerie, 42 F. at 97.
268) Hard Rock Caf Licensing Corp. v. Concession Servs., Inc., 955 F.2d 1143, 1149 (7th Cir. 1992).
269) Gucci Am., Inc. v. Hall & Assocs., 135 F.Supp.2d 409, 420 (S.D.N.Y. 2001); Lockheed Martin Corp. v. network Solutions, Inc.,
985 F.Supp. 949, 964 (C.D. Cal. 1997).
270) Hard Rock Caf Licensing Corp. v. Concession Servs., Inc., 955 F.2d 1143, 1149 (7th Cir. 1992).
271) Hard Rock Caf Licensing Corp. v. Concession Servs., Inc., 955 F.2d 1143, 1149 (7th Cir. 1992).
272) Lockheed, 985 F.Supp. at 984.
273) Lockhedd, 985 F.Supp. 949.
274) SB Designs v. Reebok Int'l, Ltd., 338 F.Supp.2d 904 (N.D. Ill. 2004).
275) Jason Kessler, Correcting the Standard for Contributory Trademark Liability over the Internet, 39 Colum. J.L. & Soc. Probs. 375,
382-8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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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권법상 간접 책임의 비교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법들에서의 간접 책임 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법에서 비롯되었다. 하

지만, 비록 공통된 기원을 가졌지만 각 지식재산권법들은 각자의 법 취지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
되고 발전되어 갔다. 각 지식재산권법들은 서로 비슷한 유형의 간접 침해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성립 요
건 또한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그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식재산권법에서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서의 간접 책임의 범위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대위 책임에 있어, 저작권법은 단순히 직접
침해자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를 갖고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상표법은 단순한 감독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주종관계를 가져야
하고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이익의 취득 요건을 만족하여야 대위책임이 성립된다. 또한, 기여 책임에 있어
서도, 상표법은 구체적인 침해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기여 또는 직접적인 관리와 감시 여부를 판단의 요건
으로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침해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기여 여부를 상당히 넓게 보고 이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법 자체의 기원이 다르고 보호 범위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지만, 각 법에서의 간접 책임은 모두 불법행위법에서 도입되었고, 그 도입의 취지 또한 서로 유사하
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특허법에서의 간접 침해는 비록 그 요건의 판단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하고는 있지
만, 다소 합당한 범위의 간접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같이
헌법에서 유래되었음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특허법의 간접 책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들
을 해결하고 있다. 간접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침해 사용의 항변을 도입한 것과,276)
P2P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유인 책임을 도입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277) 물론, 특허
법과 저작권법은 각 법의 특성이 다르고, 침해의 심각성 또한 달라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다. 하
지만, 특허법에서의 간접 책임 제도가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허법을 통해
저작권법의 간접 책임 제도가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저작권법은
상표법에서의 간접 책임 원리를 도입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표법은 저작권법과 서로 유사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상표법상의 간접 책임 제도를 저작권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78) 따라서, 판례들은 상표법에서의 간접 책임 원리를 저작권법이나 특허법과는 다르게 보고, 서로
다른 판단 기준하에서 각 간접 책임 제도가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76)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1984).
277)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
특허법의 유인 침해 원칙을 저작권법상에 명문으로 인정하는
Induc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Act of 2004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 판례가 직접적으로 유인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만
둔 적이 있다.).
278) Sony, 464 U.S. at 439 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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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판례에 의해 간접침해 법리가 발전하였지만 유럽에서는 간접침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 즉,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는 단지 상표권의 직접침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유럽
공동체 상표규칙도 간접침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각국에게 위임하고 있다.279) 또한 호스팅의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유럽공동체 지침” 제14조는 상표권 침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동 규정은 제정될 당시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무적으로 커다란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는 금지청
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고,280) 프랑스 법원도 이용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 eBay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영국 법
원도 L'Oreal v. eBay 사건에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법원
에 사전평결을 구하였다.281) 다만,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전자상거래지침 제
14조에 의한 검색엔진운영자인 Google의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평결을 구한 것에 대해,282) 유럽법
원은 검색엔진이 기술적, 자동적 및 수동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겨진다.283)

. 영국 지식재산권법상 간접 책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를 스스로 한 것은 아니나, 이를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가 그 저작권침해에 대
하여 법적책임을 질 경우, 영국은 1988년 제정된 ‘저작권⋅디자인⋅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이하 영국 저작권법이라고 한다)이 이차적 침해(Secondary Infringement of
Copyright) 또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라고 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다.284) 영국저작권법은 이차적 침해라는 표제 하에 기여 및 대위침해(대위책임) 이론을 인정하기에 이르
279)
, 유럽 지식재산권집행지침(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1조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에 의한 위조 상품의 영업으로부터 권리자를 보
호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80) BGH GRUR 2004, 860 - Internet-Versteigerung I.
281) High Court of Justice, [2009] EWHC 1094 (Ch), 22 May 2009;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김병일, “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산업재산권 제33호(2010.12), 81, 84면.
282) EuGH GRUR 2010, 445
Google France und Google.
283) 구글이 선택된 키워드와 스폰서의 광고를 저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Google France 사건(EuGH GRUR 2010, 445
Google
France und Google)에서 유럽법원은 기본적으로 구글의 에드워드(Adword) 기능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 포섭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에드워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dwords.google.com 참조.
284) 저작권 침해하는 복제물의 수입(제22조), 저작권 침해하는 복제물의 수입, 판매, 전시 및 배포(제23조), 저작권 침해 복제물 작성
수단의 제공(제24조), 저작권 침해 실연을 위한 장소의 사용허가(제25조), 저작권침해실연을 위한 기기의 제공(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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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저작권 간접침해(이차적침해)란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등을 행하여 침해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 예컨대 복제장비의 제공이나 불법 실연장소 등의 제공을 하는
행위에 대한 칙임을 말한다.285) 영국에서의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기여책임은 authorization 이론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저작권자는 복제장비의 제공이나 불법 실연장소 등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가
할 권리(authorization)를 가지게 되며, 제3자가 authorization 없이 저작물의 복제장비의 제공이나 불법
실연장소 등의 제공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침해에 이르는 것으로 취급된다.
영국상표법 제10조 1항은 ‘거래과정에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그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자는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286) 영국판례에 의하면, 영국상표법 제10조 4항 (a)(b) 의미의 범위에 있어서, 표
장이 인터넷에서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의 지각( 覺)으로 표지의 사용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리는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87)
영국에서는 준비・교사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된 지식재산제품이
물품 또는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재산 제품의 공급이 서비스의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영국상표법 제10조 4항(b)은 표지의 하에서의 서비스 신청 및 공급은 상표
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법적 상황에 대하여, 다운로드되고 표시되더라
도 인터넷에서 상표데이터의 신청뿐일지라도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된 지식
재산이 제품(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영국상표법 제10조 4항(b)은 표지의 하에서의 상품의 판매청약,
판매, 상품의 시장 반출, 보관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상표법 제10조 4항(c)
에 의하면 수출 및 수입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영국에서는 위 준비행위 및 교사행위를 포함하여, 상표권 침해를 행한 자는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ISP의 책임에 관해서, 항소법원(High Court of Justice)은 Laurence Godfrey판결에서 IPS가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1 제1조 2항- 무지의 확산항변-에 적용을 받더라도, Godfrey씨가 행한

통지 및 ISP

가 문제의 컨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해태한 결과 법적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88) 즉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아니한 ISP는 제3자(인터넷이용자)의 불법행위
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입장은 EU 전자상거래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285)
기여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법에 기원하며, 이로써 이러한 불법행위나 민사상 권리침해를 유인하거나 기여한 자에게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Cornish & Llewelyn,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5th edn (London:
Sweet and Maxwell, 2003), p.430.
286) 영국상표법 제10조 등록상표의 침해 (4)이 조항에서 다음의 경우는 표장을 사용한 것이다.
(a)상품 또는 그 포장에 그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b)그 표장하에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제공 또는 진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거나, 창고에 보관하거나, 또는 그
표장으로 서비스를 제공 또는 공급하는 행위.
(c)그 표장하에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d)거래서 또는 광고에 그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287) 1-800 Flowers Inc. v. Phonenames Ltd. [2001] EWCA Civ. 721
288) Godfrey v Demon Internet Ltd, QBD, [1999] 4 All ER 342, [2000] 3 WLR 1020; [2001] QB 201.

【

】

- 76 -

제3장 오픈마켓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77

. 독일 지식재산권법상 간접 책임289)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침해를 방조하는 제3자의 행위
에 대하여 간접침해로서 독립하여 침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이론은 20세기 초에 루돌프 이제이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장치 등의
공급을 일정한 경우에 금지함으로써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간접적실시’ 라고
하는 개념을 제창한 이래, 1927년 5월 25일 라이히 법원(RG)의 ‘Dermatoid-Schukappen’판결290)에서
채택된 후 판례법상 생성⋅발전되어, 1981년의 현행 독일 특허법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특
허법 제10조에 의하면, 특허권의 간접침해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의 실시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
하여 특허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실시하는 수단을 그 수단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적합하고,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주변 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경우에 특허법의 실행 영역 내에서 제공하거나 인
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 특허법 제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즉 대상 물건이 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ein wesentliches Element der Erfindung)에 관한 것
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또한 침해용의자가 대상물건이 그 성질상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적합하다는
것과 그것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를 알고 있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알 수 있어야 한
다(주관적 요건).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제품(범용품)’의 실시는 침해의 유도를 제외하고는 간접침해
가 되지 않는다.
상표권의 간접침해에 관해서도, 이미 1895년 10월 2일 라이히 법원의 “Benedictine Liqueur”판결이 방
조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1939년 9월 28일 라이히 법원의 “SINGER” 판결291)에서는 특허권
의 간접침해이론에 따라 상표권 간접침해를 인정하였다.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판례상 언급된 것은 1955년 5월 18일 독일연방대법원(BGH)의 유명한
Tonbandgeräte

사건292)에서이다.

이

사건은

독일

음악저작권관리단체(GEMA:

Gesellschaft

für

musikarische Auffü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가 녹음용 테이프레코더의 제조
자에 대하여 그 판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테이프레코더의 판매를 금지하는 근거로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이론에서와 같이, 피
고가 간접침해자(“mittelbare Verletzerin der Urheberrechte”)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할 것도 없
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위태롭게 하는 위법한 방해 행위인 점을 들었
다.293) 독일 저작권법에서도 다른 지식재산권에서의 간접침해와 같이 스스로 직접침해를 하지 않더라도

289)
290)
291)
292)
293)

–

Spindler & Leistner, Secondary Copyright Infringement
New Perspectives in Germany and Europe, III 2006, 788.
GRUR 1927, S.696
GURU 1940, S. 41
BGH, GURU 1955, S. 492 “Tonbandgeräte”
설명에 대해서는, 전성태, 저작권 간접침해의 규율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136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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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내지 가담하는 등 제3자의 행위를 독립한 침해형태로서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에 대해서는 대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 특히 복제기술과 통신기술의 현저한 발전
에 따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의 형태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스스
로 직접침해를 한 자의 저작권 침해책임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직접책임과는 별도로, 직접적이 아니라 침
해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의 간접침해(mittelbare Urheberrechtsverletzungen)으
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94)

. 일본 지식재산권법상 간접 책임
저작권 간접침해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법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물리적인 이용행위, 즉 복제 등은 행하지 않았으나, 이에 필요한

이나 場所 또는 資金을 제공하는 등 저

작권침해에 일정한 관여를 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에
불가결한 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소위, 간접침해행위)을 특허권 침해로 보는 것과 달리, 저작권 간접침해자
는 민법이 정한 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도, 저작권
법이 정한 금지청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일본저작권법에 저작권 간접침해자에 대
한 책임 규정이 없음에도, 일본의 법원은 간접침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 각종의 법리를 이용하거나 새
롭게 창출하여 저작권침해의 관여자를 침해의 주체로 인정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를
하고 있다. 일본의 판례들 중에서 제3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금지를
명한 사례, 즉 제3자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이하, 간단히 간접 관여자)에 대
해서 가라오케 법리, 手足論, 물리적인 이용행위주체로 보는 설, 방조에 대한 금지를 긍정하는 설 등에 기
초하여 금지를 명하고 있다.295)
일본 산업재산권법은 일정한 조건하에 산재권의 직접침해뿐만 아니라 침해의 예비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우리 법이 계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1959년 특허법 제정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법에서는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침해의 예비적 또는 방조적 행위는 오로지 일본민법
제719조의 공동불법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일본 1959년 특허법 검토과정에서는 미국특허법

(1952년법)의 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규정 및 독일 판례가 참고 되었다. 당시의 工業所有權
審議委員會의 답신에 있어서는 「침해할 목적을 가지고 또는 주로 그 침해에 이용됨을 알면서」라고 하는
행위자의 주관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미형 조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객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에만 사용하

; 정태호, 저작권의 간접침해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2호, 2011, 83면 이하.
294) Maximilian Haedicke, Die Haftung für mittelbare Urherber-und Wettbewerbsrechtsverletzungen, GRUR 1999, S.402
295)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전성태, 앞의 학위논문(주 293), 158-170면 이하.

- 78 -

제3장 오픈마켓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79
물건」이라고 하는 객관적 요건만을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였다.296) 입법 과정의 구체적 사정은 명확하
지 않지만, 무체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특허권자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의 입증 곤란성을 배제하고 간접침해 규정이 특허권의 과도한 확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생각
된다.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달리 온
라인에서 위법한 정보의 유통을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297)을 제정한 바 있다.

3.

지식재산권법상 간접책임

. 특허권의 간접침해 책임

특허권이 미치는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특허법 제97조). 특
허청구범위에는 ‘구성요건’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건의 전체에 부여되는데, 개개의 구성요건의 특징을 독립해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의 실시행위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특허권침해를 구성하며
(all element rule), 그 일부만의 실시는 가령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다.298) 물건의 발명의 경우, 제3자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특허청구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
건을 충족시키면, 그 자는 특허권을 직접침해 하는 것이다. 또한, 방법의 발명의 경우, 제3자가 특허청구범
위에 규정된 모든 스텝(또는 공정, 단계)를 실행하면 역시 특허권을 직접 침해한다. 특허권의 침해행위를
협의로 이해할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만을 의미한다.원칙적으로 클레임 전부를 실시한 경우에 침해가 되
지만, 어떤 종류의 행위는 침해의 예비적 행위 또는 방조적 행위로서 특허권 침해행위로 의제된다. 특허법
은 이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특허법 제127조), 강학상 ‘간접침해’ 또는 ‘의제침해’, ‘기여
침해’라 한다.299) 즉 간접침해란 특허권의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를

永井羲久 間接侵害規定の改正 『パテント』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法律 年 法律 第 號

296)
,“
,”
(2002 Vol. 55 No. 11), 13 .
297)
(2001 ,
137 ).동법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는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보의 발신자 즉, 침해자가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라면 면책이 인정
되지 않는다
298)
, “
”,
No. 1189(2000.11.15) 40 ;
김병일,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있어서 ‘간접침해’의 해석”, 로앤비즈 2001년 4월호, 13면.
299) ‘간접침해’라는 개념은 독일에서 특허보호를 위하여 판례상 인정되어 특허법에 의하여 승인된 ‘Mittelbare Patentverletzung’에서 채
용되어, 법률상 특허권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침해형태이다. 간접침해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
로는, 김종윤, “특허권에 대한 침해”, 창작과 권리(제2권, 1996년 봄호), 5면 이하; 도두형, “
의
의
”, 판례월
보 291호(1994.12), 15면 이하; 권태복, “특허권의 간접침해: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 특허정보 31호(1995.3), 21면 이하; 박익환, “특
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일고찰”, 
:
26집(1996.1), 467면 이하; 이종일,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특허정

水谷直樹 ビヅネス方法特許の行使に伴い新たに生じてくる問題 ジェリ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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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제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클레임을 직접침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
를 방치하여 두면 침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또한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한 규정이다. 따라서 간접침해는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
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300) 그리고 특허권의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만’이라고 하는 요건을 두고 있다. 한편 구법에서는 간접침해의 규정은 없었고, 공동불법행위의
문제로서 처리하여 왔다. 간접침해는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직접침
해는 성립되지 않지만, 직접침해에 필연적으로 이르는 행위에 관하여 장래에 있어서 ‘직접침해 배제’의 실
효를 높이기 위하여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침해로 간주하여 직접침해와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간접침해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권원 없는 제3자가 당해 행
위를 한 경우 특허권자 등은 민사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 및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권 또는 신용회복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포함되고,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물건의 발명의 실시
에 해당된다면,301)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자는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발신자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허발명을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302)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작성자뿐만 아
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특허권의 직접침해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303) 나아가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
1항)가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나 특허침해품을 운반하는 운송
업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
야의 경우 정보를 ‘저장’, ‘운반’하는 것은 정보의 ‘생산’, ‘전송'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운반을 하는 업자는 정보 자체를 직접 저장 또는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창고업자, 운송업자와 일반 창고업자,
운송업자간의 기본적인 이익상황이 차이가 없다면, 전자에 대해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특허권침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04) 그러나 특허법상 공동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간접침해
에 대해서도 극히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1인이 한 침해는 인정하면서 다수자가 결합하여

42호 1997.1), 22면 이하; 김승완, “특허권침해와 구제방법: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경영법무 No.55(1998.10)/56(1998.11), 83~78면
이하 참조.
300) 김병일, “
방법 특허에 있어서 ‘간접침해’의 해석”, 로앤비즈 2001년 4월호, 14면.
301) 이 문제는 기록매체 청구항의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즉 전송 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의 설비 내에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이 매체의 생산에 포함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02)
,
(2002), 13면.
303) 프로그램 유통이라고 하는 실시행위의 주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올려서(up-load)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것
(down load)을 허락한 프로그램작성자라는 의견도 있다.
304) 물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130조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의 과실이 추정된다.

飯田耕一郞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解說」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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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형평에 어긋나므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
으로 미국특허법의 적극적 유도침해 규정 도입 및 ‘업으로서’의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305)

. 저작권의 간접침해책임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는 ⅰ) 저작재산권 침해, ⅱ) 저작인격권 침해, ⅲ) 출판권침해, ⅳ) 저작인접권 침
해의 4가지 태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저작권자 등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들 분류에는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이들 침해행위와 동시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은 권리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제124조 참조).

저작권 자체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저작권침해에 직결되는 행위로서 ⅰ) 국외에서 작성된 해적판
의 수입행위 등과 같이,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
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ⅰ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및 ⅲ)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있다(간주규정: 저작권법 제124조 1항). 또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
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법 제124조 제4항 제1호)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를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46
조 제1항 제2호). 직접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권리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행위
에 대해서는 침해를 의제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의 저작권의 방조책임의 성립에 대해서, 인터
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적으
로 부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
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
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
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305)

, 인터넷특허법 집문당 (2002),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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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
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
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여, 서비스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
하고 있다

. 상표권의 간접침해책임

(1) 직접침해의 예비적 행위 -

接侵害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사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를 위한 예비적, 기여적 행위를 이른바

接侵害(擬制侵害)로 규정함으로써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장하

고 있다.
(i)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
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06)(상표법 제66조 1항 2호),
(ii) 타인의 등록상표를 僞造 또는 模造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用具를 제작·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66조 1항 3호),307)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所持하는 행위(상표법 제66조 1항 4호)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조품을 거래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오픈마켓 운영자도 상표권을 직접침해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느냐의 법적 문제
가 발생한다. 즉 오픈마켓 운영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의 개별 거래자의 위조품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동조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제3
306) '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호나 제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307)
어느 것이나 주관적인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특허의 경우와 다르다.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품이
진정한 상품인지 으로써 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으며(
소화 46. 7. 20.), 소지하였다가 판매행위에 까지 이른 경우에 소지행위
는 판매행위에 흡수된다(
소화 42. 1. 3.).

이 행위는

業

東京高判

最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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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고 거래에 별도의 개입을 하
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60조 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저지르거나 개별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경
우는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성립 여부이다.

( ) 방조책임 성립 여부308)

1) 민법 제760조제3항 소정의 불법행위 방조의 의의
민법 제760조제3항309)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
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
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
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310)

2)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채무자의 법률상 작위의무의 존부
오픈마켓 운영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소정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311) 같은 법 제4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
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
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서비스를 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
험성이 있는 오픈마켓서비스 사이트를 운영ㆍ관리ㆍ지배하며 그 대가로 등록수수료ㆍ판매수수료 등의 수
익을 얻고 있으므로 오픈마켓서비스 사이트를통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법령상ㆍ

308)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개별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
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나 적극적 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309) 민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1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311) 전술한 바와 같이 오픈마켓 운영자는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해당되지만, 동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그
운영자의 법률상 작위의무가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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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의 존부

오픈마켓과 같은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ㆍ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monitoring),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filtering),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312)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오픈마켓 서비스는 불법복제 음원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의 배포ㆍ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
바 P2P 사업모델과는 달리 일반 상품 및 용역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 사업방식이다.
둘째, 오픈마켓 자체는 인터넷 및 물건 배송 수단의 발달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으로
서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여 판매자로서는 점포개설 등의 비용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로서
는 직접 시장에 찾아갈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다.
셋째, 오픈마켓 운영자가 ‘전소법’ 소정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오픈마켓의 본질이 오프
라인의 일반시장과 유사하고, 그 운영자는 일반적인 중개인과는 달리 상품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
니하는 점에 비추어 오픈마켓 운영자는 중개인보다는 시장운영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넷째, 오픈마켓상의 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
기도 어렵거니와 구매자로서는 거래상대방과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상품정보에만 의존하
여 거래를 결정하므로 상대방의 신용상태, 진정한 거래의사의 존재 여부, 제품의 동일성 및 하자 존재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판매자로서도 외상판매시 대금 지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바, 오픈마켓 운영자가
계약의 체결 및 대금결제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섯 째, 오픈마켓에서는 상표권자 내지 상표실시권자로부터 진정상품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영업
자, 병행수입업자, 진정상품을 구입한 후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되팔려는 개인과 같은 판매자도 있을 뿐
아니라 중고품의 거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위조상품의 유통은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픈마켓의 고
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 번째,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
게 제조된 위조상품인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아니하다.
여덟 번째, 오픈마켓은 본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운영

312)
, 판매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이 사건 쇼핑몰의 구매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도 판매회원 가입시 공인인
증서 등을 통한 판매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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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
고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존재 이유를 반감시킬 수 있다.
아홉 번째,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열 번째, 위조상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도 품목이
약 3,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고,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이는바, 위조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로 하여금 상품정보가 쇼핑몰에 등록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거나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한다면 이는 곧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와 같이 증가한
거래비용은 결국 쇼핑몰의 거래당사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는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상표권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의 거래당사자에게까지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위조상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로 하여금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오픈
마켓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4)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의 존부

오픈마켓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
지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
도 쇼핑몰에서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
위 내에서 그 판매자가 더 이상은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첫째, 오픈마켓 운영자는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어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에 그에 대하여 그 위조상품의 판매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오픈마켓이 오프라인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기 쉽다,
셋째, 채무자는 위조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
넷째, 민법의 불법행위 법리상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개별적ㆍ구체적 방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쇼핑몰의 운영형태, 채무자의 법적
ㆍ경제적 성격, 일반적ㆍ포괄적 사전방지 의무의 존부 및 저작권법 제102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에 비추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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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상품은 즉시 상품목록에서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상표권자로부터 소명자료와 함께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그 판매를 중지시키고, 판매자에게
일정기간 안에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상품이 위조상품임이 확인되거나 판매자
가 그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상품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상품의 판매자와 상품의 진정성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
앞으로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등록 전에 상품의 진정성을 소명하도록 하거나, ㉡ 해당 상표권을 사용
한 상품 또는 그 상품이 속하는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 그 판매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그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거나, ㉣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매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그 판매자가 쇼핑몰을 통하여 계속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
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판매자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의 제공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
조의2,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44조의6, 제7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34조, 제35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소정의 동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ㆍ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ㆍ개별적 동의로 해
석되고, 채권자들이 제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
므로, 이러한 판매자의 개인정보는 법률상 판매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채권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7호, 제32
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0조제1항제4호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신용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동의 역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반적ㆍ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ㆍ개별적 동의로 해석되고, 채권자들이 제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판매자
의 판매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판매자의 개인신용정보는 법률상 판매
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임의
로 제공하거나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소결

지재권의 간접침해와 직접침해에 대한 각국의 책임구조에 관한 제도적 관점은 차이가 있지만, 지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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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간접침해의 요건이 되며, 지재권침해의 방조행위와 악의(기여침해)와 직접행위자의 활
동에 대한 감독권 및 가능성 그리고 직접침해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 (대위책임)가 책임근거의 요소가 된
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313) EU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hosting)에 대하여 제한적 면책규
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314) 따라서 상표권 침해행
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315) 한편, 미국은 경고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를 조건으로 한 면책조항을 둔 DMCA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표법인 Lanham Act 제32조 2항에서 상표법에 고유한 면책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316) 요컨대, 미국
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규정된 의무만을 이행하면 면책을 하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면책 여부는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귀책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단일 사업자인 eBay는
그 사이트내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2010. 4. 1. Tiffany사건의 항소심 및 2010년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은 이유로 승소317)하는 등 관련 소송에서 일관되게 승소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의 경
우, 2008년 이래 프랑스의 Louis Vuitton 상표에 관한 사건과 Hermes 상표에 관한 사건에서는 패소하고
L’Oreal 상표 관련 사건에서는 프랑스, 벨기에와 영국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독일에서는 패소하는 등 나라별
로 다른 각기 결론이 나고 있다318).
한편 eBay는 2010. 2. 11.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서 Louis Vuitton 상표와 관련된 검색어(Adwords)에
관한 사건에서 패소하였으나319), 이는 그 한 달 후 선고된 앞서 본 ECJ의 Google 판결로 인하여 다소 영
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3)
대해서는 Rosa Julia-Barcelo, On-line Intermediary Liability Issues: Comparing E.U. and U.S. Legal Frameworks, 22 Eur.
Intell. Prop. Rev. 105 (2000) 참조.
314) 이에 대해서는 Council Directive 2000/31/EC, art. 14, 2000 O.J. (L178) 및 Gerald Spindler & Matthias Leistner, Secondary
Copyright Infringement - New Perspectives in Germany and Europe, 37 Int'l Rev. Intell. Prop. & Competition L. 788, 789 (2006) 참조.
315) 예를 들면, 구글이 광고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Viaticum/Luteciel v. Google Franc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ordinary court of original jurisdiction] Nanterre, 2e ch., Oct. 13, 2003, RG No. 03/00051 등
316) (B)
침해나 위반이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 또는 18장의 2510(12) 조에 정의된 전기통신 내의 유료 광고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침해된 권리자나 이 장 1125(a) 조에 의해 그러한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 또는 전기통신의 출판자나 배
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의 구제수단은 그러한 내용의 광고물을 향후 발간될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이나 미래에 전송
될 전기통신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국한된다. 이 조항의 제한은 오직 선의의 침해자와 위반자에게 한하여 적용된다.
(C) 침해된 권리자나 이 장 1125(a) 조에 의해 침해 또는 위반 내용이 포함된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 또는 전기통신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위한 가처분은 그러한 침해 또는 위반내용이 실려 있는 그 정기간행물 또는 전기통신의 특정 발간분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 그 발간분이나 통신의 전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간을 넘겨 이를 지연하게 하고, 그 지연이 그 간행물의 출판이나 배포
또는 그 통신의 전송이 건전한 영업 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이 조항을 회피하려 하거나 침해 또는 위반된 내용과 관련
하여 가처분 또는 금지명령의 발령을 늦추려는 수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적극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Mark A. Lemley, Rationalizing internet safe harbors, 6 J. Telecomm. & High Tech. L. 101 참조.
317) Tiffany (NJ) Inc. v. eBay Inc., 600 F.3d 93, 94 U.S.P.Q.2d 1188 (2nd Cir.). eBay가 침해 통고를 받고 계속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상 일반적인 인식만으로는 기여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318)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QReMrVZQPZY, http://intellectual-property.lawyers.com/trademarks/C
ounterfeit-LOreal-Products-eBay-Not-Liable.html 등 참조
319) http://news.cnet.com/8301-13578_3-10451818-38.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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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8년 2개의 하급심 판결
(이른바 ‘K2’ 사건320)과 ‘히노끼’ 사건321))이 있었고, 그 결론이 상이하여 논란이 되었고,322) 현재
Adidas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책임 및 저작권 챔임에 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
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
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
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
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다.”고 판시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방지의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처럼 보
이고, 구체적 인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이 참조판결로 인용하고 있는 대
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
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
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
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320)
2008. 11. 13. 2006가합46488 판결.
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1901 결정.
322) 위 판결들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비판은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재산법연구 제26
권 제1호(2009. 6.); 최성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Law
technology 제5권 제1호(2009. 1.)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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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고 하여, 대법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침해의 통제가능성’을 책임 여부 판
단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유럽의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와 유사한 형태의 ‘

인식 + 통제가능성’ 조

합을 요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에 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도 유사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323)324)
따라서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권리자의 통고에 대응하여 조치를
위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감시․통제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유럽식에 가까운 규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23)
대하여, 오병철, 위의 논문에서는 초기의 게시판 운영자, P2P, 검색사이트, 오픈마켓 등에 대하여 각기 다른 주의의무의 기준
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24)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2009라1941 결정(재항고) 역시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 위 판결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
방지의무를 부인하는 근거로서, 이 사건 쇼핑몰은, 불법복제 음원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의 배포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P2P 사업모델과는 달리 일반 상품 및 용역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 사업방식인 점,
오픈마켓 자체는 인터넷 및 물건 배송 수단의 발달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으로서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여 판매
자로서는 점포개설 등의 비용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로서는 직접 시장에 찾아갈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인 점,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
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오픈마켓의 본질이 오프라인의 일반시장과 유사하고, 그 운영자는 일반적인 중개인과는 달리 상
품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중개인보다는 시장운영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오픈마켓상의 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구매자로서는 거
래상대방과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상품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를 결정하므로 상대방의 신용상태, 진정한 거래의사의 존
재 여부, 제품의 동일성 및 하자 존재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판매자로서도 외상판매시 대금 지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바, 채무자
가 계약의 체결 및 대금결제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오픈마켓에서는 상표
권자 내지 상표실시권자로부터 진정상품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영업자, 병행수입업자, 진정상품을 구입한 후 필요가 없게 되어 이
를 되팔려는 개인과 같은 판매자도 있을 뿐 아니라 중고품의 거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조상품의 유통은 이 사건 쇼핑몰
과 같은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픈마켓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점, 등록된 상
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상품인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아니한 점,
오픈마켓은 본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
조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간편한 거래
라는 오픈마켓의 존재 이유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점,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도 품목이 약 3,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고,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이는바, 위조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
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상품정보가 이 사건 쇼핑몰에 등록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거나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한다
면 이는 곧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와 같이 증가한 거래비용은 결국 이 사건 쇼핑몰의 거래당사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는 상표권
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상표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의 거래당사자에게까지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
니라 이와 같이 위조상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로 하여금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오픈마켓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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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론
(conterfeit goods)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극히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상품에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사용하여 상
표권을 침미해하는 상품 또는 미등록상표일지라도 국내 주지, 저명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을 말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을 거래한 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행한 것이 된다.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거
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한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 문
제에 대해서는, (i) 오픈마켓 운영자도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개별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공동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
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원이 부정적이고, 주로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개별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나 부
정경쟁행위를 방조하여 태만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eBay)나 검색엔진사업자(eBay,Google)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ECJ
의 판결 및 유럽 주요국가의 판결은 Google이나 eBay의 직접책임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의 방조책임
에 대해 모두 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Rescuecom 판결은 후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직접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전자상
거래 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제14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제한적 면책규정을 두
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경고와 삭제(notice and
takedown)를 조건으로 한 면책조항을 둔 DMCA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표법인
Lanham Act 제32(2) 조에서 상표법에 고유한 면책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요컨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
로 법에 규정된 의무만을 이행하면 면책을 하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면책 여부는 개별 사안을 바탕으로
한 법원의 귀책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우선 타법률상의 OSP 책임 및 제한제도의 동향을
검토한 후,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미국과 EU의 법제 및 주요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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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타법률상의 ISP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국제동향
동향

1.

ISP 또는 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은 주로 방송․통신관련법, 전자상거래관련법, 저작권법 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1996), 청소년온라인보호
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1998)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DMCA)325), EU의 ’전자상거래 지침‘326), 영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개정), 독일
의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IuKDG),327) 일본의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328)이 있다.

. 미국
(1)
전 세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제한 입법을 선도했던 법률
이 바로 미국의 1998년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에 관해 미국 법원들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고, 이러한 혼동을 해소하고자 DMCA Title Ⅱ상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OSP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면책조건을 제시하는 입법을
하였다.
OSP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 4가지 침해유형의 서비스제
공자(Service

Provider)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①정보전송을

위한

일시적

통신(Transitory

Communication), ②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③이용자에 의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
325)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Pub. L. No. 105-304, 112 Stat. 2861(1998). DMCA 2편 ‘온라인저작권침해책임제한법’
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도 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캐싱,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의 정보 저장, 정보 소재 확인 도구 이용의 경우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326) EU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Official Journal L 178 of 17.07.2000]). EU ’전자상거래 지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그 불안한 지위를 해소해 줌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확대
를 도모하고 있다. 동지침은 제3자가 제공하는 “불법적 또는 해악적 내용물”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자인 서
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4절에서 제12조 “단순 통로”(mere conduit), 제13조 “캐싱”(caching), 제14조 “호스팅”(hosting), 제
15조 “모니터링 의무 없음”(no obligation to monitor)의 4개의 조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327)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 통신 서비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28)
(2001 ,
137 ).동법은 인터넷 이
용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
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보의 발신자 즉, 침해자가 특정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 に關する法律 年 法律 第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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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Storing Information at the Direction of Users), ④정보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등
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이 4가지 유형에서 특정한 선행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OSP의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329)
우선 DMCA가 부여하는 OSP에 대한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 선행요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330) 첫째, OSP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 등에 관하여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고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물을 제거 또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이를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notice and takedown system)을 확립하고, 둘째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자들
에 의하여 사용되는 표준기술적 조치를 수용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4가지 침해 유형에 따른
면책을 받게 된다. 주의할 것은 각각의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다시 세부적인 면책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OSP의 책임이 DMCA에 의해 면책이 되는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시스템 캐싱의 경우 OSP의 면책요건으로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31) 첫째, 캐싱된 자
료의 내용이 내용의 수정없이 송신될 것, 둘째 OSP가 자료 제공자의 의해 지정된 자료를 갱신, 다시 올리
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최신화할 경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데이터 통신 프로토
콜 산업표준에 따라야 하며, 셋째 서비스제공자가 방문횟수 등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되돌려
주는 기술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며, 다만 이 기술이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운영
을 저해하거나 일반적으로 수용된 산업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방문횟수 등이 정보 이외의 정보
까지를 추출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넷째, 자료의 제공자가 그 자료에 접근하는
데에 일정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
료의 제공자가 당해 자료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한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그것에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DMCA

512조

(가) 조문의 구성
1998년, 디지털 저작권 규정을 대거 추가한 DMCA의 Chapter 5에서는 “온라인상의 자료와 관련한 책
임의 제한”이라는 제명 아래 a에서 n까지 14개의 항을 두었다. 이 때 DMCA 제512조는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저작물 제거조치를 강제하기 위하여 정보제출명령
(Subpoena)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소환명령(Subpoena)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권리침해 소송제기 후 직접침해 개별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게

329) DMCA 512조(a)내지 (d).
330) DMCA 제512조(i)항.
331) DMCA 제512조(b)항. 시스템 캐싱(system cashing)이란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 경우에 서버에 저작물 등의 복제물이 일시
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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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존 도(Jone Doe) 소송 제기 후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개별 이용자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저작권 보호와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가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다.
DMCA 제512조는 한국의 입법이 단순접속서비스, 검색엔진 등 온라인서비스의 여러 가지 기술의 유형에
따른 아무런 차이를 외형상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비하여332) 기술적 유형을 ① 단순전송 기능 ② 캐싱 기능
③ 웹사이트 링크 기능 ④ 게시판 기능의 4가지로 나누어 그 책임제한 요건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333)
그러므로 DMCA 제512조는 기술의 유형에 따라 책임 제한을 달리 하고 있다는 부분과 정보제출명령
(Subpoena)제도를 택하여 개인정보와 경합적 가치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서 큰 특징을 가진
다.

( ) 기술의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Safe harbor clause)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미
DMCA 제512조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보내거나 받은 상태 그대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이용자에 의하여 지정된 지점간 또는 그들간의 디지털 온라인 전달을 위하여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을 제의하는 자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접근의 제공자 또
는 그를 위한 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334)

2) 온라인 서비스기능에 따른 기술적 조치 책임제한 범위
먼저 단순전송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512조 (a)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① 자료의 송신이 서비스 제공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서 시작된 경우 ②
송신, 라우팅, 연결의 제공 또는 저장이 서비스제공업자에 의한 자료의 선택 없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③ 서비스 제공업자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중간적이거나 일시적인 저장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업자에 의
하여 작성된 자료의 복제물이 예상된 수신자 이외의 사람에게 평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유지되지 않으며, 그러한 복제물이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332)
부분은 박준석,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경희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2008.10.10)
의 내용에 기초함, 이에 대하여 항상 새로운 서비스방법이 창출되고 있는 인터넷 현실에 우리 법이 오히려 법의 흠결 없이 법규의 적용에
탄력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지만(안효질, p2p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74, 93면 이하) 반대로 기술적 특징이 법률적
평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면 기술적 특징에 따라 입법하는 태도의 불분명으로 결국 어떤 효용론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론(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47면 이하)도 있다.
333) 2007년 6월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유형을 단순전송 기능 캐싱 기능 웹사
이트 링크 기능 게시판 기능의 4가지로 나누어 그 책임제한 요건을 상이하게 규정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장차 자유무역협정이 무효화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관련 규
정에서 도입을 약속한 규정은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제512조 (h)항에 정해진 이른바 “정보제출명령(subpoena)"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점이
다.
334) 17 USC §512 (k)(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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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보다 더 오래 예상된 수신자에게 평상적으로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유
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자료가 그의 내용의 수정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경우가 그
러하다. 다만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전송을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335)
둘째, 캐싱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512조 (b)의 일정한 경우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지지 않
는다. ① 자료가 서비스제공업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진 경우 ② ①에 서술된 자로
부터 또는 ①에 서술된 자 이외의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자에게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
가 송신되어진 경우 ③ 자료가 송신된 후 저장되어 그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에도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캐싱을
금지할 수는 있다.336)
셋째, 웹사이트 링크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512조 (d)의 일정한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 웹사이트 링크란 정보의 소재를 확인해 주는 도구로서 디렉토리, 인덱스, 레퍼런스, 포인
터,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포함하는 정보의 소재확인 도구의 이용에 의하여 침해 자료 또는 침해행위를 담
고 있는 온라인상의 위치에 이용자들을 참조하게 하거나 연결하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 링
크의 경우 ① 서비스제공업자가 그 자료나 행위가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실제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제공업자가 그로부터 침해행위가 명백한 사실 또는 정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업자가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제한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않는 경우, ③ 서비스제공자는 침해 주장의 통지 즉시 침해된다
거나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
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제한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는 반드시 정보가 제거되어야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나 행위에의 레퍼런스 또는 링크의 확인
335) 17 USC §512 (a)
336) 17 USC §512 (b),
이 때 캐싱되는 자료의 조건은 (b)(2)(A)에서 (E)까지 규정되어 있다. 먼저 이용자들에게는 송신된 방법
대로 내용의 변경 없이 송신되어져야 한다. 그를 통해 자료를 이용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산업 표준에 따라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에 제공한 자에 의하여 그것이 지정된 경우에는 서술된 서비스제공업자가 그러한 규
칙에 따를 것. 즉, 자료의 신규화(refreshing), 다시 올리기(reloading) 또는 기타 현행화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들이 이 규정이 적용되는 중
간적 저장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불합리하게 축소시키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비스제공업자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성능 또는 자료의 중간적인 저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데이터 통신프로토콜 산업표
준이 일치하는 경우, 제공업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로부터 후속 이용자들에 의해 직접획득되었더라면 이용가능할 정보 이외 특별한 정
보가 없는 경우는 캐싱정보를 되돌려주고 기술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료의 지불이나 암호 등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
조건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조건을 허용하는 자에게만 캐싱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의 저작권자 허
락없이 온라인으로 자료가 이용에 제공된 경우(원래의 사이트에서 이미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법원이 그
자료를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하거나 원래의 사이트상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명령한 경우, 통지를 하는 당사자가
그 통지에 그 자료가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되었거나 그것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나 법원이 그 자료를 원래의 사이트
에서 제거하거나 원래의 사이트상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경
우)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 94 -

⑤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동향 95
, 서비스제공업자가 그러한 레퍼런스나 링크의 소재를 파악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자료여야 한다.
넷째, 게시판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512조 (c)의 일정한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제한
된다.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남
아있는 정보에 대해 노출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① 서비스 제공업자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자료나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침해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모르는 경우,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
우 그가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않는 경우, ③ 서비스
제공업자가 침해주장의 통지 즉시 침해된다고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제한된다. 즉,
서비스제공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연락하고자 하거나 연락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제한된다.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의 전제조건
상기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337) 즉, 서
비스제공자가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 또는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인 침해자인 경우 적절한 상
황에 이를 종결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그의 가입자 및 계정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
고,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338)
이 때, 표준적인 기술조치라 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
하여 이용되는 기술로서 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
자와 서비스제공업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할 것 ②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
구에게나 이용이 가능할 것 ③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339)

(라)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범위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된다. 공립 또는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이 서비스제공업자인 경우 교수 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인 대학원생이 교수 또는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당해 교수 또는 대학원생에게 책임이 있다.340)
337) 17 USC §512 (i)
338) 17 USC §512 (i)(1)
339) 17 USC §512 (i)(2)
340) 17 USC §512 (e)(1)(A)(B)(C),
교수나 대학원생의 침해행위가 이전 3년의 기간 이내에 교수나 대학원생에 의하여 그 기
관에서 교수된 과목을 위해 요구 또는 추천되었거나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교육자료에 온라인접근제공과 연루되지 않은 경우,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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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 실질적으로 거짓의 진술로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료나 행위를 제거하여 접근을 불가능하
게 하거나 제거되어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진술을 믿음으로 인하여 침
해자로 주장된 자나 저작권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입은 소요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341)
일단 문제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내리기(taking down)를 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침
해라고 주장되거나 그로부터 침해행위가 명백한 사실이나 정황의 기초를 이루는 자료나 행위를 제거하는
등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선량한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나 행위가 궁극적으로 침해로 판명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342)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가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접
근이 불가능하게 된, 서비스제공업자에 의하거나 그를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
에 남아있는 자료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343)
제공되는 대응통지
(A)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B)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의 확인과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 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
다는 사실
(C) 가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정구, 가입자의 주소가 미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
서비스가입자가 발견되는 어떠한 법정 구의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것과 가입자가 영장의 송달
을 받아들이겠다는 진술

( ) 정보제출명령제도(Subpoena)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DMCA의 책임제한규정(safe harbors)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 즉 직접침해자의 신
원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
작권자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익명(또는 가명)과 허
위주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자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
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으로 연방법원에서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하려면 원고는 피고에게 출

이전 3년기간 이내에 그러한 교수나 대학원생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기관이 두 번이상 받지 않았고 그러한 침해주장의
통지상 소송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관이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관련한 미국의 법을 정확
히 서술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된다.
341) 17 USC §512 (f)(1)(2), 이 때 입증하여야 할 내용은 자료 또는 행위가 침해라는 것, 자료 또는 행위가 실수나 오인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42) 17 USC §512 (g)(1)
343) 17 USC §512 (g)(2)(A)(B)(C), 서비스제공업자가 가입자에게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대응 통지를 받고 당해 통지에 규정된 자에게 대응 통지의 사본을 제공하고
10일의 근무일 이내에 그 사람에게 제거된 자료를 되돌리거나 그것의 접근을 되살릴 것을 알린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그의 지정된 대
리인이 당해 통지를 제출한 자로부터 금지명령을 요청했다는 통지를 처음 받지 못하였다가 대응 통지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14일 이내에 제거된 자료를 되돌리고 접근을 되살린 경우 궁극적으로 저작물이 침해로 판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③

①

①

②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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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ons)를 송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피고를 확정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
정하여야 하는데,344)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345)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MCA 제512조(h)는 저작권자가 소송외 제3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에게 직접침해자인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정보제출명령(소환장:subpoena) 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346) 동 제도에 의하면, OSP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소명하
고 획득된 정보의 사용출처를 밝혀 법원서기(law clark)에게 침해자에 관한 정보제출을 명하는 영장을 신
청할 수 있는 정보제출명령(subpoena)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적법한 침해의
고지를 한 권리주장자는 소환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침해주장통지의 사본, 정보
제출명령(subpoena)제안서 및 정보제출명령(subpoena)을 요구하는 목적이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
한 것이고 신원정보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선서신고서(sworn
declaration)를 제출할 수 있다.347) 이러한 소환장을 수신한 서비스제공자는 통지에 대응하는 침해자료를
제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소환장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적법한 침해 고지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348) 다만, 침해자의 정보제공을 신청한 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만 신
상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증죄, 법원 모독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349)
344)
제4조.
345) 이규호, “OSP의 저작권침해책임 제한과 저작권침해자정보제공”, 인터넷법률 , 제35권, 2006년 5월, 39-40면 참조.
346) 이 규정에 따르면 DMCA 제512조 또는 법원이 적용하는 지방규칙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환장의 발부 및 전달(delivery)
에 관한 절차, 및 소환장불응에 대한 구제책은 될 수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장(subpoena duces tecum)의 발부, 송달 및 집행을 규율하는
347) DMCA 제512조(h)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요청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하도록 수권을 받은 자는 연방지방법원의 법원서기에게 본 항에 따라 침해자의 신원의 확인
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소환장의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의 내용
그 요청은 법원서기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A) 본조의 (c)(3)(A)에 규정한 통지서 사본
(B) 소환장 제안서(proposed subpoena)
(C) 소환장을 요청하는 목적이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보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선서신고서(sworn declaration)
(3) 소환장의 내용
통지서와 소환장을 받은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환장은 통지서에 기재된 자료의 침해자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개시하도록 허가하고 명한다.
(4) 소환장을 발부하는 근거
제출된 통지서가 본조의 (c)(3)(A)의 규정을 충족하고 소환장 제안서가 적절한 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첨
부된 신고서가 적절히 이행되는 경우에 법원서기는 신속하게 소환장 제안서를 발부하고 서명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하
여 신청인에게 그것을 돌려준다.
(5) 소환장을 받은 서비스제공자의 대응
서비스제공자는 본조 (c)(3)(A)에 규정된 통지서의 수령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소환장의 수
령 시에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비스제공자가 그 통지에 대응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
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에게 소환장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개시한다.
(6) 소환장에 적용되는 규칙
본조 또는 법원의 적용규칙에 의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환장의 발부 및 교부에 관한 절차,
및 소환장불응에 대한 구제책은 적용 가능한 한 문서제출명령장의 발부, 송달 및 집행을 규율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라 규율
한다.”(연방민사소송규칙 제45조에 규정된 소환장제도에 대해서는, 이규호, “ISP에 의한 저작권침해자의 신상정보개시제도”, 통상법
률 , 제47권, 2002년 10월, 578-671면 참조.)
348) 17 U.S.C. § 512(h)(5).
349) 손승우,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의 미래,”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2006),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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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제출명령(소환장:subpoena) 제도는 P2P 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인터넷망사업자처
럼 단순한 도관(conduit)으로써 기능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350)
왜냐하면, 미국 저작권법상 소환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한 고지의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하는데 단순한 도관으로 기능한 서비스제공자351)의 경우에는 소위 고지에 의한 서비스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 EU

(1) EU전자상거래지침

( ) 개요
EU의 회원국들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노력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352)과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
사회서비스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침’353)에 반영되어 있다.
전자거래지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제12조부터 제
15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전달
과정에서 단순한 매개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354) 동 지침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단순매개’(mere conduit), ‘캐싱’(caching) 및 ‘호스
팅’(hosting)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35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서비
스제공자가 소위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 provider)로서 행위해서는 아니 되며, 단지 수동적인 매개
자로 기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컨테츠 제공을 직접 주도하거나, 그 컨텐츠의 수령자를 선
택하거나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동 지침 제12조). 동지침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단지 기술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이고, 고객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50) RIAA v. Verizon, Supreme Court denies Certiorari (Search for "03-1579") October 12, 2004.
대한 자세한 분석은, “OSP
의 저작권침해책임 제한과 저작권침해자정보제공”, 인터넷법률 , 제35권, 2006년 5월, 46-57면 참조.
351)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a).
35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2.6.2001, p.10. (이하 ‘정보사회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이라 한다).정보사회지침은 EU회원국들이 WIPO의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을 국내입법화 및 회원국간
의 통일을 달성과 기존의 저작권법상 권리 등을 디지털환경에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53)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OJ L 178, 17.07.2000, p.1. (이하 ‘전자상거래지
침’(e-Commerce directive)이라 한다.)
354) 그러나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금지의 청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 지침 제18조와 지침이유 제45번 참조.
355) 한 EU FTA의 ISP(OSP) 책임에 관한 제25조도 EU 전자상거래 지침과 거의 동일 한내 용, 즉 25.2(Mere conduit), 25.3(Caching),
25.4(Hosting), 25.5(일반적 모니터링의무 없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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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체계는 미국의 1998년 DMCA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지침의 내용은 미국의
DMCA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의 관련 규정 보다는 완화 내지, 향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는 각국의 기술수준 및 법제간의 차이를 조정,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동 지침은 각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감경 내지 면책에 대한 기준을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데, 지침규정의 내용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발전을 포섭하기가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또 동 지침은 저작권침해자료에 단순한 연결(linking)을 하였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면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56) 또한 동 지침은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유럽차원에서의 ‘통지 및 삭제절차’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특징 및 기본 구도
OSP의 면책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이 미국이나 한미 FTA와 다른 점은 첫째, 저작권의 침
해 외에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곧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OSP 면책은 저작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 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지침은 OSP 가입자와 권리자(저작권자,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는 자 등)의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OSP의 책임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면책되는 유형을 mere conduit, caching, hosting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면책되는 각 유형에서 면책요건이 DMCA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
넷째, OSP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법원이나 행정당국은 OSP로 하여금 불법적인 정보를 제거하거
나 불법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침해를 종료시키거나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OSP에 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에 한정시키고 있는 미국의 DMCA와 달리,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은 법원 이외에 행정당국도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OSP 면책규정은 제12조 내지 제15조까지 4개에 존재하고 있으나, Recital 부분에서 다음과 같
이 OSP에게 금지명령이나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OSP에 대한 4가지 규정이 정
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각 회원국에게 금지명령357)이나 주의의무358)를 OSP에게 규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356)
, 미국 DMCA 제512조 (d)에서 ‘정보검색도구’와 관련하여 ISP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면책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미국저작권법 제512조 (e). 안효질,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
원회, 연구보고서 2002-3, 150-151면.
357) 금지명령의 가능성: 45. 본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는 ISP 책임제한은 다른 종류의 금지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특히 이러한 금지명령은, 불법 정보의 제거나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불능을 포함한, 법원이나 행정 당국이 침해의 종료 또는 방
지를 요구하는 명령으로 구성될 수 있다.
358) 주의의무의 부과 가능성: 48. 본 지침은 회원국이, 일정한 불법 행위를 알아내고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
하는 정보를 올려주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
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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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매개의 경우 면책 규정
전송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① 전송을 최초로 하지 않았을 것, ② 전송메세지의 수
령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③ 전송메세지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송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359) 이러한 전송행위는 )통신네트워크에서 전송의 수행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합리적인 전송에 필요한 기간을 해당 저작물이 초과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전송된 저작물의 자동적이고 중개적 성격이 있는 전송저장장치 역시 면책된다.360) 동조는 각 회원
국의 법체계에 따라 법원 및 행정부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61) 그러므로 여전히 회원국은 기술적 조치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라) 캐싱의 경우 책임 제한
캐싱(caching)이란 사용자의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별도 서버에 저장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네
티즌에게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이는 이용자가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시간을 감소시
켜 결과적으로 그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캐싱을 서비스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 ②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에의 접근조건에 따르고 있을 것 ③ 서비
스제공자가 산업계에서 이용되고 널리 알려진 특정한 방법으로 정보의 업데이팅에 관한 원칙을 지키고 있
을 것 ④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사용을 위한 자료의 획득을 위해 산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
는 기술의 합법적 사용에 간섭하고 있지 않을 것 ⑤ 서비스제공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최초의 전송원에서
당해 정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이나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안 후 또는 법원이나 행정부
로부터 그러한 제거 및 차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저장되어 있는 당해 정보를 신속히 제거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된다.362)
이 경우 책임이 제한될 뿐이지 완전한 면책은 아니며, 각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법원 및 행정부가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363)

(마) 호스팅의 경우 책임 제한
호스팅 역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행위 또는 정보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손해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불법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
것364)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한 인식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 접속할
359)
360)
361)
362)
363)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1)
제12조(2)
제12조(3)
제13조(1)
제1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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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하여야 한다.365) 그러나 서비스수령자가 서비스제공자의 감독 및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366) 동조는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각 법원 및 행정부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중단하
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가능성 및 회원국이 정보의 제거 및 정보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367)

( ) 소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모든 서비스 업태를 이해하기에 2001년 5월은 무리가 있었는지 링크(정보위치선
정도구, Information Location Tools)의 경우 EU 전자상거래지침은 규정이 없다. 전자상거래지침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은
미국의 DMCA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368)

(2) EU

EU
집행지침 Article 11( Injunction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where a judicial decision is taken finding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issue against the infringer an injunction aimed at
prohibiting the continuation of the infringement. Where provided for by national law, non-compliance
with an injunction shall, where appropriate, be subject to a recurring penalty payment, with a view to
ensuring compliance. Member States shall also ensure that rightholders are in a position to apply for an
injunction against intermediaries whose services are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8(3) of Directive 2001/29/EC.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제11조는 금지청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침해행위의 계속을
금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당해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간접
강제(재발방지를 위한 금전의 지급)를 집행할 수 있다(제11조 2문). 또 정보화사회 지침 (49/2001) 제8
조 제3항의 규정을 손상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중개자
(intermediaries:중간업자)에 대한 금지명령이 확보되어야만 한다(제11조 3문).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369) 제11조 3문은 “지식재산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가 이용되는 있는 중개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64)
제14조(1)(a)
365)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1)(b)
366)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2)
367)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3)
368)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369)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ttp://eur-lex. europa.eu/pri/en/oj/dat/2004/l_195/l_19520040602en00160025.pdf)(이하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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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370) 제8조(정보권: Right of information)는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및 EU 각 국가의 국내법 이행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지
침 제8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소송절차와 권리자의 정당하고 적절한 요청에 부응하
기 위하여 관할 사법당국(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은 지식재산권 침해자 및 그에 준하는 자((a)
상업적 규모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 (b) 상업적 규모로 지식재산권 침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c)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이용되는 상업적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자 또는 침해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자로서 (a), (b) 또는
(c)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및 유통
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제도를 확보하여야만 한다.371) 또한 동지침 제8조 제3항은 제1항에 의
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제도가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
국은 동제도를 국내법 이행시 제공된 정보의 남용책임, 정보제공의 강요 시 정보제공거부권,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독일에서 인터넷상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령이 온라인
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372))(이하 “온라인서비스법”이라 함)이다.373) 동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볼 때, 최초의 입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1997.6.13
제정되었다.374) 온라인서비스법은 원래 새로운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자유로운 발전에 장애

370)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의회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회의(이사회)
지침 2004/48/EC). EC 회원국은 원래 동지침을 회원국은 2006년 4월 29일까지 국내 입법하도록 되어 있다.
371) EU 지식재산권집행 지침 제8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the context of proceedings
concerning an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 response to a justified and proportionate request of the claiman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information on the origin and distribution networks of the goods or services which infring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 provided by the infringer and/or any other person who:
(a) was found in possession of the infringing goods on a commercial scale;
(b) was found to be using the infringing services on a commercial scale;
(c) was found to be providing on a commercial scale services used in infringing activities; or
(d) was indicated by the person referred to in point (a), (b) or (c) as being involved in the production, manufacture or distribution of
the goods or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372) 온라인서비스(Telediensten:원격서비스로 번역되기도 함)의 이용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TDG)))
제정: 1997년 7월 22일 (출처 : BGBl.
S. 1870). 최근개정: 2001년 12월 14일 (출처 : BGBl.
S. 3721)
373) 독일에서 온라인서비스법 제정이전에 음란물(Kinderpornographie)을 배포한 혐의로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진 사례로는
CompuServe 사건이 있다. AG München, MMR 1998, 438 -CompuServe/Felix Somm.; LG München I, CR 2000, 117[파기환송].
374) 독일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해 1997년 6월 13일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vom 13. Juni 1997;IuKDG)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 법률은 1997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동법은 미국과는
달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저작권법 등 개별법이 아닌 정보 통신서비스법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그 큰 특징이다. 정보통신서비스법은
개의 법률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통합법률로 온라인서비스법, 온라인서비스데이터보호법, 디지털서명법의 새로운 법률과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현행 연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법
(Teledienstegestz: TDG)은 정보통신서비스법 제1조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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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체적인 환경조건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진입자유의 안정성을 통한 온라인서비스의 청약과 이용, 서비스제공자의 책
임 명시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표시의무에 대한 기본조건을 규율한다.
독일은 전자상거래지침을 국내입법화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4일 전자상거래법375)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법, 민사소송법 및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TDDSG))이 개정되었다. 개정 온라인서비스법도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수많은
규정 중에서 특히 주소지국가주의 원칙(Herkunftslandsprinzip), 진입자유의 원칙, 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제공의무 및 책임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개정 온라인서비스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
하여 그 책임이 제한되는 전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발전에 중추역할을 할 인터
넷서비스제공업자등 온라인서비스제공산업의 발달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지침의 결함이 독일법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 온라인서비스법(TDG)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온라인서비스법의 개요
독일에서 온라인서비스법(TDG) 개정의 핵심은 전자거래 지침의 적용범위, 즉 전자거래 지침 제2조 a호
에 규정된 “정보회사의 서비스” 개념의 수용에 있다. 동 개념은 구온라인서비스법 제2조 및 구‘대중매체서
비스에 관한 주간조약’(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 이하 ‘대중매체서비스조약’이라 한다) 제2
조 제3항 제4호에 속하지 않는다. 그 동안 독일에서는 온라인서비스법과 대중매체서비스조약을 통하여 온
라인서비스를 위한 연방법과 미디어서비스를 위한 주간계약(Länderstaatsvertrag)의 형식으로 새로운 전
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일된 법영역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구법체계에에 따르면 온라인판매
에 있어서 주문(Abruf) 및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공(Angebot)과 서비스만 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행될 수 없는 상품 자체에 대한 법적 주문, 상품의 인도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구법은 전자거래 지침과 달리 전자거래의 경제적 목적의 정보 및 통신서비스로 제한
한다. 그리하여 국내법에 있어서 전자거래 지침의 수용은 양 법에서 이에 상응하는 적응 및 보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376)

2) 적용범위
전자상거래 지침은 적용범위를 제2조 a호에서 상업적인 주문형 서비스에 한정하였으나 개정온라인서비
스법은 이 분야가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전자
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elektronische Informationsrechts-und Kommunikationsdienste) ”라고 규정하

375) Gesetz über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Gesetz(EGG))
vom 14. Dezember 2001(2001 12월 21일부터 시행), BGBl. I 2001, 3721.
376) BT-Drs. 14/60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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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온라인서비스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
스’(Teledienst)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일온라인서비스법은 국민대중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
체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전술한 대중매체서비스조약이 적용된다. 그런데, 냅스터와 그누텔라
또는 이에 유사한 서비스는 어떤 내용물을 편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서비스는 아니다. 따라서 대중매체서비스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냅스터와
그누텔라가 독일전기통신사업법(Telekommunikationsgesetz) 제3조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독일온라인서비스법은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
4항 제1호).378) 냅스터와 같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하는 파일공유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서비
스는 독일온라인서비스법 제2조의 온라인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일공유시스템
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운영자의 서버에 의하여 운영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이용자의 정보검색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준다는 점, 요
컨대 인터넷 기타의 네트워크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동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동법상의 온라
인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379) 한편, 그누텔라와 같은 분산형파일공유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
템운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자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한 자만의 책임이 문제된다.380)

3)

적용여부

독일 온라인서비스법이 저작권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377) “
정보 및 통신서비스”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2단계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호, 그림 또는 음향 같은 혼합 가능한 데이터의 개인적 이용을 특정하고 그리고 온라인통신을 통한 전달에 기초를
둔 모든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온라인서비스)로 규정하였다. 즉 온라인서비스(Telediensten)는 온라인통신을 수단으로
정보의 개별적 이용을 위하여 특정된 모든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현행법은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이 전부 또
는 일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둘째,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2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중요한 5개 적용
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예컨대, 텔레뱅킹이나 데이터교환과 같이 개인의 통신영역에서의 제공, 예
컨대, 교통, 날씨, 환경, 증권정보 같은 데이터서비스, 재화나 서비스제공에 관한 정보의 반포와 같이 편집행위가 일반대중에 대한 의사형
성에 있지 않은 정보 또는 통신의 제공, 인터넷이나 기타의 망의 이용의 제공, 온라인게임 이용의 제공, 쌍방향이 접속하여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주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등이다. 그러나 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1996년
7월 25일의 통신법 제3조의 온라인통신서비스급부와 온라인통신서비스의 영업적 제공,
방송에 관한 국가계약 제2조의 방송, 편집행
위가 일반대중에 대한 의사형성에 있지 않은 한도에서, 1997년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체결된 대중매체서비스조약 제2
조에 따른 배포형 서비스(Verteildienste)와 주문형 서비스(Abrufdienste)에서 내용의 제공 등이다(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2조 제4항).
그러나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2조 제4항 4호는 “과세영역”을 신설하여 이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제2조 제6항에서
는 “이 법률은 국제사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및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전자상거래 지침 제1조 제4항
을 수용하였다. 이는 이 법 제4조에서 예상되는 전자거래 지침 제3조(주소지국가주의 원칙)의 수정에 필요한 규정으로 간주하
여 신설한 것이다.
378) 온라인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Moritz, in: Hoeren/Sieber, Handbuch Multimedia-Recht, 3.1, Rdn. 32;

①

②

③

④

⑤

②

①
③

Waldenberger, in: Roßnagel, Recht der Multimedia-Dienste, §4 TDG Rdn. 15.
379) BT-Dr. 13/7385, S.19; Kreutzer, Napster, Gnutella & Co.: Rechtsfragen zu Filesharing-Netzen aus der Sicht des deutschen
Urheberrechts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II), GRUR 2001, 307, 308.
380) 안효질, 앞의 보고서(주 356),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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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선 입법자는 온라인서비스법의 적용범위를 저작권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확
장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381) 그러나 IuKDG의 입법이유서에는 민사 및 형사책임 전
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입법자가 저작권법영역을 동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려
고 한 어떠한 근거도 입법이유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382) 또한 구법은 ‘온라인서비스’(Teledienst)와
‘대중매체서비스’(Mediendienst)를 구별하고 있는데, 구온라인서비스법 제5조의 규정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대중매체서비스조약’은 주법으로 저작권법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구온라인서비스
법도 저작권법의 영역에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이 추론될 수도 있다.383) 그러나 구온라인서비
스법 제5조나 구대중매체서비스조약 제5조는 모두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며, 따라서 이는 독일헌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연방과 주가 각각 경합하여 입법권한을 갖고 있
는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서비스조약이나 온라인서비스법이나 모두 그 서비스업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며, 그 적용범위도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의 경우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차이가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384)
현재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 이하 및 온라인서비스법 제8조이하의 규정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385)

( ) 독일 개정 온라인서비스법에 의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제한
1) 개 요
개정 온라인서비스법 제8조 내지 제12조는 원칙적으로 구법 제5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전자거래 지침 제
12조 내지 제15조을 국내입법화하여 전자적 통신의 매개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386) 전자거래 지
침은 독일법 뿐만 아니라 미국법도 그 전형을 가지고 있는 책임의 단계적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387) 개정

381)
정보온라인서비스법(IuKDG)의 국회통과 이전에 열린 공청회에는 실제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분야의 관련단체대표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분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
다. Brauneck, Zur Verantwortlichkeit des Telediensteanbieters für illegal ins Netz gestellte Musikdateien nach §5 TDG, ZUM 2000, 480,
481.
382) BR-Dr. 966/96, S.22.
383) Koch, Zivilrechtliche Anbieterhaftung für Inhalte in Kommunikationsnetzen, CR 1997, 193, 198. 구대중매체서비스조약 제5조와 구
온라인서비스법 제5조는 그 법문만 본다면 양자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각주의 입법으로서 저작권법의 영
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후자는 연방법으로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Pichler, Haftung des Host Providers für Personlichkeitsrechtsverletzungen vor und nach dem TDG, MMR 1998,
79, 81 참조.
384)
: Spindler, Urheberrecht und Haftung der Provider-ein Drama ohne Ende? Zugl. Anmerkung zu: OLG München, Urteil
v.08.03.2001-29 U 3282/00, CR 2001, 324, 328. 그는 헌법에 반하는 각주의 법률이 연방법을 축소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
다고 한다. 안효질, 앞의 보고서(주 356), 160면 재인용.
385) Bröcker/Czychowski/Schäfer, Praxishandbuch Geistiges Eigentum im Internet, C.H.Beck, S. 185- 186. 독일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4
조 제4항 제6호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국주의(Herkunftslandprinzip)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개정온라인서비스법의 그 밖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86)유럽연합 회원국은 전자거래지침을 국내입법 하는 데 있어서 책임규정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확장규정 또는 축소규정으로 둘 수 없
도록 하고 있다.
387)
지침은 이 한도에서 1998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v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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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컨텐츠제공자와 같은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일반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즉 서비스제공자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상 이용가능하게 하였다면 그는 일반원칙에 따
라서 책임을 진다(소위 content provider, 동법 제8조 제1항). 반면,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첫째, 오로지 접근수단만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
지 않는다. 둘째, 이에 반하여 접근수단의 제공을 넘어 그 타인의 자료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자료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금지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온라
인서비스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은 인터넷통신의 경우 자료교환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2)

정보에 대한 책임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제공한 자기 자신의 정보에 관하여 일반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동법은 자기가 제작한 정보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보제공자 등은
이 법률규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면책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제공한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부
담하게 된다. 제8조 내지 제11조의 체계는 서비스제공자가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지 않
는 한도에서, 그에게 저장된 또는 매개된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는 구성이
다.388)
여기서 “정보” (Information)는 제5조에 규정된 “내용”(Inhalt)에 대응하며, 당시의 온라인서비스의 영역
에서 중개되거나 또는 저장된 모든 진술을 포함한다. 또한 ‘자신’의 정보란 스스로 생성한 정보뿐만 아니라
원래 제3자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389)
한편, 제9조 내지 제11조의 의미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으로부터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감시하거
나 위법한 활동임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다(동법 제8조 제2항 1문). 개정온라인서비
스법 제8조 제2항 제1문은 전자거래 지침 제15조 제1항을 수용한 것으로, 제9조 내지 제11조의 의미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감시의무(Überwachungspflicht)와 조사의무(Nachforschungspflicht)가 없음을 규정
한 것이다.390)
일반 법률상 정보의 이용을 제거하거나 차단할 의무는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지
따르고 있다(Bröhl, MMR 2001, 71).
388) Härting,Gesetzentwurf zur Umsetzung der E-Commerce-Richtlinie, CR 2001, 275.
389)
, 냅스터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음악파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냅스터사는 단지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음악파일을 공유시킬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냅스터이용자들의 판단에 달려있
다. 따라서 냅스터사는 타인의 내용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냅스터사는 단지 그 내용물에 대한 접근수단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냅스터사는 소위 access- provider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access-provider는 독일 온라인서비스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면책되고 있다. 다만, 제11조의 적용여부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는 있다.
390) BT-Drs. 14/609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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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동법 제8조 제2항 2문).391) 즉 제2문은 일반 법률에 따
라 위법한 정보의 이용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할 의무는 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도
제9조 내지 제11조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행법
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명시
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구는 이미 일반적인 상위 원칙으로
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술적인 불능은 기대할 수 없는 것보다 적은 것을 요구하므로 모든 개별
적 사례에서 기대가능성의 한계를 결정하고 그리고 위험성 있는 법익의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 크면 클수록 당해 서비스제공자는 그만큼 더 기대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원칙을
고려하면 제8조 제2항 제2문은 기술적인 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의무에서 요구되는 인식은 제3자 또는 당해 관청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그

한도에서

온라인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제85조에

따른

통신비밀

(Fernmeldegeheimnis)은 준수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3문). 다만 차단의무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 원
칙에 따라 결정된다.392)
한편, 냅스터와 같은 파일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교환되는 정보는 그 시스템운영자가 스스로 작성한 내용물
은 아니다. 그러나 시스템운영자가 타인의 보호받는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체 하였다면 그는 독일온
라인서비스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393) 여기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내용물을 자신의 것인 체 한다는 것은, 예컨대 타인의 내용물을 그 출처를 밝힘이 없이 단순히 인터
넷상에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내용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394) 예컨대 어떤 자가 그저 인터넷통신을 위한 공
간(하드디스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는 그곳에 존재하는 제3자의 내용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95) 이러한 시스템은 시스템운영자가 아니라 그 이용자가 각각 내용물을 제공
함으로써 계속 유지된다. 시스템운영자가 수많은 내용물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
라는 점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자명하다. 예컨대 어떤 자가 자신의 서버에 타인의 내용물을 내려받기 또는
올려싣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 타인의 내용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려고 들
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냅스터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서버에 타인의 내용물이 저장되지도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 서버에 타인의 내용물(저작물)의 이름만이 저장될 뿐이며, 그 이름 자체만으로는
391)
제8조 제2항 제2문은 전자거래 지침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3항을 수용한 것으로 구온라인
서비스법 제5조 제4항에 상응한다.
392) BT-Drs. 14/6098, 23.
393) BT-Dr. 13/7385, 20.
394) Koch, Zivilrechtliche Anbieterhaftung für Inhalte in Kommunikationsnetzen, CR 1997, 193, 197. 안효질, 앞의 보고서(주 356),
164-165 면 재인용.
395) LG München I ZUM 2000, 418=MMR 2000, 431, 434f. -AOL; Eichler, K&R 1998, 412, 414. 반대: Hoffmann, MMR 2000, 434,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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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서비스제공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타인의 정보를 중개하는 경우 어떠한 조건하에서 책임을 지
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에 대한 구분은 개정온라인서비스법에 있어서
도 여전히 모호하다.396)

3)

정보에 대한 책임 - 정보의 ‘단순한 전달’(Durchleitung von Informationen)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9조는 정보를 단지 매개 내지 전달(mere conduit)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을 일정한 요건 하에 면제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管

(conduit)에 불과한 경우,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지 온라인서비스이용에 대한 접속수단만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97)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단지 정보전달에 그
치는 경우에는 그가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의 양에 비추어 각각의 내용물을 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
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소위 액세스 프로바이더(access provider)로서 단지
정보를 전달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하여 아주 사소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9조 제1항 1문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i) 서비스제공자가 전송을 야기하지 않
으며, ii), 서비스제공자가 전송되는 수신인을 결정하지 않고, iii) 서비스제공자가 전송되는 정보를 결정하
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한도에서, 통신망에서 전송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접근을 매개하는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 다음의 한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즉 단순 매개자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전송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고, 그가 전송되는 정보의 수
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전송될 정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
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제공자가 위법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의도적으로 공동작업
을 한 경우에 제1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9조 제1항 2문).
여기서 이러한 통과행위는 서비스제공자가 통상 계속 전달한 또는 일시적으로 잠시 저장한 정보에 대하
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절차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관점에서 어떠한 고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책임규정은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에 대하여 인식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통
제도 하지 않았고,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도 없는 사례에 있어서 고유한 책임의 의미에 있어서 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서비스의 이용자와 위법한
행위를 공동으로 행한 서비스제공자는 “순수한 통과”보다 중하므로 자신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398)
또한 정보의 전송 및 정보에의 접근매개는, 통신망상 단지 전송이 행해지기 위하여 일어나며 정보가 전송

396) Härting, CR 2001, 275; Spindler, MMR Beil. 7/2000, 20.
397)
제9조는 전자거래 지침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수용한 것으로 구온라인서비스법 제5조 제3항에 상응한다.
398) BT-Drs. 14/609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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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시간 이상으로 저장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동적인 단기의 중간전송을 포함
한다(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9조 제2항). 이러한 전송목적으로 배타적으로 복제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
가 직접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399)
전자거래지침의 지침이유 제42번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동 지침에 의하여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가 단지 기술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루지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전
자거래지침 제12조와 독일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9조의 제목이 정보의 ‘단순한 전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 규정들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의 경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의 접속수단제공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주
의하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가능성을 제공하는 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자보다 해당 정보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즉 후자는 기술적이고 수동적이나마 정보 자체를 전달하는 과정
에 참여하는 자이며, 따라서 후자가 면책되는데 하물며 전자가 면책되기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다.400)

4)

정보의 ‘캐싱’(caching:정보의 신속한 전송을 위한 중간저장)에 대한 책임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10조는 전자거래 지침 제13조 제1항을 수용하여 이제까지 규율되지 않았던 소위
‘캐싱’(caching)401)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자동적이며 단기의 중간전송에 관하여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한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i)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변경(Veränderung)하지 않고,
ii) 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접근조건을 지키며,
iii) 서비스제공자가 널리 인정되며 이용되는 산업계의 표준에 맞추어진 정보를 최근의 것으로 하
기(Aktualisierung)위한 규정을 지키고,
iv) 서비스제공자가 널리 인정되며 이용되는 산업계의 표준에 맞추어진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자
료수집을 위해 적용되는 허용기술을 침해하지 않으며,
v) 당해 정보가 원래의 통신망으로부터의 전달출처에서 제거되었거나 그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
되었거나 혹은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제거 혹은 차단을 명하였음을 서비스제공자가 알게 되자 지체없이 본
조항의 의미에서 저장된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1호에서 변경은 그것이 중

399) Lehmann, Electronic Commerce und Verbraucherschutz in Europa, EuZW 2000, 517, 519.
400) Reber/Schorr, Peer-to-Peer-Kommunikationsplattformen und deren Freistellung von der urheber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ZUM 2001, 672, 681.
401)
캐싱이란 인터넷이용자들이 요청한 웹페이지나 기타 파일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들 페이지나 파일들에 대하여 인터넷이용
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그때 그때마다 인터넷상의 원래의 주소지로부터 정보를 찾아오는 대신에 캐시로부터 해당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네트워크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가나다식 온라인 컴퓨터 용어사전-텀즈
<http://www.ter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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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무결성(Integrität)을 변경시키지 않을 때 중개과정에서의 기술적 간섭은 변경이 아니다. 이
규정은 분산화 된 복제가 항상 원본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정보는 항상 원본과 일
치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웹사이트는 어떠한 원본의 변경도 아닌 것으로 고려된다. 제2호에 따라 서비스제
공자는 정보의 도달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웹사이트 소유자가 설치한 진입통제를 캐싱을 통
하여 무력화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입통제는 청소년 보호를 담보하거나 또는 이용료 지급을
보장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제3호는 정보가 현실화되어야 하고 웹사이트가 이에 대한 진술을 내포한 사
례들을 포함한다. 정보의 현실화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과도한 코치 복제는 흔적을 남기는 것
을 피하도록 한다. 특히 승인되고 사용된 기술수준의 목적은 전자거래 지침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으
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영역에서의 조화를 촉구한다. 제4호는 정보에 대한 체포지급의 수사를 캐싱 복제
를 통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는 광고의 정도가 이용의 빈도를 지향하는 사례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원본의 웹사이트 소유자는 그가 설치한 지급체계가 캐싱 복제에 의하여 무
력화되었을 때 손해가 발생한다. 제5호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에 대한 도달의 차단을 통하여 책임제한
을 내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정보의 제거 또는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
리고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책임제한의 중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이 효력이 있다.402)
이 규정은 중간저장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면제의 의미가 있으며,403) 제9조의 범위에 있어서와
같이 중개된 저장과는 관계가 없다. 즉 중개 내지 매개과정을 포괄하는 제9조 제2항의 중간저장에 있어서
는 중개의 목적으로 배타적으로 설정된 그리고 이용자에게 어떠한 직접적 진입도 없는 복제(Kopie)가 문
제된다. 이에 반하여 캐싱의 영역에서 중간저장은 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빠른 도달을 설정하기 위한 것
이다. 이에 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이용자와 의도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서비스제공
자는 캐싱을 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확정된 책임배제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P2P서비스와 같은 파일공유서비스 경우 서버에는 어떠한 불법저작물도 항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저
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10조는 P2P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5) ‘

’(hosting)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수용하여 타인의 정보의 “저
장”(Hosting)에 대한 책임을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하고 있다. 즉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이용자를 위하여
저장한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 다음의 각 호의 한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i)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거나 당해 정보에 관하여 모르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위법 행위
혹은 당해 정보가 나타내는 사실 혹은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ii)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게 되
자 지체없이 당해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독일온라인서비스법 제11조는 타인의 내용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402) BT-Drs. 14/6098, 25.
403) Härting, DB 200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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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의 ‘이용제공’이 있는 경우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내용물을 자신의 서버에 적어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만 말할 수 있다.404) 즉 동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웹사이트를 위한
파일들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해주는 서비스, 즉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적
용될 것을 예정한 규정이다.405)
동법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제한은 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정보저장의 기술적 과정에 한정되고 그리고 순수한 매개과정을 귀속시키는 것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속해 있거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개정TDG 제11조2문).
한편, P2P서비스는 타인의 정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호스팅서비스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의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파일공유시스템의 서버에서는 직접적인 저작물이용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
니며, 따라서 책임의 감경이나 면책을 논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P2P서비스는 호스팅서비스는 아니며, 따
라서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11조 제1문은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06)

( ) 소결
구독일온라인서비스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온라인서비스법은 온라인서비스의 면책요건을 단지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류가 애매 모호한 온라인서비스의 경우에는 법의 흠결이
존재하게 된다.407) 독일온라인서비스법 제3장의 각조의 규정들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
으로 그 서비스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408) 예컨대, 냅스터와 같은 P2P서비스가 원
래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
성이 매우 큰 P2P서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단지 그 기술적 특성이 법률상의 면책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고 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호스트프로바이더(Host Provider)와 BBS(Bulletin Board System) 및 뉴스그룹(Newsgroups)의 운영
자는 온라인서비스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캐시서버(Cache Server)의 운영자는 동 법 제10조에
따라 면책될 것이다. 그밖에 전기통신회사와 같이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는 정보유통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동 법 제9조에 따라 면책될 것이다.
그러나 각 면책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온라인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고, 각각의 구성요건을

404) LG Frankenthal MMR 2001, 401.
405)
예컨대, P2P시스템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내려받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용자의 컴퓨
터에 존재하게 되므로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Reber/Schorr, ZUM 2001, 672, 677.
406) 안효질, 앞의 보고서(주 356), 175면.
407) 예컨대 냅스터와 같은 파일공유서비스는 개정온라인서비스법 제8조 이하의 어느 규정에도 꼭 들어맞는 형태의 서비스는 아니기 때
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408) Reber/Schorr, ZUM 2001, 672,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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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면책되면 원래의 입법자의 의도에는 어긋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도 있다. 예컨대 하이퍼링크,409) 검색엔진410) 등은 온라인서비스법 어느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 지
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사용되는 인터넷기술에 대해서조차도 현행 전자거래지침과 개정온라인서비스법은
적절한 해결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411) 인터넷이용의 현실에서는 항상 새로운 서비스방법이 창출되
고 있다. 법률이 단지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장래의
온라인서비스 및 그 기술의 발전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새로운 온라인 기술의 발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12)

. 일본
(1)

책임 및 면책

일본에서는 NIFTY-Serve 판결413)을 계기로 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
고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414)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
의 개시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이라 한다)”415) 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보의 발신자 즉, 침해자가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라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416)
동법에서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은 제3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
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417) 당해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없었을 때,418) 그
리고 당해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었을 경우일지라도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
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419)는 면책된다.420)
409) Bröhl, MMR 2001, 67, 71; Härting, CR 2001, 271, 275.
410) Härting, CR 2001, 271, 275.
411) Härting, CR 2001, 271, 276.
412)
, 앞의 보고서(주 356), 170면.
413) NIFTY-Serve 판결(1997. 5. 26,
)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
결에서는, Sysop이 운영 관리하는 포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기록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Sysop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타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의 작위의무가 있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NIFTY-Serve는 Sysop에 대해 지휘 감독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민법 제751조
에 규정되어 있는 ‘
’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http://www.kcab.or.kr/journal/304_5.htm (2002. 9. 20. 방문)).
414) 여기서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타 특정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15)
(2001 ,
137 ).
416) 앞의 법 제3조 제1항 후단.
417) 앞의 법 제3조 제1항 전단.
418) 앞의 법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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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때에 해당 조치로 인하여 송
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된 손해도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421)
또한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다.422)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와 같은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으로써 공개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
하였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 침해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423)42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발신자정보개시제도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업무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제한및발신자정보의개시에관한법률(이하 “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법”이라 약칭함)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권
을 침해한 이용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
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425)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
는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특정전기통신426)서비스제공자에게 발신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이러한 청구를 받은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발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427)
419)
법 제3조 제1항 제2호.
420)
,
2002 , 2002, 60
.
421) 앞의 법 제3조 제2항.
422) 앞의 법 제4조 제1항.
423) 앞의 법 제4조 제4항.
424)
,
, 61
.
425) 다만, 일본의 발신자 정보제공제도는 미국의 DMCA에 규정된 소환장제도와는 달리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
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426)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전기통신은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의 정의와 동일하며, 서
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에서 특정전기통신이라 함은 불특정인에 의하여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 -공중에 의하여 직
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한다- 을 뜻한다(동법 제2조 제1호).
427)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업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및발신자정보의개시에관한법률”제4조에서 발신자 정보의 개시청구 등이란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당
해 특정전기통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전기통신업무제공자(이하 ‘개시관계업무제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개시관계업무제공자가 보유하는 당해 권리의 침해에 관계되는 발신자 정보(성명, 주소, 기타 침해정보의 발신자 특정에 도움
이 되는 정보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당해개시 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분명한 때,
2. 당해 발신자 정보가 당해 개시청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때
개시관계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개시청구에 관계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여부에 대하여 당해 발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당해 발신자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당해 발신자의 명예 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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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정보개시제도는 민사소송상 당사자확정과는 상관없이 정보개시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미
국 DMCA의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출명령(소환장:subpoena) 제도가 가명 또는 익명의 피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제도는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당해개시청구자
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이더라도 당해개시청구자가 발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발신자의 정보개시청구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발신자의 정보개시를 청구한 자가 발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발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당해개시청구
가 허용되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전단).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발신자정보개시청구제도는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
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발신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를 누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
이 있다.
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에 따르면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개시청구에 관계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개시여부에 대하여 당해 발신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발신자의 의견을 청취만 할 뿐 발신자에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

2.

법제 현황

. 지식재산권법

미국저작권법 및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사유를 개별적인 사유로
유형화시키는 것과는 달리,428) 현행 저작권법 체제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29)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시관계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개시청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개시관계업무제공자가 당해 개시청구에 관계되는 침해
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수진, “ISP책임제한법에 대한 검토,” 창작과 권리 2004년 봄호(통권제34호), 91면-96면.
428) 한편, 한미 FT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을 네 가지의 개별적인 사유, 곧 ) 콘텐츠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전송(transmitting),
전송연결(routing), 연결제공하거나, 이러한 전송 등의 과정에서 자료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 자동적인 과정으
로 이루어지는 캐싱(caching), ) OSP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하는 경우, )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일정한 위치에 이용자를 전송시키거나 연결시키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저작권법(미 저작 §512)은 한미 FTA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경
우, 캐싱, 서버의 제공 등 세 가지로 한정되고 있으며(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12, 13, 14)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
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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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저작권법 제103조 제2

항)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의 신설(저작 104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명령제도의 도입(저작권법 제133조)하였다.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송중단을 요청받은
뒤에도 그 대응이 늦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에 대한 대응을 취하도록 명문화하였고, P2P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의 법적 의무도 명문
화하였다.

. 한미 FTA

한미 FT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예를 따라, 서비스제공
자를 단순한 도관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캐싱서비스, 호스트 서비스 및 온라인 위치 정보제공 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430) 또한 한미 FTA는 면책의 범위431)
및 ‘Notice & Takedown’ 절차432)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 FTA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OSP가 면책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해 OSP로부터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였
다.433)

다. 한－EU FTA

한－EU FTA는 중개자(OSP)의 서비스가 침해행위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한다는 것,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
하여, 각 당사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한－EU FTA의 내용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
과 동일하다.

429)
제102조, 제103조 참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104조 참조
430) 한미 FTA 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 내지 5목.
431) 한미 FTA 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1목, 8목.
432) 한미 FTA 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9목. 및 10목.
433) OSP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대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쟁점 및 전망,” 계간저작권 제78호(2007), 15-16면 참조; 침해자의 정보
제공제도에 관해서는 김병일,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 제78호(2007), 2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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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FTA 및 한-EU FTA(EU 전자상거래지침)이 한국이나 일본의 OSP 입법과 가장 다른 점은 이들이
OSP가 면책받을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 각각 면책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예
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적절한
가가 궁극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EU의 전자상거래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ⅰ) 단순한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경우, (ⅱ) 캐싱, (ⅲ) 서버의 제공은 모두 DMCA 및 한미 FTA와 일치하는 것이고, 한미 FTA는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위치로 연계시키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면책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점에서만 차이가 있게 된다. OSP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OSP의 책
임이나 면책 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위치로 연계시키는 행
위’의 면책성이 판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차이점만 존재하는 셈이 된다.
또한, DMCA 및 한미 FTA에 의하면, OSP가 면책받기 위한 요건을 EU보다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EU보다 엄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DMCA 및 한미 FTA는 일반 면책요건으로서
(ⅰ) OSP가 통제, 개시, 지시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이어야 하고, (ⅱ) OSP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
물 등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아야 하며, (ⅲ)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함, (ⅳ)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중단토록 하는 정책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ⅴ)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도 이러한 요건을 포함하
기도 하지만 반복침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각 유형별 개별적인 면책요건도 DMCA 및
한미 FTA가 더 복잡하다.
나아가, OSP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국내입법이나 조약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
떠한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DMCA, EU 및 한미 FTA가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면책유형의 경우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OSP보다 넓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OSP는 자료 전송을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여 지재권 침해자료가 OSP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OSP가 침해자료를 제거하거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통지 및 삭제(notice & take-down)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면
책사유에 해당한다.
미국, EU 그리고 한미 FTA는 모두 OSP가 면책받을 요건으로서 저작권 침해를 감시할 의무가 요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OSP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의무를 부
과시키지 않는 것은 (i) OSP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OSP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과 (ii) OSP가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존재하거나 이를 통하여 송신되는 지재권 침
해자료를 모두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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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해외 법제 동향
1.

및 유럽연합의 전자거래지침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사유를 개별적인 사유로 유
형화시키는 것과는 달리, 현행 저작권법 체제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34)즉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2003년 5월의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
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가 성립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위 사건에서와 같이 오픈마켓서비스사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을 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 eBay 사건에
서 Richard Arnold 판사가 “최근 위조품이 서서히 세련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전문가
일라도 눈으로 위조품을 판별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학적 분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오픈마켓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일일이 확인, 검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용이하지 않
을 것이다. 최근 전자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의 상
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
단이 있었지만, 전술한 대로 기존 법률에 의한 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국가의 입법동향

침해의 도구나 장( )을 제공하는 자 등과 같은 지접침해행위의 방조자, 가담자 또는 기여자의 행위는 상
표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직접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여책임 등 간접침해 방식
으로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민법상 방조책임 법리’ 또
는 ‘기여침해 법리’로 해결하거나 ‘직접침해로 의제’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침해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3자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관

434)

제102조, 제103조 참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10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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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요건을 엄격히 구성하
거나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미국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온라인 저작권침해 책임제한
법(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이라는 제목 하에 기존의 저작권법 규정인 법
제17편중 § 511에 덧붙여 § 512를 신설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
다.435) 또한 인터넷상의 외설물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인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 230은 다소 넓은 범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
다.436) 미국 상표법(Lanham Act) § 1114(2)(B)에도 무지로 인해 상표권을 침해한 자(innocent
infringer)를 위한 면책규정이 존재하지만, 동 규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출판과 관련하여 제3자
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단지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
법원도 Tiffany v. eBay 사건에서 eBay는 동 규정에 의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37)

나. 독 일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플랫폼에서 표지가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438)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
되어야 한다.439)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사인 혹은 영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직접)침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이 경매로 신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경매
I 사건440)에서 온라인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 제11조441)가 규정하고 있는 호스팅의 면책규
정은 단지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만 해당하고 금지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럽 지
식재산권집행지침 제9조 및 제11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에 의한 위조 상품의 영업으로부
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입법자는 방조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해 발전된 원칙은 현재에도 금지청구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럽 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국내법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
435)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 앞의 책(주 3), 84면 이하 참조.
436) CDA § 230(e)(2); Gucci v. Hall, 135 F. Supp. 2d 409, 412-417 (S.D.N.Y. 2001).
437) 576 F.Supp.2d 463, 507 (S.D.N.Y. 2008).

438)
439)
440)
441)

EuGH GRUR 2003, 55 - Arsenal FC; EuGH GRUR 2007, 971 - Céline;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und Google.
EuGH GRUR 2003, 143 - Robelco/Robeco; EuGH GRUR 2005, 153 - Anheuser-Busch/Budvar; EuGH GRUR 2007, 971 - Céline.
BGH GRUR 2004, 860 - Internet-Versteigerung I.
온라인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 제11조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를 국내이행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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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위조 상품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설사 자신이 위조 상품을 직접 제공
하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해 방조자(Störer)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442)
경매 신청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방조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대 가능한 관리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 사건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자동
적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경매에 제공되는 모든 제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기대 가능한 관리의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상품의 거래를 즉시 중지함은 물론 해당 상표권의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
고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43) 이러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인터넷
경매 II 사건444)과 인터넷 경매 III 사건445)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 영국

1994 영국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 § 10(1) 내지 (4)는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상표권의 직접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44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1994 영국 상표법 § 10(5)는 “상표의 부착이 상표권자 혹은 실시권자로부
터 정당하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서류로써 상품
의 라벨링 혹은 포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혹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는 자는,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상표권의 간접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연유로 주의의무(reason to believe)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상표의 부착이 상표권자로부터 정
당하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이성적인 자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침해자가 알고도 행위 한 경우에 상표권
의 간접침해가 인정된다.447)
영국은 전자상거래지침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면서, 통지 및 중지(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일률적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 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9조와 제11조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442)
지식재산권집행지침은 어떠한 요건 하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금지명령 신청의 요건 및 절차는 각국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있다.
443) 재판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상표권 침해의 인식 정도에 따라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및 해당 상표권 침해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444) BGH GRUR 2007, 708 - Internet-Versteigerung II.
445) BGH GRUR 2008, 702 - Internet-Versteigerung III.
446) L'Oreal v. eBay 사건(High Court of Justice, [2009] EWHC 1094 (Ch), 22 May 2009)에서 제3자의 상표 사용이 존재하고, 그 사용
이 거래과정(course of trade)에 있어야 하고,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고,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
비스와 관련이 있고, 상표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야 상표권의 직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일, “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산업재산권 제33호, 2010, 89면.
447) Monsoon v. India Imports [1993] FSR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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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위조 상품의 영업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448) 영국
은 이러한 규정은 이미 저작권법 § 97A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법적 수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 § 97A는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특허청은 동 규정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
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의 책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는 상표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규정, 제3자에 의해 행해지는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 상표법은 특허법에서와는 달리 상표권의 간접침해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표
권 침해자에게 해당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있
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전자
상거래지침 제14조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한 프랑스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450) 동 법에 기
초하여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 Google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Google은 타인의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키워드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프랑스 법원은 판시하였다.451) 이러한 키워드의 상
표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고주를 상대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프랑스
에서는 Google을 직접침해자로 하여 소가 제기됨에 따라,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
은 광고주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평결을 유럽법원에 의뢰하기도 하였
다.452)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프랑스 법원은 LVMH(SA Louis Vuitton Malletier, SA Parfums Christian
Dior, SA Christian Dior Couture)사건에서 eBay에게 6,00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453) Hermes v. eBay
사건에서 2개의 위조 손수건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2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454) 이와는 달리 2007년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eBay는 제공되는 제품의 질, 안정성 혹은 구매
448) L'Oreal v. eBay
(High Court of Justice, [2009] EWHC 1094 (Ch), 22 May 2009)에서 L'Oreal은 “제3자에 의하여 지적재산권
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중개자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자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유럽 지적재산권집행지침 제11조를 원용하여, 상표권의 직접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자인 eBay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449) Lensing-Kramer/Ruess, Marken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Internet-Auktionsportalen im Rechtsvergleich, GRUR 2009, S.
722, 724.
450) Loi no. 2004-575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21. 6. 2004).
451) Lensing-Kramer/Ruess, a.a.O.(주 449), S. 722, 725.
452) 이에 대해 유럽법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Google은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아
울러 검색엔진이 기술적, 자동적 및 수동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uGH GRUR 2010, 445
Google France und Google).
453) Paris Commercial Court, IIC 2009,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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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능력을 관리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사이트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한다고 프랑스 법원은 판시하였고,455) 최근 프랑스 법원은 L'Oreal v. eBay 사건에서 위조 상품
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eBay의 노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시하여 eBay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
정하지 않았다.456) 이상으로부터 프랑스 법원은 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의 정도 그리고 기대가능성을 고려
하여 eBay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54)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royes(http://www.law.pace.edu/files/pilr/AllCasesTrans
lated.pdf, 2011.1.20
).

455) Lensing-Kramer/Ruess, a.a.O. ( 449), S. 722, 725.
456)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BeckRS 2009, 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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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국내외 주요 판례 동향
통신판매업자들이 위조상품을 거래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혼동초
래행위)를 행한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주요 사례 및 우
리나라에서의 판례를 분석한다.

1.

미국에서 eBay는 Tiffany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유럽에서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
는 것처럼 여겨진다. 즉, 유럽에서의 판례는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eBay의 노력을 다소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eBay에게 더욱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독일
연방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상품의 거래를 즉시 중지함은 물론 해당 상표권의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
고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이 존재한다는 추정
적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조 상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조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eBay의 손해배상책임은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
고 있다.458) 벨기에 법원도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eBay의 노력은 충분하며 설사 위조된 Lancôme 향수
제품이 많다고 할지라도 eBay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59) 이와는 달리 프랑스
법원은 LVMH(SA Louis Vuitton Malletier, SA Parfums Christian Dior, SA Christian Dior Couture)
사건에서 eBay에게 6,00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460) Hermes v. eBay 사건에서 2개의 위조 손수건이 판
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2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461) 현재 영국에서도
L'Oreal과 eBay 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영국 최고법원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럽법원에 사전평결을 의뢰하였다.462) 이처럼 온라인서
비스 제공자인 eBay의 상표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독일, 영국 및 프랑스 등은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 및 미국에서의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법적 책임에 대관 주요 판결을 분석하고
자 한다.

2. Rolex 사건463)
457) BGH GRUR 2004, 860 - Internet-Versteigerung I.
458) OLG Hamburg GRUR-RR 2008, 427 - Haftung eines Online-Auktionshauses für Markenverletzungen - Kinderstühle.
459) Holznagel, Die Urteile in Tiffany v. eBay (USA) zugleich zu aktuellen Problemen der europäischen Providerhaftung, GRUR Int
2010, S. 654, 659.
460) Paris Commercial Court, IIC 2009, 611.
46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royes(http://www.law.pace.edu/files/pilr/AllCasesTranslated.pdf, (2011.7.20
).
462) High Court of Justice, [2009] EWHC 1094 (Ch), 22 May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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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시계회사인 ROLEX사는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ROLEX의 상표권자이다 ROLEX사는 온라인
경매인 Ricardo와 ebay(www.ebay.d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ROLEX사의 위조상품이 사이트
거래 목록에 게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ebay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독일연방대법원(BGH)은 독일 텔레서비스법이 EU전자상거래지침과 관련하여 위조품 판매를 허용한 옥
션사이트의 규제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중개자에 대해 침해 목록에 대해 영향력이 없을 때에는 웹호스팅
면책(hosting safe harbor)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BGH는 중개자가 침해요소를 감시하거나 적극적으
로 모니터링 의무가 없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중개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GH에 의하면, 웹호스팅 면책(hosting safe harbor)규정은 금지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손해배상 청
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개자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적절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는 입증책임은 중개자에게 있다. 그러나 중개자가 기술적
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업모델을 저해하는 조치까지 취할 필요는 없다. ebay는 위조상품 목록에서 상표권
침해 요소가 높은 용어를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정보차단 프로그램을 도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
였다.

. 분석

독일 BGH의 입장은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 즉 침해자 또는 관계자가 아닐지라도 의무태만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의도적으로 상표침해에 기여하는 자는 재산권을 방해하는 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지우는
법리이다.
중개자에게 구체적인 침해의 통지만으로도 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개자에게 과거 침해에 대
한 사실상 인식이 있었음을 상표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중개자에게 침해에 대한 사실상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특정 침해물품 목
록의 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구체적 상표침해를 감시할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

463)
29.
Okt.
2004
BGH,
Urt.
v.
7.12.2000
(http://www.rathgeber.net/ebay-stoererhaftung-bgh-2004-03-11, (2011.7.20.

- 123 -

I
방문)

ZR

146/98-

Internetversteigerung

I.

124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3. L’Oreal v. eBay

L’Oreal v. eBay

464)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스페인에서 오픈마켓사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

해서 다툰 것이다. L’Oreal은 옥션사이트 제공자인 eBay의 위조상품의 판매를 촉진하여 그 판매로 이익
을 얻고 있으므로, eBay는 웹상의 위조상품 목록(list)을 삭제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eBay는 소비자
가 제품을 매매할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과 진정상품의 구분이 매우 어려우므로 위조상품 등이라고 보고된 목록에 대해
서는 신속하게 삭제 대응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은 L’Oreal의 주장을 기각하였지만, 영
국은 eBay에게 감시를 위한 필터의 작성, 새로운 침해방지책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한편, eBay는 프랑스
의 Louis Vuitton v. eBay사건465)에서 모조품을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금
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466) 이하에서는 최근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던 영국
에서의 L’Oreal v. eBay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 사실관계

eBay는 저명한 온라인 시장으로, 개인들이 상품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다. eBay의 웹사
이트 이용자는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listings)을 만들고(그 아이템들은 고정가격 또는 옥션 스타
일 목록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 이 목록들은 eBay의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eBay는 어떠한
단계에서도 리스트된 상품을 보유하거나 검사하지는 아니한다.
프랑스 화장품 대기업인 L'Oréal은 3eBay사와 7개인을 상대로 위조품의 판매(sale of fake cosmetics)
를 둘러싸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L'Oréal은 세가지 관점에서 제소를 하였다: 즉 7개인의 상
표권 침해, eBay사는 7개인과 공동책임, eBay사는 침해상품에 관하여 L'Oréal의 상표권 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L'Oréal은 자사의 등록상표 중의 하나 또는 다수와 동일한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정상품과 동일한 총
17개의 상품을 광고, 판매의 청약과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L'Oréal에 의하면, 17개 상품 중, 2 상품은 위조상품이고 15개상품은 EEA지역에서 L'Oréal의 허락없이 생
464) L'Oreal SA and Others v eBay International AG and Others [2009] EWHC 1094 (Ch), 22 May 2009.
465)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d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
466)
대한 분석은, 신지혜, 앞의 논문(주 1),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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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병행수입품이다. 15상품 중에는 시제품(testers), 판촉품, 포장지와 성분목록이 표시없는 비
포장 상품도 있다고 한다.

. eBay의 공동책임(Joint liability)

매도인의 행위에 대한 eBay의 적극적 역할과 감독(control)의 정도의 결과로써, L'Oréal은 eBay가 공동
불법행위자(joint tortfeasor)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eBay는 7개인의 침해행위를 알선하였거나 그 행
위를 범하기 위한 공동 구상(common design)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L'Oréal은 eBay가 판매자
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품을 목록화(list)하는 것을 제공하였고 목록의 컨텐츠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행사하
였기 때문에 리스팅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L'Oréal은 eBay가 판매과정을
통제하고 있고 옥션스타일의 경우에는 그 역할은 경매인(auctioneer)의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거래에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Oréal은 매도인이 eBay의 정책(policy)을 위반
하거나 eBay의 권리자검증(Verified Rights Owner:VerRO) 프로그램 하에서 권리자가 제기한 복수의 이
의제기에 대한 답변시에 eBay는 적절한 제재를 적용함으로써 매도인의 행위를 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eBay의 일차적 책임(Primary Liability)

L'Oréal은 eBay가 전술한 5종류의 침해물품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L'Oréal은 2가지 형
태의 상표사용, 즉 키워드 판매와 웹사이트 전반(하위 카테고리 제목)에 걸친 상표의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eBay 사이트에서의 검색결과는 비침해 및 잠재적 상품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스폰서 링크
에 관하여, 판사는 L'Oréal이 하이퍼링크 자체 내와 그 내부속의 텍스트에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
기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L'Oréal의 침해 주장에 대하여, eBay는 7개인 누구와도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며 침해물품에 관하여
L'Oréal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eBay의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그 행위는 전자거
래지침(2000/31/EC) 제14조에 의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eBay는 불법행위에 대해
서 실제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판결의 분석

판사는 L'Oréal이 문제를 제기한 5종류의 상품이 침해물품인지를 검토하였다. 영국 eBay에서 판매된 17
상품 중 2은 위조상품이고, 15는 비EEA 국가 상품 또는 병행수입품이었다. 7개인은 L'Oréa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사는 위조상품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우며 화학적 분석을 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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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éal이 처음에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한 15 상품 중 5개만이 위조상품이었고 나머지는 위조상품이 아
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제품(testers), 판촉품, 포장지와 성분목록이 표시없는
비포장 상품이 침해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하였다.
7개인은 L'Oréa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지만, 법원은 eBay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eBay가 침해행위를 주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록 eBay가 웹사이트에
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만, 보통법(common law)상 제3자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예방해야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판사는, eBay의 영국 웹사이트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위
조 시제품(testers), 판촉품, 포장지와 성분목록이 표시없는 비포장 상품의 목록화 또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eBay의 시스템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eBay는 매도인들이 EEA 외부로부터 영
국내의 매수인들에게 목록화하고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였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본질적으로 침해를 야기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eBay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볼 정도로 충분하지는 아니한다고 법원은 보았다.
eBay의 L'Oréal 상표 사용은 상표지침(Trade Mark Directive) 제5조467)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였는데, 판사는 ECJ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판사는 상표권자가 다음의 6요소를 충족하였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만 상표지침(Trade Mark Directive) 제5조의 침해 소송을 승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67) Article 5 - Rights conferred by a trade mark
1. The registered trade mark shall confer on the proprietor exclusive rights therein.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a.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b. any sign where,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 and the sign,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between the sign and the trade mark.
2. Any Member State may also provide that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the latter has a reputation in the Member State and where
use of that sign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trade mark.
3 The following, inter alia, may be prohibited under paragraphs 1 and 2:
a. affixing the sign to the goods or to the packaging thereof;
b. offering the goods, or putting them on the market or stocking them for these purposes under that sign, or offering or supplying
services thereunder;
c. importing or exporting the goods under the sign;
d, using the sign on business papers and in advertising.
4. Where, under the law of the Member State, the use of a sign under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1 (b) or 2 could not be prohibited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entered into force in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rights conferred by the trade mark may not be relied on to prevent the continued use of the sign.
5 Paragraphs 1 to 4 shall not affect provisions in any Member State relating to the protection against the use of a sign other than
for the purposes of distinguishing goods or services, where use of that sign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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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의 상표 사용이 존재하여야 함.

- 그 사용은 거래과정(course of trade)에 있어야 함.
-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어야 함.
- 상표와 동일한 표지의 사용.
-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상표의 기능,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본질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어야 함.

판사는 판례법상 위 6번째 조건이 5번째 조건과 상표의 본질적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의 훼손(예 : 표지의
명성이 훼손되는 경우)이 에 추가되는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판사는 eBay의 L'Oréal 상표 사용은 첫째 조건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acte clair'468)하지 않기
때문에 ECJ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Oréal 은 “지식재산권자가, 제3자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가 이용되는 있
는 중개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지식재산권 집행지침469) 제11조
를 원용하여, 상표권의 직접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자로써 eBay에 대하여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Oréal은 7개인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eBay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L'Oréal의 이
러한 광범위한 지침의 해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ECJ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470)

. ECJ 판단
2010년 12월 9일, ECJ의 법률고문관인 ‘Niilo Jaaskinen'은 eBay의 키워드광고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비구속적 의견(non-binding opinion)을 표명하였다. 그 고문관은 eBay가 L'Oréal
상품에 L'Oréal의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 위조상품이 L'Oréal 진정상품에 대해서 부정적
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 부정적 효과는 eBay가 야기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매
자가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다. eBay의 역할은 쇼핑센터의 소매상이 썩은 사과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책임
을 지지 아니하는 쇼핑센터 운영회사의 것과 같다고 그 고문관은 보았다. 또한 eBay가 EU 전자거래 지침
에 의하여 면책을 받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 및 성

468) (EU Law) the idea that there is no need to refer a point of law, which is reasonably clear and free from doubt,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469)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ttp://eur-lex. europa.eu/pri/en/oj/dat/2004/l_195/l_19520040602en00160025.pdf)(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이라 함).
470) eBay사건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은, Hong Cheong Wong, eBay's liability for conterfeits: a transatlantic compariso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 5 No. 1, 2010, pp. 39-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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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정보의 단순한 전달, 타인 정보의 캐싱 또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그 고문관은 보았다. EU 전자거래 지침 제14조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이용
자를 위하여 저장한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 다음의 각 호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i) 서비스제공
자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거나 당해 정보에 관하여 모르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서비스제공
자에게 위법 행위 혹은 당해 정보가 나타내는 사실 혹은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ii) 서비스제공
자가 이를 알게 되자 지체없이 당해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그런데 고문관은
위 지침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actual knowledge" 는 동일한 이용자가 매우 제한적인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나 권리자로부터 침해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 eBay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단을 하였다.471)
그러나 2011년 7월 12일 ECJ는 L'Oréal v. eBay 사건에 대하여 “the Internet auction giant eBay Inc.
–may be held lia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 committed by sellers of infringing products offered
on its website, if the operator plays an “active role” allowing it “to have knowledge or control” of
data relating to the offers for sale.“라고 하면서 eBay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ECJ는 eBay의 법적
의무에 관하여, 적극적 역할(active role)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의무불이행과 같은 부작위(negligent
fail)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국내법원은 지재권 침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종류의 추가적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72) 여기서 적극적 역할이
란 판매제공에 관한 자료(data)에 관한

인지(knowledge)와 통제(control)에 대한 역할과 특히 판매 촉

진을 위한 온라인 제공의 최적화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eBay는 EU 전자거래 지침 제14조을 원용
하여 면책을 주장하였지만, ECJ는 “[t]he operator plays such a role when it provides assistance
which entails, in particular, optimising the presentation of the offers for sale in question or
promoting them.”라고 판시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오픈마켓에서의 판매 청약의 제공의 최적화를 위한
조력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제3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ECJ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 같은 적극적 역할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
게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U 회원국은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중개한 운영자
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ECJ는 판시하였다. 다만, ECJ는 그 금지명령은 효과
적, 균형적(proportionate), 억제할만한(dissuasive) 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거래의 장애를 창설해서는 아
니 된다고 판시하여, 온라인 세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장을 명
확히 하였다.473)

471) C-324/09 Opinion, 2010. 12.09.
472) http://www.scl.org/site.aspx?i=ne21303(2011.7.20.
473) C-324/09 Judgement(Grand Chamber, 201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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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ffany v. eBay
Tiffany

2004년에 eBay의 옥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Tiffany 상표 부탁 상품을 조사한 결과 73%

가 위조상품이라고 하면서 eBay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Tiffany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상품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옥션 사이트에서 Tiffany 제품의 판매 및 광고 중지와 검색엔진에서 Tiffany 스폰서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Tiffany는 eBay가 이에 응하지 않자 eBay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여침해행
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의 Richard Sullivan판사
는 eBay에게 기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침해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 공급을 계속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일반적 인식(generalized knowledge)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eBay의 사이트에서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진정상품도 판매되고 있는 점, eBay는 위조상품의 거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
을 지출하고 있는 점과 인증된 권리자(Verified Rights Owners)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표권 침해 통
지를 받은 침해상품은 곧 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474) 이에 대해서 원고
는 항소하였으나, eBay는 그 사이트내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2010. 4. 1. Tiffany사건의 항소심
에서 1심과 같은 이유로 승소475)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1년 11월 29일 미
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각하하였다.

. 사건의 개요

2004년 8월, 귀금속 제조 ․ 판매 회사인 티파니(Tiffany)는 오픈마켓 운영자인 이베이(eBay)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476) 원고는 보석, 시계류 등의 등록 상표권자로서 당해 상표의 명성
을 널리 알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상품(본 사건에 있어서는 '은 보석 제품') 판매
의 출처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당해 상표에 대한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로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물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의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다. 피고는 어떤 상품이
판매되고 언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상품 판매가 많을수록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판매자들
에게 효율적 판매를 위한 정보제공, 워크샵의 개최 등의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증가되고 있는 온라인
474) 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S.D.N.Y. 2008).
475) Tiffany (NJ) Inc. v. eBay Inc., 600 F.3d 93, 94 U.S.P.Q.2d 1188 (2nd Cir.). eBay 침해 통고를 받고 계속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상 일반적인 인식만으로는 기여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76) Tiffany (NJ) Inc. and Tiffany and Company v. Ebay Inc., 576 F.Supp. 2d 463 (S.D.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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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Trust and Safety Department의 설
치), 상표권 침해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Fraud Engine 개발 및 운영), 상표권
자가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를 통보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운영하며
(VeRO Program의 운영), 상표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항이나 기타 법적
상황을 설명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About Me 페이지의 제공). 더 나아
가 피고는 원고가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지하는 경우 즉각 해당 상품의 게시를 제거하고 해
당 판매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해지하였다.
본 사건에서 일부 판매자들은 티파니의 은 보석 제품을 피고의 사이트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상품 판매를 돕기 위하여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추천 키워드를 제공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가 그의 사이트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광고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모조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모든 원고의 모조 상품 게시물을 제거하고, 향
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모조 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계속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원고
의 상표 사용을 금지토록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원고는 침해의 통보 없이도 다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판매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요청하였다.477)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의 모조 상품만이 당해 사
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진짜 상품 또한 판매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러할 경우 현재 자신들
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상표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
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원고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필터링도 실시하였음으로 자신의 의
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의 모니터링과 통보를 위한 기술적 조
치를 개발하고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을 들어 상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
하고 있고, 피고는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온라인상에서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의무를 누가 더 많이 지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상표
권 보호의 실질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사건은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표법과
판례법(common law)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을 논의 하였다. 즉, 원고는 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의 직접침해 (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기여침해 (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불
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허위 광고 (false advertising), 상표의 희석화 (trademark dilution), 상표의
기여적 희석화 (contributory dilution)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함으로써 eBay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즉시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은 다른 주장들에 대하여는 원심을 확정하고, 허위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477)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상품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당해 상표의 고품격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판매 출처를 공인된 판매점과 자신의 사이트로 한정하였으며, 제2의 판매를 막기 위하여 한번에 5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하였었다(Five-or-Mor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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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일부 파기하였다.478) 최종적으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하
였다.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에서의 각각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법적 쟁점

(1) 직접 침해(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원고는 피고가 세 가지 면에서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피고가 자신의 사이
트 내에서 원고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광고하고, 피고의 홈페이지, 각종 문서나 게시물에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당해 상품의 판매에 기인하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원고는 피고가 구글과 야후로부터 피고의 사이트내에서 원고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광고(sponsored links)를 구입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직접
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원고는 피고가 개인 판매자들의 모조 상품 판매에 참가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 삼자들에게 단지 원고 상
품의 판매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침해 당시 상표권
자는 상표법상 유효한 상표를 소유했어야 한다; (2) 피고가 당해 상표를 사용했어야 한다; (3) 그 사용이
상업적 사용이었어야 한다; (4) 그 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광고 등의 사용이었어야 한다; (5) 상
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었어야 한다.479)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사용이 원고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고 오인하는 등, 그 사용이 상표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480)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상표권 침해의 판단을 위해
서 위와 같은 모든 요소를 판단하기 보다는 2가지 요소로 압축하여, 즉 상표의 유효성과 혼동유발의 두 가
지 요소만을 검토하여 침해의 여부를 결정한다.(two-prong test for trademark infringement)481)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2가지 요소 판단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첫번째 요소인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두번째 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인 공정이용
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당해 법원은 원고의 첫번째 직접침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478) Tiffany (NJ) Inc. and Tiffany and Company v. Ebay Inc., 600 F.3d 93 (2d Cir. 2010).
479)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Inc., 414 F.3d 400, 406-07 (2d Cir. 2005)(quoting 15 U.S.C. 1114(1)(a)); Time, Inc. v.
Petersen Publ'g Co., 173 F.3d 113, 117 (2d Cir. 1999); Streetwise Maps, Inc. v. VanDam, Inc., 159 F.3d 739, 742 (2d Cir. 1998);
Genesee Brewing Co., Inc. v. Stroh Brewing Co., 124 F.3d 137, 142 (2d Cir. 1997).
480) 1-800 Contacts, Inc., 414 F.3d at 406-07 (quoting 15 U.S.C. 1125(a)(1)(A)); Estee Lauder Inc. v. The Gap, Inc., 108 F.3d 1503,
1508-09 (2d Cir. 1997); Gruner + Jahr USA Publ'g v. Meredith Corp., 991 F.2d 1072, 1075 (2d Cir. 1993).
481) Savin Corporation v. The Savin Group, 391 F.3d 439, 456 (2d Cir. 2004); Virgin Enters. V. Nawab, 335 F.3d 141, 146 (2d Ci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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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품 판매를 알리기 위하여 광고하는 중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직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상표법하에서 상표권자는 상표의 출처가 혼동되지 않는 한, 당해 상표에 대한 기술적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482) 이러한 상표의 기술적 사용은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483) 따라서 피고는
상표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한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표를 이용
할 수 있다.48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정이용의 항변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때 성립된다.
첫째,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표현할 수 없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
기 위해 당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고, 상표 사용자가 상표권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행동
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성립된다.485) 당해 법원은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는 원고의 상품을 쉽게 표시할 수 없으며, 피고의 사용이 원고의 상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어
떠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혼동시키지 않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출처의 혼동 가능성
에 대하여 당해 법원은 비록 고객들이 원고의 상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혼동할 수 있으나, 고객들은 당
해 상품이 피고가 아닌 개인 판매자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처의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야후와 구글로부터 키워드 광고를 구입하였으며, 구입을 중단한 후에도 이러한
광고를 구입한 개인 판매자에게 보상을 해온 것은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행동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엄격하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와 메
타태그에서의 상표 사용은 상표법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486) 또한, 상표가 상품, 용기, 또는 광고에 나
타나지 않고, 공중에게 그 사용이 보이지 않는 키워드 광고에서의 상표 사용은 상표법하에서의 사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487) 따라서, 키워드 광고의 구입과 그 광고에서의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하에서의 사용에 해
당하지 않으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488) 그러나, 피고의 사용은 피고가 그의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고, 공중에게 원고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부

482) Dow Jones & Company, Inc., v.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Inc., 451 F.3d 295, 308 (2d Cir. 2006).
483) Merck & Co., Inc. v. Mediplan Health Consulting, Inc., 425 F.Supp.2d 402, 413 (S.D.N.Y. 2006);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 Publ'g, Inc., 971 F.2d 302, 308 (9th Cir. 1992).
484) Merck & Co., 425 F.Supp.2d at 413; Nihon Keizai Shimbun, Inc. v. Comline Bus. Data, Inc., 166 F.3d 65, 73 (2d Cir. 1999).
485) New Kids on the Block, 971 F.2d at 308; EMI Catalogue Pshp. V. Hill, Holliday, Connors, Cosmopulos Inc., 228 F.3d 56, 65
(2d Cir. 2000).
486) 1-800 contacts, Inc., 414 F.3d at 409.
487)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Supp.2d 393, 403 (N.D.N.Y. 2006); site Pro-1 Inc. v. Better Metal, LLC, 506 F.Supp.2d
123, 127-28 (E.D.N.Y. 2007); FragranceNet.com, Inc. v. FragranceX.com, Inc., 493 F.Supp.2d 545, 555 (E.D.N.Y. 2007); Merck & Co.,
425 F.Supp.2d at 415-16.
488)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여 검색어의 구입이 상업적 사용이라고 하는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Australian Gold, Inc. v. Hatfield,
436 F.3d 1228, 1239 (10th Cir. 2006); Playboy Enters., Inc. v. Netscape Commc'ns Corp., 354 F.3d 1020, 1030 (9th Cir. 2004); Buying
for the Home, LLC v. Humble Abode, LLC, 459 F.Supp.2d 310, 323 (D.N.J.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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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인정될 숭 없다. 따라서 당해 법원은 피고의 상표사용은 웹사이트에서의 내부적 상표사용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원은 피고가 키워드 광고에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그의 웹사이트내에서 원고의 이름을 사용
한 것과 동일한 경우로 공정이용의 항변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점의 종업원이나 관리인과 같이 그 침해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직접 상품을
소유한 적이 결코 없으며, 그래서 피고는 구매자들에게 당해 상품들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
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법원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간접책임의
원칙하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당해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 원고의 상표권
직접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침해(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원고는 또한 피고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알고도 계속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
으로써 상표권 침해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
으로 미국은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인정하여 왔으며, 그 유형 및 요건이 잘 확립되어 왔다.489)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기여책임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된다: 만일 상품의 제조자나 배포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표를 침해하도록 유도하거나, 제조자나 배포자가 상표권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 제조자나 배포자는 상기 기만행위의 결과로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된다.490) 본 사건에서 당해 법원은 첫번째 경우인 상표권
침해의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두번째 경우인 침해의 인식
후에도 계속 제공한 부분만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가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공되는 판단 방법이 아니라Restatement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단 방법을 적용하도록 주장한데 있다. 이
에 대하여 당해 법원은 두 가지 판단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어떠한 판단 방법이 적절한지를 결정하였다.
상기의 Restatement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은 침해가 상당부분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당해 침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asonable
anticipation standard)491)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가 직접침해자인 개인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를 상당부
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법원은 Restatement의 판
단 방법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판단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비교 없이 Restatement의 판단방법은 더 이상
489)
간접책임에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과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이 존재한다. 본 소송에서 원고는 대위책임에 대
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단지기여책임에 대해서만 주장하였다.
490) Inwood Labs., Inc. v. Ives Labs., Inc., 456 U.S. 844, 854 (1982)(If a manufacturer or distributor intentionally induces another to
infringe a trademark, or if it continues to supply its product to one whom it knows or has reason to know is engaging in trademark
infringement,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is contributorily responsible for any harm done as a result of the deceit.).
491)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27(b) (1995)(the actor fails to take reasonable precautions against the occurrence of
the third person's infringing conduct 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infringing conduct can be reasonably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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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부정확한 기준이라고 설시하면서 그 적용을 거절하였다.492) 따라서, 당해 법원은 기여책임의
판단방법으로서 Restatement의 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대법원의 기준을 선택하여 해당 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기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계속적인 제공이
요구되는데, 그의 웹사이트는 단지 상품판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함에 불과하여 상품의 제공이라기 보다는
서비스의 제공에 가깝고, 따라서 기여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판
례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당해 법원은 기여책임이 서비스의 제공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 후에 이루어진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그 중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근거가 된 사건인 하드락카페(Hard Rock Cafe)는 실질적으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
는 사람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493) 하지
만, 위의 법원은 비록 피고인 벼룩시장 운영자가 상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제조자나 배포
자에게 부여한 의무와 같은 의무를 임대인이나 라이센서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94) 더 나아가,
피고인 벼룩시장 운영자는 그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업 현황
을 감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 임대인을 능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 대법원의 결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다.495) 따라서, 당해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만
성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장소의 제공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냐를 판단하기
보다는 상표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
다.496) 당해 법원은 피고가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피고는 침해 상품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적도 없고 그것들을 검사한적도 없기 때문에 제어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벼룩시장의 운영자라기 보다는 온라인 안내 광고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결
정되었다. 첫째, 피고는 비록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보유하지 않았으나, 상품을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저

492) Inwood, 456 U.S. at 854; GMC v. Keystone Auto. Indus., No. 02-74587, 2005 U.S. Dist. LEXIS 23168, at *35 n. 21, 2005 WL
2297140, at *10 (E.D.Mich. May 10, 2005); P & G v. Haugen, 158 F.Supp.2d 1286, 1294 (D.Utah 2001); Medic Alert Found. United
States, Inc. v. Corel Corp., 43 F.Supp.2d 933, 940 (N.D.Ill. 1999); Lockheed Martin Corp. v. Network Solutions, 175 F.R.D. 640, 646
(C.D.Cal. 1997); David Berg & Co. v. Gatto Int'l Trading Co., 9 U.S.P.Q.2d 1070, 1988 WL 117493, at *11 (N.D.Ill. 1988);
이러한 결정들과 달리 Restatement 기준을 따른 판례도 또한 존재한다(CibaBeigy Corp. v. Bolar Pharm. Co., 547 F.Supp. 1095, 1116
(D.N.J. 1982)).
493) Hard Rock Caf Licensing Corporation v. Concession Services, Inc., 955 F.2d 1143, 1148 (7th Cir. 1992).
494) Id. at 1149.
495) Id.; 이후 다른 판례들에서도 벼룩시장의 운영자(Fonovisa, Inc. v. Cherry Auction, Inc., 76 F.3d 259, 261-62 (9th Cir. 1996)), 임대
인(Polo Ralph Lauren Corp. v. Chinatown Gift Shop, 855 F.Supp. 648, 650 (S.D.N.Y. 1994)), 프랜차이저(Mini Maid Services Co. v.
Maid Brigade Systems, Inc., 967 F.2d 1516 (11th Cir. 1992))에게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496) Lockheed Martin Corporation v. Network Solutions, Inc., 194 F.3d 980, 984 (9th Cir. 1999)(기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장소가 온
라인인지 실제의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피고가 제 삼자의 침해를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라고 판시하였다.);
Perfect 10, Inc. v. Visa Int'l Serv. Ass'n, 494 F.3d 788, 807 (9th Cir. 2007)(웹사이트 운영자가 침해품을 제거하거나 직접적으로 당해
배포를 금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기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SB Designs v. Reebok Int'l, Ltd., 338 F.Supp.2d 904,
913 (N.D.Ill. 2004)(직접적 제어능력이 결핍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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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 침해품들의 판매에 필수적인 장소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제공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피고는 원고의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판매자들
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줌과 동시에 자신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상품 판매를
광고하였다. 셋째, 피고는 상품을 처음 게시하는 경우나 판매가 완료된 경우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넷째, 피고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금지되는 품목을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금지
검색어를 규정해 이를 감시하였으며, 자신의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사용자 약관을 준수토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를 탈퇴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는 온라
인 안내 광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품의 게시 및 판매와는 별도로 안내 광고란이 마련되어 있어
온라인 안내 광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법원은 피고가 온라인 안내 광고자라기 보다는 벼룩시장
의 운영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서의 판단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
였다.
당해 법원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의 두가지 요건, 즉, 상표권 침해의 인식
과 당해 침해에 대한 기여의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상표권 침해의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대량의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
고, 원고의 조사에 의할 때 원고의 상품 판매 중 73.1%가 모조 상품이라는 것을 또한 알렸고, 원고가 피고
의 침해통지(a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 양식을 통하여 수천 건의 통지서를 제출했으
며, 다수의 구매자들 또한 피고에게 모조 상품에 대한 항의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최소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기여책임의 요건
인 침해의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피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법은
더욱 구체적인 인식, 즉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고, 판매자는 누구라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인식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침해인식 요건의 성립여부는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
에서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 다시 말해 일반적인 인식이 침해의 인식으로 충
분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당해 법원은 비록 얼만큼의 인식과 어떠한 유형의 인식을 원하는지에 대하
여 확실하게 정하여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일반적인 인식은 침해인식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첫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 기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조자나 배포자
가 침해의 상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 누군가, 즉 직접침해자를 명시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인식을 요구한 것이라
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97) 둘째, 한 선례는 상표권자가 기여책임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꽤 높은 정도의 인식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498) 또한, 다른 선례는
497)
같은 취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특별한' 상품을 모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가 '그 침해자'에게 침해 상품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어야 한다(Perfect 10 v. Visa Intern. Service Ass'n, 494 F.3d 788, 807 (9th Cir.
2007)).
498) Gucci America, Inc. v. Hall & Associates, 135 F.Supp.2d 409, 420 (S.D.N.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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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를 때, 인식 요건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과 구체적 사실을 검토해야 한
다고 하였다.499) 이러한 견해들을 볼 때, 선례들은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법원들은 침해의 특성이나 정도가 불분명 할 때 기여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꺼려한다. 코카콜라
(Coca-Cola) 사건500)에서, 원고는 직접침해자들인 바텐더들의 수나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바들을
자세히 조사한 정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그 바들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원고의 전면적인 요구에 대해 침해의 인식을 인정한다면, 법원은 원고의
상표권을 확장하게 되고 원고에게 모든 믹스 음료에의 독점권 보유를 허락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피고의 인식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501) 특히, 피고가 상표권의 침해를 안 경
우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 상품 제공의 날짜, 이벤트 그리고 그 장소까지 요구하
는 등, 더욱 구체적인 인식의 정도를 요구한다.502) 본 사건에서, 피고의 웹사이트에서는 단지 침해 상품만
판매된 것이 아니고 진품도 판매하고 있어서, 만일 인식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합법적 상품의 판매까지도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기여침해의 한
요건인 인식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떤 선례나 방침도 인식의 요건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충분
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법원들은 실제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였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일 피고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는 그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 피고의 인식이 어떠한 범주에 들어갈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에서 자신이 보낸 서신, 자체 조사(Buying Programs), 그리고 침해관련 통지
제도('NOCI') 및 일반 고객의 항의를 통해 피고가 침해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원고
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표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들은 모두 모조 상품이라는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피고는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법원은 웹사이트내 모든 거래에서의 판매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침해
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신만으로는 침해의 인식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503)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의 판매자들은 공인된 자들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통

499) Mini Maid, 967 F.2d at 1522( 사건에서 당해 법원은 기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간에 이루어
지는 소통(communication)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피고가 상표권 침해를 내외부적으로 유도했는지 여부, 침해의
특성과 정도, 그리고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500) Coca-Cola Co. v. Snow Crest Beverages, 64 F.Supp. 980 (D.Mass. 1946), aff'd, 162 F.2d 280 (1st Cir. 1947)(피고는 폴라 콜라
(Polar Cola)를 바텐더들에게 판매하였고, 바텐더들은 럼과 콜라의 혼합주를 제조하는데 코카콜라 대신에 폴라콜라를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501) 이와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기관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법
원은 피고가 도메인 네임에서 특정 용어의 사용(여기서는 skunk works)이 침해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여책임을 인정
하는 것은 해당 용어에 대한 모든 사용에 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과 같아 기여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인식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lockheed Martin Corp. v. Network Solutions, Inc., 985 F.Supp. at 965).
502) Habeeba's Dance of the Arts, 430 F.Supp.2d at 714.
503) 같은 취지로, Gucci, 135 F.Supp.2d at 420; fare Deals Ltd. V. World Choice Travel.Com, Inc., 180 F.Supp.2d 678, 690-91 (D. Md.
2001); Lockheed Martin Corp., 985 F.Supp. at 964; Coca-Cola, 64 F.Supp. at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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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서신은 일반적인 요청 서신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더구나 원
고는 5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는 모두 모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것까지
피고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해 법원은 비록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모조된 상품이 판매된 것
은 인정되지만 진품 또한 판매되고 있고, 5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고의 판매 정책이라고
하지만 다른 원고의 공인된 출처를 통해서도 5개 이상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
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인식은 당해 요건을 만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의 침해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Buying Program)를 실시했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거의 대부분의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당해 조사의 실질
적 결과를 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본 조사는 방법적으로 결점이 있고 그 결과 또한 신뢰
성이 약하며, 본 조사에서 나타난 침해의 현황들은 이미 피고가 제거한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법원은 비록 원고의 조사에서 나타난 모조상품의 양은 방대하였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는 모든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
고의 침해 관련 통지 제도를 이용해 수 많은 침해 관련 통보를 해왔고, 일반 구매자들에 의한 항의도 있었
기 때문에, 피고는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법원은 피고가 상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실질
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상기에서 검토된 인식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또 다른 유형의 하나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 고의적 무지(
Willful Blindness)의 문제이다. 피고가 고의적으로 침해의 존재를 무지한 경우 침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에 해당하여 인식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침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곧 피고가 고의로 침해의 존재를 무시한 것과 같아 인식요건
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의적 무지는 잘못된 행동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살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504) 본 사안에서 피고가 침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갖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며, 이에 피고
가 침해 방지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고의적 무지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원고 상표권의 침해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로 해당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조사하고 필터링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 무지에 해당된다라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해 법원은 피고가 추가적인 조치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피고가 구체적
인 침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잠재적 침해를 찾아낼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고의적 무지는 단순한 과실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인지함에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인지를 회피한 경우에 성립한다.505)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고의로 침해에 대한 인식을 회피한 적이

504) Hard Rock Caf, 955 F.2d at 1149; Louis Vuitton, S.A. v. Lee, 875 F.2d 584, 590 (7th Cir. 1989); Monsanto Co. v. Campuzano,
206 F.Supp.2d 1271, 1275 (S.D. Fla. 2002).
505) Nike, Inc. v. Variety Wholesalers, Inc., 274 F.Supp.2d 1352, 1369-70 (S.D. G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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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자신의 웹사이트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침해 방지 관련 시스
템을 마련하고, 침해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조사하고 제거하였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되로라
면 피고는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때에도 잠재적 침해자들을 상대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상표법은 이러한 인식의 요건에 대한 기준을 상기와 같이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다.506) 따라서, 피고는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갖고 있으나, 그러한 침해를 막
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침해 행위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당해 법원은 기여침해의 두번째 요건인 '계속적인 제공'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실 기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인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침해관련 통지 제도를 이용한
경우 피고는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추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
하여 당해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상품(본 사안에서는 서비스)을 계속적으로 제공했는지를 살펴보았
다. 대부분의 법원들은 피고가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더라도 침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한 경우에는 기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507) 원고는 피고가 침해의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인 판매자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였으며, 피고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가 법적으로 불충분함으로 기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해 법원은 피고가 침해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고, 이와 더불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경고하고 거래를 취소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계속적 제공' 요건이 만족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침해관
련 통지를 통해 침해자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판매를 허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침해관련 통지 제도는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피고에게 알리는 제도이지 그 알림이 곧바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자동적이고 영원한 탈퇴를 곧바로 실행할 수는 없으며, 관련 통지를 검토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피고는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침해관련 조치들, 특히 VeRO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해 법원은 상기 조치들이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보호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등의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해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가 상표
권의 침해를 막는데 있어서는 보다 값싸고, 신속하며 효율적일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법에서 이러한 이유
로 피고에게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할 때, 당해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경쟁(unfair competition)

원고는 상표법 제43 조 (a)와 뉴욕주법을 바탕으로, 피고의 불공정 경쟁, 침해 그리고 허위 표현에 대한
506) Hard Rock Caf, 955 F.2d at 1149; Hendrickson v. ebay, Inc., 165 F.Supp.2d 1082, 1095 (C.D. Cal. 2001); Lockheed Martin, 175
F.R.D. at 646.
507) Procter & Gamble v. Haugen, 317 F.3d 1121, 1129-30 (10th Cir. 2003); AT & T v. Winback & Conserve Program, 42 F.3d 1421,
1433 n. 14 (3d Ci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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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상표법 제43조 (a)(1)(A)하에서의 불공정 경쟁과 허위 출처의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서는 유효한 상표가 존재하고, 피고의 행동이 공중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508) 또한, 원고
의 상표법 제43조 (a)에 의한 주장은 연방법에 의한 침해의 주장과 동일한 법적 분석에 의해 검토되어진
다.509) 따라서, 원고는 직접침해와 기여침해를 모두 입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43조(a)에 의한 것도
실패한 것과 같다. 다음으로, 뉴욕주법에서의 침해와 불공정 경쟁은 연방법과 거의 유사하나, 피고의 악의
(bad faith)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10) 본 사안에서, 원고는 연방법에 의한 입증에도 실패하였
기 때문에 요건이 더욱 강한 주법상의 입증도 당연히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당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침해 게시물을 제거하고 침해를 막기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4)

광고(false advertising)

원고는 피고가 원고 상품과 관련된 광고를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것과, 인터넷 서치 엔진으로부터
원고의 상표에 대한 키워드 광고를 구입한 것이 상표법 43(a)(1)(B)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표법
은 분명하게 잘못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511) 상표법하에서 허위 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광고가 전적으로 거짓이라거나 비록 광고는 사실이나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시
킬 수 있다라는 것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512) 또한,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경
우에는 전달되는 내용의 핵심에 의해 판단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오인, 혼동에 의한 허위 광고는 외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513) 먼저, 피고의 웹사이트내에서 원고의 진짜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
에, 피고의 광고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그 광고는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하게 함으로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당해 법원은 피고의 광고에
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되고, 피고가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광고가 거짓인 결과는 개인 판매자들의 책임이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의 광고
가 허위 광고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08)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Marvel Enterprises, Inc., 220 F.Supp.2d 289, 290 (S.D.N.Y. 2002).
509) Starbucks Corp. v. Wolfe's Borough Coffee, Inc., No. 01 Civ. 5981(LTS)(THK), 2004 WL 2158120, at *4 (S.D.N.Y. Sept. 28,
2004).
510) Omicron Capital, LLC v. Omicron Capital, LLC, 433 F.Supp.2d 382, 395 (S.D.N.Y. 2006); Lorillard Tobacco Co. v. Jamelis
Grocery, Inc., 378 F.Supp.2d 448, 456 (S.D.N.Y. 2005); Saratoga Vichy Spring Co., Inc. v. Lehman, 625 F.2d 1037, 1044 (2d Cir.
1980).
511) 15 U.S.C. 1125(a)(1)(B)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word, term,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any false designation of origin,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or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which ... 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geographic origin of his or her or another person's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or she is or is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act.).
512) Johnson & Johnson Merck Consumer Pharm. Co. v. Smithkline Beecham Corp., 960 F.2d 294, 297 (2d Cir. 1992); Nat'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05 F.3d 841, 855 (2d Cir. 1997); McNeil-PPC, Inc. v. Pfizer Inc., 351 F.Supp.2d 226, 248 (S.D.N.Y. 2005).
513) Time Warner Cable, Inc. v. DIRECTV, Inc., 497 F.3d 144, 154 (2d Cir. 2007); Johnson & Johnson Merck, 960 F.2d at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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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달리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광
고가 전적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피고의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에서 오인, 혼동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원인 3가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원심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보호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공정이용이 오인된 광고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원심법원은 피고가 침해에 대
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위 광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기여책임을
지는 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 광고가 오인을 유발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마지막으로, 허위 광고가 거짓인 경우는 개인 판매자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원고
의 직접 침해 주장과 관련되며, 여기서의 허위광고 인정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
서, 원심에서 인정된 허위 광고에 대한 3가지 항변은 인정될 수 없고, 피고가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거나 혼
동시켰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온라인 광고자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광고를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법은 특히, 침해의 상당
부분이 침해인 경우에,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모든 상품이 진품인 것을 암시하는 광고를 인정할 수
는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이 인정한 허위 광고의 문제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였다.

(5)

희석화(trademark dilution)

원고는 또한 상표법과 뉴욕주법에 의할 때 피고의 행동은 원고 상표를 희석시켜 그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그동안 쌓아온 상표의 식별력
(distinctiveness)을 감소시키고(dilution by blurring), 원고의 명성에 해를 끼쳐(dilution by tarnishment) 상
표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표의 희석화 이론은 상표의 불법적 사용을 통해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적용되며,514) 그리하여 상표 희석화 방지법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훼손
에 대하여 보호를 인정한다.515) 또한, 상표 희석화는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보다 그 범위가 더 넓고 다루기
힘든 문제로 여겨진다.516) 먼저, 당해 법원은 선결문제로서 본 사건에 어떠한 연방 희석화 방지법이 적용
되는지를 고려해야 했다. 원고는 연방 상표 희석화 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FTDA
))517) 하에서 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후 의회는 상표 희석화 방지 개정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TDRA))518)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의회는 FTDA에서 요구하던 실질적 희
석의 요건을 삭제하고, 희석의 가능성 요건에 대한 기준을 더욱 완화시켰다. 또한, 한 연방법원은 TDRA
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사건에도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금지명령(injuctive relief)을 청
구한 경우에는 TDRA가 소급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519) 따라서, 본 소송에서는 원고가 금지명령
514) Hormel Foods Corp. v. Jim Henson Prods., 73 F.3d 497, 506 (2d Cir. 1996).
515) Allied Maintenance Corp. v. Allied Mechanical Trades, Inc., 42 N.Y.2d 538, 544, 399 N.Y.S.2d 628, 369 N.E.2d 1162 (1977).
516)
희석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표침해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비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지
만, 상표희석은 혼동이나 상품의 유사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 U.S.C. 1125(c)(1)).
517) 15 U.S.C. 1125(c) (2004).
518) 15 U.S.C. 1125(c)(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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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기 때문에 TDRA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원고는 실질적 희석의 요건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 TDRA 하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1) 원고의 상표가 저명하고, (2) 피고
가 상업적으로 당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3) 피고의 사용이 당해 상표가 저명해진 후에 이루어
져야 하고, (4) 피고의 사용이 식별력 감소에 의한 희석이나 피고 상표의 명성을 훼손하는 희석을 유발함
을 보여야 한다.520) 또한, 당해 법원은 원고의 주법을 바탕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비록 주법이 연방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들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당해 법원은
상표 희석화의 첫번째와 세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서
만 판단하였다.
먼저, 당해 법원은 식별력 감소에 의한 희석에 대해 검토하였다.

521)TDRA는

식별력 감소에 의한 희석은

어떤 표장이나 상품명과 유명 상표간의 유사성에 의해 유발되는 연관성이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훼손시
킬 때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식별력 감소에 의한 희석은 피고가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
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가 당해 상품에 대한 유일한 표지로서의
능력을 잃을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한다.522)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상표의 희석은 피고가 원고와의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표를 사용할 때 발생하고,523) 이러한 원고상표의 사용
은 유일한 출처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구분하는 유명 상표의 능력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킨다. 당해 법원
은 이러한 예로써, Dupont shoes, Buick aspirin, Kodak pianos 그리고 Bulova gowns을 들고, TDRA는
이처럼 많이 비유사한 상품에 주로 적용됨을 보였다. 그리하여 비록 Kodak pianos와 Kodak film이 혼동
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피아노에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름에 대한 표장으로서의 효율성을 희석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가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알리기
위해 원고의 상표를 확실히 사용했지만, 피고는 피고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상표를 사
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상품과의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
신에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진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광고하고 알리기 위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비록 원고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개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상표 희석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침해를 통보한 경우 해당 게시를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한
선의의 피고에게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당해 법원은 피고의 원고 상표 사용에 대한 식별력의 감
소에 대한 희석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원고 상표의 명성을 훼손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희석은 어떤 표장이나 상품명과 유명 표장 사이
의 유사성으로부터 유발되는 연관성이 유명상표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경우에 발생한다.524) 상표는 조잡한

519) Starbucks Corp. v. Wolfe's Borough Coffee, Inc., 477 F.3d 765, 766 (2d Cir. 2007).
520) Supra note 43.
521) 15 U.S.C. 1125(c)(2)(B) (2006).
522) Deere & Co. v. MTD Products, Inc. 41 F.3d 39, 43 (2d Cir. 1994); New York Stock Exchange, Inc. v. New York, New York
Hotel LLC, 293 F.3d 550, 558 (C.A.2 (N.Y.) 2002); Nabisco, Inc. v. PF Brands, Inc., 191 F.3d 208, 215 (C.A.2 (N.Y.) 1999).
523) Deere & Co., 41 F.3d at 43.
524) 15 U.S.C. 1125(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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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관련되어져 있다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불미스러운 것으로 그려져, 그 결과로 일반 공중이
원고와는 관련없는 상품과 피고의 저급한 상품과 연관시킬 때 훼손될 수 있다.525) 또한, 상표는 피고의 상
품에 대한 건전한 표시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할 때 훼손된다.526) 사실, 손상의 불가결한 요소는 원고의 상
표가 피고의 사용을 통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연관으로 발생되는 문제이다.527) 본 사건에서는 식별력 감소
에 의한 희석의 경우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상품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는 단지 원고의
상품을 개인 판매자들에 의해 구매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상품에서의 상표 사용은
가짜 원고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는 상표에 대한 명성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는 상표의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였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 상표 사용이 상표의 명성을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당해 법원은 또한 상표 희석화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공정이용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TDRA는 상표 희
석화 주장에 대하여 공정이용으로서 항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528) 한 선례에서는 단순히 상표권자
의 상품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사용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 희석화 방지법
적용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529) 또 다른 선례에서는 피고의 원고 상표 사용은 비
교광고를 위한 사용으로서 소비자들에게 경쟁 상품들의 장점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줄 뿐 판매력을 훼손시킬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표 희석화 책임을 부정한 적이 있다.530) 동일한 원칙하에서, 당해 법원
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피고의 원고 상표 사용이 상표 희석화 방지법의 공정이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첫째, 피고의 원고 상표에 대한 홍보적 사용은 공정이용에 보호되며, 둘째, 당해
사용이 원고상품이 피고를 통해 구매가능한 것을 알리는 것일 뿐 피고의 상품 출처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셋째, 당해 사용이 비교 광고와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광고에서의 장점인 소비자들에게 가격과 원고
디자인의 효용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당해 법원은 비록 원고가 상표 희석화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상표 희석화 방지법에 의해 규정된 공정이용에 의해 금지됨을 명백히 하였다.

(6)

기여적 희석화(contributory dilution)

마지막으로, 원고는 직접적인 상표 희석화 주장과 더불어, 피고의 상표 사용은 상표가 희석되는데 있어
기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해 법원은 상표의 기여적 희석화에 대한 문제
는 새롭게 제기되는 신개념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기여적 희석화에 대한 문제를 취급했던 한 선례531)를
525) Deere & Co., 41 F.3d at 43.
526) Id.; GTFM, Inc. v. Solid Clothing, Inc., 215 F.Supp.2d 273, 301 (S.D.N.Y. 2002); Toys R Us, Inc. v. Feinberg, 26 F.Supp.2d 639,
644 (S.D.N.Y. 1998), rev'd on other grounds, 201 F.3d 432 (2d Cir. 1999).
527) Hormel Foods Corp. v. Jim Henson Productions, Inc., 73 F.3d 497, 507 (C.A.2 (N.Y.) 1996).
528) 15 U.S.C. 1125(c)(3)(A)(i) (Any fair use, including a nominative or descriptive fair use, or facilitation of such fair use, of a
famous mark by another person other than as a designation of source for the person's own goods or services, including use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or promotion that permits consumers to compare goods or services.)
529) Playboy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es, 279 F.3d 796, 806 (C.A.9 (Cal.) 2002).
530) Toni & Guy (USA) Ltd. V. Nature's Therapy, Inc., No. 03 CV 2420(RMB), 2006 U.S. Dist. LEXIS 25291, at *40, 2006 WL
1153354, at *6 (S.D.N.Y. May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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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적 희석화를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희석시키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당해 법원은 비
록 기여적 희석화 주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기여침해에서와의 같은 이유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532) 당해 법원은 피고가 판매자들에 의한 상표권 침해와 희석화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식
만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당해 침해와 희석화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상표를 희석시키도록 부추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당해 법원
은 상표권 침해 관련 통지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침해나 희석화를 알린 경우에도 피고가 침해의심 관
련 게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확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는 판매자들
에 의해 이루어진 기만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기여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미국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전쟁은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내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침해를 막기 위한 피고의 사전․사후의 노력이 적절하여 여러 가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들을 면할 수
있었다. 본 사건은 또한 자율 경쟁 시장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향을 그대로 나타낸 사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우선 상표권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2차적 시장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다른 법과 달리 좁게 봄으로써 그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상표권 보호에 대한 부담은 다른 사람이 아닌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표명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상표법에서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1) 상표권 확장의 제한 - 2차적 마켓의 보호
인터넷과 전자 정보 매체들의 발전은 상표권 침해를 예전에 비해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은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상표권 침해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상표권자들은 더욱 강력한 상표보호
를 주장하고 있고, 특히 오픈마켓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요구하
고, 마켓의 운영자에게는 상표권 침해를 막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의무를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 위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고가 소송전에 피고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더불어 피고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한 판매를 막

531) Lockheed Martin, 194 F.3d at 986 (
희석화에 대한 확립된 원칙을 어떠한 항소 법원이나 법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기여적
희석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희석시키도록 권유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532) 기여적 희석화는 기여침해보다 표장에 대한 손실을 훨씬 더 감지하기 힘들고 모호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여적 희석
화는 기여침해보다 더 제한적인 요건에 의해 판단되어져야만 한다(Lockheed Martin, 175 F.R.D. at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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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상표권을 지나치게 확대
되고 만들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에 대
해 미국 상표법은 비록 강력한 상표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상표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는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고, 자율 경쟁 시장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의 확대는 주로 2차적 마켓에서의 판매에 대한 제한 또는 금
지에 의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상표법은 비록 상표권자가 공인하지 않은 자에 의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정한 상표를 부착한 진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533)
오픈마켓에서의 판매 중 많은 부분은 공인되지 않은 출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판매로 인해 상표권
자들은 자신의 공인된 판매처에서 판매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상표권자는 오픈마
켓에서의 진품과 가품 모두의 판매를 금지시키길 원한다. 그러나 상표법은 가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금지하
고 있지만,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합법적인 2차적 시장의 성장을 도모해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들어 진
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있다.534) 이에 더불어 진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변경하지 않고 재판매하거나 중고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535) 일반 공중을 기만하지 않거나 상표권자
의 신용을 해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상품을 재포장하는 경우,536) 그리고 상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537)
이와 같이, 미국 상표법은 상표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표권
을 침해하는 가짜 상품의 판매가 아닌 한 상품 판매의 촉진 및 시장 유통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래라
면 그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위의 소송에서도 당해 법원은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특히 5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전부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앞으로의 침해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해 법원은 상표권이 진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요구를 인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진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시장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존중 측면에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은 상표권의 확대를 제한하게 하고, 2차적 마켓으로서의 오픈마켓을 보호하는 계
기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운영자의 책임 범위

일반적으로,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표권을 직접 침해한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그 효율성을 잃어
533) Polymer Tech. Corp. v. Mimran, 975 F.2d 58, 61-62 (2d Cir. 1992).
534) Dow Jones & Co. v. Int'l Sec. Exch., Inc., 451 F.3d 295, 308 (2d Cir. 2006) (
관련 영역에서 상표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권리는 거래자가 상표권자와의 관련을 암시함으로써 혼동을 유발하지 않는 한, 진정상품을 거래하는 자에
게 당해 상표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535) Prestonettes, Inc. v. Coty, 264 U.S. 359 (1924); Champion Spark Plug Co. v. Sanders, 331 U.S. 125 (1947).
536) Prestonettes, 264 U.S. at 368.
537) Champion, 331 U.S. at 130.

- 144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동향 145
있다. 특히, 인터넷 마켓에서는 직접 침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상표권자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향후에 발생되는 침해를 효
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해당 인터넷 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리
하여, 본 소송과 같이 상표권자가 해당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각종 책임의 원인들을 주장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유형은 크게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직접
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와 간접적인 책임을 묻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 대하여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상품을 직접 보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단지 상품 거래를
위한 장을 제공할 뿐이다. 그리하여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직접침해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상표
사용에 의한 출처의 혼동은 성립되기 어렵다. 만일 운영자들의 사용이 이러한 혼동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안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는 상품이용 가능성을 알리는 광고로서의 사용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
능성이 높다. 더구나 현재까지 온라인 운영자의 상표권 직접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 이용자에게 직접침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진다.538)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상표권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인정해왔으며, 상표권자들의 대부분은
오픈마켓 운영자를 상대로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곤 하였다. 상표법하에서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대위책임과 기여책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
자(오픈마켓의 운영자)간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가간의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이나 고용주와 종업원과 같이 상당히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나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와 같은 계약적 관계는 대위
책임에서 요구하는 밀접한 관계를 만족하지 못한다.539) 다음으로 상표권자는 대위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간접침해자가 당해 침해로부터 분명하고 직접적인 이득(obvious and direct financial benefit)을 얻었음
을 입증해야 한다. 예로서 벼룩시장에서의 가짜 티셔츠 상품을 판매한데 대하여 벼룩시장 운영자는 개인
판매상들에게 일정액의 자리 대여료를 받고 소비자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였을 뿐 상품의 판매에 대한
이익금은 받지 않았다.540) 이 경우, 상품 판매에 대한 이익금이나 지분 등이 침해로부터 발생되는 분명하
고 직접적인 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표법상의 대위책임을 살펴볼 때, 다른 법, 특히 저작권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기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541)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성
립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표권자는 간접침해자가 상표권 침해의 발생 사실을 알거나 알

538)
침해에 대하여 상표법보다는 보다 넓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법하에서도 단 한번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을 뿐(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839 F.Supp. 1552 (M.D. Fla. 1993).), 그 후로 온라인 운영자등에게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539) Mini Maid Servs. Co. v. Maid Brigade Sys., Inc., 967 F.2d 1516, 1519 (11th Cir. 1992); Oberlin v. Marlin Am. Corp., 596 F.2d
1322, 1327 (7th Cir. 1979).
540) Hard Rock Caf Licensing Corp. v. Concession Services, 955 F.2d 1143 (7th Cir. 1992).
541) 저작권법에서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독립적인 계약자간에도 대위책임을 인정하며, 침해로 인
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이득에 대해서도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등, 그 적용의 범위가 상표법에 비해 상당히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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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침해에 대한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542) 단순히 침해가 발생
하고 있다거나 침해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
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기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침해자가 직접짐해자를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일을 하는 자는 직접침해자를 직접적으
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침해자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준 것에 대하여
기여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543) 이러한 상표법상의 기여책임 또한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그 요건이 상
당히 엄격하고 쉽게 기여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44)
상기와 같이 상표법이 저작권법에 비해 간접책임에 대한 범위를 좁게 보고 그 인정에 있어 제한적인 이유
는 각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기원과 보호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저작권법이
그 기원을 헌법에 규정에 두고 있는 반면,545) 상표법은 제정법의 산물로서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546)
그리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력하고 상표법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권
법은 저작물이 모방이 아닌 한, 모든 복제에 대하여 넓은 권리를 보호하지만,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많은 경우에 비침해적 사용이 인정된다.547) 그리고 저작물은 일반 공중의 인식에 관계없이 모
든 복제나 부적절한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지만, 상표는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락되
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이유들이 상표법과 저작권법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접책임 범위의 차이를 적
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상표법에서의 간접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사건도 이와 같은 상표법의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상표법과 법원들이 상표제도를 자율경쟁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간접책임, 특히 오픈마켓 운영자의 간접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제한적인 요건을 인식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상표 보호에 대한 노력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본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오픈마켓에서 누가 상표 보호에 대한 부담
을 지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 보호에 대한 의무를 얼마만큼 지어야 하는
지가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표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오픈마켓 운영자는 타인의 이
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주도적으로 상표 보호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548) 하
542)
, 간접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유인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성립된다.
543) Lockheed Martin Corp., 194 F.3d at 985.
544) 저작권법에서의 기여책임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해당 침해에 대하여 상당히 기여 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하지
만, 그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표법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다. 일례로, P2P사이트의 운영자는 비록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식하
고는 있었지만, 어떠한 저작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도 없었고, 단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뿐, 직접적인 제어나 감시가 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129 S.Ct.
2764).
545) U.S. Const. art. I, 8, cl. 8.
546) Trademark Act of 1946 (Lanham Act), Pub. L. No. 79-489, 60 Stat. 427 (1946) (codified at 15 U.S.C.
1051-1127 (2006)).
547) Lockheed Martin Corp., 985 F.Supp. at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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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상표권자보다 간접침해자인 운영자가 보다 싸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상표권의 침해를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상표권자들은 운영자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상표권자보다는 운영자들이 상표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표법은 상표권 보호의 책임을 전
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학자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고 있다.549)
그러나, 비록 상표권자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주된 주체이어야 하지만, 오픈마켓 운영자 또한 상표권 침해
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표권 보호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소송에서도 보듯이,
피고는 상표권의 침해에 대응하고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상표권
침해를 검색하고 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조
치들은 상표권 보호에 대한 노력으로 비추어져 피고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피고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고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
키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 소송의 피고인 eBay와 같이, 많은 다른 오픈마켓 운영자들도 상표권 침
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닷컴
(Amazon.com)은 제삼자 판매자들에 의한 거래에서는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비
록 상표권자들이 침해를 통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들에 의한 피드백을 이용하
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불법 상품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음을 포함하는 금지 물품 가이드(Prohibited
Content Guide)를 제공한다. 또한,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야후(yahoo!)는 이용자들
이 상품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제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eighborhood Watch Program을 개발
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품을 경매하는 자에게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은행에 의한 주소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유비드(uBid)는 자신에 의한 판매와 자신의 프로그램(uBid
Certified Merchant program)에 의하여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공인된 판매자들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유비드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의 상품을 무작위로 구매하여 진품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모
니터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에
이를 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위의 예들에서의 모든 오픈마켓
운영자는 상표권 침해가 해당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경우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 정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표법의 경향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나 항시적인 감시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상표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게시
등을 삭제하는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듯하다.
548) MDT Corp. v. New York Stock Exch., 858 F.Supp. 1028, 1034 (C.D. Cal. 1994) (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감시하여야만 한다.); Hard Rock Caf, 955 F.2d at 1149 (피고들은 원고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원고보다 더 당해 상표를 보호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549) 2 J.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11:91 (4th e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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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따라서 오픈
마켓 운영자들은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전히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 방법들이 제기되곤 한다. 먼저, 제기된 해결방법들 중
하나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그의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감시하는 것을 책임지는 중재 책임의 구조를 확립하
자는 것이다.550) 이러한 제안은 운영자가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오픈
마켓 운영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당해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제기된 제안은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551)과 같이 디지털 안전 지대(a digital safe harbor)를 마
련하는 입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552) 상표법상에서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면,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책임
을 면하기 위하여 본 소송의 피고가 마련해 두었던 VeRO 프로그램과 같은 보고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고,
상표권자들은 침해를 묻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상표권 침해를 당해 운영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상표권자와 오픈마켓 운영자들간에 침해를 발견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 침해에 대한 책임
을 분명하게 하고, 상표권자와 당해 운영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553) 그러
나, 상표법의 오픈마켓 운영자들에 대한 책임 인정 경향을 볼 때,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표권자는 상표권 보호를 위
한 전문가를 고용하고, 온라인상에서 상표권 침해를 발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법적 전
문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554)

5.

판례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
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550) Ronald J. Mann & Seth R. Belzeley, The Promise of Internet Intermediary Liability, 47 Wm.
& Mary L. Rev. 239 (2005).
551) 17 U.S.C. 512(c)(1) (1999) (DMCA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당해 침해물의 게시를 내린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52) Fara S. Sunderji, Protecting Online Auction Sites From the Contributory Trademark Liability Storm: A Legislative Solution to the
Tiffany Inc. v. eBay Inc. Problem, 74 Fordham L. Rev. 909, 941 (2005).
553) 상표 위조 방지법(Trademark Counterfeiting Act, TCA)과 같은 형법이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종합 지식재산 보호법(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2005, IPPA)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상표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
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554) Emily Favre, Online Auction Houses: How Trademark Owners Protect Brand Integrity Against Counterfeiting, 15 J.L. & Pol'y 165,
205-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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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노끼 사건

(1) 사실개요
히노끼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1901 결정)은 “히노끼 system”이라는 상표의 모발
제품(샴푸, 컨디셔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
매하는 자에 대해 제품판매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G마켓, 옥션, 인터파크)을 통해 판매가 계속되
자 오픈마켓을 상대로 상표권침해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구한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픈마켓에 대해 상표권침해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논거로는, 먼저 협
의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픈마켓과 판매자 사이에는 객관적 행위공동성을 인정할 만큼 “직접적이
고 밀접하게 기여하였다거나 그 침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2항의 의무 외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오픈마켓을 스스로 제공하고 관리·
지배하며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등을 수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상표권 침해행
위를 방지하고 중단해야 할 법령상,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상표권자가 지목한 판매자에 한하
여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였을 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관한
다른 판매정보에 대하여는 검색기능을 통해 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필요하고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87514 판결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통신판매업자의 상표권을 침해와 상품주제혼동행위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K2 사건

(1) 사실개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K2"라는 등산용품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한 등산용품을 판
매하는 오픈마켓(인터파크)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함)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대한 공동으로 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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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 공방을 거
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그런데 인터파크는 개별 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으
며, 그 서비스를 통하여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를 포함한 표시를 사용해 케이투 제품이 아닌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이에 대하여 케이투는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이유로 ‘K2’ 마크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를 케이투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혼동조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를 차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6년 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다. 인터파크는 자
신들은 거래 공간을 제공할 뿐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며 신고가 있
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답했고 작년과 올해 케이투의 요청에 따라 ‘K2’나 ‘K-2’ 표시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그런데, 케이투는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단

법원은 먼저 “K2”표장이 국내에서 주지한 상품표지라고 판단하고, 오픈마켓이 판매한 상품의 표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
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판매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담행위는 피고가 오픈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본질적인 시설제공행위 내지는 영업행위여서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판매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의
오픈마켓(인터파크)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행위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K2 표장과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판매자들의 부정경
쟁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판매자들의 부정경쟁행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판매자들과 공동으로 부정
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부정경쟁행
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오픈마켓 운영자인 피고가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의 약관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품판매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결정되고 피고(오픈
마켓)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
급받을 뿐이다”라고 하여 오픈마켓의 행위는 판매자들과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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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논의의 핵심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먼저 “K2”상품표지가 유사상표
와의 오랜 법정다툼이 존재하였고 그 결과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8년 9월 대법
원이 이 상표가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원고가
“K2”와 유사한 상표의 물품을 판매하지 말고 그 판매자에 대한 아이디를 차단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
피고는 그 상품의 판매중단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대법원 판결이후 2008년 10월 이후 피고의 오픈마켓에
서 판매되는 K2나 K-2를 포함한 표지를 사용하는 등산화 등 상품을 검색하여 판매금지조치를 취했으나 새
로이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오픈마켓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i) 전소법 제20조를 들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재화 등을 판매에 관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면 판
매한 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ii) 오픈마켓은 판매
되는 물품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고 침해가능성 내지 개연성만으로 부정경쟁행위
를 방지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555) (iii)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것을 운
영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침해행위의 발생 내지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침해방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의 방조책임을 부정하였다. (i) 오픈마켓은 이 사건
표장이나 ‘K2’, ‘K-2’를 포함한 표장들을 사용한 상품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인 수단을 가
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상품의 등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ii) 오픈마켓은 지리적 명칭인
‘K2’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 및 식별력, 표장의 유사성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오랜 법적 분쟁
에서 법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으며, 유사표장들도 모두 등록상표이므로 그것이 부정경
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오픈마켓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iii) 그러므로 원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
정경쟁행위임을 알 수 있지만, 특정하지 아니한 그 표지를 포함한 상품판매행위 전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부정하였다.

. Adidas 사건

(1) 사실관계
‘아디다스’ 또는 ‘adidas’라는 상표로 각종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악티
555) “
판매되는 상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침해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만을 들어 오픈마켓 운
영자에 대해 판매자의 상품의 등록·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일일이 검색하여 미리 삭제하는 등과 같이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행해야 할 권리를 스스로 방어할 책임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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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서 국내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용사용권자는
‘www.gmarket.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2005년경부터
주기적으로 위조품을 검색해 그 목록을 통보하면서 향후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오픈마켓 운영자는 마지못해 판매자의 등록계정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
로 일관하였을 뿐, 신청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신청인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 목적으로 게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조품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자등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행위는 쇼핑몰에
서의 위조품 유통을 방지할 법령상, 조리상 의무에 위반하여 개별 판매자의 위조품 판매를 방조하는 행위
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 전부
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고 개별 거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는 개별 판매자들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오픈마켓 운영자
에게 개별 거래를 감시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위조품 거래가 있더라도 이는 개별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할 뿐이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신청인들이 위조품으로 특정하여
신고한 상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오픈마켓의 특성상 부득이한 부분이므로, 이
를 근거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556)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률상 작위의무와 계약상의 작위의무에 대해서
는 법률상 근거 없음과 약관 내용이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업자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할 조리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ㆍ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monitoring), 포괄적ㆍ사전
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filtering),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에서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556)

2010. 5. 10. 2009라1941 결정 -대법원 계류.

- 152 -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및 제한에 관한 동향 153
드러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판매자가 더 이상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 우리나라 판례의 평가

(1) 전소법 제20조의 적용여부
전소법 제20조의 연대책임과 면책규정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 히노끼사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K2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전소법 제20조의 연대책임과 면책규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전소법 제20조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K2사건에서는 전소법 제20조를 오
픈마켓의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을 부인하는 하나의 전제사실로 명시하고 있다.
K2사건에서는 전소법 제20조가 판매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오픈마켓에게 판매자의 침
해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하나의 전제사실로 하였다. 학설상으로는 전소법 제20조
는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
다.557) 그러나 전소법 제20조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거
나 면책을 하는 것이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 아닌 상표권자 등 제3자에게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부담하
는 책임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K2사건에서 전소법 제20조를 언급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558)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여부
오픈마켓의 판매자의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히노끼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사생활 침해 또는 명
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오
픈마켓 운영자의 작위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K2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관한 언급
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559)
그러나 법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ㆍ제1항 소정의 “타인의 권리”는 사생활보
호권 또는 명예 및 이와 유사한 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상표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오픈마켓 운영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

「

」

,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2권 1호, 부
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7면 이하.
558)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199-201면.
559)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설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동
조항이 등장한 것이 2007년 1월 26일 개정이후이고 기존의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
으로 추측된다.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202면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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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3)

주의의무 인정 여부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는가에 대
해서 두 판례는 서로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히노끼사건의 경우에는 전술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 제2항을 근거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침해행위 방지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K2사건에서는 전소법 제20조 등을 들어 침해행위 방지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판매자의 침
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침해행위를 방지
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방지의무가 존재할 뿐이라고 예외적
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didas 사건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일반
적․포괄적으로 방지할 조리상 작위의무는 없지만,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 ․ 구체적으로 방지할 조
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먼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으로부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일
반적 주의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존재한
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통신판매중개자가 권리
침해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통상의 일반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
면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히노끼사건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은, ①침해행위를
인식하면 그 판매정보를 삭제하거나 동일한 다른 판매정보에 대해서도 검색을 통해 추가적인 접근을 차단
하는 조치, ② 해당 판매정보가 다시 게시되지 않도록 할 필요하고 가능한 기술적 조치의 두 가지이다. 그
러나 법원은 K2사건에서는 “상품판매행위 전부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경쟁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까지 판매중지조치 등 부정경쟁행위의 방
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오로지 부정경쟁행위라고 상품
번호, 판매자 등을 특정하여 요청받은 정보에 대해서 상품판매중지를 취하는 것만이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
이라고 좁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에서 차지하는 계약과정에서의 비중이나
기술적 능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내
용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560)
한편, 법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는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①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상
품은 즉시 상품목록에서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며, ② 상표권자로부터 소명자료와 함께 위조상품

560)

, 앞의 논문(주 1),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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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그 판매를 중지시키고, 판매자에게 일정기간 안에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상품이 위조상품임이 확인되거나 판매자가 그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
를 금지하고 상품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③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상품의 판매자와 상품의 진정성에 대
한 소명을 거부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 앞으로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등록 전에 상품의 진정성을 소
명하도록 하거나, ㉡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 상품 또는 그 상품이 속하는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 그
판매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그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상시 감시하거나, ㉣ 경우
에 따라서는 그 판매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그 판매자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계속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개별적ㆍ구체적 방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판시하였다.

. 소결

통신판매중개자는 일종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게시판 운영자나 P2P서비스
운영자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자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즉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타인이 주도적으로 권리침해정보를 업로드 하는 경우 서
비스운영자가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
다. 특히, 오픈마켓은 불법적인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
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라
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웹스토리지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결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웹스토리지 운영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불법도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법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통신판매중개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이면서 불법도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
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스토리지사건과 마찬가지로 히노끼사건에서도 밝혔듯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권리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고, 침해사실을 고지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행위를 넘어 그에 해당하는 판매정보가 담긴 상품에 대해 검색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침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대신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2 제3항에 의거한 임시조치(notice and takedown)를 할 수 있다.561) 또 고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라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P2P처럼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방지의무는 부과되지 않

「

」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2009),

561)
25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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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62) 즉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ㆍ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monitoring),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filtering),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
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 아디다스의 사건에서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562)

, 앞의 논문(주 1), 205-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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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1.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침해방지의무

운영자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게시판 운영자나 P2P서비스
운영자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자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타인이 주도적으로 권리침해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에 서비
스운영자가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위조상품 판매 방지 의무에 따른 조치의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운영
자, P2P운영자, 검색사이트운영자 및 웹스토리지 운영자의 침해방지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 검토는 상당
한 의미를 갖는다.563)
이른바 칵테일사건에서는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들이 이용자
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나 권리자로부터의 고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564) 그
러나 게시판 운영자와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능이나 역할에서 매우 상이하다. 특히 무상으로 인터넷공간에
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그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게시판 운영
자와는 달리 오픈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자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 나아가 통신판매의 거래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면책범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565)
한편,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슈퍼피어(super-peer)방식의 ‘소리바다3’사건566)에서는 온라인서비
스제공자 면책규정에 대해 경고문 게시 외에는 침해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다양한 형태의 DRM
기술의 발달로 P2P방식의 파일교환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보호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
며, 공유를 억제하는 취지의 기술을 스스로 제안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어 면책주장을 수용하지 않았
다.567) 당시의 구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을 마치 전소법 제20조와 유사
하게 두고 있었으나, 법원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면책을 인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소리바다5’사건에서는 심지어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완벽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
563)
, 앞의 논문(주 1), 205면 이하 참조.
564) 서울지방법원 1999. 12. 3. 98가합111554 판결.
565) 따라서 K2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의 부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오병철, 앞의 논
문(주 1), 205-206면.
5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9. 2004카합3491 결정.
567) 오병철 집필부분, “슈퍼피어(super-peer)방식의 P2P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의 방조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
법판례백선(I) , 박영사, 2006, 539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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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주의의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P2P운영자와 오픈마켓 운영자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지만, 현
실적인 역할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공유가 만연한 P2P서비스와는 달리, 오픈
마켓서비스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있다. 따라서 P2P운영자와 동일한 관점에서, 오
픈마켓 운영자에 대해서 완벽한 수준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통제할 주의의
무를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568)
검색사이트에서도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제공형 알선자의 경
우에는 검색사이트 운영자와 유사하게 권리침해를 방지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거래관여형 알선자인 오픈마켓에게는 단순한 정보제공형 알선
자 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P2P서비스가 사실상 활동이 중지됨으로써 저작물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결정에서는 히노끼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을 들어 저작권침해 불법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노력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였다.569) 나아가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은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가 이른
바 불법도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웹스토리지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결정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에 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
하면 오픈마켓은 불법적인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시판 운영자
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자이기 때문
이다. 웹스토리지 운영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불법도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법이 일어날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통신판매중개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면서 불법도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침해사실을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행위를 넘어 그에 해당하는 판매정보가 담긴 상품에 대해 검색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
지 부담하되, P2P처럼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방
지의무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70)

2.

입장571)

568)
, 앞의 논문(주 1), 206-207면.
5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 2008카합968 결정.
570) 오병철, 앞의 논문(주 1), 208-209면.
571) 이하의 내용은, 본연구기관이 주최한 제1회 상표포럼(2010.4)에서 연구책임자가 발표한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문제”에 대해
서 지정토론한 이덕재 변리사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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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 판매에 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방조책임 유무

운영자는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위조상품 거래의 성사여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쇼핑몰 운영자로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본인이고, 거래를 증진시켜 수
익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인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법 2009카합653 결정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i) 판매자 및
상품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ii) 판매자가 오픈마켓을 위조상품의 유통경로로 삼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iii) 위조품 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이는 상표권자의 손해를 전제로 한 불법적 이득인 점, (iv) 효율적으로 위조품이 단속될 수 있도록 쇼핑몰
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운영자에게 관리의무(방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지속적인 상표권자들의 제보와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이 만연하고 있는 오픈마
켓의 운영 실정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이 공평과 정의의 관념상 또는 조리상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품 판매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오픈마켓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위조상품판
매를 실효성 있게 근절하여 구매자들과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오픈마켓이 자주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획상품판매전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직
접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고물량을 체크하며 예상 구매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기획상품전을 안내까지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거래관여의 정도에 따라 방조책임을 넘어 공
동불법행위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오픈마켓 운영자의 위조상품 판매 방지의무에 따른 조치의 범위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위조상품 거래의 성사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운영자가 쇼핑몰
에 판매등록할 모든 상품을 사전에 완벽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위조상품이 아예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오픈마켓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와 같이 상표권자가 모니터링을
하여 운영자에게 위조상품을 통지하면 일정기간 후에 판매자의 ID를 정지하는 조치만으로 운영자의 의무
를 다 했다고 한다면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자들과 수요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픈마켓에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는 오픈마켓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조품 판매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다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는 오픈마켓의 운영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서울중
앙지법 2009카합653 결정은 필요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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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삭제

(1)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상품은 신속히 판매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
되는 것으로 통보 받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 목록에 관하여도 위조여
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적정한 운영시스템의 구축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저지하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유명상표의 의류나 장신구 등 위조가 빈번한 상품군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예를 들
어, 특정 상표의 상품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을 추가하게 하고, 특히 신품의 경우에는
정상품임을 입증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3) 위조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관리
등록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히 대량거래자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
록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
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다.

(4)

상표의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특정 상표의 위조품이 운영자의 등록통제, 삭제조치 등 통상적인 억제 조치로는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
다는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상
표의 상품은 판매자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상표권자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정상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더 극단적으로는 정상품과 위조품을 가
릴 것 없이 당해 상표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검색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5) 침해자 신원정보의 제공여부
오픈마켓의 운영자와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상 각각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전소법’ 제13조 제1항에 의
하여 판매대상 상품의 표시.광고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만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소법 제43조 제1호). 그리고 운영자는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 ․ 전화번호 등 대통령 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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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등 불법행위 발생시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여 건전한 전자상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조품판매는 계속 늘어나
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는 판매자의 본인인증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오픈마켓에서 상품
판매자는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므로 본인인증을 강화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편의성
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영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게시.관리하고, 만일
위조상품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나 상표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판매자에게 위조상품판매시 신원정보 제공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두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논란으로부터 운영자를 자유롭게 하고, 침해품판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량 위조상품판매시에는 운영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판매정보(판매수량, 매출액 등)
까지도 소비자나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이기
는 하지만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절차를 통하여 대량의 위조상품판매시 소비자나 상표권
자에게 판매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하여, 운영자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를 없애고 대량 위조상품판매를
충분히 억제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자의 입장572)

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오픈마켓 운영자 측의 입장

첫째, 오픈마켓 운영자가 개별판매자가 등록한 판매상품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
하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상표법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다른 지식재산권 영역과
달리 이른바 ‘병행수입’을 통하여 시장에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오픈마켓 운영자가 적법하게 병행수입
된 상품인지 위조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병행수입 외에도 실제로 상표권자
들조차도 위조상품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특히 현물이 게시되지 않는 오픈마켓에 있어서
위조상품 여부의 판단은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혹 가격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에서 당해 상품이 진정한 상품이 아님을 추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는 이른바
재고정리형태(소위 "땡처리" 물건)로 방출됨으로써 정상제품보다 저가로 그 유통경로를 달리하여 판매되
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 이러한 사정을 알 길이 없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

572)
내용은, 본연구기관이 주최한 제1회 상표포럼(2010.4)에서 연구책임자가 발표한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문제”에 대해
서 지정토론한 임정수 변호사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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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당해 상품을 위조상품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낮은 가격이 위조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아울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는 그 등록을 요하여 제3자가 이를 비교적 용이
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통상사용권은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조한 상품의 경우,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당해 표지가 부착되었음에도 위조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상표권 침해 여부는 엄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이나 상표권자와 같은 권리자의 협
력 없이 오픈마켓 운영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며 그 최종적
권한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협력 없이 오픈마켓 운영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
기는 매우 어렵다. 유명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나이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나이키 운동화 관
련된 상품 정보가 몇 만개 이상 검색된다. 검색된 다수의 제품들이 중고 제품이나 병행수입제품 또는 재판
매 제품이고 그 중 일부만이 상표권 침해물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자의 신고 없이 오픈
마켓 운영자가 모든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진정상품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
렵다. 수많은 상표권자들이 소수의 침해물품이 거래되는 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상표가 포함되는 상품정보
의 검색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오픈마켓은 결국 그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는 상표법
이 허용하는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 후 유통이나 재판매 제품의 유통 등까지도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서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과도하다 할 것이다{동대문 시장에서 특정 상표(예 : 나이키) 의 위조품이 많아
거래된다는 이유로 동대문 시장의 운영자로 하여금 동대문 시장에서 특정 상품(예: 나이키) 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다면 상표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유사한 기준이 오픈마켓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새로 판매등록되는 수많은 상품 모두에 대하여 권리의 진정성을 조사하는 것
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새로 판매등록되는 상품 모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품 여
부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 하루에 십만여 개 이상의 물품이 등록되고 개중에는 중고품 등 상표권소진이론
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도 당연히 존재함에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일일이 상품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 및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로 보인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상표권자가 판매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상표권자의 가격차별 정책
에 의해), 진정상품의 중고를 판매하는 경우, 진정상품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데, 상표권자가 몇몇 상표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앞으로 그 상표를 부착
한 모든 제품에 관한 판매정보가 게시나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새로 판매 등록되는 제품 모두에 대해 상표권 침해품이 아닌지를 조사하여야 하므
로 하루에 수만 건 이상의 신규 물품이 등록되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 물리적으
로 어렵다(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653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전면적인 사전 확인 또는 사후 삭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관리의무는 인
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판매자로서는 진정상품을 판매등록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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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 의하여 일단 판매정보가 삭제되거나 접근 임시 차단 조치를 당한 이후 온라인이나 오프
라인 상으로 자신이 진정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다시 판매등록을 하거나 접근 임시 차단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인데,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로부터 근거 없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
를 침해하였다는 이의제기에 직면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칫하면 판매자와 상표권자
로부터 연이어 제기되는 권리 주장과 쟁송으로 오픈마켓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발
표자께서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히노키 사건”)573)에서처럼 오픈
마켓 운영자에게 “특정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관한 판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문제
상황의 일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픈마켓 사업자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내역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판매자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이하, 편의상 '위조
상품'이라고 함)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지책을 마련하거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1) 약관 등에 지식재산권침해 금지 경고문구 기재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신청을 받음에 있어 약관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과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판매
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과 위조상품 판매 시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을 통하여 위반행위
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 통지 및 제거 절차(Notice & Take down Procedure) 시행
상표권자 등 지식재산권자로 하여금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를 통지
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 이런 통지를 수령한 경우 일단 판매자에게 반박기회를 부여한 뒤 반박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574)

(3)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 등이 판매되는 것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

573) 1
상표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이베이옥션이 본문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는데(신청인 승
소), 이베이옥션이 히노키 사건 결정에 항고하여 다투던 중 상표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라423
사건), 본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513 사건)에서는 이베이옥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 전부가 적법한 병
행수입제품으로 확인되어 상표권자(원고)가 패소하였다.
574) 박영규, 앞의 논문(주 1), 276-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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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상시적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관찰하다가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할만
한 판매광고가 보일 경우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하루에 이루어지
는 거래가 적어도 몇 십만 건이 넘는 실정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둔다고 해도 판매되는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특히 상표권, 특허권 위반 여부 등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거래장
소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수십만 건의
상품이 상표법, 특허법 등을 위반한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판매되는 상품을 직접 보지 않은 채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이트에 올린 광고 내용만 보아서는
해당 상품이 상표권 등의 침해 물품인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

(4)

프로그램(예를 들어, VeRo Program, BPP Program, 지식재산보호센터 등) 운영

상표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상품 거래질서를 보다 실효적으로 바로잡는 수단으로 이베이옥션의 경우
VeRo Program(Verified Rights Owner Program), 이베이지마켓의 경우 BPP Program(Brand Protection
Program), 11번가의 경우 지적재산권보호센터 등(이하 ‘권리침해신고 프로그램’)을 두어 상표권자가 오
픈마켓 사이트에 등록하여 권리침해신고 프로그램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권리
침해신고 프로그램 회원은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될 경
우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상표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 신고가 있을 경우 오픈
마켓은 권리침해신고 프로그램 회원의 신고를 일단 신뢰하여 신고가 된 물품의 판매를 일단 정지 시킨 후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이 진정한 상품임을 증명하게 하고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올린 물품에 대하여 영구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아이디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픈마켓 A사의 경우 나이키, 아디다스 등 100개 이상의 유명상표권자들
이 A사의 권리침해신고 프로그램 회원으로 가입하여 강화된 상표권 보호를 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
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입장에서 상표권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한 상
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권리를 일부 희생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책임

오픈마켓 운영자는 오픈마켓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
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그 오픈마켓 시스템을 통하여 위
조상품이 판매될 가능성 때문에,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개별판매자들
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거나 또는 개별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제
기한다.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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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오픈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본질적인 시설제공행위 내지
는 영업행위여서 부정경쟁행위 혹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행위이므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자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판매
자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판매자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방조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도 있으나, 방조책임을 묻는 근거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법적 책임의 근거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주류적 판단이고,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방조책임을 인정하게 된다575). 따라서,
먼저 문제가 된 당해 사안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판단되어야 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비로소 상표권 침해
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가 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상표권자의 충
실하고 근거 있는 통지가 있고,576)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 방지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지의 문제도 있는바,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① 권리침해신고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당해 판
매정보의 삭제 및 접근 임시 차단 조치, ②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다른 판매정보를 찾아 이에
대하여도 삭제 및 접근 차단 조치, ③ 앞으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관한 판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히노키 사건은 위 3가지 모두를 긍정한 사례이고,
반면 K2 사건은 권리침해신고로 특정된 개별판매자에 관한 ① 의무는 인정하고 권리침해신고가 없는 일반
적인 상태에서의 ②, ③ 의무는 부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577). 그런데,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통상 권리자의 (구체적 개별적)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체적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현재 상표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확정하거나 향
후 비슷한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
에 대한 다른 판매정보를 모두 찾아 이에 대하여도 삭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관한 판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운영자나 정당한 판매자에게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575)
, K2 사건의 판결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방조책임의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다.
576) 여기서 통지는 상품판매번호를 지정하지 않은 채 혹은 경고장에 의해 포괄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개 판매자 및 상표권
침해 실행 내용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577) K2 사건은 그 후 패소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893 사건으로 항소하였다가 2009. 4. 7. 소취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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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품이 게시되기 전 특정 상표의 상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상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조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들이 오
픈마켓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상표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들의 인적정보 또는 판매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고 오픈마켓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법령 하에서 판매자들의 인적정보 또는 판매정보를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의 가입에 앞서 (특히 상표권자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인적정보 또는 판매정
보의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물론, 상
표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판매자들의 정보 등을 공공기관을 통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578)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생기거나 협조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런 방식을 통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법령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
를 무릅쓰고 판매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하겠다.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법
적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최
대한의 조력을 제공하면서 현행법상 가능한 협력을 구하고, 이에 더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 상표권의 보호 및 거래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픈마켓 운
영자의 입장이다.

578)
들어 상표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정보 제공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
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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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소결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권침해뿐만 아니라 저작권, 상표권 퍼브리시티권, 명
예,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콘텐츠의 전송의 경우에는 저작권, 상업적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과 상표법도 저작권법과 동일한 수준의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예를 따라, 서비스제공
자를 단순한 도관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캐싱 서비스, 호스트 서비스 및 온라인 위치 정보제공 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579) 또한 한미 FTA는 면책의 범위580)
및 ‘Notice & Takedown’ 절차581)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 FTA는 이용자의 저작
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네티즌)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였다.582)
그런데, 한미 FTA와는 달리, 한－EU FTA는 중개자(OSP)의 서비스가 침해행위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한다는 것,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한－EU FTA제10.62조 내지 제10.66조). 즉 한－EU FTA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하여 국내 입법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의 국내이행 측면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및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583)
이미 저작권법은 2003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 면제해주는 규정들을 신설한 바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584) 및 제103조585)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볼
579)
FTA 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 내지 5목.
580) 한미 FTA 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1목, 8목.
581) 한미 FTA 협정 제18.10조 제30항 나호 9목. 및 10목.
582) OSP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대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쟁점 및 전망,” 계간저작권 제78호(2007), 15-16면 참조; 침해자의 정보
제공제도에 관해서는 김병일,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계간저작권 제78호(2007), 24면
이하 참조.
583) 다만, 입법방식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온라인에서 위법한 정보의 유통을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 전자상거
래지침은 OSP 가입자와 권리자(지재권자,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는 자 등)의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OSP의 책임을 전반적으로 규정하
고 있고, 일본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OSP의 책임 및 면책을 통일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584)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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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중 제103조는 이른바 ‘침해주장의 통지 및 제거 절차(notice and takedown procedure)’를
규정하여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물을 제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임의적인 책임감면을 부여하고
있고, 제102조에서는 침해물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능한 경우 필요적 책임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을 제외한 상표권 등 여타 권리침해 부분에서 책임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적 불균형
내지 공백의 상황이 지속되다가 2007. 1. 26.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86)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도 이용자에 의한 명예훼손 등 여타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나아가 한미 FT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미국 저작권
법 제512조의 예를 따라, 서비스제공자를 단순한 도관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캐싱서비스, 호스트 서비
스 및 온라인 위치 정보제공 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한미 FTA국내이행을 위하여 2011년 6월 개정된 저작권법도 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
스팅, 정보검색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면책요건을 명확히 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 저작권법을 제외한 상표법, 특허법 등에 오픈마켓 사업자를 포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용자의 불법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상표권 침
해 등 여타의 권리침해인지에 따라 각각 책임제한을 받기 위하여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중 해당 요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
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585)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
시켜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
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86)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
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
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⑥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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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 특허법이나 나아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일반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
준과 고려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방조 책임을 묻는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들 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
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special knowledge)’이 존재하거나 ‘침
해의 통제가능성’ 여부가 책임 여부에 핵심적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ebay 사건에 대
한 미국과 EU의 법원의 견해 차이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효율적 판매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판
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3자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
부에 있다.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가 많을수록 오픈마켓 운영자의 수익도 증대되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기획상품판매전과 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오픈마켓 판매에 관여한 경우에는 방조책임이나 기여칙임과 같은 제3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는 ECJ의 입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오픈마켓은 현대인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경제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고,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곧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도 또한 함께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
하고, 더 나아가 상표권자와 오픈마켓 운영자간의 다툼 또한 치열해질 것을 암시한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
표권자와 오픈마켓 운영자간의 다툼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율 경쟁 시장 원칙을 고수하며, 상표권자의 보호
범위 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 그 요건을 엄
격하게 해석하고, 상표권 보호의 주된 의무는 상표권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 상
표권자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픈마켓 운영자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오픈마켓 운
영자와 연동하여 상표권 침해를 검색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도 비록 상표권 보호에 대한 주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권 보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권자와 협조하여
상표권 보호에 충실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표권자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상
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마련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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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회원수, 일년 연수익 15조원, 6천만 상품의 게시, 바로 오픈마켓 운영자인 이베이(eBay)사의 규모

를 단적으로 나타내어주는 수치들이다. 인터넷과 웹사이트의 발전은 이러한 거대 오픈마켓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오픈마켓은 또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
애 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특징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오픈마켓의 장점은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며 오픈마켓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성장은 상표권자들에게도
상품판매의 확대를 가능케 하여 이익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오픈마켓이 상표권자에게 기회를 장을 제공하
였듯이, 오픈마켓은 또한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픈마
켓은 상표권자들게게는 상품 판매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상표권 침해를 의도하는 자들에게는 상표권 침해
의 온상이 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오프라인 마켓에서 오픈마켓으로
시장이 점점 옮겨감에 따라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 침해의 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상표권
자들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왔다.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 침해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상표권 침해를
색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온라인 침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노력
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상표 보호 기술의 발달만큼이나 상표권 침해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상표권 보호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표권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권을 직접적
으로 침해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상표권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
력적이었다. 우선,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침해자와 비교해 볼 때, 그 신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 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다. 또한, 침해의 예방 측면에서도 오픈마
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웹사이트 전체에 침해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침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경우 그 효과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직접침해자가 아닌 당해 마켓의 운영자에게 지우려고 시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운영자의 책임을
빌미로 운영자들로 하여금 상표권 보호에 동참시키고자 하였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
해한 경우에, 그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을 직
접 침해한 경우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거짓된 광고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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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켜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도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비록 상표권
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침해한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그 침해에 기여한 자를 간접
침해자로 보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상표권자들은 이와 같은 상표법상의 보호를 근거로 오픈
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상품을 직
접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운영자들의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되는
지 여부로 좁혀진다. 그런데 상표권자들은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범위가 너무 좁아 상표권 보
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들에 대한 책임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법원들은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넓게 보기보다는 자율경쟁시장
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상표법하에서 간접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그러한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상표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법체계의 유연한 해석, 예를
들면 상표사용 개념의 확장 등을 통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고 이를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 사업자들의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얻는 권익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사용 개념의 새로운 정립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직접 상품에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상표의 기능을 나타
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목 및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표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각 규정의 취지 및 상표법의 목적, 상표의 기능과 관련하
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표의 사용은 등록 후 상표권 침해 여부 또는 상표등록의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상에서 사업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
에서 사용되는 상표의 보호간화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즉 시장이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WIPO의 “인터넷상의 상표 및 기타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동권고”는 인터
넷상의 표지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를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587) 인터

587) Article 6 [Use of a Sign on the Internet, Infringement of Right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Use of a sign on the Internet,
including forms of use that are made possible by technological advance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right under the applicable law of a Member State has been infringed, or whether the use amounts to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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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경쟁행위 내지 마케팅 행위와 관련하여 키워드판매 뿐만 아니라 사이버스쿼팅, 이메일광고, 메
타태그, 심층링크, 프레이밍, 인덱스 스패밍(Index spamming)588)등이 상표법 또는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행위 중, 메타태그나, 키워드 판매 등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가
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고, 단지 마케팅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심층링크(deep
link), 인덱스 스패밍(Index spamming)의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개념, 표시개념, 혼동개념 등을 해석이나 입법에 의하여 확장하는 방
안과 독일과 스위스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충적 일반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상표 사용을 해석
상 포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동법 제2
조 제3항에서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서비스표의 사용은 상표의 사용개념으로부터 유추해석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상표사용과 서비스표 사용태양이 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 상표의 사용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상표사용과 서비스표의
사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사용들을 상표법 체계 내에서 포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상표법 제2조 6호 개정안

the law of that Member State, only if that use constitutes use of the sign on the Internet in that Member State.
588) Search Engine Spamming/ Index-Spamming/ Spamdexing
검색엔진의 데이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Search
Engine은 페이지내에 keyword가 기타 다른 단어와 비교하여 얼마나 높은 빈도를 보이는 가를 분석하기 때문에 문서부분 즉 <body>와
</body> 사이에 Keyword 빈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page를 높은 우선 순위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keyword의 빈
도를 높이기 위해 page내에 배경색상과 동일한 keyword(Font Matching)를 수백개 이상씩 입력하게 됨에 따라 Search Engine들은 web
page내 일정한 횟수 이상의 keyword가 나타날 경우 spam으로 간주하고 패널티를 적용하여 순위를 깍거나 robot이 index 대상에서 제외
시키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덱스 스패밍은 독일 구부경법(UWG) 제1조의 방해적 경쟁행위에 해당한다(LG Frankfurt/M vom
10.08.2001, CR 200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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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제안

<
> 제2조
(정의)

<상표법> 제2조
(정의)
6. "
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
또는
의 포장에
를 표시하는 행위
나.
또는
의 포장에
를 표시한 것을
또
는
하거나 그
으로
·
또는
또는 전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제
공되는 물건(
또는
하는 물건을 포함한다)에 서비
6. "
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스표를
하는 행위
행위를 말한다.
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가.
또는
의 포장에
를 표시하는 행위
제공되는
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
나.
또는
의 포장에
를 표시한 것을
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하거나 그
으로
·
또는
하는
마. 서비스의 제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서비스의 제
행위
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하는 물건을 포
다.
에 관한
·
·
·
또는
에
함한다)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
를 표시하고
또는
하는 행위
여 전시하는 행위
1
6 가 내지 다 의
에 의한
,
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는 자의 당해 서
의 포장,
,
또는
에
를 표시하는 행위
비스에 관련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에는
,
의 포장,
,
또는
을
의
사. 전기적 방법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타인의
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7.8.22>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함. 다음호에 있어
서도 같다) 에 의해 행하는 영상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함에 있어서 그 영상화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아.
또는 서비스에 관한
·
·
·
또는
에
를 표시하고
또는
또는 그것
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행위하는 행위

商標
商品
商品
引渡

商品
商品
目的

讓渡

商標
各目
商品 商品
商標
商品 商品
商標
讓渡
引渡
目的 展示 輸出 輸入
商品
廣告 定價表 去來書類 看板 標札
商標
展示 頒布
②第 項第 號 目
目 規定
商品 商品
廣告 看板 標札 商標
商品 商品
廣告 看板 標札 標章
形狀
新設

表示
物件

輸入

讓渡

賃借

共

商品
標札 商標

3.

各目
商標
商標
展示 輸出

廣告 定價表 去來書類 看板
展示 頒布

서비스에서의 간접침해의 가능성

. 인터넷에서의 상표권 간접침해 및 침해의 의제

등록상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사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 제66조 1항은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2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
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3호)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
여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표권보호를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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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제침해’에 관한 규정의 개정하여,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판매업자가

침해

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의 통신판매중개나 인터넷판매중개의 이용을 허락
하거나 그 자의 통신판매나 인터넷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의제할 필요가 있다.

. 상표법 개정 방안

<

2> 상표법 제66조 제1항 개정안

규정
<
>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개정 제안

<상표법>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본다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
행위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지하는 행위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소지하는 행위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하여 소지하는 행위
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5. 3자가 상표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의 침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
5. <신설>
고 그 자의 통신판매중개나 인터넷판매중개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자의 통신판매나 인터넷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①

①

4. 오픈마켓 운영자(ISP)의 책임면책조항 도입

가. 개요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
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589)
5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1901 결정); K2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3. 2006가합46488 판결.);
Adidas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 5. 10. 2009라1941 결정 -대법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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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침해행위 방지의무를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한 반면, K2
사건에서는 ‘피고가 판매자들이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이 사건 표장들을 포함한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등
록·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피고는 그 행
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일반적인 방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590) Adidas 사건
에서는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자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일반적․포괄적으로 방지할 조리상 작
위의무는 없지만,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 ․ 구체적으로 방지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인정여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게시판 운영자나 P2P서비
스 운영자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운영자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
조를 가진다. 즉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타인이 주도적으로 권리침해정보를 업로드 하는 경
우 서비스운영자가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별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오픈마켓은 불법적인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P2P도 아니지만, 비영리목적의 게
시판 운영자나 정보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공공성을 띈 검색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영리에 충실한 거래알선
자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픈마켓 운영자(ISP)의 책임과 면책에 관한 규정을 상표법에 입법할 필요성
이 있다.
통신판매자(제3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 책임구조를 요약 정리하자면, ①오픈마켓
운영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
담한다. ②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판매정보 등을 즉각 삭제하여야 한
다.591) ③상표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아 그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판매정보가 담긴 상품
이 검색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 ④ 상표권 침해정보가 게시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통제하는 필터링을 할 적극적인 방지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인터넷상의 특허 상표권침해의 중개자책임의 입법방향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인터넷상에 위법정보가 게재된 경우 중개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논
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개자는 위법정보에 대한 법적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제공을 행한 경우, 중개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
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자가 불안정한 입장에 처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통지를
590)
위 사건들은 모두 2009년 항소심에서 취하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없게 되었다.
591) 그러나 권리침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임시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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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중개자가 권리침해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일정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
다.

(1) Provider(

)의 불법행위책임의 명확화

Provider(중개자)는 중개정보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법정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Provider(중개자)는 중개정보가 위법하지 않다는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당해정보에 대해서 권리침
해를 주장하는 자가 통지를 하면, 그것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당해 정보의 정지와 삭제 조치를 취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중개자 책의의 감면 및 침해자(이용자, 발신자) 신원정보의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의 도입
전송된 정보에 의해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 요건하에 Provider(중개자)
등이 보유한 침해자(이용자, 발신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Provider(중개자) 책임에 대해서, 일정 면책절차, 예컨대 위법정보가 게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중개자가 그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면책되는 제도와 침해자
신원정보제공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특허법 상표법과 중개자책임
중개자의행위가 통신접속서비스나 서버제공서비스등과 같이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 이
용자에 의한 특허권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사실을 알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을 흠결하며, 특허권・상표권등의 침해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
는다. 이것은 특허권침해품 또는 상표권침해품이 양도된 경우, 당해 침해품을 운반하는 제3자인 운송업자
에게는 특허권침해나 상표권침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특허권침해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
게 공장부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자가 특허권침해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 사례이다.
한편, 중개자가 일반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당해 중개자가 특허권・상표권 침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방조・조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가 성립한다. 또한 중개자가 이용자가 일체가 되어 침해행위에 가단하거나 중개자가 직접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자에 대해서 특허권/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금지청구를 할 수 있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 면책절차가 필요한 경우
침해를 방조・조장할 의도가 없는 중개자가 제공한 서버에 이용자(발신자)가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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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업로드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중개자의 책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호스팅사업자Ａ가 서버의 제공을 받고 있는 사업자Ｘ가 호스팅사업자Ａ의 서버에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상
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나 상품목록을 업로드하여 판매나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과 같은 점이 문제가 된다.

①‘

중개자’의 지위－감시의무의 유무

중개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버에 업로드 된 모든 정보를 감시(monitering)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특허권등의 존재를 조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일이며,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
해의 판단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 상품의 외관 등의 외형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개
자에게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중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통지후 중개자’의 지위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호스팅사업자Ａ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호스팅사업자Ａ가 실제로는 특허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호스팅사업자Ａ로서는 당해 침해품을 삭제하면 사업자Ｘ로부터 삭제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방치하면 권리자는 특허권등의 침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중개자가 이러한 부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중개자가 권리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상표법 개정방안

면책절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급속하게 손해가 확대되기 쉬운 인터넷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절차이어야 하며, 권리자의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한 절차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의 실시의 실효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그에 준하는 중립적 기관이 관여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책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하여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관한 OSP 책임제한을 규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논의동향 및 제도적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표법등에서
특히 대응해야할 고유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OSP 책임면책조항'에
관해 개별법(상표법)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OSP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 및 면책사유이다. OSP 및 ISP는 국내입법이나 조약에서 혼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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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어떠한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DMCA, EU 및 한미 FTA가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면책유
형의 경우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OSP보다 넓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OSP는 자료 전송을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자료가 OSP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료를 제거하거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통지 및 삭제(notice & take-down) 절차
가 필요하지 않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OSP 및 ISP의 개념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면책유형은
현행법상의 OSP가 아니라 사실상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면책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및 삭제(notice & take-down)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의 여부를 반드시 구
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 사전 ‘Monitoring’ 요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 EU 그리고 한미 FTA는 모두 OSP가 면
책받을 요건으로서 지재권 침해를 감시할 의무가 요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OSP에게 자신의 서
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는 것은 (i) OSP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OSP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ii) OSP가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존재하거나 이를 통하여 송신되는 지재권 침해자료를 모두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이 호스트 서비스 및 온라인 위치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면책요건
으로서 (ⅰ) 침해를 실제로 인지하거나, (ⅱ) 침해를 인지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면책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전술한대로 저작물의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의 면책과 유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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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 제64조의 3 및 4 신설안

5장의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64조의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다음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
표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통신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나 인터넷판매중개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자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상품등의 판매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상품등의 그 구매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64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표품의 판매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상표품의 판매를 중단시킨 경
우
마. 제64조의 4 제4항에 따라 판매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품의 판매로 인한 상표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
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①

②
③

신설안
제64조의 4(상표품 판매의 중단)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상표품의 판매에 따라 상표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상표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상표품의 판매를 중
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표품의 판매자에
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판매가 자신의 판매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판
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판매를 재개시켜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공지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상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의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품의 판매로 인하
여 그 상표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상표품의 판매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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