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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판례요지)

<일러두기>
▪ 이 책에서 ‘상표법’은 2001년 개정된 현행 상표법을 말한다. 개정 전 상표법에 대해
서는《상표법(1993)》이라고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표기는 판례
요지집의 서지사항 중 ‘관련 규정’란에 근거 규정을 기재할 때만 사용하였으며, 판결
문을 번역하면서 인용 조문을 번역할 때는 원문 그대로 《상표법》이라 하였다. 다
만 《상표법실시세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 이 책에서 ‘법’이라 약칭된 것은 모두 중국 상표법을 뜻하며, ‘조례’라 한 것은 모두
상표법실시조례를 가리킨다.
▪ 법조문을 기재할 때에는 ‘제1조 제1항 제1호’의 형식으로 쓰되, 이를 약식으로 기재
할 때는 ‘1‐1‐1’ 이라 하였고, 만약 항이 없는 경우 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1.(1)’이라는 약식 표현을 사용하였다.
▪ 이
칭
체
로

책에서는 ‘기업명칭’과 ‘상호’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중국의 기업명칭은 ‘지역명
+상호 + 업종명칭 + 회사종류표시’로 구분되는데 이 책에서 기업명칭은 이 전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는 기업명칭 가운데서 식별부위에 해당하는 것으
사용하였다.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모두 약칭을 사용하였다.
정식 명칭

약칭

《부정경쟁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부정경쟁행위 해석》

《상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상표 해석》

《인터넷도메인이름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
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인터넷도메인이름 해석》

▪ 중국 상표법은 우리 제도상 무효와 취소를 모두 ‘철소(撤销)’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는 둘을 구분하여 상표등록의 소급 무효를 구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후발적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신
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상표평심위원회에서의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무효’ 사건의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처음으로 사건을 심리하
지만, 취소, 이의, 거절결정 사건의 경우에는 상표국의 선 심리가 있은 뒤 ‘다시 심리’하
게 되며 중국 상표법상의 용어도 ‘복심’이라는 점을 반영하였다. 국내에서 흔히 ‘재심’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책에서의 ‘복심’이 재심을 표현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 이 책에서 저명상표라 함은 중국어로 驰名商标(츠밍상표)를 뜻하며, 전국적인 명성과
높은지명도를 인정받은 상표이다. 이와 대비되는 상표로서 주로 지방성이 강한 지역
유명상표가 있는데 이들 상표는 중국에서 “著名商标”라 한다. 이 책에서는 저명상표
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명상표’라고 번역하였다.
▪ 상표국에서의 이의절차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의 무효심판 또는 복심절차에서 상
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하는 심판을 때로는 ‘결정’이라 하고, 때로는 ‘재정’이라
한다. 당사자간 분쟁의 경우에는 ‘재정’이라 하고,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이
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중국어 고유명사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
시하되, 국립국어원의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였고, 보통명칭에 대해서는 역시
외래어표기 원칙에 부합하도록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 다만 판결문,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를 번역, 표기할 때는 예외를 두었다. 중국의 판
결문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지역 + 법원 + 사건의 종류 + 심급 + 사건일련
번호’의 방식으로 부여된다. 이들 각각의 요소는 모두 한자 한 글자(또는 두 글자)로
표현된다. 이 책에서는 판결문의 번호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지 않고 해당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어 표기하였다. 이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문(또는 재정문), 상표국의
이의결정문에 부여된 사건 번호에도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였다.
▪ 판례요지는 쟁점순으로 배열하였다. 판례요지집 제일 앞에 쟁점분류표를 두었고,
이어 판례 목차를 두었다. 쟁점별로 판례를 보고자 할 때는 쟁점분류표를 참고하면
된다.
▪ 판례요지가 실린 모든 사건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일련번호는 001부터 시작하
여 세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쟁점분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책의 필자
가 사건을 추리면서 부여한 사건 식별번호이다.
▪ 제2부 판례요지집에서 아래표의 "A1.5; A6"는 쟁점분류코드이고, 오른편의 "076"은
사건 일련번호이다.

1심 사건
사건번호

A1.5, A6

076

(2000)이중지초자제68호((2000)二中知初字第68号)

▪ 제1부 본문에서 쟁점을 분석하면서 인용한 판결문 가운데서 판례요지집에 해당 사건
이 있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라 사건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해당 사건을 확인하기 쉽
게 하였다.

쟁점분류표
종류

대주제

소주제

구체적 요건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동일,
유사상표
(법 52조 제1호)

분류코드

상표적 사용

A1.1

상품/서비스의 유사

A1.2

상표의 유사

A1.3

선사용권

A1.4

상표권 침해품의 판매
(법 52조 제2호)

A2

침해행위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52조 제3호; 조례 제50조 제2호)

A3

Reverse Passing Off
(법 제52조 제4호）

A4

상품명칭 또는 상품 장식으로의 사용
(조례 제50조 제1호）

A5

기업의 상호로 사용
(상표 해석 제1조 제1호）

A6

민 사

저명상표의 보호
(법 제13조; 상표 해석 제1조 제2호）

A7

사 건

인터넷도메인이름
(상표해석 제1조 제3호/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A8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저촉

A9

사용권

A10
A11

항변
(정당 사용)

소송절차 등
상품의 성질 표시; 지시적 사용;
상표권 항변; 권리남용
(조례 제49조)

상표권 침해
민사책임

손해배상

C

신의성실의 원칙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D1

지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의 보호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D2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행 정
사 건

기업명칭 또는 성명의 보호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호)
절대적 사용, 등록 금지 규정(법 제10조 제1항)
지명(地名)상표 (법 제10조 제2항)
식별력(법 제11조)
저명상표의 보호(법 제13조)
대리인, 대표자에 의한 선점(법 제15조)
선등록 유사(법 제28조)
선권리와의 저촉(법 제21조 전단)
타인의 상표의 선점(법 제31조 후단)
부정한 목적의 등록(법 제41조)
소송절차 등
기타

B

D3
F10.1
F10.2
F11
F13
F15
F28
F31.1
F31.2
F41
F100

목

A1.1

A1.2

A1.3

차

청핀주식유한공사(诚品股份有限公司)
vs 베이징시보웨이예부동산개발유한공사
(北京市博伟业房地产开发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70

1

톈진거우부리만두음식(그룹)공사(天津狗不理包子饮食
(集团)公司)
vs 하얼빈시톈룽거식당(哈尔滨天龙阁饭店) 등
상표권 침해사건

103

7

저장란예주업유한공사(浙江蓝野酒业有限公司)
vs 상하이펩시콜라음료유한공사
(上海百事可乐饮料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23

11

베이징시왕즈허발효두부공장(北京市王致和腐乳厂)
vs 베이징시순이현즈허발효두부공장
(北京市顺义县致和腐乳厂) 상표권 침해사건

002

19

스자좡시푸란더사업발전공사
(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vs 란뎬소프트웨어기술(선전)유한공사蓝点软件技术
(深圳)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53

25

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사
(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vs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장
(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상표권 침해사건

007

29

둥관시야원식품유한공사(东莞市雅文食品有限公司)
vs 베이징진야오스선물제작유한공사
(北京金钥匙礼品制作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74

33

베이징시설탕담배술공사(北京市糖业烟酒公司)
vs 베이징메이추식품유한공사
(北京美厨食品有限公司)상표권 침해사건

017

39

하이난하이즈룬생물공학유한공사(海南海之润生物工程
有限公司) vs 하이난하이룬진주과학기술유한공사
(海南海润珍珠科技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사건

174

43

베이징팡타이신이화식품유통유한공사
(北京方太新怡华食品销售有限公司) vs
창사마왕뒈이농산품주식유한공사
(长沙马王堆农产品股份有限公司)상표권 침해 사건

026

49

THE RITZ HOTEL, Ltd.
vs 상하이징안리츠비지니스호텔유한공사
(上海静安丽池商务酒店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41

53

청두시황청라오마식당유한공사
(成都市皇城老妈酒店有限公司)
vs 베이징황룽라오마훠궈점
(北京皇蓉老妈火锅店) 상표권 침해사건

086

61

A1.4

A2

A3

A5

CASIO COMPUTER Ltd
vs 상하이보하이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上海博海汽车部件制造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33

67

베이징헝성위안둥컴퓨터그룹
(北京恒升远东电子计算机集团)
vs 베이징시헝성과학기술발전공사
(北京市恒生科技发展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083

73

미쉐얼개발유한회사(蜜雪儿开发股份有限公司)
vs 미쉐얼의복장장식(베이징)유한회사
(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005

77

장시성핑샹우궁산천연미네랄생수음료공장
(江西省萍乡武功山天然矿泉水饮料厂)
vs 장시우궁산취안미네랄생수유한책임공사
(江西武功山泉矿泉水有限责任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12

81

《가정》잡지사
vs 베이징리컨자문유한공사
(北京里肯咨询有限公司)외 11인 상표권 침해사건

049

87

장저우시중이판식품유한공사
(漳州市中一番食品有限公司)
vs 스스자양식품유한공사(石狮佳样食品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081

93

푸젠성샤푸전자측정기공장(福建省霞浦电子仪器厂)
vs 베이징엔칭자기요업기계공장
(北京延庆磁疗器械厂)상표권 침해사건

001

97

LACOSTE vs 광저우시타이어의류장신구유한공사
(广州市泰鳄服饰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099

105

Alfred Dunhill Limited.
vs 톈진진중러거우생활쇼핑유한공사
(天津金钟乐购(Hymall)生活购物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25

111

장쑤베이베이그룹회사
vs 원저우베이베이고무신유한공사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사건

154

115

LA CITIY vs
상하이둥바오백화유한공사(上海东宝百货有限公司)
등의 상표권침해사건

132

119

Chanel 주식회사 vs 황산왕(黃善旺) 등
상표권 침해사건

119

125

푸젠성진장시츠짜오링판팡팡도자기공장
(福建省晋江市磁灶岭畔芳芳陶瓷厂)
vs 푸젠성난안시헝성도자기건자재공장
(福建省南安市恒盛陶瓷建材厂) 상표권 침해사건

105

131

중량산둥식량식용유수출입공사
(中粮山东粮油进出口公司)
vs 옌타이룽다식품유한공사
(烟台龙大食品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51

135

A6

A7

A8

A9

선양시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
(沈阳市小土豆餐饮有限公司)
vs 베이징둥베이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
(北京东北小土豆餐饮有限公司)
서비스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사건

080

139

萧宏苋诉北京市信远斋饮料公司侵犯商标权纠纷案
베이징시시청구푸수이징신위안자이과일점
(北京市西城区福绥境信远斋蜜果店)
vs 신위안자이음료공사(信远斋饮料公司案)
상표권 침해사건

076

145

저장다밍기전유한공사(浙江大明机电有限公司)
vs 상하이다밍펌프유한공사
(上海大明泵业有限公司) 등의 상표권 침해사건

108

149

리스그룹국제유한공사(立时集团国际有限公司)
vs 우한리방도료유한공사(武汉立邦涂料有限公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093

155

샤먼둥야기계유한공사(厦门东亚机械有限公司)
vs 상하이제바오압축기제조유한공사
(上海捷豹圧缩机制造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16

161

난징스포츠기구공장(南京运动器具厂)
vs 쓰촨취안싱축구클럽(四川全兴足球俱乐部)
상표권 침해사건

063

165

Eastman Kodak Company
vs 쑤저우커다유압엘리베이터유한공사
(苏州科达液圧电梯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17

171

중국중신그룹공사(中国中信集团公司)
vs 톈진중신부동산판매유한공사
(天津中信置业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89

177

쓰촨스팡담배공장(四川什邡卷烟厂)
vs 청두루이시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成都瑞曦科技发展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32

181

미국 E. I. DU PONT DE NEMOURSAND COMPANY
vs 베이징궈왕정보유한책임공사
(北京国网信息有限责任公司)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077

187

Microsoft Corporation
vs 톈진시의약품그룹유한공사
(天津市医药集团有限公司)상표권 침해사건

107

193

THE PROCTER & GAMBLE COMPANY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078

199

난징야즈보석유한공사(南京雅致珠宝有限公司)
vs 광저우위안이보석기업유한공사
(广州园艺珠宝企业有限公司)
인터넷키워드 소유권 확인의 소

085

205

Shangri-la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Ltd.
vs 황후이쥐안(黄惠娟)
상표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사건

088

213

A10

A11

B

C

안후이잉자주류업주식유한공사
(安慰迎驾酒业股份有限公司)
vs 안후이솽룬주류업유한책임공사
(安徽双轮酒业有限责任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82

219

상하이훙치융허식품발전유한공사
(上海弘奇永和食品发展有限公司)
vs 쉬밍넝(徐明能) 상표권 침해사건

172

225

중국국제체육여행공사(中国国际体育旅游公司)
vs 베이징시스자스포츠의류공장(北京市十佳运动衣厂)
상표권 침해사건

038

229

진화시햄유한공사(金华市火腿有限公司)
vs 저장성식품유한공사(浙江省食品有限公司)
상표권 불침해 확인사건

035

235

항저우민성약업그룹유한공사
(杭州民生药业集团有限公司)
vs 장시 난창쌍하이제약공장(江西南昌桑海制药厂)
상표권 침해사건

047

241

베이징둥팡메이디야부동산유한공사
(北京东方梅地亚置业有限公司)
vs 메이디야텔레비전센터유한공사
(梅地亚电视中心有限公司) 상표권 침해 가처분사건

057

245

베이징 헝스공무유한공사(北京恒氏工贸有限公司)
vs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
(三河五丰福成食品有限公司) 상표권 관할이의

045

249

장쑤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
(江苏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
vs 베이징디탄의원(北京地坛医院)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048

253

스자좡시푸란더사업발전공사
(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vs 란뎬소프트웨어기술(선전)유한공사
(蓝点软件技术(深圳)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044

259

베이징후이청주류업기술개발공사
(北京汇成酒业技术开发公司)
vs 베이징롱취안쓰시양조유한공사
(北京龙泉四喜酿造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87

263

쓰촨성서훙퉈표취주공장(四川省射洪沱牌曲酒厂) 등
vs 쓰촨성이빈구기자술공장(四川省宜宾杞酒厂)
손해배상 사건

043

269

Honda Motor Co., Ltd. 등 vs 차오야원(曹亚文) 등
상표권 침해사건

110

275

Philip Morris Products INC
vs 상하이라이터공장(上海打火机总厂)
상표권 침해사건

068

287

미국 PAWS, INCORPORATED
vs 베이징카이페이식품유한공사
(北京凯菲食品有限公司)의 Garfield
상표권 침해사건

069

291

D1

D2

야마하모터주식회사
vs 저장화톈공업유한공사(浙江华田工业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096

295

광둥성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
(广东省汕尾市保美西装厂)
vs 진장헝다의류유한공사
(晋江恒达服装有限公司) “大科大”
상표권 침해사건

039

305

어우퉁궈(欧通国) 등
vs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无锡明星服装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037

309

NOK주식회사
vs 닝보우볜샹쑤유한공사(宁波无边橡塑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35

315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中国国际信托投资公司)
vs 쓰촨중신여행사(四川中信旅行社)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48

319

네이멍구샤오페이양요식업체인유한공사
(内蒙古小肥羊餐饮连锁有限公司)
vs 네이멍구화청과학기술이전유한공사
(内蒙古华程科贸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053

327

닝샤헝타이구기자건강음료유한공사
(宁夏亨泰枸杞保健饮品有限公司)
vs 닝샤샹산주류업유한공사(宁夏香山酒业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사건

075

333

베이징시뉴란산술공장(北京市牛栏山酒厂)
vs 허베이성쉬수이현스린쭈이양주공장
(河北省徐水县诗林醉酿酒厂)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006

339

타이완 타이산기업주식유한공사
(台湾泰山企业股份有限公司)
vs 푸젠성 창러시 타이푸식품유한공사
(福建省长乐市台福食品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042

345

구이양난밍라오간마풍미식품유한책임공사
(贵阳南明老干妈风味食品有限公司)
vs 후난화웨식품유한공사(湖南华越食品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사건

011

351

쿤밍뎬훙의약유한공사(昆明滇虹药业有限公司)
vs 후베이청톈제약유한공사(湖北成田制药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34

359

FERRERO S.p.A
vs 멍터사장자강식품유한공사
(蒙特莎(张家港)食品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09

365

롯데(중국)식품유한공사(乐天(中国)食品有限公司)
vs Orion Food Co，Ltd 등 상표권 침해사건

114

377

장시캉메이의약보건품유한공사
(江西康美医药保健品有限公司)
vs 장시텐유이약과학기술유한공사
(江西天佑医药科技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095

383

상하이중한천광문구제조유한공사
(上海中韩晨光文具制造有限公司)
vs 닝보웨이야다펜제조유한공사
(宁波微亚达制笔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40

389

TOYOTA Motors
vs 저장지리자동차유한공사(浙江吉利汽车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090

395

베이징시팡보퉁여행문화발전유한공사
(北京西方博通旅游文化发展有限公司)
vs 베이징후통문화여행유한공사
(北京胡同文化游览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020

403

베이징파리웨딩드레스촬영유한공사
(北京巴黎婚纱摄影有限公司)
vs 베이징미란춘톈웨딩드레스사진관
(米兰春天婚纱影楼) 부정경쟁행위 사건

079

407

한국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韩国韩信机械工业株式会社) vs
칭다오쥐싱기계유한공사(青岛巨星机械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176

411

베이징바이성경공업발전유한공사
(北京百盛轻工发展有限公司)
vs 베이징바이성건축재료그룹(北京百盛建材集团)
부정경쟁사건

021

417

윈난훙허광밍주식유한공사(云南红河光明股份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050

421

린리전(林丽贞)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행정사건

028

425

산시샤오페이양실업유한공사(陝西小肥羊実業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이의 사건

121

433

허난성저청현위펑종묘업유한책임공사
(河南省柘城县豫丰种业有限责任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056

437

FERRERO S.P.A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거절결정 사건

061

441

F13

THE PROCTER & GAMBLE COMPANY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131

445

F15

왕자제지주식회사(王子製紙株式会社)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36

449

PepsiCo Inc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이의 사건

138

459

Tosoh Coporation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058

463

왕융춘(王永春)
vs 상표평심위원회 ‘乡巴佬’ 상표 무효 행정사건

098

467

D3

F10.2

F11

F28
F31.1

진장쥔르기기유한공사(晋江均日機器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137

471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
(上海上島珈琲食品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11

477

선전시왕리타이실업유한공사(深圳市旺利泰实业有限
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29

485

산시성 팡산현라오촨퉁식품유한공사
(山西省方山県老伝統食品有限公司)vs
상표평심위원회(国家工商行政管理総局商標評審委員会)
상표 무효 사건

115

491

이안무역공사(益安贸易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 상표 행정사건

031

495

F41

성넝투자유한공사(盛能投资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27

501

F100

상표평심위원회
vs 하이네켄공사(HEINEKENBROUWERIJEN B.V.)
상표이의사건

052

505

기타

정저우중위안디스플레이기술유한공사
(郑州中原显示技术有限公司)
vs LG Electronics 부정경쟁행위 사건

004

511

F31.2

분류코드 : A1.1

청핀주식유한공사(诚品股份有限公司) vs 베이징시보웨이예부동산개발유한공사
(北京市博伟业房地产开发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170

사건번호

(2004)일중민초자제1544호((2004)一中民初字第154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청핀주식유한공사

대리기구

(诚品股份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시보웨이예부동산개발유한
피고

공사(北京市博伟业房地产开发有

대리기구

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상하이시진톈청변호사사무소
(上海市锦天城律师事务所)
타오리펑(陶立峰)
베이징시톈츠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驰律师事务所)
마샹(马翔)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판결선고 2004. 6. 18.

《상표법》제52조 제1호; 《상표해석》제11조 제2항, 제12조;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제4조, 제5조;

2심 사건

A1.1

170

사건번호

(2004)고민종자제1152호((2004）高民终字第115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원심 원고)

항소인
(원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핀주식유한공사
(诚品股份有限公司)
베이징시보웨이예부동산개발유한
공사(北京市博伟业房地产开发有
限公司)
항소 인용(피고 승)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상하이시진톈청변호사사무소
(上海市锦天城律师事务所)
타오리펑(陶立峰)
베이징시톈츠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驰律师事务所)
마샹(马翔)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판결선고 2005. 2. 4.

《상표법》제52조 제1호; 《상표해석》제11조 제2항, 제12조;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제4조, 제5조;

쟁 점
▪ 건축업과 건축분양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인가?

적극

▪ 자신이 분양하는 건축물 및 그 광고에 타인의 건축업에 관한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타인의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

소극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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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1430708 )
인용상표2

诚品

(등록 1427971 )
인용상표2
(등록 1427864 )

<1심 법원의 인정 사실>
2000. 6. 28. 원고는 ‘诚品’ 문자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1415868이며 지정
서비스업은 제35류이며, 일용품 매매 수출입 대리, 도서 문구 매매 수출입 대리 등이
며 존속기간은 2000. 6. 28. ~ 2010. 6. 27. 이다.
2000. 7. 28. 원고는 ‘诚品’ 문자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427864호, 제
1427971호이며 지정 서비스업은 제42류의 식당, 커피숍 등과 제41류의 서화 전람
방식에 의한 갤러리 경영업 등이며 존속기간은 2000.7. 28. ~ 2010. 7. 27. 이다.
2000. 8. 7. 원고는 ‘诚品’ 문자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430708호이며,
지정 서비스업은 제37류의 빌딩청소 서비스, 건축물 건축, 건축, 실내 인테리어 등이
며, 존속기간은 2000. 8. 7. ~ 2010. 8. 6. 이다.
2001. 1. 17. 피고 베이징시보웨이예부동산개발유한공사(北京市博伟业房地产开发有
限公司)가 설립되었으며, 경영 범위는 부동산 개발과 분양주택 매매, 정보 자문(중개
제외), 투자 관리, 투자 상담 등이다.
2003.

5.

28.

상하이시

공증처는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www.chengpin.com’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공증하여 (2003)호증경자제6047
호((2003) 沪证经字第6047号) 공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서의 ‘诚品建筑’ 웹사이트 제7, 8페이지에는 ‘中关村天空下,讲究学问的建筑(중
관촌 하늘아래에서 학문을 중시하는 건축)’과 아파트 분양 전화, 분양 사무소, 커피
도서관, 건축 설계, 조경 설계 등에 관한 블록이 있고, 제20, 제21페이지에는 ‘诚品
建筑’에 ‘커피 도서관’이 있음이 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이트로부터 피고가 제42류
에 대한 원고의 ‘诚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증서의 제5페이지에는 ‘诚品建筑’, 제9, 10페이지에는 ‘诚品建筑’ 아이콘이 표시
되었고, ‘분양 사무소 설계 이념’ 블록에는 ‘당신이 “诚品建筑” 분양 사무소에 들어간
후 독특한 풍격을 가진 커피 도서관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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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었으며 수차례 ‘诚品建筑’가 언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이트로부터 피고가 제37류
에 대한 원고의 ‘诚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22, 23페이지에 ‘…책 소장수가 만권을 웃도는 베이징의 유일무이한 “诚品
书坊(诚品책가게)”를 가졌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원고는 이 사이트로부터 피고가
제35류, 제41류에 대한 원고의 ‘诚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
장하였다.
베이징시 하이뎬구 즈주위안로 쓰지칭차오동난자오(北京市海淀区紫竹院路四季青桥
东南角)에 위치하는 ‘诚品建筑’ 매물의 건축 현장에는 ‘诚品建筑’, 학문을 중시하는
건축’이라는 대형 광고판과 ‘诚品’ 분양 사무소가 있었으며, 원고는 도로상의 ‘诚品建
筑’ 광고판을 촬영하였다. ‘诚品建筑’의 호형(type of flat) 광고, 책갈피 광고 및 분
양 직원의 명함에는 모두 ‘诚品建筑’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2004. 2. 13. 베이징시 국토자원 및 가옥 관리국이 반포한 경방수증자1102호 베이
징시 분양 주택 예매 허가증에 개발기업: 世博伟业公司(즉, 피고), 항목: 윈후이리 위
안류칭위안(诚品建筑)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2004. 3. 29. 피고는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제37류에 대한 원고의 제1430708호
‘诚品’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상표국은 2004. 5. 25. 취소심판 청
구 수리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2003. 7. 3. 상표국은 상표함(2003)32호를 통해 ‘商品房(분양 주택)’의 분류 확정
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 서신에 ‘商品房’의 건축, 판매 등에 있어서 영구성 건물에
대한 건축 서비스는 제37류로 분류되고 “商品房建造(분양 주택 건축)”으로 출원해야
하며, “商品房” 판매 서비스는 제36류로 분류되고 “商品房销售服务(분양 주택 판매
서비스)”로 출원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2. 소송경과

2004. 9. 6.

2004. 2. 13.
상표권침해

베지징시 고급인민법원

2005. 2. 4.

(2004)고민종자1152호

피고 승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4. 6. 18.

(2004)일중민조자
제1544호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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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北京日报(베이징 일보)》에 성명을 게
재하고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초래한 영향을 소거하라. (신문 게재 내용은 본 법
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 법원은 본 판결의 주
요내용을 공개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기타소송청구는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이다. 상
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자는 자신
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향유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
진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제35류, 제37류, 제41류, 제42류에 대하여 ‘诚品’ 상표권
을 향유하며 원고가 향유하는 상표권은 등록 상표와 지정 상품에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제37류의 건축 등과, 제41류의 서화 전람방식에 의한 갤러리
경영업 등과, 제42류의 식당, 커피숍 등 서비스에 ‘诚品’을 등록하였으므로 타인이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诚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诚品建筑’
매물에 ‘诚品建筑’ 문구를 사용하였고 광고 홍보, 웹사이트 홍보에 ‘诚品建筑’, ‘诚品
书坊’，’诚品咖啡图书馆’ 등 문구를 광범하게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诚品’ 문구는 원
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피고가 사용한 서비스업과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 서비스
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제37류, 제41류, 제42류에 대한 원고의
‘诚品’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제35류의 일용품 매매 수출입 대
리, 도서 문구 매매 수출입 대리 등 서비스에도 ‘诚品’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정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诚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제35류에 대한 원고의 ‘诚品’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 근거가 부족하므로 본 법원은 이를 인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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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주택 판매 서비스에 ‘诚品’표시를 사용한 것은 제36류의 사용에 속하므
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상
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련 공중
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 《상표등록용 상품과 서비스업
국제분류표》，《유사 상품과 서비스업의 구분표》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단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나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유사 서비스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 방면에서 동일하거나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특정 관계가 존재한다
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37류에
등록한 ‘诚品’ 상표의 지정 서비스에는 건축을 포함하는데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부
동산 매물에 ‘诚品建筑’ 문구를 사용하면 일반공중은 양자 간에 특정 관계가 존재한
다고 여기기 쉬우며 쉽게 혼동을 초래하므로 양자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에 속한다.
<쟁점2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 매물에 ‘诚品’문구를 사용하고, 광고 홍보, 웹
사이트 홍보에 ‘诚品’, ‘诚品建筑’ 등 문구를 광범하게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诚品’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침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피고
가 침해 금지, 영향 소거의 민사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였는데 본 법원은 이 소송청
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문에 2회로 되는 성명을 게재할 것을 요
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 매물에 ‘诚品’문구를 사용하였고, 광고 홍
보, 웹사이트 홍보에 ‘诚品’, ‘诚品建筑’, ‘诚品书坊’，‘诚品钾肥图书馆’등 문구를 광범
하게 사용한 행위는 원고가 제37류, 제41류, 제42류 서비스에서 향유하는 ‘诚品’ 상
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침해금지, 영향 소거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1)
위 제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 매물을 위안류칭위안(远流清园)(‘诚品建筑’)으로 명명하였고
이 매물 명칭은 이미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등기를 거쳤다. 분양주택은 특별한 상품이며 그
1)

본 사건의 상급심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어 관련 평설에서 결론만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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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개발은 중복성이 없다. ‘诚品建筑’라는 이 매물명칭은 특정 분양 주택 상품의 상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의 서비스표도 아니며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은 지명 부호로서 유일성을 가지고 중복 사용할 수 없다. 피고가 경영과정에서 ‘诚品建筑’
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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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거우부리만두음식(그룹)공사(天津狗不理包子饮食(集团)公司)
vs 하얼빈시톈룽거식당(哈尔滨天龙阁饭店) 등 상표권 침해사건
재심사건

A1.1

103

사건번호

(1994)흑신경감자제93호((1994)黑申经监字第9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신청인

톈진거우부리만두음식(그룹)공사

대리기구

(1심 원고)

(天津狗不理包子饮食(集团)公司)

대리인

피신청인1

하얼빈시톈룽거식당

대리기구

(1심 피고1)

(哈尔滨天龙阁饭店)

대리인

피신청인2

가오위안(高渊)

(1심 피고2)
소송결과

신청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1994. 12. 28.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관련 법령

《민법통칙》제134조 제1항 제1,7,10호

1심 판결일자

1993.

1심 승패

피고 승

2심 판결일자

1993.

2심 승패

피고 승

쟁 점
▪ 피고가 ‘狗不理’만두2) 창시자의 후손인 경우 만두에 대하여 타인이 등록한 저명
상표 ‘狗不理’를 사용할 수 있는가?
▪ 피고가 간판상에 표시한 사용표장은 자신이 ‘狗不理’만두 창시자의 후손임을 표
기한 것이 아니라 ‘狗不理’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가?

소극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138850)

간판상의 큰 글자는 ‘天津狗不理包子’이며,
위쪽에는

‘正宗’，아래쪽에는‘第4代传人高

耀林，第5代传人高渊’라고 기재하였다.

2)

‘狗不理’만두는 톈지 지역의 만두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만두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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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2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80년 7월, 톈진거우부리그룹주식유한공사(天津狗不理包子饮食公司, 이하 ‘원고’)
는 상표국 제 138850호 “GBL 狗不理”거우부리 상표등록을 받았다.
1991. 1. 7. 가오위안(高渊, 이하 ‘피고2’)의 위탁대리인과 하얼빈시톈룽거식당(哈
尔滨天龙阁饭店，이하 ‘피고1’) 법정대리인은 합작계약을 맺었다. 1991년 3월, 피고1
은 개업하였고, 이 매장의 문 위쪽에 ‘正宗天津狗不理包子第4代传人高耀林，第5代传
人高渊(정통톈진거우부리만두 제4대 후손 가오야오린, 제5대 후손 가오위안)’의 내용
으로 간판을 걸었으며, 초빙한 가오위안(高渊)이 이 매장의 요리사이다. 이 매장은
1991년 3월부터 만두 경영을 시작하였다.
<재심 조사 사실>
1,2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확하다. 원심 피고 톈룽거식당 문 위쪽
에 걸어놓은 간판 중간에 큰 글자는 ‘天津狗不理包子’이며, 위쪽에는 ‘正宗’，아래쪽
에는‘第4代传人高耀林，第5代传人高渊’ 작은글씨이며, 톈룽거식당의 간판은 걸지 않
았다. 원심 항소인 톈진거우부리그룹주식유한공사는 1980년 7월에 이미 상표국에 상
표등록을 하였고, 1993. 3. 1. 상표국에 상표 존속기간연장 10년을 비준받았다. 본
사건 심리 기간에, 국가공상국에 감정을 신청하였고, 공상국은 톈룽거식당과 가오위
안이 협작계약을 맺고고, 전술된 간판을 걸어놓은 것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제1심,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
하였다.

2. 소송경과

1994.

1993.

1993.

헤이룽장성고급인민법원

1994. 12. 28.

(1994)흑신경감자제93호

원고 승

하얼빈중급인민법원
(1993)하경종자제295호

하얼빈상팡취인민법원
(1993)향경초자제37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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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쟁점에 대한 판단
양 피고는 협작계약을 맺었고, 상술한 간판을 걸어놓은 행위는 ‘거우부리’만두의
창시자 가오구이유(高贵友)의 제4대와 제5대 가오야오린(高耀林), 가오위안(高渊)의
신분을 홍보한 것이므로, 만두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항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품명칭 혹은 상품장식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1,
2가 항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원고가 피고1 및 2,
에게 청구한 침해행위 중지, 신문에 공개사과, 경제손실배상은 지지할 수 없다. 원고
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인는 1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부정확하며, 적용법
률이 부당하고, 공평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하였다.

4. 2심 법원의 판단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哈尔滨中级人民法院)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본 사건 사실은 정확하며, 피항소인 가오위안(高渊)과 하얼빈톈룽거식당이 제작하여
걸어놓은 간판은 사람의 신분에 대한 홍보이지, 항소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게다가 피항소인은 만두 혹은 유사한 상품에 항소인의 상표와 동일 혹은 유
사한 상표, 상품명칭, 상품장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상표전
용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항소인의 청구는 지지할 수 없다. 원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정확하며, 적용법률 또한 정확하다. 항소를 기각판결하고, 원 판결을
지지한다.
원고는 여전히 불복하여, 피고가 이미 상표권침해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헤이룽장
성고급인민법원(黑龙江省高级人民法院)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5. 재심 법원의 판단
5.1. 주문
1. 하얼빈 중급인민법원 (1993)하경종자제295호，하얼빈시 상팡구인민법원 (1993)
향경초자제37호 판결을 취소한다.
2. 텐롱거식당과 가오위안은 거우부리공사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본
판결의 효력발생일부터 톈룽거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폐기하라.
3. 톈룽거식당과 가오위안은 본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얼빈시급이상
신문에 사과성명을 게재하고, 성명내용은 본 법원의 심사결정을 거쳐야하며, 비용은
톈룽거식당과 가오위안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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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톈룽거식당과 가오위안은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거우부리공사에게 44,800원을
배상하라. 이 사항의 배상은 연대책임이고, 본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불해야 한다.
5.2. 쟁점에 대한 판단
‘거우부리’상표는 원심 항소인 거우부리공사가 국가공상국에 등록한 유효한 상표
이며, 법에 의해 전용권을 향유하고 법률보호를 받는다. 원심 피항소인이 비록 거우
부리만두 창시자의 후손이라 주장하였지만, ‘거우부리’ 만두 상표의 사용권을 향유하
는 것은 아니며, 또한 톈룽거식당과 ‘거우부리’ 상표 사용에 관하여 협의할 권리가
없다. 원심 피항소인 톈룽거식당과 가오위안이 제작하여 걸어놓은 간판은, 식당 경영
을 위한 것이지, ‘거우부리’ 만두의 후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톈
룽거식당이 거우부리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거우부리’ 상표를 제작하고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 38조 제1호의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표침해행위로서, 거우
부리공사의 상표권에 대해 침해를 구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134조 제
1항 제1, 7, 10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톈룽거식당과 가오위안은 침해중지, 사과, 경
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원 판결은 톈룽거식당과 가오위안의 행위 성질에 대하여 적용법률이 부당하였으므
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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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란예주업유한공사(浙江蓝野酒业有限公司)
vs 상하이펩시콜라음료유한공사(上海百事可乐饮料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123

A1, A1.1, C1

사건번호

(2005)항민삼초자제429호((2005)杭民三初字第42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원고

피고1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저장란예주업유한공사

대리기구

(浙江蓝野酒业有限公司)

대리인

항저우롄화화상그룹유한공사
(杭州联华华商集团有限公司)

상하이펩시콜라음료유한공사
(上海百事可乐饮料有限公司)

청구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저장우롄변호사사무소
(浙江五联律师事务所)
우바오젠(吴报建) 장이펑(张弈峰)
저장화신변호사사무소
(浙江华新律师事务所)
린쥔(林军)
상하이시진톈청변호사사무소
(上海市锦天城律师事务所)
사오밍(邵鸣) 황즈빈(黄知斌)
저장성중급인민법원/
2006. 11. 13.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제5호;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1호

2심 사건

123

A1, A1.1, C1

사건번호

(2007)절민삼종자제74호((2007)浙民三终字第7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1심 원고)

저장란예주업유한공사
(浙江蓝野酒业有限公司)

피항소인

항저우롄화화상그룹유한공사

(1심 피고1)

(杭州联华华商集团有限公司)

피항소인

상하이펩시콜라음료유한공사

(1심 피고2)

(上海百事可乐饮料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인용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저장우롄변호사사무소
(浙江五联律师事务所)
우바오젠(吴报建) 장이펑(张弈峰)
저장화신변호사사무소
(浙江华新律师事务所)
린쥔(林军)
상하이시진톈청변호사사무소
(上海市锦天城律师事务所)
사오밍(邵鸣); 황즈빈(黄知斌)
저장성고급인민법원/
2007. 5. 24.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제5호;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1호
2006. 11. 3.

1심 승패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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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피고 상하이펩시콜라사에서 펩시콜라를 판촉하기 위해 펩시콜라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 적극
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 피고 상하이펩시콜라에서 사용한 ‘蓝色风暴’가 펩시콜라의 홍보 문구일 뿐이
어서 상표로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가?

소극

▪ 피고 상하이펩시콜라가 사용한 ‘蓝色风暴’가 홍보 문구일지라도 널리 사용된
결과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와 펩시콜라를 연관짓게 되었다면 해당 문구는 상표 적극
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상품의 출처에 대한 수요자의 혼동은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품을 후 상표사용자
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 원고가 ‘콜라’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제로 ‘콜라’ 상품에 대해서
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없는가?

적극

소극

▪ 원고가 ‘콜라’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피고의 원고 상표
권에 대한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3179397)

蓝色风暴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蓝色风暴 + Lan Se Feng Bao’ 도형 및 문자 결합상표(등록번호 제
3179397호, 이하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2류의 맥
주, 물(음료), 콜라 등을 포함하고 존속기간은 2003. 12. 14. 부터 2013. 12. 13. 까
지이다.
2005. 11. 17. 원고는 대리인을 통해 공증원의 공증 하에 스지롄화슈퍼마켓 칭춘지점(世
纪联华超市庆春店)에서 600ml 펩시콜라와 355ml 캔포장 펩시콜라를 구매하였다. 그중
600ml 펩시콜라의 라벨 정면 중앙에는 적, 백, 남색으로 구성된 도형표장 (도형은 정면 면
적의 약 1/3를 차지)이 표시되었으며 도형표장의 상부에는 ‘百事可乐3)’ 문자상표가 표시되
었고 ‘百事可乐’ 상표의 양측 상방에는 ‘蓝色风暴4)’(이하 ‘사용표장’) 문자와 적, 백, 남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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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도형 표장이 표시되었으며, 제조원은 피고2였다.
2005. 5., 피고2는 중국에서 ‘蓝色风暴’라는 테마로 여름 판촉활동을 진행하였다.
2005. 11. 3., 저장성리수이시품질감독국은 원고의 인용상표를 사용한 맥주가 모조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여)질기감봉자[2005]제B1103호 등기보관(봉인) (차압) 결정

을 내리고, 107박스(박스당 24병)의 인용상표를 사용한 맥주를 봉인 및 차압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2005. 11. 4. 리수이시품질감
독국은 상기 봉인 및 차압의 해제 결정을 내렸다.

2. 소송경과

2007.

저장성고급인민법원
(2007)절민삼종자제74호

2007. 5. 24.
항소 인용
(원고 승)

2005.

저장성중급인민법원

2006. 11. 3.

상표권침해

(2005)항민삼초자제429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2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표장을 표시한 행위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판단.
상표는 일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되어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시적 표시이다. 따
라서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직접적인 표시로서 출처에 대한 식별 및 구분이 상
표 사용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2가 제품의 라벨과 병두껑에 모두 사용표장을 표시하였으나, 사

3)

펩시콜라

4)

‘란써펑바오’로 호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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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표장은 판촉 테마로서 남색 베이스색, ‘百事可乐’상표, 판촉활동 규칙 등의 다른 요
소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사용표장을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특정 개성 또는 경지를 표
현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를 흡인하고자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용표장의 표면적인 관념을 분석하면, ‘蓝色(남색)’와 ‘风暴(폭풍)’ 이 2개의 일반
명사를 결합한 것이며 일반적인 수식성 단어 결합에 해당된다. 이 단어 결합의 문자
적 관념은 음료 제품을 연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2가 이미 수립한 남색 베이
스색의 브랜드 포장과 결합할 때 상기 단어 결합은 남색 펩시콜라가 폭풍처럼 시장
을 휩쓸기를 바라는 피고2의 소망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홍보적인 작용을 한다.
피고2의 몇 년간의 영업책략을 볼 때, 피고2는 지속적으로 각종 테마로 서로 다른
영업 슬로건을 내걸고 제품의 판매량 향상을 도모하였는데 그 예로 ‘世界足球相扑赛
(세계 축구 스모우 시합)’, ‘百事超级星阵营(펩시 슈퍼 스타 진영)’ 등과 2005년의
‘蓝色风暴’를 들 수 있다. 펩시콜라 제품의 관련 공중은 이미 이 회사의 이러한 영업
방식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관련 공중도 이미 형성된 습관적
사고방식에 따라 사용표장의 표시를 홍보 슬로건 또는 장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사실상 피고2는 판촉 활동에서 사용표장과 남색 베이스색, 펩시콜라 시리즈 상표, 판
촉 활동규칙 등을 특정 기간내에 함께 사용하였다. 아울러 ‘百事可乐’상표(‘百事可乐’
문자상표와 남, 백, 적색으로 이루어진 원형 상표)의 거대한 저명도와 특출한 식별력
과, 피고2가 사용표장을 사용한 동시에 ‘百事可乐’상표를 상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돌출하게 사용한 점, 그리고 판촉규칙에도 사용표장이 판촉활동임을 명확하게 표시
한 점에 의해, 소비자는 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표장은
펩시콜라 상품에 표시되었으나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
으므로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표장의 사용은 식별과 미감을 돋구
기 위해 상품과 포장에 부대한 문자로서 상품의 포장 장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
2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며 상표법 제
52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2의 행위가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
상표법상의 ‘오인’, ‘혼동’은 주관 및 객관적인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즉 주
관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공중을 오도하고자 한 의도가 있어야 하고, 객관
적으로 양자 상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오인 혼동이 발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2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표장을 표시한 행위는 공중을 오도하고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우선 피고2는 사용표장을 상표 또는 상품의 명칭으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상품의 포장 장식, 판촉활동의 테마 명칭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그 목적
은 다른 동종 상품과 서로 구별되는 베이스색조‐남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2
의 상품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품으로 ‘百事可乐’ 시리즈 상표는 지명도가 극히
높고 공중이 익숙히 알고 있는 지명 상표이다. 피고2가 자신의 상품에 지명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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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표장보다 훨씬 높은 ‘百事可乐’ 상표를 돌출하게 사용하였고 또한 ‘百事可乐’ 상표
가 사용표장보다 훨씬 눈에 띄고 돌출하게 표시되었으므로 피고2는 사용표장을 표시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중을 오도하고자 한 주관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피고2는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百事可乐’상표를 눈에 띄는 위치에 돌출하
게 사용하였고 또한 원고가 현재까지 콜라를 포함한 음료제품에 인용상표를 사용하
지 않았기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피고2의 상품과 원고의 상품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
으며, 사용표장을 사용한 피고2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으로 혼동하거나 또는 양자사
이에 어떤 특정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피조사자는 피고2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표장을 표시함으로 인해 피고2의
상품과 원고의 상품을 혼동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피고2의 표시행위가 객관적으로
피고2와 원고의 상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음을 증명
한다. 즉 일반소비자는 피고2의 상품에 표시된 사용표장으로 인해 피고2의 상품을
원고의 인용상표 사용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두 상품을 혼동하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2의 행위는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저우시중급법원의 (2005)항민삼초자제429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1심 피고2)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사용표장이 표시된 상품의 생산,
판매, 광고, 홍보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3)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사용표장이 표시된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를 즉각 중지할 것.
(4) 피항소인(1심 피고2)은 본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저장일보’에
성명하고 영향을 소거할 것.
(5) 피항소인(1심 피고2)은 항소인에게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항소인이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을 배상하되 본 판결의 송달일로부터 10
일내에 전부 이행할 것.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
라 이행 연기 기간 내의 채무 이자를 배가로 지불해야 한다.
(6) 항소인(1심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4.2. 2심법원의 판단
피항소인(1심 피고2)가 사용표장을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항소인(1심 피고2)가 표시한 사용표장이 상표법상의 상표에 속하는지에 대한

15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판례요지)

판단:
한 표장이 상표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로 그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항소인(1심 피고2)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고 각종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표장을 사용한 상
품의 판촉활동을 진행하여 사용표장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소비자는
사용표장을 보면 자연히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상품을 연상하게 된다. 특히 피항소
인(1심 피고2)의 포스터 홍보에는 사용표장을 돌출하게 표시하였고 상품의 병두껑에
는 사용표장만을 표시하였다. 사용표장에 대한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사용 행위는
이미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일련의 판촉활동을 통해 사용표장은 사실상의 상표로 되었다. 피항소인(1심
피고2)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표장은 주로 ‘百事可乐’상표와 원형 도형상표이지
사용표장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피항소인(1심 피고2)의 항변은 사용표장이 이미
객관적으로 피항소인(1심 피고2)의 미등록상표로 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항소인(1심 피고2)가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
상표법실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법 및 동법 실시조례에서 가리키는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에 사용하거
나 또는 상표를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사
건에서 피항소인(1심 피고2)은 사용표장을 홍보용 포스터, 진열대 등의 광고 매체에
사용하였으며, 피항소인(1심 피고2)가 생산한 콜라 상품의 용기 포장에도 사용표장을
직접 표시하였다. 피항소인(1심 피고2)의 행위는 명백히 상표의 사용행위에 속한다.
(3)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사용표장과 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표가 유사한지에 대
한 판단:
《상표해석》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상표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란 침해를 주장당한 상표와 항소인(1심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할 때 그 문자
의 모양, 칭호, 관념 또는 도형의 구성 및 색채, 또는 그 각 요소가 결합된 전체적인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그 입체적 형상, 색채의 결합이 유사하여 관련공중으로 하
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쉽게 오인케 하거나 또는 그 출처가 항소인(1심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인용상표는 문자, 병음, 모양의 결합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은 문자
부분이며 피항소인(1심 피고2)가 사용한 사용표장과 비교할 때 두 표장은 문자의 모
양, 칭호, 관념이 동일하다.
둘째, 피항소인(1심 피고2)가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관련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였다. 국가 관련 지식재산권 집법부문에서도 인용상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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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소인(1심 원고)의 상품을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상품을 사칭한 것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침해를 주장당한 상품과 외포장이 동일한 난징펩시콜라음료
유한공사(南京百事可乐饮料有限公司)에서 생산한 사용표장 사용상품을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한 적이 있었다.
또한, 상품의 출처에 대한 관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
어서, 실제로 오인을 일으킨 경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도 포
함하며 관련 공중이 관련 표장을 후에 사용한 자의 상품을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품
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품을 관련 표장을
후에 사용한 자의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본 사건에서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일련의 판촉활동을 통해 사용표장은 매우 강
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양호한 시장 명성을 형성하였다. 항소인(1심 원고)가
자신이 적법하게 등록한 인용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할 때 소비자는 항소인(1심
원고)와 피항소인(1심 피고2)를 연결시킬 것이고 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표 사용
상품과 피항소인(1심 피고2)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항소인(1심
원고)와 인용상표 사이의 연관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로써 인용상표는 본연의 식별기
능을 상실하게 되며, 항소인(1심 원고)가 인용상표를 통해 시장 명성을 얻고 기업의
발전 공간을 확충하여 기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항소인(1
심 원고)의 이익은 자연히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사용표
장과 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4)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사용표장 표시 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2류의 맥아 맥주, 물(음료), 콜라 등이다. 비록 항소인(1
심 원고)가 콜라 상품에 인용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상표법 제3조에 따
르면 ‘상표국을 통해 등록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가지며 이
상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항소인(1심 원고)가 지정상품인 콜라 상품에 실제
로 인용상표를 사용하였는지는 항소인(1심 원고)이 상표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사용표장 표시 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콜라’가 일치하므로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사용표장 표시 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다.
(5) 피항소인(1심 피고2)은 침해상품의 생산 시간과 판매 지역만을 설명하였고, 침
해상품의 구체적인 생산, 판매량, 판매 이익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이익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항소인(1심 피고2)가 제공한 ‘蓝色
风暴’ 홍보 계획, 실시방안, 판촉에 투입한 자금, 관련 판촉 활동으로 얻은 성공 보
도, 펩시콜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소비성 브랜드 중 하나라는 시장 명성 등
으로부터 볼 때 피항소인(1심 피고2)은 이 사용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생산, 판매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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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거대한 이익을 남겼음이 확실하다. 피항소인(1심 피고2)의 시장명성, 영업능력,
생산 및 판매 시간, 판매 범위, 2005년 기업 전체 이익 및 항소인(1심 원고)가 상표
등록 및 사용, 권리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피항소인(1심 피
고2)은 항소인(1심 원고)에게 인민페 300만 위안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1은 자신
이 판매한 침해상품의 합법적 경로를 증명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은 지지 않으나 판매
행위의 중지 책임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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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왕즈허발효두부공장(北京市王致和腐乳厂)
vs 베이징시순이현즈허발효두부공장(北京市顺义县致和腐乳厂)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A6

002

사건번호

(1993)순민초자제262호 ((1993)顺民初字第26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베이징시왕즈허발효두부공장

대리기구

(北京市王致和腐乳厂)

대리인

베이징시순이현즈허발효두부공장
(北京市顺义县致和腐乳厂)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다디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地律师事务所)
량런화(梁人华)
베이징시순이현변호사사무소
(北京市顺义县律师事务所)
왕라이유(王来友)
베이징시순이현인민법원/
1993. 7. 14.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1호, 제39조; 《상표법실시세칙》제41조 제2호;

2심 사건

A1.3; A6

002

사건번호

(1993)중민종자제1998호((1993)中民终字第199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베이징시왕즈허발효두부공장
(北京市王致和腐乳厂)

대리인

베이징시순이현즈허발효두부공장
(北京市顺义县致和腐乳厂)

대리기구
대리인

항소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다디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地律师事务所)
량런화(梁人华)
베이징시순이현변호사사무소
(北京市顺义县律师事务所)
왕라이유(王来友)
베이징시중급인민법원/
1993. 12. 24.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1호, 제39조; 《상표법실시세칙》제41조 제2호;
1993. 7. 14.

재심사건

1심 승패

피고 승

A1.3; A6

사건번호

(1994)고경지감자제52호((1994）高经知监子第5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재심신청인

베이징시순이현즈허발효두부공장

(1심 피고)

(北京市顺义县致和腐乳厂)

재심피신청인

002

베이징시왕즈허발효두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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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北京市王致和腐乳厂)
재심결정 후 화해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상표법(1993)》제38조 제1호, 제39조; 《상표법실시세칙》제41조 제2호;

쟁 점
▪ 피고가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발효시킨 두부에 ‘致和’표장을 사용한 것은 인용상
표권에 대한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 피고가 자신의 기업명칭을 ‘北京致和腐乳厂’으로 약칭하여 판촉용 상품의 라벨에
표시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 피고가 자신의 기업명칭을 ‘北京致和腐乳厂’으로 약칭하여 상품 매뉴얼에 표시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 1072961)

사용상표1
(출원 295611)

사용상표2
(등록351905)

<조사 사실>
원고는 1985. 4. 30. ‘王致和’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발
효시킨 두부”이다. 인용상표는 ‘王致和’는 베이징 유명상표이다.
피고는 1987년에 상표국에 ‘致和’ 상표(이하 ‘사용상표1’)를 출원하였지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했다.
피고는 또한 1989. 6. 20. ‘致’ 문자상표(이하 ‘사용상표2’)를 등록하였으며 지정상
품은 “발효시킨 두부”이다.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발효시킨 두부 항아리에 사용하는 라벨에 자신의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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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을 ‘北京致和腐乳厂(베이징즈허발효두부공장)’으로 약칭하여 표시하였고, 1992년
3, 4월 사이에 직원들에게 배분한 발효시킨 두부와 증정용 선물에 ‘致和’ 표장을 사
용함과 동시에 상품 매뉴얼에 기업명칭을 ‘北京致和腐乳厂(베이징즈허발효두부공장)’
으로 약칭하여 표시하였다. 상품 메뉴얼에는 王致和 발효시킨 두부의 역사를 소개함
과 동시에 1984년에 피고 공장이 설립되었고 王致和 발효시킨 두부의 전통 공법을
이어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1993.

베이징시중급인민법원

화해

1993. 12. 24.
항소 인용

상표권침해

(1993)중민종자제1998호

1993.

순이현인민법원

1993. 7. 14.

상표권침해

(1993)순민초자제262호

원고 패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38조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피고는 ‘致和’ 표장을 단지 직원 배분용과 증정용 발효시킨
두부에만 표시하였을 뿐 시중에 판매한 상품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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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1심 법원의 (1993)순민초자제262호 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발효시킨 두부 상품의
포장, 라벨에 ‘致和’를 표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3. 피항소인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에게 496,000위안을 배상
할 것(경제적 손실, 상업적 신용 손실비 47만 위안, 조사 및 변호사 수수료 26,000
위안을 포함).
4.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피항소인(1심 피고)는 자신의 기업명칭을 ‘北京致和腐乳厂’로 약칭하여 발효시킨
두부 항아리에 표시하였는데 이 약칭에 포함된 ‘致和’가 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
표와 항소인(1심 원고)의 기업명칭 ‘北京王致和腐乳厂’과 유사하므로 소비자로 하여
금 생산자를 혼동 및 오인케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피항소인(1심 피고)은 기업명칭
을 약칭하여 표시한 판촉용 상품과 항소인(1심 원고)이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하므로
피항소인의 행위는 항소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인용상표의 명성을 불법 사용하였는바 이는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반되며 부정경쟁행
위를 구성한다.
<쟁점2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항소인이 ‘致和’ 표장을 표시한 발효시킨 두부를 판매하지 않았고 수
익이 없으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피항소인은 증정용 선물
은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피항소인
은 발효시킨 두부 전문 제조업체로서 그 제품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 및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다. 일부 상품을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증정하는 것은
자신의 상품을 판촉하기 위한 수단에 속한다.. 피항소인은 증정용 발효시킨 두부에
미등록 ‘致和’ 표장을 사용하였고 그 상품은 항소인의 상품과 동일하고 또한 ‘致和’
두 글자는 항소인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항소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쟁점3에 대하여>
기업명칭을 약칭하여 상품 매뉴얼에 사용한 행위와 매뉴얼에 사용된 문구는 모두
판매상과 소비자로 하여금 피항소인의 상품과 ‘王致和’ 오랜 상호를 연결시키도록 한
다. 따라서 판매상 및 소비자는 피항소인의 상품과 항소인의 상품이 동일한 공장에
서 생산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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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며 아울러 항소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5. 재심 법원의 판단
5.1. 재심 법원의 판단
북경시 중급인민법원의 (1993)중민종자제1998호 민사판결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1. 본안은 본원의 심판에 붙인다.5)
2. 재심 기간 동안 원심 판결의 집행을 중지한다.

5)

이 사건은 재심 절차에서 당사자가 화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구두 사죄하고
손해배상액 1원을 배상하였다. 원고는 소를 취하였고 재심법원인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소취하를 재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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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자좡시푸란더사업발전공사(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vs 란뎬소프트웨어기술(선전)유한공사(蓝点软件技术(深圳)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153

사건번호

(2001)일중지초자제15호((2001)一中知初字第1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스자좡시푸란더사업발전공사
(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란뎬소프트웨어기술(선전)유한공

피고1

사
(蓝点软件技术(深圳)有限公司)
베이징중관청컴퓨터과학기술발전

피고2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시이중변호사사무소
(北京市亿中律师事务所)
장서우윈(张寿云); 마옌(马燕)

대리기구

유한공사
(北京中关成电脑科技发展有限公

대리인

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1. 7. 4. 선고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2호.

쟁 점
▪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자신이 판매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한 기
능 모듈명으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하는가?

소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862680)

인용상표2
(등록 86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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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96. 8. 14，원고는 상표국에 ‘小秘书’ 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
번호는 제862680호, 지정상품은 제9류의 전화번호 쾌속 다이얼, 통신 네비게이션 장
비, 컴퓨터 및 그 외부장비, 노트북이다. ‘小秘书’ 3 글자는 반호형으로 배열된 행서
체로 되어 있다.
1996. 8. 28. ，원고는 또 상표국에 ‘秘书’ 상표(이하 ‘인용상표2’)를 등록하였고 등
록번호는 제866217호，지정상품은 제9류이다. 인용상표2의 ‘秘书’ 2 글자는 행서체
로 되어 있다.
1994년부터 1996까지，원고는 자신의 제품 ‘小秘书随身电脑电话宝6)’에 대해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蓝点Linux2.0(란뎬 Linux2.0)’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2000. 9.
14. 피고로부터 蓝点Linux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원고가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한 물증 ‘蓝点Linux2.0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외포장
박스는 남색 바탕에 ‘蓝点Linux2.0标准版(란뎬 Linux2.0 표준판)’ 등의 문자가 표시
되었으며 외포장 박스 후면에는 영문 ‘Blue Point’와 피고의 회사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기재되었으나 중문 ‘电子小秘书7)’ 또는 ‘小秘书’가 표시되지 않았다. 상
기 포장 박스 내에는 ‘蓝点Linux2.0 운영체제’ 설치용 광디스크 1매가 들어 있었고
광디스크의 바탕색은 남색 및 흰색 두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蓝点
Linux2.0’ 및 ‘Blue Point’문자가 표시되었고 피고 회사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표시되었으나 중문 ‘电子小秘书’ 또는 ‘小秘书’는 기재되지 않았다.
《蓝点Linux2.0 사용자 매뉴얼》의 제7장은 KDE 환경에 관한 것이고 제96페이지의
도 8 내지 도 13은 K 메뉴 표시도면으로 K 메뉴에 ‘电子小秘书’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됨을 표시하였으며 그 중 ‘电子小秘书’의 글꼴은 송조체이다. 이 사용자 매뉴얼
제102페이지의 ‘电子小秘书’ 절에는 ‘电子小秘书 K oraginizer’는 ‘KDE PDA(개인정
보조수)로서 귀하의 개인 업무, 학습 또는 생활 계획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103페이지의 도7*.20은 ‘电子小秘书 K oraginizer’ 인터
페이스를 표시한 화면으로 사용자가 ‘电子小秘书’ 응용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컴퓨터
화면에 ‘电子小秘书’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표시되고 이 인터페이스 상단에 송조
체로 된 ‘电子小秘书’ 문자가 기재됨을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蓝点Linux1.0 운영 체제’ 제품에 ‘电子小秘书’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2000. 9. 21. ，원고는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피고가 생산, 판매한 ‘蓝点Linux’
프로그램의 사양서, 웹사이트, 설치후 메뉴, ‘电子小秘书’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小秘
书’ 표장은 상표법 및 상표법실시세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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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小秘书 휴대용 컴퓨터 및 전화’로 번역된다.

7)

‘전자 꼬마비서’ 정도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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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였다.
상기 경고장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小秘书’ 문자의 사용은 상표법 의미상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01. 4. 9. ‘蓝点Linux2.0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운행 상황에 대한 1심 법원의
감정에 따르면, 컴퓨터 부팅 상태에서 화면에는 시동, 템플릿, 휴지통 등의 3개 메뉴
의 아이콘이 표시되었고 시작 메뉴의 ‘KDE’ 의 기본값 메뉴를 선택하면 《蓝点
Linux2.0 사용자 매뉴얼》 제96페이지 도8*.13와 같은 K 메뉴 표시도면을 볼 수 있
었고 그중 ‘电子小秘书’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면 《蓝点Linux2.0 사용자 매뉴얼》
제103페이지의 도7*.20과 같은 ‘电子小秘书 Koraginizer’(K organizer임) 인터페이
스를 볼 수 있었다.

2. 소송경과
2000. 12. 21.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1. 7. 4.

상표권 침해

(2001)일중지초자제15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는 상품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
품또는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국의 등록을 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이고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
호를 받는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에 대해 상표권을 가
지며 원고가 향유하는 상표권은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에 한해야 한다. 원고가 등록한
인용상표1은 반호형으로 배열된 미술체 ‘小秘书’ 3 글자로 이루어졌고 인용상표2는
미술체의 ‘秘书’ 2글자로 이루어졌다. 이 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제9류의 전
화번호 쾌속 다이얼, 통신 네비게이션 장비, 컴퓨터 및 그 외부장비, 노트북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 매뉴얼, 웹사이트, 설치후 메뉴 및 소프트웨어 인
터페이스에 ‘电子小秘书’ 표시를 한 행위는 2가지 측면에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 상표법 제38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 즉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를 사용하였음. (2)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 즉 동일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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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의 명칭 또는
포장 장식으로 사용하였음.
원고의 상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가 생산, 판매한 ‘蓝点Linux2.0 운영 체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그
용도는 사용자를 도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상기 운영체
제를 통해 컴퓨터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컴퓨터에 전달하여 컴퓨터
가 사용자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기 상품과 원
고가 등록한 제9류 상품은 동종 상품이 아니나 유사상품에 속한다.
본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电子小秘书’는 ‘蓝点Linux2.0 운영 체제’에 하
나의 구성부분으로 존재하나 하나의 기능 모듈일 뿐이다. ‘电子小秘书’는 그 기능 모
듈의 명칭으로서 그 모듈의 기능과 용도를 표시한다. 피고는 비록 자신의 《蓝点
Linux2.0 사용자 매뉴얼》, 웹사이트, 설치후 메뉴 및 ‘电子小秘书’ 인터페이스에 ‘电
子小秘书’ 문자를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사용은 단지 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용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은 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생
산한 ‘蓝点Linux2.0 운영 체제’의 상품 외포장 및 설치용 광디스크에는 ‘电子小秘书’
또는 ‘小秘书’ 문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피고가 ‘电子小秘书’ 문자를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의 상품과 원고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오인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상표
권 침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
다. 피고가 ‘蓝点Linux2.0 운영 체제’에 ‘电子小秘书’를 사용한 행위는 양 당사자의
상품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小秘书随身电脑电话宝’ 상품의 지명
여부는 상기 결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小秘书随身电脑电话宝’가
지명상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가 생산한 ‘蓝点Linux2.0 운영 체제’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蓝点Linux2.0 운영 체제’를 판매한 행위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의 판매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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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사(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vs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장(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C1

007

사건번호

(1998)이중지초자제124호((1998)二中知初字第12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
사(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피고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

대리인

베이징시솽리변호사사무소
(北京市双力律师事务所)
류젠주(刘建柱), 뮤더이(缪德义)

대리기구
대리인

장(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소송결과

청구 인용

관련법령

《상표법(1993)》 제38조 제4호

2심 사건

대리기구

판결법원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9. 6. 20. 선고

007

A1.1, C1

사건번호

(1999)고지종자제63호((1999)高知终字第6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
장(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
사(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법령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1심 판결일자

1999. 6. 20.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1심 승패

베이징시솽리변호사사무소
(北京市双力律师事务所)
류젠주(刘建柱), 뮤더이(缪德义)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9. 11. 12. 선고

원고 승

쟁 점
▪ 자신의 제품을 넣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구매하였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
구성하는가?
▪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가?
▪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구매하였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하
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는가?

적극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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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1437003)

등록 제798327호

天朝상표 도형 및 문자

등록 제928145

<원심 인정 사실>
원고는 각각 ‘天朝’ 문자(인용상표2) 및 도형(‘인용상표1’)의 상표권자이며. 원고는
피고와 같이 모두 부동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원고는 자사의 제품에 상기 등록상
표를 줄곧 사용하여 왔다.
1998. 9. 피고는 원고에게 포장용기를 생산공급하는 베이징시환야플라스틱제품회
사로부터 원고의 인용상표1의 도형과 ‘天朝’ 문자(이하 ‘사용표장’)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용기 4,160개를 구매하였다. 피고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기 부동액 포
장용기를 구매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원고는 피고가 상기 포장용기에 자사의 제품을 담아 판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
지 못했다.

2. 소송경과

1999.

30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9)고지종자제63호

1999. 11. 12.
항소 기각
(원고 승)

1998.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9. 6. 30.

상표권침해

(1998)이중지초자제124호

원고 승

분류코드 : A1.1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용기를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중
지하라.
2. 피고는 자신이 구매한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용기를 폐기하라.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사과 내
용은 본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기간내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전국에서 공개 발행되는 신문에 본 판결의 내용을 공포할 것이며 비용은 피고가 부
담한다).
4.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인민페 6,000위안을 배상하라.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권자는 타인이 허가없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
는 동시에 타인이 등록상표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에는 타인의 상
표 표시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용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대량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한
부동액을 담아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 행위는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만, 피고의 상기 행위가 원고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인용상표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자체 생산한 부동액을 담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를 제
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상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항소인(1심
피고)과 피항소인(1심 원고)는 모두 부동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항소인은 포장용기
에 피항소인의 인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장용기를 대량 구매하
였다. 그 구매목적은 상기 포장용기에 자사의 제품을 넣고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주
관적 과실이 분명하며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다. 다만 항소인은 구매한 포장용기에 자사의 제품을 담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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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피항소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인의 행위는 피항소의 인용상
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항소인에게 아직 실제 손해를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침해를 중지하고 피항소인에게 사죄하며 피항소인에게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자사의 부동액을
이 사건 관련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인은 베이징환야플라스틱회사가 공동 피고로서 자신과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인은 베이징환야플라스틱회사로부터 피항소인의 인용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것은 사실상 피항소인의 상표표시이다. 따
라서 항소인과 베이징시환야플라스틱회사의 법률 관계는 상표표시의 매매 관계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 누구도 상표표시를 불법 인쇄제작 또는 불법 매매해서는 안
된다. 항소인과 베이징시환야플라스틱회사는 피항소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표표시
를 매매하였는데 이는 등록상표표시의 불법 매매행위에 속하며 법률이 금지하는 것
이다. 이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표표시의 매
매는 상표권 침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베이징환야플라스틱제품회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 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항소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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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시야원식품유한공사(东莞市雅文食品有限公司)
vs 베이징진야오스선물제작유한공사(北京金钥匙礼品制作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074

사건번호

(1999)일중지초자제158호((1999)一中知初字第15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둥관시야원장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东莞市雅文饰品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진야오스선물제작유한공사

대리기구

(北京金钥匙礼品制作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화쉬변호사사무소
(华旭律师事务所)
원쉬(温旭),왕광화(王广华)
베이징시정젠융선변호사사무소
(北京市正见永申律师事务所)
리징(李静冰), 장치한(张其函)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2. 8.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4호

2심 사건

A1.1

074

사건번호

(2001)고지종자제23호((2001)高知终字第2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

베이징진야오스선물제작유한공사
(北京金钥匙礼品制作有限公司)

피항소인

둥관시야원장식품유한공사

(1심 원고)

(东莞市雅文饰品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정젠융선변호사사무소
(北京市正见永申律师事务所)
리징(李静冰), 장치한(张其函)
화쉬변호사사무소
(华旭律师事务所)
원쉬(温旭),왕광화(王广华)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12. 12.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4호;
《민사소송법》제153조 제1항 제1호
2000. 12. 8.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자신이 경영하는 상점의 표
시판 및 광고선전화보집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피고가 자신이 사용권을 취득한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인용상표의 도형

적극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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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신의 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피고의 기업명칭이 ‘北京金钥匙礼品制作有限公司’인 경우 이 기업명칭의 상호에
해당하는 金钥匙만을 자기 제품을 선전 광고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기업명칭의

소극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서비스표등록 955915)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383195)

인용상표2
(등록 292719)

<원심 인정 사실>
원고 둥관시야원식품유한공사(东莞市雅文食品有限公司, 이하 ‘원고’)는 1987. 7.
10. <상표등록용 상품과 서비스업 국제분류표>의 제26류에 ‘金锁匙8)’ 도형 및 문자
결합상표(등록번호: 제383195호, 이하 ‘인용상표1’) 를 등록하였고, 동시에 동일한
도형 및 문자 결합상표를 국제분류 제14류에 등록하였다(등록번호: 제292719호, 이
하 ‘인용상표2’).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는 각각 열쇠 도형과 그 아래부분의 ‘金锁匙’
중문 문자 및 측면의 ‘GOLDEN KEY’ 영문 문자로 구성되었다. 이 두 등록상표의 존
속기간은 2007. 7. 9. 까지이다.
피고는 1997. 5. 1. 난징금열쇠무역공사(南京金钥匙经贸公司)로부터 제35류의 ‘보
조성 경영관리업’에 대한 제955915호 서비스표(이하 ‘사용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사용기간은 1995. 5. 1. 부터 2004. 11. 20. 까지이다. 사용서비스표
의 열쇠도형과 원고의 두 인용상표의 열쇠도형은 서로 같았다. 피고는 자신의 경영
장소의 간판, 상품의 광고선전화보집 및 종업원의 명함에 사용서비스표의 열쇠도형
및 중문 ‘金钥匙9)’，영문 ‘GOLDEN KEY’ 문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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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쒀스’로 호칭되며 ‘금열쇠’라는 뜻을 가진다.

9)

‘진야오스’로 호칭되며 ‘금열쇠’라는 뜻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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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조사 사실>
원고의

원명칭은

둥관시야원장식품유한공사(东莞市雅文首饰制品有限公司)이며,

1999. 7. 28.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로 열쇠태그(key tag)의 광
고 설계, 제작 및 배포와 금속장식품(금은 장식품 불포함), 선물 등의 생산 및 판매
를 경영하는 기업이다.
피고는 1997. 4. 16. 설립되었으며, 주로 공업미술품, 광고용 선물 등의 제작 판매
를 경영한다.
1999. 11. 5, 원고가 증거로서 확보한 피고의 주요 사무장소이자 경영장소의 문밖
표시판 사진에 따르면 직사각형 표시판 상부에는 대체로 동일한 글꼴로 된 ‘中协服
务开发中心金钥匙礼品制作有限公司(중협서비스개발센터금열쇠선물제작유한공사)’문구
가 기재되어 있었고 표시판 좌측에서 전체 면적의 대략 1/8를 차지하는 부분에는 사
용서비스표와 동일한 노란색 열쇠도형과, 그 열쇠도형의 아래 부분에 작은 글꼴로
표시된 ‘金钥匙’ 및 도형 우측의 등록상표표시 ®이 표시되어 있었다. 상기 장소의 문
밖 오른쪽의 직사각형 금속 표시판 및 유리문 상부에는 모두 피고의 기업명칭과 사
용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 또한 원고가 증거로서 확보한 피고의 선물 광고선전화보
집의 앞표지에는 열쇠 도형이 인쇄되어 있었고 도형 밑에는 ‘金钥匙’문자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광고선전화보집의 속지 대부분에는 열쇠도형, ‘金钥匙’ 문자, 등록상표표
시 ® 및 영문 ‘GOLDEN KEY’의 결합도형이 인쇄되어 있었다. 이 광고선전화보집에
는 피고의 상품 소개와 피고가 고객을 위해 설계 및 제작한 장식품 등이 전시용으로
게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가 없이 원고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광고
선전화보집, 자료 및 명함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2001.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고지종자제23호

2001. 12. 12.
항소 기각
(원고 승)

1999.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2. 8.

상표권침해

(1999)일중지초자제158호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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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74,371.30위안을
배상하라.
3. 원고의 기타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경영장소에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
한 열쇠 도형을 사용하고 그 아래에 ‘金钥匙’ 문자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광고
선전화보집에

따르면

피고는

인용상표와

동일한

열쇠

도형,

‘金钥匙’문자

및

‘GOLDEN KEY’문자의 결합표장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두 인용상표는 열쇠 도형, 그 아래 부분에 표시된 ‘金锁匙’문
자 및 열쇠 도형 옆에 표시된 ‘GOLDEN KEY’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그 중 열쇠 도
형과 그 아래의 ‘金锁匙’ 문자의 결합 도형은 인용상표의 식별력 부분이다. 피고가
사용한 열쇠 도형과 ‘GOLDEN KEY’문자는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하다. ‘金钥匙’와
‘金锁匙’는 단지 한 글자 차이뿐이나 글꼴, 관념이 유사하므로 인용상표의 열쇠 도형
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는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양자는 서로 유사하다.
피고는 비록 경영장소에서 인용상표의 열쇠 도형과 그 아래의 ‘金钥匙’문자만을 사
용하고 ‘GOLDEN KEY’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열쇠 도형과 그 아래의 ‘金钥匙’의 결
합도형이 인용상표의 주요부분이며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사용 역
시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경영장소와 광고선전화보집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자신의 경영장소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광고선전화보집을 통해 소개한 상품
은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분류에 속하고 경영장소에 표시된 표장과
상품을 소개한 광고선전화보집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데 안내 작용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쟁점2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을 통해 사용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사용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제35류의 보조성 경영관리업 등이다. 사용서비스표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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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인용상표는 도형이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표장은 각자 등록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향유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관
련 서비스를 안내하는 활동에서 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인용상
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피고의 사용서비스
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상점의 진열창 배치, 광고(홍보)에 있어서 사용서비스표는 단
지 피고가 광고 경영 서비스 및 상점의 진열창 배치 서비스를 진행할 때에 한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모든 상업행위에서 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 피고가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범위내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
정에서 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 보호범위내에서의 사용에 해당
된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경영장소 및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광고선전화보집에 원고의
인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3에 대한 판단>
항소인(원심 피고)는 자신의 기업명칭을 규범화하게 사용해야 하나, 광고 홍보활동
에서 ‘金钥匙’문구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기업명칭을 규범화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
이다.

따라서 ‘金钥匙’를 표시한 행위는 자신의 기업명칭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

는 항소인(원심 피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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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설탕담배술공사(北京市糖业烟酒公司)
vs 베이징메이추식품유한공사(北京美厨食品有限公司)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A1.1

017

사건번호

(2001)고지종자제43호((2001)高知终字第4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베이징메이추식품유한공사

(1심 피고)

(北京美厨食品有限公司)

피항소인

베이징시설탕담배술공사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 법령

(北京市糖业烟酒公司)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다두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都律师事务所)
스리훙(史力红)
톈다변호사사무소
(天达律师事务所)
장샤오썬(张晓森)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5. 14. 선고

《상표법(1993)》제3조, 제37조, 제38조 제4호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자신의 라면을 판매하면서 타인의 상표권 침해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증정품으
로 제공한 행위가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 922537)

피항소인(원고)은 상표국에 ‘JING TANG + 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출원하였
고 1996. 12. 28. 등록 받았다.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0류의 설탕을 포함하며
존속기간은 1996. 12. 28. ~ 2006. 12. 27. 이다.
피항소인(원고)이 생산한 가루설탕은 관련기관에 의해 지명상품으로 인정되었으며,
동종 상품에서 일정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명도는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었다.
피항소인(원고)은 자신의 상품이 모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포장재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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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설계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외관을 더욱 미적으로 표현하였고 위조방지
표시를 부착하였다.
피항소인(원고)은 자체 판매 외에도 500g포장 인용상표 브랜드 정제가루설탕을 베
이징시펑타이설탕담배술공사(北京市丰台糖业烟酒公司, 이하 ‘펑타이공사’)를 포함한
기타 설탕담배술공사에 도매로 판매하였다.
1999. 10. 이래, 항소인(피고)은 여러 차례 펑타이 회사로부터 500g포장의 인용상
표 브랜드 정제 가루설탕을 구매한 적이 있었다. 1999. 10. 20. ~ 11. 12., 항소인
(피고)은 각각 베이징시타이양궁 도매시장과 베이징징시도매시장으로부터 500g포장
의 인용상표 브랜드 정제 가루설탕 24,300 봉지를 구매하였다. 1999. 10. 20.부터
항소인(피고)은 상기 구매한 가루설탕 중 일부를 자신이 생산한 라면 포장박스에 증
정품으로 한 박스에 하나씩 넣었고, 라면 포장박스에 ‘박스 안에 증정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인용상표 브랜드 정제 가루설탕 8,743봉
지가 라면과 함께 시장에 유입되었다.
1999. 11. 16. 시공상국 먼터우거우분국(市工商局门头沟分局)은 항소인(피고)이 구
매한 상기 가루설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항소인(피고)가 증정품으로 사용한 인
용상표 브랜드 정제 가루설탕은 피항소인(원고)의 브랜드를 사칭한 상품임을 인정하
였다. 시공상국 먼터우거우분국은 항소인(피고)이 인용상표를 사칭한 가루설탕을 라
면 박스에 넣어 판촉 활동을 한 것은 허위광고 및 소비자를 오도한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항소인(피고)에 대해 문공상검자(2000)제005호 처벌 결정서를 내고 사칭
제품 정제 가루설탕 15,557봉지를 몰수하였고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항
소인(피고)은 이 처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항소인(원고)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1999. 11. 12. 과 1999.11. 25. 시장에는
여전히 항소인(피고)이 인용상표 브랜드를 사칭한 정제 가루설탕이 증정품으로서 라
면과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

2. 소송경과

2001.

2000.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5. 14.

(2001)고지종자제43호

원고 승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0)이중지초자제1호

3. 1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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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문
1. 피고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원고의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증정
품으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3. 피고는 원고의 경제손실 1만 위안을 배상하라.
4. 피고는 원고의 상업적 신용 손해 4만 위안을 배상하라.
5.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를 위해 지출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2천 위안을 배상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용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원고의 상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고는
이미 여러 차례 펑타이 회사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인용상표 브랜드 가루설탕을 구
매한 바 있으므로 이 상품의 외포장, 상품 품질 및 가격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
이 마땅하다. 피고가 시장에서 구매한 가루설탕은 외포장, 상품 품질 및 가격 등 면
에서 정상적인 상품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피고는 주관상 자신이 구매한 가
루설탕이 원고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상품을
증정품으로 끼워 파는 것은 경영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촉하기 위한 경영 책략으로
서 그 본질은 여전히 특별한 경영 수단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판매방식은 경영자의 잠재적인 판매행위로서 그 성격은 이 증정품으로 인해 자기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는지 또는 증정품을 원가에 포함시켰는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정 행위는 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성립
되지 않는다.
《상표법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함에도 판매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피고가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루설탕을 자신이 판매하는 라면 박스에 증정
품으로 끼워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사죄
및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즉각 침해를 중지해야 한다. 피고의 침해행위의 정도와 상표 지명도, 침해자의 주관
악의 정도, 침해 결과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책정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원고)은 인용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원고의 상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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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함에도 판매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항소인(피고)은 이미 여러 차례 펑타이공사로부터 피항소인(원고)이 생산한 인용상표
브랜드 가루설탕을 구매한 바 있으므로 이 상품의 외포장, 상품 품질 및 가격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항소인(피고)이 자신이 생산한 라면 포장박스에 증정품으로서
넣은 인용상표 브랜드 가루설탕은 그 외포장, 상품품질 및 가격이 모두 피항소인(원
고)이 생산한 ‘JING TANG’브랜드 가루설탕과 명백하게 다르다. 따라서 항소인(피고)
은 주관상 자신이 구매한 가루설탕이 피항소인(원고)을 사칭한 상품임을 알고 있어야
했다. 항소인(피고)은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상품을 자신이 생
산한 라면 박스에 증정품으로 끼워 판 행위는 피항소인(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를 구성하며 상응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증정 행위는 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항소인(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원고)의 ‘JING TANG’ 상표권을 침해한 가
루설탕을 증정품으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라면 포장 박스에 끼워 판매한 목적은 항소
인(피고)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켜 더욱더 많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항소인
(피고)이 판매한 라면 박스에는 항소인(피고) 자신의 라면뿐만 아니라 피항소인(원고)
‘JING TANG’ 상표권을 도용한 가루설탕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증정 행위 자체
는 여전히 판매 행위에 속하고, 이 행위의 성격은 증정품이 부대적이라고 해서 바뀌
지 않으며 또한 이 증정품으로 인해 자기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는지 또
는 증정품을 원가에 포함시켰는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소인(피고)이 증정 판매 행위는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한 주장은 성립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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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하이즈룬생물공학유한공사(海南海之润生物工程有限公司)
vs 하이난하이룬진주과학기술유한공사(海南海润珍珠科技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사건
1심 사건
사건번호

A1.1; A1.2
(2006)일중민초자제926호((2006)一中民初字第926号)

사건의 분류

원고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소송결과

관련법령

174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하이난하이즈룬생물공학유한공사
(海南海之润生物工程有限公司)

하이난하이룬진주과학기술유한공사
(海南海润珍珠科技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톈쩌보석유한공사

대리기구

(北京天泽珠宝有限公司)

대리인

산야하이룬보석유한공사

대리기구

(三亚海润珠宝有限公司)

대리인

하이난하이룬진주과학관유한공사
(海南海润珍珠科学馆有限公司)

청구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유니탈렌변호사사무소
(北京市集佳律师事务所)
장야저우(张亚洲)，
저우단단(周丹丹)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숭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12. 20.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제2호;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상표 해석》 제11조, 제12조.

2심 사건

A1.1; A1.2

174

사건번호

(2007)고민종자제382호 ((2007)高民终字第38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1

하이난하이즈룬생물공학유한공사
(海南海之润生物工程有限公司)

하이난하이룬진주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베이징시유니탈렌변호사사무소
(北京市集佳律师事务所)
장야저우(张亚洲)
저우단단(周丹丹)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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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1)

(海南海润珍珠科技有限公司)

피항소인2

베이징톈저보석유한공사

(1심 피고2)

(北京天泽珠宝有限公司)

피항소인3

산야하이룬보석유한공사

(1심 피고3)

(三亚海润珠宝有限公司)

피항소인4
(1심 피고4)

하이난하이룬진주
과학관유한공사
(海南海润珍珠科学馆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과학기술유한공사

항소 기각

대리인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대리인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대리인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퉁다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金诚同达律师事务所)

대리인

쑹훙(宋宏)，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2007. 5. 21.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제2호;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상표 해석》 제11조, 제12조.

1심 판결일자

2006. 12. 20.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화장품’과 피고가 사용한 상품 ‘진주펄 파우더, 의
학용 영양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인가?
▪ 피고1이 화장품에 ‘海润珍珠’ 문자를 표시한 것이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
해를 구성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사용상표1
(등록 1236385)

사용상표2
(등록 30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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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표3
(등록 3445619)

사용표장

海润珍珠

<1심 법원의 조사 사실>
원고는 1999. 6. 29. 설립되었다.
2000. 10. 30. 원고는 ‘海润’ 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출원하였고 2002. 5.
14. 등록받았다. 인용상표의 등록번호는 제1765016호이고 지정상품은 제3류의 주름
방지크림, 화장품, 미용 마사지팩, 피부미백크림 등이며 존속기간은 2012. 5. 13. 까
지이다.
2005년 하이난성명품인정위원회(海南省名牌产品认定委员会)는 원고의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진주화장품에 《海南省名牌产品证书(하이난명품증서)》를 수여하였고, 증서
의 유효기간은 2005. 9. ~2008. 9. 까지이다. 2006. 2. 20, 《海南日报(하이난일
보)》에 하이난성공상행정관리국의 ‘海南省著名商标(하이난성유명상표)’인정에 관한
공고가 게재되었는데 그 중에는 원고가 제3류에 등록한 인용상표가 포함되었다.
피고3은 1997. 9. 23. 설립되었고 1999. 1. 7. ‘海润’ 문자상표(이하 ‘사용상표1’)
를 등록하였다. 사용상표1의 등록번호는 제1236385호, 지정상품은 제14류의 진주
(보석), 보석, 인조보석, 마노, 비취 등이며 존속기간은 2009. 1. 6. 까지이다.
2003년, 하이난성명품인정위원회는 피고3의 사용상표1을 사용하는 진주 장식품에
《海南省名牌产品证书(하이난명품증서)》를 수여하였고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2003.
3. ~ 2006. 3. 까지이다. 2003. 4. 18. 하이난성공상행정관리국은 피고 3의 사용상
표1에 ‘海南省著名商标(하이난성유명상표)’ 칭호를 수여하였고 유효기간은 2003 ~
2006년이다.
피고4는 2001. 1. 4. 설립되었으며 2003. 5. 14. ‘波浪’ 도형상표(이하 ‘사용상표
2’)를 등록하였고 사용상표2의 등록번호는 제3070836호이고 지정상품은 제3류의 합
성세제, 클렌저, 세수비누 등이며 존속기간은 2013. 5. 13. 까지이다. 2003. 6. 2.
피고4와 피고1은 상표권 배타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03. 6. 2. ~
2013. 5. 13. 이다.
피고4는 2004. 12. 21. ‘海之南’ 문자상표(이하 ‘사용상표3’)를 등록하였고 등록번

45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판례요지)

호는 제3445619호, 지정상품은 제5류의 진주펄파우더, 의학용 영양품 등이고 존속
기간은 2014. 12. 20. 까지이다. 2004. 12. 30. 피고4와 피고1은 상표권 배타사용허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04. 12. 30 ~ 2014. 12. 20. 까지이다.
피고1은 2002. 3. 12. 에 설립된 회사로 화장품, 건강식품, 음료식품 등의 가공 및
판매업에 종사한다.
피고1, 피고3 및 피고4의 법정 대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고 회사의 주주
로 있었으며 ‘주주권 양도 계약’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양도하였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7. 5. 21.

(2007)고민종자제382호

항소 기각

2006.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12. 20.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2006)일중민초자제926호

원고 패

2007. 3. 5.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상표 해석》 제11조와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유사상품이란 기능, 용도, 생산부
문, 판매경로, 수요자 등이 일치하거나 또는 관련공중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을 말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관련공중의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용 상품과 서비스업 국제분류표》, 《유사상품과 서
비스업의 구분표》는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유사
상품과 서비스업의 구분표》에 따를 때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는 제3류의 주름방지크림, 화장품 등이고, 피고4가 등록하고 피고1이 사용한 사
용상표3의 지정상품은 제5류의 진주펄 파우더, 의학용 영양품 등이다. 화장품에 대한
관련공중의 일반적인 인식은 화장품에 화합물, 활성물질이 포함되고 체외로부터 인
체의 모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나, 의약품과 의학용 영양품은 외용약을 제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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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내복하는 방식으로 장기에 의한 흡수를 통해 효능을 발휘하며, 화장품과 의
약품, 의약용 영양품의 판매 매대도 구분된다. 따라서 화장품과 의약용 영양품은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 침해주장상품 ‘纯海水珍珠粉(순해수 진주펄)’,
‘纯珍珠粉(胶囊)(순진주펄(캡슐))’ 및 ‘珍珠祛皱系列(진주주름제거 시리즈)’ 세트의
‘纯珍珠粉(순진주펄)’의 성분은 모두 순진주펄로서 의약용 영양품에 속하며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
고의 상기 3종 상품이 화장품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및 법적 근거가 결여되
어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2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고4는 사용상표3, 사용상표2의 상표권자이며 피고1의 주주이다. 피
고1이 원고가 구매 공증한 상품, 전단지 및 포장봉투에 사용상표2와 사용상표3을 사
용한 행위는 피고4의 허락을 받았고 사용상표2와 사용상표3은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하지 않아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1이 사용상
표2와 사용상표3을 사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품의 출처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관련 공중은 상기 상표를 통해 원고 회사와 세 피고의 화장품 상품을
구분할 수 있으며 혼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1이 ‘海润珍珠’문자를 사용한 것은
판매, 홍보하는 화장품 성분이 진주와 관련됨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고 상품의 출처
를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海润珍珠’ 또한 피고1이 자신의 상호를 규범
화하게 사용한 것이며 관련 공중은 원고가 공증 구매한 상품, 전단지 및 포장봉투에
‘海润珍珠’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세 피고가 합동 출시한 화장품과 원고의 화장품을
혼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
하지 않고 피고2가 상기 상품을 판매하 행위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3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1이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한 ‘海润’ 문자를 기업상호로
등록하였고 ‘海润’문자가 포함된 ‘海南海润珍珠科技有限公司’ 기업명칭을 많이 사용하
였는데 피고1의 이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였으
므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상표권을 향유하는 문

자상표는 ‘海润’이지 ‘海润珍珠’가 아니며, 행정구역, 사업, 조직형식을 제거한 후의
‘海润珍珠’는 피고1의 상호로 된다. 피고1은 ‘海润珍珠’ 네 글자를 단독 또는 돌출하
게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4가 사용을 허락한 사용상표4 및 사용상표3과 결합하여 사
용하였다. 따라서 관련공중이 상품의 출처 및 피고1과 원고 사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 혼동할 염려는 없다. 또한 ‘海润珍珠’은 세 피고가 합동 출시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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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분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피고1이 ‘海润珍珠’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
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결
여되어 있어 성립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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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팡타이신이화식품유통유한공사(北京方太新怡华食品销售有限公司) vs
창사마왕뒈이농산품주식유한공사(长沙马王堆农产品股份有限公司)상표권 침해 사건
2심 사건

A1.2

026

사건번호

(2003)고민종자제1005호((2003）高民终字第100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창사마왕뒈이농산품주식유한공사

(1심 피고1)

(长沙马王堆农产品股份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베이징팡타이신이화식품유통유한
피항소인
(1심 원고)

대리인

공사
(北京方太新怡华食品销售有限公

대리기구

司)

‐‐
후거신(胡革欣)
베이징관친변호사사무소
(北京市观勤律师事务所)
황이뱌오(黄义彪)
베이징시이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颐和律师事务所)
정밍췬(郑明君)

1심 피고2

베이징잉루식품유통유한공사
(北京英茹食品销售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법령

대리기구
대리인

항소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 팡뤠변호사사무소
(北京市方略律师事务所)
차이윈(蔡芸)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2.19. 선고

《상표법》52조 제1호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상품 유사판단의 기준

적극

▪ 향신료 식초와 식초 함유 음료의 유사 여부

소극

1. 사실관계
인용상표

인용상표1
(732128)

광시난팡어린이식품공장(广西南方儿童食品厂)이 30류 콩으로 만든 식품, 식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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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을 지정하여 출원한 ‘贵妃’상표(이하 ‘인용상표’)가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등록
(등록 제732128호)되었다. 후에 광시난팡어린이식품공장은 광시헤이우레이식품유한
공사(广西黑五类食品集团有限责任公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2. 1. 12. 상기회사
는 베이징팡타이신이화식품유통유한공사(北京方太新怡华食品销售有限公司, 이하 ‘원
고’)에게 인용상표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원고에게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단속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2002. 9. 7. 상표국은 상기 양
도를 허가했다.
2002. 9. 12. 원고는 원심 피고2로부터 항소인(원심피고1)이 생산한 ‘백세인귀비식
초’(百岁人贵妃醋), ‘시한미인귀비식초’(西汉丽人贵妃醋)를 각 한 상자씩 구매했으며,
가격은 각각 416위안과 390위안이었다. 피고2는 상기 상품이 후난성 창사시 가오차
오 대시장(湖南省长沙市高桥大市场)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두 제품의 병에는 모두 ‘长沙马王堆农产品股份有限公司长沙百岁人醋厂’(창사마왕뒈이
농산품주식유한공사 창사백세인식초공장)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①바로 음용하거나
물에 타서 음용 ②얼음이나 스프라이트 등을 배합하여 음용 ③양주, 포도주 등과 배
합하면 고급 고품격의 칵테일이 된다. 배합원료는 양조식초, 대추, 꿀, 생강, 진피, 꽃
가루, 진주가루 등이며 산도는 ≥1.6g/100ml라고 표기되어 있다. 피고1의 기업 자료
에 따르면 상기 2가지 제품 외에도 ‘양씨귀비식초’ (杨氏贵妃醋)가 있다. 2003. 7.
24. 원고는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1과 피고2가 상
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2. 소송경과
베이징고급인민법원

2004.6.

(2003)고민종자제1005호

피고 승

2003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2003.12.8

상표침해중지/손해배상

(2003)이중민초자제6997호

원고 승

2003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건 관련 제품에 ‘贵妃’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1은 원고의 경제손실 15만 위안을 배상한다.
3. 피고2는 피고1이 제조한 침해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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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1이 제조하고 판매한 이 건 관련 제품 표장에 사용한 ‘贵妃’는 그 자형과 글자
체와 크기가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의 문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문자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유사표지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식초
를 포함한 30류이고, 피고가 제조하고 판매한 귀비식초의 주요 성분이 식초이다. 해
당 제품에 표기 되어 있는 제조업자는 피고 산하의 창사백세인식초공장이며, 해당
제품이 식초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귀비식초제
품의 판매경로와 식초제품의 판매경로가 서로 같아 관련 대중이 두 상품 사이에 특
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 두 상품을 유사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유사상품에서 원고의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품명칭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2가 이 건 관련 제품을 판
매한 것 역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판매를 중지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
야 한다. 하지만 피고2는 해당 제품이 침해제품인지 몰랐고, 증거를 제공하여 해당
제품의 출처가 창사시 가오차오대시장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피고2는 배상책임
은 지지 않는다. 경제손실 배상액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수가 너무
높아,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 원은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1
이 제조한 침해상품의 종류, 가격 등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원심판결 취소
4.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침해사건이나, 상품유사를 판단할
때 상표등록의 지정상품과 침해로 주장된 제품간에 비교를 해야 하며, 상표권자가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침해로 주장된 제품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본 건
에서 피항소인(원심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항소인(원심 피고1)이 생산한 백
세인귀비식초, 시한미인귀비식초와 양씨귀비식초간에 비교를 해야 한다. 본 건 2심
분쟁의 초점은 항소인(원심 피고1)이 생산한 침해로 주장된 제품이 향신료인지 아니
면 식초 함유 음료인지, 향신료인 식초와 본 건 침해로 주장된 제품이 유사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 건 항소인(원심 피고1)이 생산한 ‘백세인귀비식초’와 ‘시한
미인귀비식초’, ‘양씨귀비식초’의 효능, 원료배합, 음용방법 및 총산도≥1.6g/100ml
로 볼 때, 상기 침해로 지적된 제품은 식초 포함 음료에 해당한다. 《상표해석》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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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상표법》5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사상품은 효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경로,
소비대상 등이 서로 같거나 관련 대중이 보통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 쉽게 혼동
을 일으키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인민법원이《상표법》5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상품 혹은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대중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유사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를 유사상품 혹은 유사서비스업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언급한 식초함유 음료는 《유사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
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표국이 후난성 공상행정관리국의 특별서
한에 대한 답변에서 향신료 식초와 식초포함 음료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침해로 지적된 제품이 주요 성분이 식초이고, 식초제품
을 제조하는 기업이 생산했고, 원심 피고2가 침해로 지적된 제품과 향신료 식초를
같이 진열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초와 본 건 침해로 지적된 제품이 서로 유사하다
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사상품의 판단은 상표출원 심사와 상표침해사건 심리
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법제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유력기관에서 통일된 인
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법 실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유사상품 및 서비스
업 구분표》혹은 유력기관이 내린 규정 혹은 답변 등을 참고하여 유사상품을 판단하
지만 상반된 증거가 상기 결론을 뒤엎을 수 있다면 참고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가
생산한 침해로 지적된 제품의 주요 성분이 식초이지만, 총산도≥1.6g/100ml이며, 식
초는 총산도≥3.5g/100ml 이므로, 이는 식초와 식초함유 음료의 중요한 구별 특징임
을 1심 판결은 고려하지 않았다. 생산부문, 유통경로의 동일 여부는 유사상품을 판단
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실천과정에서 기업이 다양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생산 부문과 유사상품 간의 관계를 절대시할 수 없으
며, 유통경로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상 동일하다는 것이
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 상황으로 대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상표국의 답변을 채택하지 않고 침해로 지적된 제품이 창사백세인식초공장이
생산했으며 원심 피고2가 침해로 지적된 제품을 간장, 식초 등 향신료와 같이 진열
해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두 제품이 유사상품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종
합하면, 항소인(원심 피고1)이 생산한 침해로 지적된 제품은 식초함유음료에 해당하
고, 향신료 식초와는 유사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인(원심피고1)과 원심피고2가
침해로 지적된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피항소인(원심 원고)의 인용상표 상표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한 법률에 착오가 있으므로, 판결
을 바꾸어야 한다. 항소인(원심 피고1)의 항소이유는 성립하며 항소청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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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TZ HOTEL, Ltd.
vs 상하이징안리츠비지니스호텔유한공사(上海静安丽池商务酒店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2, A1.3

141

사건번호

(2008)호이중민오(지)초자제73호((2008)沪二中民五(知)初字第7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대리기구

원고

THE RITZ HOTEL, Ltd.
대리인
상하이징안리츠비지니스호텔유한

피고

대리기구

공사
(上海静安丽池商务酒店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소송결과

상하이레이만변호사사무소
(上海雷曼律师事务所北京分所)
멍팅(孟霆), 자오톈쥐안(赵天娟)
상하이시광밍변호사사무소
(上海市光明律师事务所)
양샹룽(杨向荣), 장신(江新)
상해시제2중급법원/
2008. 4. 21.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관련법령

《상표해석》 제8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2심 사건

141

A1.2, A1.3

사건번호

(2008)호고민삼(지)종자제69호((2008)沪高民三(知)终字第6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상하이징안리츠비지니스호텔유한

대리기구

상하이시광밍변호사사무소

공사
(上海静安丽池商务酒店有限公司)

대리인
대리기구

THE RITZ HOTEL, LIMITED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上海市光明律师事务所)
양샹롱(杨向荣), 장신(江新)
상하이레이만변호사사무소
(上海雷曼律师事务所北京分所)
멍팅(孟霆), 자오톈쥐안(赵天娟)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8. 7. 22.

《상표법》 제52조 제1호
관련법령

《상표해석》 제8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1심 판결일자

2008. 4. 21.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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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적극
▪ 피고가 사용한 표장

과 원고의 인용상표

는 유사

한가?
▪ 피고가 경영한 “사우나, 지압, 안마, 미용, 발마사지”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는 원
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이발업, 요양업, 광천수요양업”과 유

적극

사한가?
▪ 중국에서 ‘ RITZ’ 표장의 선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은
자에 의한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을 원고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1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3098934)

사용표장2

‘RITS’를 포함한 문자 표장

인용상표2
(등록 3098933)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896년에 성립된 영국회사이며, ‘RITZ’ 를 상호 및 기본 상표로서 사용한
지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RITZ’상표는 이미 전세계 100여개의
국가 및 지역에 900건이 넘는 상표를 등록받았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남아
공, 이스라엘, 싱가폴,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RITZ’ 상표 또는 ‘RITZ’를 포함한 문
자 결합상표 또는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등록받았다. 그 가운데 원고의 국제상
표등록(국제등록번호 G611405) ‘LE RITZ’는 중국에도 등록되었으며, 지정서비스업
은 호텔업, 레스토랑업, 휴양소업, 요양소업, 종합미용원업 등이고, 존속기간은 1993.
12. 9. 부터 2013. 12. 9. 까지이다. 원고는 또한 중국에서 제43류 및 제44류의 호
텔업, 레스토랑업, 종합미용원업 등 전체 서비스업에 ‘RITZ’ 상표를 등록받았으며,
상표등록번호는 각각 제3098934호(인용상표1) 및 제3098933호(인용상표2)이다.
원고는 ‘RITZ’상표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서 권리보호활동을 진행하였다. WIPO 중재 및 조정센터에서 원고와 그루지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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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ritz‐hotel.com’ 도메인 분쟁에서 ‘ritz‐hotel.com’ 도메인이름을 원고에게 이
전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원고가 일본에 등록한 제23류 및 제42류상의 ‘RITZ’
상표는 일본 법원에 의해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2006. 9. 15.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차오양분국은 ‘시정 통지서’를 통해 사건외
당사자 아오더 부동산회사 리즈 호텔관리지사 (奥德房地产公司丽致酒店管理分公司)
가 대외 홍보에서 ‘H.Q. RITZ’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1998. 11. 9. 원고는 사건외 당사자 리자호텔유한공사(丽嘉酒店有限公司, 이하 ‘리
자회사’)와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RITZ’를
‘RITZ‐CARLTON’ 표장의 일부로서 자체 사용하고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리자회사에 부여하였다.
2008. 8. 7. 리자회사는 중국에 ‘RITZ‐CARLTON’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지정서비
스업은 여관업, 레스토랑업, 스낵음식점업, 바(bar) 등이다. 그후, 상하이보터만 리츠
칼튼호텔(上海波特曼丽思卡尔顿酒店), 베이징금융가 리츠칼튼호텔(北京金融街丽思卡
尔顿酒店), 베이징젠궈로 리츠칼튼호텔(北京建国路丽思卡尔顿酒店)은 각자의 경영활
동에서 ‘RITZ‐CARLTON’ 표장을 사용하였다.
사건외 당사자 샤먼리징오락유한공사(이하 ‘샤먼리징회사’)는 1993년에 설립되고
법정 대표는 저우타오이다. 샤먼리징회사는 2000. 9. 11. 중국 상표국에 ‘RITS, 丽
池 및 도형’ 결합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지정 서비스업은 식사 및 숙박 제공 여관업,
음식점업, 미용원업, 이발소업, 안마업 등이다. 출원공고 기간에 원고는 자사의
G611405호 ‘LE RITZ’ 등록상표에 기하여 샤먼리징회사의 ‘RITS, 丽池 및 도형’ 상
표출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005. 11. 21., 중국상표국은 ‘RITS, 丽池 및 도
형’ 상표와 ‘LE RITZ’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한 유사상표임을 인정
하였고, 이를 이유로 샤먼리징회사의 상기

‘RITS, 丽池 및 도형’을 거절하였다.

거절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이의신청인의 상표 ‘LE RITZ’는 ‘LE’와 ‘RITZ’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LE’는 프랑스어의 전치사이므로 이 상표의 주요 부분은 ‘RITZ’이다. 출원상표의 외
국어 부분 ‘RITS’와 ‘RITZ’의 앞 3개 자모는 완전히 같으며, 4번째 자모 ‘S’와 ‘Z’는
비록 서로 다르나 칭호가 서로 유사하므로 소비자는 두 업체의 상표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 두 업체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식 등 면에서 실질
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속한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이의신
청인의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로 인정되므로 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다.
2005. 12. 8. 샤먼리징회사는 상기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거절불
복 복심을 청구하였으며 이 거절불복심판은 현재 계속중이다.
또한 샤면리징회사는 2004년에 제43류에 ‘丽池’문자상표를, 제43류와 제44류에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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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 모양으로 된 도형상표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2004. 9. 21. 에 설립된 회사로, 경영범위는 입욕서비스, 이발 및 미용 헬
스 서비스, 익힌 음식업, 음료, 술 등이다. 피고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사우나,
지압, 안마, 미용, 발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또한 ‘丽池CEO 会
所10)’라고도 호칭되고, 홍보자료에는 영문으로 된 ‘VIP회원가입신청서’를 포함하였
다. 피고에 따르면, 샤먼리징회사와 피고는 모두 저우타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업체로서 관련 회사이며 경영활동에서 ‘丽池会所’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였다.
2007. 10. 18. 원고는 피고의 ‘RITS’ 표장 사용상황에 대해 증거보전을 하였다.
증거보전 내용에 따르면 점포의 내외 간판, 장식에는 ‘RITS CLUB’ 및 ‘RITS, 丽池
및 도형’ 표장을 사용하였고, 표시판에는 ‘Rits(Jingan) Union’ 문자를 사용하였고,
카벳에는 ‘RITS SAUNA’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메뉴에는 ‘RITS CEO SAUNA
CLUB’ 문자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또한 욕의, 수건, 세면도구 등 물품에 ‘RITS, 丽
池 및 도형’ 결합상표를 사용하였다. 본 사건의 1심심리에서 피고는 점포외 간판의
‘RITS UNION’은 이미 ‘RI－STAR SPA’로 변경되었음을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
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관련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번역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인
민페 14,275위안을 지출하였으며, 심리시 원고는 피고에게 본 사건 변호사비용을 부
담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2. 소송경과

2008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8)호고민삼(지)종자제

2008. 7. 22.
항소 기각
(원고 승)

2008.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2008. 4. 21.

상표권침해/손해배상

(2008)호이중민오(지)초자제73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경영활동에서 ‘RITS’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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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의 손해배상금 20만 위안을 지불
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피고가 사용한 표장과 원고의 상표는 유사한가?
최고법원의 《상표해석》(이하 《해석》)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상표가 유사하다
고 함은 침해주장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할 때 문자의 형상, 칭호, 관념 또는
도형의 구도 및 색채, 또는 상기 각 요소를 결합한 후의 전체 구성이 유사하거나 또
는 입체형상, 색채의 결합이 유사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
도록 하거나 또는 그 출처와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이 특정 연관을 가지고 있는것
으로 오인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기 《해석》 제10조에 따르면,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공중의 통상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 전
체를 비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해야 하며, 보호
를 요구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지명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RITS’와 ‘RITZ’를 비교하면 두 표장은 모두 4개 영문 알파벳으로 구
성된 것으로 구성이 유사하고 앞부분의 3개 자모는 완전히 동일하고 뒷부분의 1개
자모만이 다르다. 두 표장은 모두 일반 글꼴로 표시되었고 외관과 칭호도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하는 ‘RITS’ 표장과 원고의 ‘RITZ’상표는 서로 유사하며 관련공
중으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대한 오인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고의 서비스 출처와
원고의 서비스 간에 특정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다.
원고 상표의 지명도 및 식별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1896년에 성립되었으며, 원고가
사용하는 ‘RITZ’상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RITZ’ 및 ‘RITZ’를 포함한
상표는 세계 다수 국가에서 등록 받았으며, 일본에서는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중국에서 상하이보터만 리츠칼튼호텔, 베이징금융가 리츠칼튼호텔, 베이징젠궈로
리츠칼튼호텔은 각자의 경영활동에 ‘RITZ‐CARLTON’ 표장을 사용하였다. 원고와 사
건외 당사자 리자회사의 상표사용권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리자회사에 중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내에서 ‘RITZ’를 ‘RITZ‐CARLTON’표장의 일부로서 자체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사용을 재허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리자회사는 상기 허가를 받은 후 중국에
서 ‘RITZ‐CARLTON’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리자회사의 재허가를 받은 상기 호텔들
은 경영활동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상술한 사실에 따라 원고의 수권 관련 주장
은 성립되며 따라서 상해보터만 리츠칼튼호텔 등이 ‘RITZ‐CARLTON’ 상표를 사용한
것은 원고 및 리자회사가 부여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보터만
리츠칼튼호텔 등이 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RITZ’는 영업
표장의 일부로서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 및 식별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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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RITS’와 ‘丽池’ 결합상표, 및 ‘丽池RITS 및 도형’ 결합상표와 관
련해서는, ‘RITZ’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경영장소의
지리적 위치와 홍보자료의 관련 내용을 볼 때 피고의 서비스 대상은 고위층 인사이
며 서비스 대상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므로 결합상표중의 ‘RITS’는
관련 공중의 주목을 받기 쉬우며, 관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상기 ‘RITS’를 포함한 결합상표는 원고의 ‘RITZ’상표와 유사하다.
<쟁점2> 피고 표장의 사용범위는 원고 상표의 지정서비스항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가?
《상표해석》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유사한 서비스업이란 서비스 목적, 내용, 방
식,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특정 연관을 가진다고 생각
하고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가리킨다.
피고는 경영활동에서 사우나, 지압, 안마, 미용, 발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는
데, 원고의 제3098933호 등록상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서비스 내용, 방식 등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된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서비스 착안점이 서로 다르므로 서비스업도 비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의 홍보자료를 보면, 경영활동에서 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
고의 제3098933호 등록상표의 지정 서비스업에는 제43류의 호텔업, 음식점업, 스낵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서비스와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 서비스업
은 동일하다. 피고는 현재 사우나 장소에서는 모두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
스는 피고의 주요 서비스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 서비스 성질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고 항변하였으나, 피고가 요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이 서비
스가 피고의 주요 업무인지는 서비스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쟁점3> 피고는 ‘RITS’ 표장에 대해 선사용권을 가지는가?
피고는 관련회사인 샤먼리징회사가 2000년부터 ‘丽池RITS 및 도형’ 표장을 사용하
였으나 원고의 제3098933호 및 제3098934호 등록상표의 출원일은 모두 2002년으
로 피고 표장의 사용 이후이며, 피고와 관련회사의 노력을 거쳐 ‘丽池会所’가 사우나,
지압 등 면에서 특색과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자신은 ‘RITS’ 표
장에 대해 선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3년에 국제등록상표 제G611405호 ‘LE RITZ’에 대한 사후 지정을 통
해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받았으며, 원고와 리사회사의 수권에 의해 상하이보터만
리츠칼튼호텔은 1998년에 성립된 후 기업명칭 및 경영활동에서 ‘RITZ‐CARLTON’표
장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고는 중국에서 직접 ‘RITZ’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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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수권에 의해 사건외 당사자가 ‘RITZ’상표를 ‘RITZ‐CARLTON’의 일부로
서 중국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이 역시 원고가 ‘RITZ’상표를 사용한 한가지 방식으로
인정된다.
사건외 당사자인 샤먼리징회사가 2000년에 출원한 ‘丽池RITS 및 도형’은 원고의
‘LE RITZ’ 상표 등록 및 ‘RITZ’상표의 사용 시점보다 늦으므로 피고의 선사용권 주
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4> 원고가 청구한 소송배상금 액수에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있는가?
원고는 제3098933호 및 제3098934호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두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가진다.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상술한 바
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상기 두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
업에 원고의 등록상표 ‘RITZ’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과 피고가 침
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 상표의 지명도와
식별력, 원고 상표의 중국에서의 사용방식,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피고 침해행위의 성질, 기간, 결과 등 요소를 고려하여 인민페 20
만 위안으로 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특히 피고가 주로
‘RITS’와 ‘丽池’의 결합, ‘丽池RITS 및 도형’의 결합방식으로 ‘RITS’ 표장을 사용한
점; ‘RITS’ 표장을 간판을 제외하고는 주로 모두 피고의 경영장소내에 사용한 점; 피
고가 이미 점포밖 간판의 외국어문자 명칭을 변경하고 ‘RITS UNION’을 더는 사용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기 전에 이미 피고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2008. 3. 13. 에 와서야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한 점; 최고법원의 상기 《해석》 제
18조11)를 참작하였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11)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소한 날로부터 2년을 소급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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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황청라오마식당유한공사(成都市皇城老妈酒店有限公司)
vs 베이징황룽라오마훠궈점(北京皇蓉老妈火锅店)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3; A6

086

사건번호

(2002)일중민초자제4739호((2002)一中民初字第473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피고

청두시황청라오마식당유한공사
(成都市皇城老妈酒店有限公司)

베이징시징톈궁청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竞天公诚律师事务所)

대리인

선린(沈林)，옌하이팅(阎海廷)
베이징밍런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베이징황룽라오마훠궈점
(北京皇蓉老妈火锅店)

(北京明仁律师事务所)
하오바오핑(郝保平)，

대리인

우쉬동(武旭东)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소송결과

청구 인용

판결법원

관련법령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56조 제2항; 《기업명칭의 등록 및 관리 규정》.

2심 사건
사건번호

2002. 11. 13. 선고

A1.3; A6

086

(2003)고민종자제115호((2003)高民终字第115号)

사건의 분류

항소인1

청두시황청라오마식당유한공사

(1심 원고)

(成都市皇城老妈酒店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항소인2
(1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베이징황룽라오마훠궈점
(北京皇蓉老妈火锅店)
항소 기각

베이징시징톈궁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竞天公诚律师事务所)
선린(沈林)，옌하이팅(阎海廷)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 4. 10. 선고

《상표법》제52조 제5호; 《상표 해석》제1조;
2002. 11. 31.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皇城老媽'와 '皇蓉老妈'는 유사한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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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皇蓉老妈’ 문구를 기업명칭의 상호로 등록하고
경영 활동에서 이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皇城老媽”상표의 상표권을 침

적극

해하는 것인가?
▪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업명칭 가운데 상호 부분인 ‘皇蓉老
妈’ 문구를 매장 밖에 걸어 놓은 조명광고판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홍보한 행위는

적극

원고의 “皇城老媽”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서비스표

인용서비스표1
(등록 769960)

皇蓉老妈

인용서비스표2
(등록 1711613)

인용서비스표3
(등록 1049515)

<1심 법원의 인정 사실>
청두시황청라오마음식오락공사(成都市皇城老妈餐饮娱乐公司)는

1994.

10.

및

1996. 6., 1997. 7. 에 각각 상표국에 ‘皇城老媽’ (도형문자결합), ‘皇’ (도형), ‘老妈
红’ (미술체)서비스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각각 제769960호(이하 ‘인용서비스
표1’), 제851914호, 제1049515호(이하 ‘인용서비스표3’)이며 지정서비스업은 제42류
의 식당업 등이다.
인용서비스표1은 고대 성루(古城樓) 도형과 중문 ‘皇城老媽’ 4자가 결합되어 이루
어진 것이다. 상기 3건의 등록 서비스표는 1997. 10. 28. 과 1999.10. 28. 각각 양
도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그 후, 원고는 또 2000.8. , 2002. 2. 각각 ‘老妈’ (미술체), ‘皇城老媽’(미술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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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각각 제1436840호, 제1711613호(이하 ‘인용서비스
표2’)이며 지정서비스업은 제42류이다.
2000. 7. 4. 쓰촨성공상행정관리국은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皇城老媽’ 도형문자 결합서비스표를 쓰촨성의 유명서비스표로 인정하였다.
청두시공상행정관리국은 1998.11.18. 제42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皇城老媽’ 서
비스표를 청두시(成都市)의 유명서비스표로 인정하였고 2002. 3. 27. 재확인하여 다
시 유명서비스표로 인정하였다.
1심 심리에서 원고는 본 사건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인용서비스표1, 인용서
비스표2, 인용서비스표3에 관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는 2001. 6. 6. 에 설립되었고 경영범위는 훠궈(火锅12)) 서비스업이다. 피고는
개업한 후 매장밖에 걸어 둔 대형 조명광고판에 기업명칭 ‘北京皇蓉老妈火锅店’을 단
순화하여 상호 ‘皇蓉老妈’를 돌출히 표시하였다.
심리중 조사에 따르면 피고 상호의 ‘皇’, ‘老’, ‘妈’ 글자에 사용한 글꼴과 원고의 인
용서비스표3의 글꼴이 완전히 같았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인용서비스표3 ‘老妈红’ 등록서비스표를 경영 활동에 사용했
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 4. 10.

(2003)고민종자제115호

항소 기각

2002. 6. 3.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2. 11. 13.

상표권침해

(2002)일중민초자제4739호

원고 승

2003. 1. 21.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皇蓉老妈’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경제손실 15만 위안을 배상하라.
3.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生活时报》에 자신의 침해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공개 사죄하고 영향을 소거하라(사죄 내용은 본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

12)

중국식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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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 법원은 《生活时报》에 본 판결의 주요 내용
을 공개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침해행위는 2001. 10. 27.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
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의 실행 이후에도 계속되었으
므로, 본 사건의 심리는 현행 상표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皇蓉老妈’ 문구를 기업명칭의
상호로 등록하고 경영 활동에서 이 상호를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 인
용서비스표2 및 인용서비스표3를 침해하였는지이다.
(1) 피고가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 인용서비스표2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에 대한 판단
상표는 생산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구
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식별력을 가진 표장이다.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향유하는 상표권은 타인의 불법 침해를 받지 않는다. 본 사건에
서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인용서비스표1, 인용서비스표2, 인용서비스표3의
서비스표권자로서 그 서비스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업명칭은 서로 다른 생산 경영자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상부문을 통해 등
록한 표시이다. 완전한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상호, 업종과 조직형태 네 부분을 포함
하며 그 중 상호는 가장 현저한 식별기능을 가진다. 적법하게 취득한 기업명칭은 기
본 민사법률 및 기업명칭등록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의 상표
등록과 기업명칭등록은 서로 다른 부문에서 관리하고 상이한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
고 있어 상표권과 기업명칭권의 저촉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 유형의 분쟁을 해결
함에 있어 성실 신용의 원칙과 혼동을 방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에 기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피고는 기업명칭 ‘北京市皇蓉老妈火锅店’은 2001. 6. 6. 등록되었으나 원고의 인용
서비스표1은 1994. 10. 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인용서비스표1에 대한 원고의 서비스
표권은 합법적인 선권리이다. 기업명칭 등록행위에 대해 말하면, 등록행위는 상표법
상의 상표 사용이 아니므로 이 행위 자체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만약 원고의 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거나 피고가 기업명칭을 사용한 행위가 서비스
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원고의 경영 이익에 손
해를 초래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는 《반부정당경쟁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인용서비스
표1과 인용서비스표2가 저명서비스표라는 것과 이들 서비스표가 베이징지역에서 비
교적 높은 지명도를 향유한다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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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업명칭 등록행위는 관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北京市皇蓉老妈火锅店’를 기업명칭으로 등록한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서비스
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 또한 본 사건에서 《반부정당경
쟁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기업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원고의 소송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경영활동에서 매장 밖에 걸어 둔 조명광고판에 ‘皇蓉老妈’ 상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홍보한 행위는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과 인용서비스표2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사용한 상호 자체를 보면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과 비교할 때
피고의 ‘皇蓉老妈’ 상호는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에서 가장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皇
城老媽’ 네 글자와는 한 글자 차이만 있고, 원고의 인용서비스표2와 비교할 때 피고
의 ‘皇蓉老妈’ 상호의 글꼴은 인용서비스표2와 일치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한 상호
와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과 인용서비스표2는 서로 유사하다. 경영범위에 대해 말하
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체이며 피고가 상호 ‘皇蓉老妈’를 사용
한 음식점의 서비스항목과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 인용서비스표2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같다. 혼동 가능성에 대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경영범위가 동일하고 피고의 상
호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므로 일반 소비자의 통상의 주의력으로 볼
때 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상기와 같이 조명광고판에 상호를 단독
으로 사용하고 홍보한 행위는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과 인용서비스표2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는 자신이 ‘皇蓉老妈’ 문구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여 홍보한 행위는 서비스표가
아닌 기업명칭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이므로 원고의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법원은 경영자는 경영활동에서 성실 신
용의 원칙을 지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기본적인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다. 피고가 조명 광고판에 ‘皇蓉老妈’ 상호를 단독으로 사용한 행위는 기업명칭을 단
순화하여 사용한 것이다. 《기업명칭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칭을
단순화 하여 사용할 경우 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나, 피고는 본 사건에서 주관기
관에 등록하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기업명칭
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는 비록 조명 광고판에 ‘皇蓉老妈’가
자신의 서비스표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대외홍보에서 이 상호를 돌출 사용
한 방식과 이 상호가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서 일으킨 작용을 볼 때 ‘皇蓉老妈’는 이
미 서비스출처를 구분하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구현하였으므로 상표법 의미상의 사용
에 속한다. 피고의 이런 사용행위는 원고와 피고의 서비스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
인을 일으키고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원고의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피고는 원고의 인용서비스표1과 인용서비스표2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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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였으므로 침해중지, 사죄, 영향소거,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손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또한 피고의 불법 수익 액수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므
로 본 법원은 원고가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시간, 서비스표 지명도, 침해행위의 연속
기간, 범위 및 후과를 종합 고려하여 배상액을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기본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쟁점에 관
한 1심 판결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다만, 일부 법률 적용부분을 시정하였다. 즉 《상
표 해석》 제1조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
호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돌출 사용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쉽게 일으키
는 경우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동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
는 행위가 아니므로 1심 법원이 제1호를 적용한 것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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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COMPUTER Ltd vs 상하이보하이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上海博海汽车部件制造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사건

133

A1.3, D1, D3

사건번호

(2006)호일중민오(지)초자제367호((2006)沪一中民五(知)初字第367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원고

피고1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CASIO COMPUTER Ltd.

대리기구

(卡西欧计算机株式会社)

대리인

상하이보하이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上海博海汽车部件制造有限公司)

상하이뤼번무역유한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上海绿奔贸易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톈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达律师事务所)
장칭화(张青华), 관빙(管冰)
상하이시둥가오디변호사사무
소(上海市东高地律师事务所)
위안줘펑(袁卓风)
상하이시둥가오디변호사사무
소(上海市东高地律师事务所)
위안줘펑(袁卓风)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원/
2007. 4. 11.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2호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3호

2심사건

133

A1.3, D1, D3

사건번호

(2007)호고민삼(지)종자제81호((2007)沪高民三(知)终字第8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부정당경쟁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판결일자

상하이보하이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上海博海汽车部件制造有限公司)

CASIO COMPUTER Ltd.
(卡西欧计算机株式会社)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저장딩롄변호사사무소
(浙江鼎联律师事务所)
첸이이(钱一一), 저우싱(周兴)
베이징시톈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达律师事务所)
장칭화(张青华), 관빙(管冰)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7. 8. 20.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2호;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1항, 제5조 제3호
2007. 4. 11.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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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피고의 사용표장 “卡西欧”는 원고의 인용상표 “CASIO”와 유사한가?

적극

▪ 피고의 사용표장 “KAXIOU”는 원고의 인용상표 “CASIO”와 유사한가?

적극

▪ 피고가 ‘上海卡西欧电动车有限公司’를 기업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호의 원고의 기업명칭권에 대한 침해인가?
▪ 피고가 ‘上海卡西欧电动车有限公司’를 기업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등록상
표 ‘卡西欧’와의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소극

적극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1
(출원)

사용표장2

인용상표
인용상표1

卡西欧

(등록 174422)
인용상표2

KAXIOU

(등록 3563058)

인용상표3

卡西歐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卡西歐’, ‘CASIO’ 및 ‘卡西欧CASIO’ 중국상표의 상표권자이다. 그 중 ‘卡
西歐’상표는 11개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등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제7, 9, 11,
14, 15, 16, 28, 37, 38, 41류 및 제42류를 포함한다.
‘CASIO’상표는 45개 상품분류의 전류에 등록받았고, ‘卡西欧CASIO’ 상표는 제9,
14, 15류 3개 류에 등록받았다. 원고의 ‘CASIO’ 상표가 제12류에 등록받은 시간은
2004. 12. 21. 이고, 지정상품은 자전거 등이다. 원고의 상기 상표는 모두 유효하다.
원고는 1957년에 성립된 이후 1963년에 일본에 ‘CASIO’상표를 제11류에 등록받
았고, 점차 등록 분류를 확충하여 선후로 《일본 유명상표집》, 《일본 상표 명부》
에 올랐다.
원고는 1970년대부터 연속 100여개 국가 및 지역에 ‘CASIO’상표를 등록하였으며,
1995년부터 중국에 선후로 카시오전자(광저우)유한공사(卡西欧电子(广州)有限公司),
카시오(상하이)무역유한공사(卡西欧(上海)贸易有限公司), 카시오전자테크(중산)유한공
사(卡西欧电子科技(钟山)有限公司) 등의 합자 또는 독자기업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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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오 상품과 관련된 중국 경내에서의 광고비는 2003년에 5,701.9만 위안, 2004
년에는 9,236.7만 위안, 2005년에는 9,754만 위안이었다.
카시오전자(광저우)유한공사, 카시오(상하이)무역유한공사의 2003년부터 2005년까
지의 연간 매출은 각각 1000만 위안 이상이었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CASIO’상표를 도용한 행위를 여
러 번 단속하였다.
2006. 3. 1. 원고는 피고2로부터 피고1이 생산한 전동자전거 한대를 구매하고 피
고2에게 2,100위안을 자전거 값으로 지불하였다. 이 전동자전거의 헤드, 몸체 및 트
렁크에는 모두 ‘卡西欧’(이하 ‘사용표장1’)와 ‘KAXIOU13)’(이하 ‘사용표장2’)라는 표시
가 있었고, A/S카드의 표지에는 당해 제품이 ‘卡西欧牌电动自行车14)’임을 표시하였고
그 아래에는 영문으로 ‘KAXIOU’ BRAND MOTOR DRIVEN BICYCLE’라고 표시하
였다. 또한 당해 제품에 첨부된 사양서에 기재된 제조원은 ‘上海卡西欧电动车有限公
司(상하이카시오전동차유한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제조원의 주소지는 피고1의 주소
지와 같았다.
피고1는 2003. 11. 에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1 회사의 대표가 2003. 11. 11. 에
중국 상표국에 사용표장1과 사용표장2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
으로 인해 현재 심사중이다.

2. 소송경과

2007.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7)호고민삼(지)종자제81호

2007. 8. 20.
항소 기각
(원고 승)

2006.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원

2007. 4. 11.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2006)호일중민오(지)초자제367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의 ‘CASIO’ 상표권(제3563058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13)

‘KAXIOU’는 중문 "卡西欧"의 한어병음에 해당한다.

14)

‘卡西欧브랜드의 전동자전거’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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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1은 ‘卡西欧’ 상호를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3.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과 침
해금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15만 위안을 배상할 것.
4.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과 침
해금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5만 위안을 배상할 것.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원고의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은 저명상표로 인정되는가?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건의 구체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저명상표 인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명상표 인정의 가능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인용상표가 충분히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명상표로 인정하지 않으
면 권리자에게 충분한 보호와 구제를 할 수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당히 많은 증거를 제출하여 인용상표가 폭넓게 등록되었고
다른 나라에서의 저명성, 인용상표의 사용 역사를 설명하고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였
고 매출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세 인용상표는 지정 상품과 지정
서비스가 다양하고 그중 인용상표2는45개 전류에 등록하였으나, 원고는 중국경내에
서의 상표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어느 인용상표가 어떤 상
품에서의 사용이 이미 저명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인용상표2와 인용상표3은 서로 대응되는 중영 번역문으로 칭호가 유
사하며, ‘卡西欧CASIO’는 인용상표2와 인용상표3의 결합상표이므로 이들 3건의 인
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며 그 중 인용상표2 또한 45개 전류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인용상표는 이미 광범한 영역에 걸쳐 등록되었으므로 원고의 상표
권은 강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상표권에
의해 원고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용상표의 저명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나 인용상표의 지명도가 높다
는 사실은 인정한다.
<쟁점2> 피고1과 피고2의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는가?
상표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1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침해주
장상품과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와 피고의 사용표장과
원고의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1이 생
산한 침해주장상품은 전동자전거로서 상품국제분류의 제12류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

70

분류코드 : A1.3

의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인 자전거와 이 사건 침해주장상품 전동자전거는 기능, 용
도 및 소비대상이 같으므로 양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해당된다.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상표의 칭호, 형상, 글자,
관념을 고려해야 하고, 피침해상표의 식별력과 지명도를 고려한 후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1이 생산한 전동자전거의 헤드, 몸체 및 트렁크에 표시된 사용표장1과 사
용표장2는 원고의 인용상표2와 칭호가 유사하다. 중문 ‘卡西欧’는 중국어에서 그 어
떤 특정 관념을 가진 명사가 아니며 사실상 인용상표2인 ‘CASIO’에 대응되는 중문
번역명이다. 원고의 장기간의 사용과 홍보를 통해 인용상표2와 그 중문 번역명은 이
미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졌으며, 관련공중은 ‘卡西欧’를 직접 ‘CASIO’와 연결시키
고 이들 두 표장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표장2 ‘KAXIOU’
는 ‘卡西欧’의 중국어 병음으로서 관련공중은 ‘KAXIOU’로부터 ‘CASIO’를 쉽게 연상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표장1과 사용표장2를 사용하면 관련공중은 피고가 생
산한 ‘전동자전거’와 원고 또는 원고의 상품간에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하기 쉬우
므로 피고의 사용표장1 및 사용표장2와 원고의 인용상표2는 서로 유사한 상표로 인
정된다.
피고1이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2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1은 사용표장1과 사
용표장2는 이미 상표국에 상표출원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상표권의 취득은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고, 또한 피고1의 출원상표가 아직 이의심사단계에 있으며 피고는 아직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2의 행위도 원고의 인용상표2에 침해를 구성한다.
<쟁점3> 피고1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가?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1이 허가를 받지 않고 대외 홍보에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고
인용상표와 유사한 기업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일본에 설립된 법인으로 회사명칭을 ‘カシオ计算机株式会社’로 등록하였
다. ’卡西欧计算机株式会社’는 원고의 기업명칭의 중문 번역명이며, 이 번역명은 아직
중국에 기업명칭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중국 경내에서 이
중문 번역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1이 자
신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사용한 ‘上海卡西欧电动车有限公司’중의 상호 ‘卡西欧’는 원고의 등
록상표 ‘卡西歐’, ‘CASIO’ 및 ‘卡西欧CASIO’와 유사하여 관련공중은 원고와 피고 사
이에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上海卡西欧电动车有限公司’는 피고1이 적

71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판례요지)

법하게 등록한 기업명칭이 아니므로 피고1의 행위는 원고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한 주관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부정경쟁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거래상
에서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피고1은 원고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그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성실 신용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쟁점4> 두 피고의 민사책임의 방식과 범위
피고1와 피고2는 인용상표2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피고1은 또한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라 두
피고는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과 침해금지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두 피고에 대한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만
침해제품을 폐기하는 것은 피고가 침해금지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가지 구체적인 방
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판결 이행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정해
야 한다. 따라서 이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항소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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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헝성위안둥컴퓨터그룹(北京恒升远东电子计算机集团) vs
베이징시헝성과학기술발전공사(北京市恒生科技发展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3

083

사건번호

(2001)일중지초자제343호((2001)一中知初字第34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대리기구

베이징헝성위안동컴퓨터그룹
(北京恒升远东电子计算机集团)

대리인

베이징시이더변호사사무소
(北京市亦德律师事务所)
장밍(张明)
베이징시톈커변호사사무소

피고1

베이징시헝성과학기술발전공사

대리기구

(北京市恒生科技发展公司)

(北京市天科律师事务所)
베이징시징톈공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竞天公诚律师事务所)

대리인

장리(张黎)，장펑(蒋丰)
베이징시톈커변호사사무소

베이징시진헝성과학기술발전유한
피고2

공사(北京市金恒生科技发展有限

대리기구

公司)

관련규정

베이징시징톈공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竞天公诚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北京市天科律师事务所)

청구 인용

판결법원

장리(张黎)， 장펑(蒋丰)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 1. 28.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56조 제1항

2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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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3)고민종자제399호((2003)高民终字第39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베이징시톈커변호사사무소

항소인1
(1심 피고1)

베이징시헝성과학기술발전공사

대리기구

(北京市恒生科技发展公司)

(北京市天科律师事务所)
베이징시징톈공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竞天公诚律师事务所)

대리인

장리(张黎)， 장펑(蒋丰)
베이징시톈커변호사사무소

항소인2
(1심 피고2)

베이징시진헝성과학기술발전유한
공사(北京市金恒生科技发展有限

대리기구

(北京市天科律师事务所)
베이징시징톈공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竞天公诚律师事务所)

公司)
대리인

장리(张黎)， 장펑(蒋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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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
(1심 원고)

베이징헝성위안동컴퓨터그룹

(北京市亦德律师事务所)

(北京恒升远东电子计算机集团)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법령

베이징시이더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항소 기각

장밍(张明)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2003. 7. 31.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1심 판결일자

2003. 1. 28.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恒升”과 “恒生”은 유사한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 630486 )

2. 소송경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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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고민종자제399호

2003. 7. 31.
항소 기각
(원고 승)

2001.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 1. 28.

상표침해금지/부정당경쟁금지

(2001)일중지초자제343호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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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 피고2는 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원고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즉
시 중단
2. 본 판결 효력발생일 30일이 내에, 피고1,2,는 <파지르바오(法制日报)>에 사죄의
뜻을 표시한 성명을 게재하고,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사죄해야한다(사죄내용은 본 법
원의 심문을 거쳐야함). 기간 내에 실행하지 못한 경우, 본 법원은 판결주요내용을
공개하고, 비용은 피고 1,2가 공통으로 부담
3. 피고2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920만
원을 배상해야하며, 피고1은 그 중에 30만원을 연대배상책임해야함
4. 원고의 기타소송청구는 기각함.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향유한 ‘恒升’등록상표의 지정 사용범위가 컴퓨터, 컴퓨터휴대용기기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생산, 판매한 ‘恒生’제품과 원고의

‘恒升’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이 동일 상품이다. 침해소송에서 ‘恒生’ 상표와 ‘恒升’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시
장환경을 근거로 하여, 보통소비자의 일반주의력으로, 양자가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
부를 분석, 판정하여야한다. ‘恒升’상표는 문자상표에 속하므로, 문자 상표중에서, 상
표의 발음, 글자 형태는 소비자가 상표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발음을 보자면,’恒升’ 과 ‘恒生’의 발음이 완전히 같다; 자형에서 보자면, 양자는
‘恒’로부터 다른 하나의 문자를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양자의 차별은 단지 升와
生자가 다르다. 양 상표의 발음이 동일하고, 글자수가 같고, 恒자를 모두 갖추고 있
다. 양 상표가 상술된 내용이 같다는 조건하에, 일반적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기준
으로 보면, 升와 生 두 글자 자형이 다르다는 것은 그 식별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영
향을 주지 못한다. ‘恒升’과 ‘恒生’의 관념을 비교하면, 升와 生은 의미가 서로 달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恒升’과 ‘恒生’은 상용되는 일반어휘가 아니므로, 문자가 주는
의미는 보통 소비자의 식별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에 속하
지 않는다. ‘恒升’은 일반 어휘에 속하지 않으므로, ‘恒升’상표는 문자상표이며, 등록
결정된 이유가 결코 미술글자체였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恒生 문구를 ‘恒升’ 상표
의 미술체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가 유사하지 않다고 할수 없으며, 보통소
비자 또한 글자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보통소비자는 ‘恒升’ 과 ‘恒生’를 사용하는 두 종류의 컴퓨터제품의 출처에 대해 쉽
게 오인을 할 수있고, 그들은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이라 여기고,
혹은 양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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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얼개발유한회사(蜜雪儿开发股份有限公司) vs 미쉐얼의복장장식(베이징)유
한회사(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A1.3

005

사건번호

(1997)이중지초자제43호((1997)二中知初字第4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원고

피고

미쉐얼개발유한공사
(蜜雪儿开发股份有限公司)

대리인

미쉐얼의류장식(베이징)유한공사

대리기구

(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상하이하이샤변호사사무소
(上海市海峡律师事务所)
샹리(项黎); 리창(李强)
베이징시룽안변호사사무소
(北京市隆安律师事务所)
쉬자리(徐加力);
우원야(吴文亚)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8. 8. 20.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제20조

2심 사건

A1.3

005

사건번호

(1998)고지종자제71호((1998)高知终字第7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항소인1
(1심 원고)

항소인2
(1심 피고)

미쉐얼개발주식유한공사
(蜜雪儿开发股份有限公司)

미쉐얼의류장식(베이징)유한공사
(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상하이하이샤변호사사무소
(上海市海峡律师事务所)
샹리(项黎)
차이옌(蔡岩)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9. 3. 15.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제20조
관련법령

《미등록상표를 상품에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명칭과 주소를 명시해야 할 것에
관한 통지》

1심 판결일자

1998. 8. 20.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피고가 사용한 상표 ‘MISHER’는 원고의 인용상표 “도형 + MYSHEROS”및 “蜜雪
兒”은 서로 유사한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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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1

MISHER

사용표장2

蜜雪儿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624117)

인용상표2
(등록 721651)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1985년 이전에 대만에 설립된 의류 및 장신구 생산 판매 업체이다. 원고는
미국, 싱가폴, 대만, 홍콩 등 지역에서 ‘MYSHEROS’ 및 ‘蜜雪兒’ 등 일련의 문자상표
를 연이어 등록하였고, 또한 1992. 12. 및 1994. 12. 중국에 ‘MYSHEROS’ (이하
‘인용상표1’) 및 ‘蜜雪兒’(이하 ‘인용상표2’) 상표를 제25류에 등록하였다.
피고는 1991. 5. 14. 베이징에 설립된 회사이며 영문명칭은 ‘MISHER FASHION
DESIGN(BEI JING) CO., LTD.’이다. 피고는 원고의 제소 전에 자신이 생산한 의류
장신구, 포장물, 판매 매장에 ‘MISHER’ 표장을 줄곧 사용하여 왔다.
피고의 원 법정 대표는 1976년부터 1990년 사이에 대만에서 의류 경영을 한 적이
있었다. 1991년 이후에는 KCNL국제주식회사의 명의로 베이징에 피고 회사를 설립
하였다. 원고의 제소 전에 피고와 원고는 피고 명칭의 ‘蜜雪儿’과 원고의 인용상표2
의 저촉 문제에 대해 계속 협상하였다.
1992. 8.

상표평심위원회는 원고의 무효심판청구에 따라 1989년 제3자가 제25류

에 등록한 ‘蜜雪児’상표에 대하여 등록 무효의 재정을 하였다.

2. 소송경과

1998.

1997.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78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8)고지종자제71호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7)이중지초자제43호

1999. 3. 15.
항소 기각
(피고 승)

1998. 8. 20.
원고 승
(부정경쟁행위 인정)

분류코드 : A1.3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자신의 상품, 포장봉투 및 각 경영장소와 모든 상
업활동에서 ‘MISHER’ 표장을 단독으로 표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20만 위안을
배상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원고의 상표등록증상의 상표견본이나 원고 및 피고가 실제 사용한 상표를 비교하
면 양 당사자의 표장은 글꼴, 외관, 색채 및 칭호에서 명백히 서로 다르므로 일반 소
비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
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쟁점2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중문 기업명칭에 포함된 ‘蜜雪儿’이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같다는 것
을 알면서도 ‘蜜雪儿’의 영문 음역인 ‘MISHER’을 의류 장신구, 포장봉투 및 경영장
소에 상표 또는 제품 마크로서 단독으로 돌출하게 사용하였다. ’MISHER’은 원고의
인용상표2 ‘蜜雪兒’와 칭호가 유사하고 ‘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와 동일한 장소에
서 사용되었는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표장을 인용표장으로
오인케 한다. 이와 같이 지명상품에 편승하는 행위는 성실 신용의 원칙과 시장경쟁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
정경쟁행위를 구성하며 금지시켜야 하고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1심 법원의 (1997)이중지초자제43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항소인1(1심 원고)의 항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인2(1심 피고)의 기타 항소 청구를 기각한다.
4.2. 2심법원의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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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
위에 속한다. 미등록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사용표장1과 인용상표1을 비교할 때두 상
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다르다. 즉, 사용표장1 ‘MISHER’은 6개의 영문 문자
로 구성되었지만 인용상표1 ‘MYSHEROS’은 8개의 영문문자로 구성되었으며 영문
문자의 배열순서도 서로 다르다. 또한 칭호도 서로 다르고 관념이 서로 다른바
‘MISHER’은

‘想念她(MISS

+

HER,

그녀를

그리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MYSHEROS’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
지 않다.
<쟁점2에 대하여>
항소인1(1심 원고)는 인용상표1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항소인2(1심 피고)
는 자신의 중문 기업명칭 ’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 및 영문 기업명칭 ‘MISHER
FASHION DESIGN(BEI JING) CO. LTD.,’에 대한 기업명칭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각각 소유한 상기 민사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당사자
가 행정취소 절차가 없이 자신의 민사권리를 소송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민사권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리에 위배된다. 당사
자는 이러한 권리저촉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관리부문의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쟁점3에 대하여>
항소인2(1심 피고)이 자신의 경영장소에 사용표장1을 미등록상표로서 기업명칭을
동시에 사용한 행위는 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미등록상표를 상품에 사용함에 있
어서 기업명칭과 주소를 명시해야 할 것에 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1
심 법원이 상기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
다. 1심 법원이 적용한 관련 법령은 《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이다. 즉 ‘타인의
허가 없이 지명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 또는 그 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지명상품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이다. 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지명상품의 특유 명칭, 포
장, 장식의 전용권이다. 그런데 항소인1(1심 원고)이 주장한 민사권리(기업명칭권 및
수익권)와 이 조항이 보호하는 민사권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이 당사자
의 소송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법령을 적용한 것은 사실 인정 및 법률적용의 오류를
조성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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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핑샹우궁산천연미네랄생수음료공장(江西省萍乡武功山天然矿泉水饮料厂)
vs 장시우궁산취안미네랄생수유한책임공사(江西武功山泉矿泉水有限责任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112

A1.3

사건번호

(2003)감민삼종자제1호((2003)赣民三终字第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

장시우궁산취안미네랄생수유한책임공사

대리기구

(1심 원고)

장시성핑샹우궁산천연미네랄생수음료공장
(江西省萍乡武功山天然矿泉水饮料厂)

소송결과

관련법령

(江西同圆律师事务所)

(江西武功山泉矿泉水有限责任公司)
대리인

피항소인

장시퉁위안변호사사무소

항소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랴오진린(廖金林)
쩡신성(曾新生)
장시쥐위안변호사사무소
(江西聚源律师事务所)
장리쉰(章立迅)
강서성고급인민법원/
2003. 4. 14. 선고

《상표해석》 제9조, 제10조
《상표법》 제11조, 제52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심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武功 +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와 ‘武功山泉 Wu gong shan quan’
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는 서로 유사한가?

소극

▪ 사용상표 가운데 ‘泉’이 사용상품의 원재료 표시여서 출원시 권리불요구를
선언해야 한다고 할 때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武功山泉’에서 ‘武功 소극
山’만을 떼어내서 비교하는 것이 정당한 유사판단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가?
▪ ‘武功山’이 지명이라면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인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6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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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92. 10. 5. 원고는 ‘武功15)‘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출원하여
1993. 9. 14. 등록받았으며 등록번호는 제669173호이다. 인용상표는 중문 ‘武功’과
이 두 문자의 중국어 병음의 두음자 ‘W’와 ‘G’가 중첩되어 이루어진 도형의 결합상
표다.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미네랄 생수이다.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원고는 이를
줄곧 사용하여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자신의 상품을
우궁산(武功山) 산맥의 지하 심층 암벽틈에서 채취한 ‘武功山’ 순수 천연 미네랄 생
수라고 하였다. 원고는 또한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포장에도 상품의 명칭이 ‘武
功山’이라고 돌출하게 표시하였다.
2001. 4. 19. 핑샹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
할 때 합격증에 인용상표를 ‘武功山’ 상표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1999년 말부터 자신이 생산한 미네랄 생수에 ‘武功山泉’ 상표(출원번호:
990014595716), 이하 ‘사용표장’)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 12. 6. 에 상표국
에 사용표장을 출원하였다. 사용표장은 ‘武功山泉17)’ 네 문자와 이 네 문자의 중국어
병음으로 구성되었다. 사용표장의 지정상품은 미네랄 생수,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은
음료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용표장이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침
해를 구성하였다고 보고 수차 피고에게 사용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또한 사용표장의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심사 계류
중이다.

2. 소송경과

2003.

장시성고급인민법원
(2003)감민삼종자제1호

2003. 4. 14.
항소 인용
(원고 패)

2002.

장시성핑샹시중급법원

2003.

상표권침해

(2002)평경초자제55호

원고 승

15)

중국 허난성과 산시성 사이에 있는 지명이며, 무술이라는 뜻도 있다. ‘우궁’으로 호칭된다.

16)

판결문에는 사용상표의 출원번호가 990014595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며 출원일, 상표 명칭,
지정상품으로 검색하여 보면 이 사용상표의 출원번호는 제1555053호로 추정된다. 특히 판결문에 이 출
원상표의 공고번호가 1555053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출원번호 기재에 오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서는 판결문 그대로 번역하여 둔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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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미네랄 생수 및 동일 유형의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武功山泉’
상표를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관련 매체에 공고하여 상표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조성한 부정적인 영향
을 제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10만 위안을 배상하되 본 판결의 확정후 10일 내에
지불할 것.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의 주요 기능은 서로 다른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다. ‘혼동 가능성’은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다. 상
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기본 요소, 상품, 선행
상표의 식별력 및 실제 시장 상태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의 기본
요소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및 전체적 효과를 포함한다. 상표의 기본요소로부터
볼 때, 인용상표와 사용표장은 모두 완전히 동일한 ‘武功’ 두 문자를 포함하나, 두 상
표의 문자 개수(사용표장은 ‘山泉’ 두 글자가 더 많음), 배열, 도형의 유무 등 면에서
서로 다르다. ‘武功’과 ‘武功山泉’를 문자적 의미로부터 단편적으로 해석할 때 이 두
상표의 관념이 완전히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인용상표의 ‘WG’ 도형
부분에서 ‘W’는 변형된 중문 ‘山(산)’ 또는 산봉우리 모양으로 표현되었거나 또는 새
가 나는 모양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표장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다양하
게 해석되며 도형상으로는 ‘WG’도형이 바로 ‘山(산)’을 표시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만, 상표 관념에 대한 이해는 관련 공중의 입장에서 상표의 문자, 도형, 상품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武功’과 도형부분
‘WG’, 상표를 사용하는 미네랄 생수 상품, 상품의 원산지를 종합 고려하면, 소비자는
미네랄 생수와 ‘山’을 연결시키고 상품의 원산지가 武功山 기슭에 있고 武功山은 현
지의 관광 명산이며 원고가 상품의 홍보 등에 ‘武功山’ 표시를 돌출하게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山’이라는 측면에서 상상하면 ‘WG’으로부터 ‘山’을 연상할 수 있다. 따라
서 관련 공중은 인용상표의 관념을 ‘武功山’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문자
‘武功’로부터 단편적으로 인용상표의 관념을 우슈에서의 ‘무공’으로 이해하지 않을 것
이다. 핑샹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정기 검사할 때 인용상표를 ‘武功
山’ 상표로 인식하고 인용상표의 관념을 ‘武功山’으로 이해하였다. 피고의 사용표장중
문자부분 ‘武功山泉’에서 ‘泉’은 미네랄 생수의 특징을 직접 표시하였으므로 상표로서
의 식별력이 결여되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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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관념으로부터 볼 때 사용표장은 명백히 ‘武功山’을 표시하며 관련 공중의 입장
에서 볼 때 인용상표의 관념과 동일하다. 또한 인용상표와 사용표장 모두 ‘武功山’을
돌출하게 표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武功山’의 관념은 두 상표의 전체적
이미지에서 지배적인 작용을 한다. 상표의 기본 요소인 외관, 칭호, 관념 이 세가지
요소에서 어느 한가지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이 요소가 상표의 전체적 이미지
에서 지배적 작용을 하기만 하면 유사한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 상표의 상품 요소
로부터 볼 때 원고와 피고의 상품은 모두 미네랄 생수이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용 소비품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 경로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소비자와
관련 공중이 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세심하게 비교하지 않으므로 혼동의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유사성 판단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선행 상표의 식별력
으로부터 볼 때 인용상표는 일정한 독창성을 가지고 시장에는 유사한 브랜드가 존재
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인용상표를 장기간에 거쳐 사용해 왔다. 이 상품은 시장에서
이미 일정한 영향력을 형성하였으므로 시장에 조금만 유사한 상품이 나오면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표장과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속한다. 모든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도 두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상 선등록상
표를 보호하고 미등록상표를 유사상표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허가
를 받지 않고 동일한 미네랄 생수 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사용표장을 표시하여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손
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핑샹시중급인민법원의 (2002)평경초자제55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해석》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란 침해를 주장당한 상표와 원
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할 때 그 문자의 모양, 칭호, 관념 또는 도형의 구성 및 색채,
또는 그 각 요소가 결합된 전체적인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그 입체적 형상, 색채
의 결합이 유사하여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쉽게 오인케 하거나
또는 그 출처가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하
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관련공중의 통상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함. (2)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상표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해야 하며, 비교대상을 서로 격리시킨
상태에서 각각 비교해야 함. (3)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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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를 고려해야 한다.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쉽게 오인케
하거나 그 출처가 등록상표의 상품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오인하는 정도에
달해야 한다. 관련 공중은 상표가 표시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 소비자와
전술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경영자를 가리킨다.
상표의 유사로 인한 관련 공중의 오인에 대하여 피항소인(1심 원고)은 법원에 상응
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피항소인은 핑샹시공상국이 정기검사시 인용상표를 ‘武
功山’ 상표로 기재한 정기검사증을 제출하였으나, 공상국은 직접적인 소비자 또는 관
련 경영자가 아니며 착오로 기재한 원인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공중이
인용상표와 사용표장을 오인 혼동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1심 피고)과 피항소인의 상품이 모두 미네랄 생수이며 일반 서
민들을 향한 저가 일용품이며, 판매 경로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유사여부
를 판단할 때 관련 공중의 통상의 주의력으로 두 상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두 상표를 비교하면 인용상표는 ‘武功’ 문자와 도형화된 ‘WG’의 결
합상표이고 사용표장은 ‘武功山泉’ 문자와 그 중국어 병음 ‘Wu gong shan quan’의
결합상표이며 두 상표는 문자의 모양, 칭호, 관념 및 전체적인 구조 등 4개 요소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동일 유형의 상품에 사용할 때 관련 공중의 통상의 주의력
으로 쉽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1심 판결은 인용상
표를 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포장, 홍보 등 측면과 결합하여 인용상표의 관념을 ‘武
功山’으로 해석하고, 또한 사용표장에서 샘 ‘泉’자를 제거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문자, 병음 및 도형 등의 요소는 모두 전체적으로 결합된
유기체로서 임의로 분할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분할할 경우 상표의 일체성을 잃게 된
다. 사용표장은 중문 ‘武功山泉’와 그 중국어 병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泉’이 상
품의 원재료를 직접 표시하여 상표등록시 출원인은 그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해야 하
나,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하게 이를 제거하여 상표의 관념을 바꾸고
상표의 일체성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武功山은 산(山) 명칭이므로 피항소인과 항소인
은 모두 ‘武功山’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지 못한다. 1심 법원은 인용상표의 관념이 ‘武
功山’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련 공중에게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다. ‘武功山泉’은 하
나의 전체로서 상품의 보통명칭과 특성을 표시하지 않으며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
지며 인용상표와 명백히 구분되며, 관련 공중은 상품의 출처를 쉽게 오인하지 않는
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인용상표와 사용표장의 관념이 모두 ‘武功山’이므로 양자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용표장과 인용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용표장 사용행위는 상표
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항소인의 항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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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잡지사 vs 베이징리컨자문유한공사(北京里肯咨询有限公司)외 11인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A1.3; B1

049

사건번호

(2003)고민종자제901호((2003)高民终字第90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가정》잡지사

대리기구

(《家庭》杂志社)
대리인

피항소인
(1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 법령

베이징리컨자문유한공사
(北京里肯咨询有限公司)외 11인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광둥다퉁변호사사무소
(广东大同律师事务所)
처옌옌(车燕燕)
랴오닝진스변호사사무소
(辽宁金石律师事务所律师)
추옌(邱艳)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03.12.2.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상표법실시조례》 제49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피고 승

쟁 점
▪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의약품 관련 잡지에 ‘家庭OTC’를 제호로 사용한 것은
제16류 ‘잡지’에 대하여 등록한 ‘家庭’상표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

소극

가?
▪ ‘家庭’이 상용 단어이고 잡지의 제호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약
한 경우 원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는가?

적극

▪ 상용되는 단어와 상용되지 않는 단어가 결합하여 상표를 구성하는 경우 수요자
들은 어느 요소에 더 주목하게 되는가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사용한 ‘家庭’은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
장으로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사용상표1

家庭OTC

인용상표
인용상표
(등록 50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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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잡지사(《家庭》杂志社, 이하 원고)는 ‘家庭’ 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제16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 1990. 1. 10. 등록(등록번호: 509556)받았다. 해
당 상표는 갱신 절차를 거쳐,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10. 1. 9. 이다.
원고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잡지를 출판 발행해오고 있으며 해당 잡지
의 전국통일간행물 번호는 CN44‐1066/C이다. 표지 좌측 상단에 잡지 명칭 ‘家庭’이
있고, 등록상표 영문표기가 있다. 해당 잡지는 유명인 혹은 일반인의 가정생활, 운명
의 희비, 러브스토리, 가정생활의 새로운 이념, 심리상담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베이징리컨자문유한공사(北京里肯咨询有限公司, 이하‘피고’)가 2001년에 창간한
《가정OTC》잡지는 2002년 6월까지 총4호를 발행했다. 해당 잡지는 국내 통일 간행
물 고유번호가 없다. 표지의 상단에 잡지 명칭 ‘家庭OTC’가 있고 그 중 ‘家庭’은 아트
체로 되어 있는데 글자체와 색깔은 표지의 전체적인 색조와 어울리며 검정색과 노란색
두 종류이다. ‘OTC’는 영문알파벳 3글자 모두 흰색이고, ‘家庭’과 글자크기가 같으며
평행으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다(창간호 제외). 해당 잡지의 내용은 가정 일반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안내, 가정일반의약품 백과, 가정용 일반의약품 시장, 가정보건상식 등
의 내용과 여러 페이지의 광고도 포함하고 있다. 잡지 뒷표지에는 예약 구독 안내 및
광고 등이 있으며 예약 구독 안내 중에서 매 회 5만 부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OTC》잡지의 창간호 제1페이지에는 ‘발기인: 일반의약품협회(非处方药物协会),
시안양썬제약공사 (西安杨森制药公司), 셴링바오야제약공사(先灵葆雅制药公司), 하얼빈
제약총공장(哈尔滨制药总厂), 리컨자문공사’등. 제4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
다. 주최: 리컨자문공사(里肯咨询公司), 후원: 일반의약품협회(非处方药物协会), 주관:
아오컨광고공사(奥肯广告公司), 후원사: 우후뤼예제약공사(芜湖绿叶制药公司). 잡지 마
지막 페이지에는 원가 10위안/권(후 3호에는 이 가격표시가 없다)이라고 쓰여있다.
현재 국내 정기간행물 시장에서 ‘家庭’ 문구가 들어간 잡지는 40여 종에 달한다.
《가정의약》, 《가정의사》, 《가정보건》등이 있다.
1999. 11. 19.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국약관안[1999]399호《일반의약품 고
유 표시 및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에서 전국의 일반의약품은 모두 약품 라벨,
사용설명서, 포장 및 약품 분류 판매에 ‘OTC’일반의약품 고유표시 사용을 요구했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03.12.2.

(2003)고민종자제901호

피고 승

2002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2002

상표권 침해 중지

(2002)이중민초다제5666호

피고 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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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용상표를 상품16류를 지정하여 출원하여, 1990. 1. 10. 등록(등록번호:
509566)받았으며, 갱신을 거쳐 존속기간 만료일은 2010. 1. 9.이다. 원고가 특징이
강하지 않은 상용단어를 잡지명칭으로 하여 상표로 등록한 것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
에 대한 보호는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용단어만으로 된 상표를 사
용하거나 또는 해당 상용단어를 도드라지게 사용하는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
다.
피고가 창간한 《가정OTC》잡지는 명칭 중에 ‘家庭’ 두 글자를 포함하고 있긴 하
지만, 해당 명칭(특히 2, 3 , 4호)은 는 가지런히 배열한 전체구조를 나타내고 있으
며, 자체, 글자크기가 모두 《가정》잡지의 상표와 달라, 형식상으로 볼 때 ‘家庭’두
글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비자들이 ‘OTC’의 뜻을 잘 몰라, ‘家
庭’ 두 글자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家庭’두 글자가 해당 잡지 명칭의 식별 부
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사용한 ‘가정OTC’의 명칭은 침해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정》잡지사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OTC’는 ‘일반의약품’단어의 영문 이니셜로, 비록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생긴 단어
지만 이미 약품 포장 및 약품 진열장의 표시 간판 등에 널리 사용되고 홍보되고 있
으며, ‘家庭’ 두 글자는 상용단어이므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단어에 더 쉽게
주의를 이끌리게 될 것이다. 《가정OTC》잡지의 명칭 사용방식으로 볼 때 흰색으로
‘OTC’를 표시한 것도 이 세 글자를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식별력을 나타내는 ‘家庭’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 근
거가 부족하다.
그밖에도 상표의 중요한 작용은 자기 상품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주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家庭’ 두 글자를 포함하는 잡지는 많으며,
각 잡지는 모두 그 특정 내용이 있고 서로 다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두 잡지가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머물게 되며, 같거나 유사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피고가 출판 발행한 《가정OTC》
잡지는 명칭 이외에 종이 규격 및 재질, 인쇄 품질, 편집디자인, 내용 편제 등 각 방
면에서 원고가 출판한 《가정》잡지와 꽤 큰 차이가 있다. 원고는 ‘독자가 《가정
OTC》를 처음 봤을 때 원고가 출판한 잡지’라고 여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
정》잡지와 《가정OTC》잡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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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가정OTC》잡지명칭사용이 ‘家庭’ 상표권 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기각, 원심유지
4.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실시조례》제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등록상표에 그 상품의 보통
명칭·도형·치수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
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나타내거나, 또는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
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하지 못한다.” 단어 ‘家庭’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일이나 학습 중에 사용한 기본 상용단어로 간행물 잡지의 일부분으로 하여, 간행물
본래 특징 혹은 간행물 독자층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능이나 속성을 갖추고 있다.
《가정》잡지사(이하 항소인)는 ‘家庭’ 두 글자를 상표로 선택할 때 단어 ‘家庭’ 이
표현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자체의 특징이므로 구별 효과 즉 식별성이 약하다. 항소
인은 ‘家庭’를 잡지 명칭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 했을 경우에만 ‘家庭’ 두 글자가
특정한 잡지 명칭으로서 내포된 뜻을 갖도록 즉, ‘家庭’ 두 글자의 기본적인 뜻 이외
에 다른 뜻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인이 비록 상표국의 허가를 거
쳐 16류 잡지류에 인용상표를 등록하여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가 됐지만, 타인이 ‘家
庭’두 글자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으며 현재 국내 정기간행물 시
장에 많은 ‘家庭’ 문자가 포함된 잡지가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은 간행잡지류 상품에
‘家庭’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베이징리컨
자문유한공사(이하, 피항소인)이 창간한 《가정OTC》잡지가 ‘家庭’두 글자를 사용한
것은 해당 잡지의 특징 혹은 속성을 설명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행위가 항소인의
인용상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이 주관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家庭OTC’ 상표명칭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려는 고의가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중국 개혁개방 이래로 영문 이니셜을 포함한 외래어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점
점 더 많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영문을 이해할 필요가 없이, 또한
이니셜에 대응하는 원래 영문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이 대강 그 뜻을 이해한다. 다
의어는 언어의 기본 현상으로 ‘OTC’ 영문 알파벳 세 글자는 영어사전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겠지만, 《가정OTC》잡지에서 ‘OTC’는 한가지 뜻 ‘일반의약품’이라는
뜻 밖에 없다. 특히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이미 전국의 일반의약품은 모두 약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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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사용설명서, 포장 및 약품의 분류판매에 ‘OTC’라는 일반의약품 전용표시를 사용
하도록 명문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중에게 ‘OTC’는 인지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이 말하는 ‘관련 대중’은 상표가 표시하는 특정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경영자를 가리킨다. 《가정OTC》잡지의 관련대중은 주로 병원, 약국, 제약기
업, 의약중개기업 및 의사, 환자이며, 이 사람들은 ‘OTC’의 뜻을 알고 있을 뿐 아니
라 잡지 중에 ‘OTC’ 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家庭’ 두 글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가정OTC》잡지는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로 병원,
약국, 제약기업 및 의약중개기업에 배포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경로로 발행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가정》잡지는 국내에서 전국 각지의 우체국을 통해 구독하고 발행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중국국제도서무역총공사(中国国际图书贸易总公司)를 통해 발행한
다. 따라서 두 잡지의 발행 경로가 겹칠 수 없으며 당연히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항소인이 ‘家庭’과 ‘家庭OTC’가 충분히 소비자로 하
여금 연상되어 《가정OTC》잡지가 항소인이 창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주장
은 사실 근거가 결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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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저우시중이판식품유한공사(漳州市中一番食品有限公司) vs
스스자양식품유한공사(石狮佳样食品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4; A11

081

사건번호

(1999)민지초자제3호((1999)闽知初字第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피고1

피고2

피고3

소송결과
관련 규정

장저우시중이판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漳州市中一番食品有限公司)

대리인

스스자양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石狮佳样食品有限公司)
푸젠성스스스화양식품유한공사
(福建省石狮石华样食品有限公司)
스스더양식품유한공사

대리인

대리인

(石狮德样食品有限公司)
청구 인용

판결법원

푸젠성고급인민법원/
1999. 11. 11.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1호; 《민법통칙》제118조

2심 사건

A1.4; A11;

081

사건번호

(2000)지종자제1호((2000)知终字第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1)
항소인
(1심 피고2)
항소인
(1심 피고3)

스스자양식품유한공사
(石狮佳样食品有限公司)
푸졘성스스스화양식품유한공사
(福建省石狮石华样食品有限公司)
스스자양식품유한공사
(石狮佳样食品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피항소인

장저우시중이판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1심 원고)

(漳州市中一番食品有限公司)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인용

판결법원

최고인민법원/
2000. 5. 10. 선고

《상표법실시세칙》제25조 제5항; 《민사소송법》제153조 제3호
1999. 11. 11.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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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피고가 ‘扭扭’라는 상품명칭을 원고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가?
▪ 피고가 침해 소송 중에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소송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피고가 ‘扭扭乐’ 상표를 등록한 뒤 실제로는 ‘扭扭’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적극

소극

소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 1200997)

扭扭
<1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998. 8. 21. 상표국에 ‘扭扭’ 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200997호
(이하 ‘인용상표’), 지정상품은 제30류의 팝콘, 곡물 뻥튀기 식품 등의 16종 상품이
며 존속기간은 1998. 8. 21. ~ 2008. 8. 20. 이다.
원고는 심리 과정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인용상표 사용 상품의 샘플을 제출하였으
나 이 상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1은 1995년부터 ‘扭扭’를 자신이 생산한 뻥튀기식품의 상품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6. 4. 21. 피고1은 ‘扭扭乐’ 문자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
833094호, 지정상품은 제30류의 사탕, 빵, 케이크이다. 그후 피고1과 피고2, 피고3
은 공동 생산한 뻥튀기 식품 ‘扭扭系列食品大礼包18)’，‘文博系列大礼包’19)의 외포장
봉지 및 상품 포장 봉지에 ‘扭扭’를 상품명칭 또는 포장 장식으로 사용하였고 등록상
표 표시를 하였다. 피고 1, 2, 3은 각종 ‘扭扭’ 뻥튀기 식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였
다.
1999. 2. 7. 원고는 피고 1, 2, 3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심 법
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세 피고에게 침해중지, 침해포장봉지 폐기, 공개 사죄, 2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의 판결을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1심 기간에 피고1은 원고의 인용상표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청구는 1999. 5. 8.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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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扭扭系列食品大礼包’을 번역하면 ‘선물용 扭扭 시리즈 식품’이다.

19)

‘文博系列大礼包’을 번역하면 ‘선물용 文博시리즈’이다.

분류코드 : A1.4

<2심 법원의 추가 인정 사실>
1심 판결 선고 후, 상표평심위원회는 2000. 1. 4. 상평자(1999)제3826호 《“扭扭”
상표등록부당 종국재정서》를 통해 제1200997호 “扭扭” 상표 등록을 무효로 재정하
였다. 재정서는, “扭扭”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뻥튀기 식품을 표시하는 표장의 기능을
하며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당 등록의 이유
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2심 기간에 원고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재평심 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상표평심위원회
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2000. 5. 10.

(2000)지종자제1호

피고 승

1999. 2. 7.

푸젠성고급인민법원

1999. 11. 11.

상표권침해중지/손해배상

(1999)민지초자제3호

원고 승

2000.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1,2,3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2. 피고 1,2,3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扭扭’ 문자가 인쇄된 포장봉지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 1,2,3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50,000위안을 공동 배상
하라. 세 피고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로 그 합법적 권익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1,2,3은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 상품에 인용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는데
이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
라서 원고가 제출한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침해 포장봉지 폐기, 경제손실 배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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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피고1은 ‘扭扭’를 상품명칭으로 먼저 사용하였
으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고 현재 타인이 이미 ‘扭扭’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법률은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피고1이 ‘扭扭乐’상표를 취득한 후 ‘扭扭’ 표장을 사
용하였고 또한 이 표장에 등록상표 표시를 한 것은 자의적으로 등록상표 문자를 바
꾼 것이며 등록상표를 부정확하게 사용한 행위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 피고1이 자신은 ‘扭扭’ 상표에 대해 선사용권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그 항변 이
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扭扭’ 두 글자는 문자의 정상적인 사용에 속하며 독창성이
없으므로 자신은 ‘扭扭’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 피고1의 항변을 채택하지 않는
다. 상표평심위원회가 부당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청구를 수리한 것은 상표침해사건
심리를 중지하는 법정 이유가 아니므로 심리 중지에 대한 피고1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피고는 이미 자신의 상품에 ‘扭扭’ 상표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침해에는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죄의 책
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피고의 공개 사죄를 요구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하지 않
는다. 원고는 손해배상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배상청구
와 관련하여 전액 지지는 하지 않고 침해 사실,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1심 법원의 (1999)민지초자제3호 민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심 판결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등록 부당 종심 재정을 하기 전에 내린 것이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1999)제3826호 《“扭扭”상표등록부당 종국재정서》에 따
라 피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표는 2000. 1. 4. 무효로 선고되었다. 따라서 《상표
법실시세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항소인이 보호를 청구한 상표권이 처
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므로 피항소인의 소송청구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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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샤푸전자측정기공장(福建省霞浦电子仪器厂)
vs 베이징엔칭자기요업기계공장(北京延庆磁疗器械厂)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4; A5

001

사건번호

(1992)중경초자제25호((1992)中经初字第2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푸젠성샤푸전자측정기공장
(福建省霞浦电子仪器厂)

피 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베이징엔칭자기요업기계공장
(北京延庆磁疗器械厂)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샤푸현변호사사무소
(霞浦县律师事务所)
야오아성(姚阿生)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중급인민법원/
1993. 12. 13. 선고

《상표법(1993)》 제38조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1993)》제41조 제2호

2심 사건

001

A1.4; A5

사건번호

(1994)고경지종자제17호((1994)高经知终字第17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베이징시제6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항소인
(1심 피고)

(北京市第六律师事务所)，

베이징옌칭자기의료기기공장

베이징시희망변호사사무소

(北京延庆磁疗器械厂)

(北京市希望律师事务所)
대리인

왕수이치(王遂起)，
류신원(刘心稳)
샤푸현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피항소인
(1심 원고)

푸젠성샤푸전자측정기공장

베이징시정다변호사사무소

(福建省霞浦电子仪器厂)

(北京市正大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霞浦县律师事务所)

항소 기각

판결법원

야오아성(姚阿生)
자오위룽(赵玉荣)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4. 7. 11. 선고

《상표법(1993년)》제38조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1993)》제41조 제2호
1994. 7. 11.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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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상품명칭은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등
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소극
적극

▪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원고의 상표등록 전부터 이미
자신의 상품에 상품명칭으로 사용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상표등록 후에
해당 명칭을 계속하여 자신의 상품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적극

침해하는 것인가?
▪ 피고가 원고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자
신의 상품 명칭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적극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康乐磁

康乐

<원심 조사 사실>
푸젠성샤푸전자측정기공장(福建省霞浦电子仪器厂, 이하’원고’)은 1984. 11. 푸젠성
전자공사의 허가를 받고 LY‐5형 전자기 침구 안마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康乐’
를 미등록상표로 사용하였다. 1984. 12. ‘康乐’상표 LY‐5는 푸젠성 우수품질 칭호를
받았고, 1985. 6. 경공업부문에서 전국 경공업 우수 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1986.
12. 전자공업부문에서 우수 제품으로 당선되었다. 1987년 이후 원고의 ‘康乐’ 상표가
부착된 전자기 침구 안마기와 피고의 ‘火光20)’ 상표가 부착된 건강자석 제품이 ‘康乐
磁’21)명칭으로 표현되어 베이징 시단쇼핑센터, 베이징 둥펑시장에서 동시에 판매되었
다. 판매중 원고와 피고는 모두 ‘康乐’글자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켜 분쟁
이 발생하였다. 1988. 11. 원고는 샤푸현 공상국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
나 베이징시 공상국에 이관되었고 베이징시 공상국은 1989. 8. 3. ‘베이징옌칭자기의
료기기공장이 ‘康乐’를 자기의료기기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지
만 등록상표 ‘康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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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광’으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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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88. 10. 30. ‘康乐’상표를 등록하여 전자 침구 안마기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원
고의 ‘康乐’ 상표는 1999. 11. 및 1993. 8. 두번에 걸쳐 푸젠성 유명상표로 선정되
었다.
베이징옌칭자기의료기기공장(北京延庆磁疗器械厂, 이하 ‘피고’)은 1986. 8. 설립된
독립적인 집단소유제 기업법인으로서 ‘火光’상표의 SC‐A, B, C형 자기의료기기를 생
산하였으며 ‘康乐磁’를 상품명칭으로 사용하였다. 1987년 이후부터 피고는 ‘火光’ 상
표가 부착된 ‘康乐磁’ 상품을 베이징 쇼핑센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4. 7. 11.

(1994)고경지종자제17호

항소 기각

1992.

베이징시중급인민법원

1993. 12. 13.

상표권침해

(1992)중경초자제25호

원고 승

1994.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자신이 제조한 자기의료기기의 명칭에 ‘康乐’문자
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후에는 자신이 판매되는
자기의료기기의 명칭에 ‘康乐’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원고에게 인민폐 30만 위안을 배상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중국 상표법은 상품의 등록상표만을 보호하지 상품명칭은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생산한 ‘康乐磁’ 상품이 80년대 초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법적인 보호
를 받지 못했다. 등록상표의 상품분류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전자 침구 안마기와 피
고의 ‘康乐磁’ 상품은 상표법상의 유사 상품에 속하고 피고의 상품 명칭‐‐‘康乐磁’와
원고의 등록상표는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이 두 상품을 생산하
는 기업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오인하게 한다. 이는 상표법이 금지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康乐’상표를 등록한 후 피고는 자신이 생산
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康乐磁’ 상품의 명칭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피고는 여전히
‘康乐磁’를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등록상표 ‘康乐’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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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원고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가 생산한 ‘康乐磁’ 상품이 원고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고 또한 침해의 주관 과실 정도 및 원고가 입은 손해 정도를 고려하
여 피고는 과다한 배상액을 부담해서는 안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에서의 오인은 상품 출처의 오인 및 소비자로 하여금 당사자와 상표권자 사
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오인케 하는 것을 가리키며 상품 자체를 오인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의 명칭 또는 장식으로 사용하면 소비자의 오인
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항소인(1심 피고)이 생산한 자기의료기기와 피항소인(1

심 원고)가 생산한 전자 침구 안마기는 기능, 용도가 거의 동일하고 모두 의료기기에
속하며 진통작용이 있어 관절염, 신경통 등의 질환에 사용되므로 양자는 유사상품에
속한다. 항소인(1심 피고)은 피항소인(1심 원고)이 전자 침구 안마기에 등록한 ‘康乐’
문자상표를 자신의 자석 제품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康乐磁’ 문자를 돌출하게 표시하
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항소인(1심 원고)의 등
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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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사(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vs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장(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C1

007

사건번호

(1998)이중지초자제124호((1998)二中知初字第12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
사(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피고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

대리인

베이징시솽리변호사사무소
(北京市双力律师事务所)
류젠주(刘建柱), 뮤더이(缪德义)

대리기구
대리인

장(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소송결과

청구 인용

관련법령

《상표법(1993)》 제38조 제4호

2심 사건

대리기구

판결법원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9. 6. 20. 선고

007

A1.1, C1

사건번호

(1999)고지종자제63호((1999)高知终字第6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베이징시퉁저우구윈허화학공업공
장(北京市通州区运河化工厂)
베이징톈차오정밀화학공업유한공
사(北京天朝精细化工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법령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1심 판결일자

1999. 6. 20.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1심 승패

베이징시솽리변호사사무소
(北京市双力律师事务所)
류젠주(刘建柱), 뮤더이(缪德义)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9. 11. 12. 선고

원고 승

쟁 점
▪ 자신의 제품을 넣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구매하였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
구성하는가?
▪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가?
▪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구매하였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하
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는가?

적극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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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1437003)

등록 제798327호

天朝상표 도형 및 문자

등록 제928145

<원심 인정 사실>
원고는 각각 ‘天朝’ 문자(인용상표2) 및 도형(‘인용상표1’)의 상표권자이며. 원고는
피고와 같이 모두 부동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원고는 자사의 제품에 상기 등록상
표를 줄곧 사용하여 왔다.
1998. 9. 피고는 원고에게 포장용기를 생산공급하는 베이징시환야플라스틱제품회
사로부터 원고의 인용상표1의 도형과 ‘天朝’ 문자(이하 ‘사용표장’)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용기 4,160개를 구매하였다. 피고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기 부동액 포
장용기를 구매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원고는 피고가 상기 포장용기에 자사의 제품을 담아 판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
지 못했다.

2. 소송경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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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9)고지종자제63호

1999. 11. 12.
항소 기각
(원고 승)

1998.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9. 6. 30.

상표권침해

(1998)이중지초자제124호

원고 승

분류코드 : A1.4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용기를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중
지하라.
2. 피고는 자신이 구매한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용기를 폐기하라.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사과 내
용은 본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기간내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전국에서 공개 발행되는 신문에 본 판결의 내용을 공포할 것이며 비용은 피고가 부
담한다).
4.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인민페 6,000위안을 배상하라.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권자는 타인이 허가없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
는 동시에 타인이 등록상표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에는 타인의 상
표 표시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용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대량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한
부동액을 담아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 행위는 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만, 피고의 상기 행위가 원고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인용상표가 표시된 부동액 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자체 생산한 부동액을 담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를 제
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상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항소인(1심
피고)과 피항소인(1심 원고)는 모두 부동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항소인은 포장용기
에 피항소인의 인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장용기를 대량 구매하
였다. 그 구매목적은 상기 포장용기에 자사의 제품을 넣고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주
관적 과실이 분명하며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다. 다만 항소인은 구매한 포장용기에 자사의 제품을 담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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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피항소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인의 행위는 피항소의 인용상
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항소인에게 아직 실제 손해를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침해를 중지하고 피항소인에게 사죄하며 피항소인에게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자사의 부동액을
이 사건 관련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인은 베이징환야플라스틱회사가 공동 피고로서 자신과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인은 베이징환야플라스틱회사로부터 피항소인의 인용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것은 사실상 피항소인의 상표표시이다. 따
라서 항소인과 베이징시환야플라스틱회사의 법률 관계는 상표표시의 매매 관계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 누구도 상표표시를 불법 인쇄제작 또는 불법 매매해서는 안
된다. 항소인과 베이징시환야플라스틱회사는 피항소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표표시
를 매매하였는데 이는 등록상표표시의 불법 매매행위에 속하며 법률이 금지하는 것
이다. 이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표표시의 매
매는 상표권 침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베이징환야플라스틱제품회사는 본 사건의
피고로 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항소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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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vs 광저우시타이어의류장신구유한공사(广州市泰鳄服饰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3; A2

099

사건번호

(2006)일중민초자제10201호((2006)一中民初字第1020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베이징시완후이다지식산권대리유

원고

대리기구
LACOSTE (拉科斯特股份有限公司)

한공사
(北京市万慧达知识产权代理有限
公司)

대리인

피고1

피고2

피고3

소송결과
관련 규정

광저우시타이어의류장신구유한공
사 (广州市泰鳄服饰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녠녠가오의류장신구유한공

대리기구

사(北京年年高服装服饰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청샹무역센터주식유한공사
(北京城乡贸易中心股份有限公司)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청쉐충(程学琼)
장쑤성뎬변호사사무소
(江苏圣典律师事务所)
마오이싱(毛依星)

베이징시톈위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元律师事务所)
우차오후이(吴朝晖),
야오신스(姚欣时)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 2007. 5. 10.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제2호; 《상표 해석》 제9조 제2항.

쟁 점
▪ 피고1이 ‘악어 도형 + 鳄鱼 + 물결무늬’로 구성된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문자 鳄鱼 및 물결무늬를 빼고 사용하거나 또는 문자 鳄鱼 및 물결무늬를 흐릿

소극

하게 하여 사용한 경우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피고1이 실제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
우 피고1이 자신도 ‘악어 도형 + 鳄鱼 + 물결무늬’에 대한 상표권자여서 ‘악어

소극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항변이 성립하는가?
▪ 침해품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관련하여, 판매자는 상품의 제조상 및 입
하 경로의 합법성뿐 아니라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상표가 정확하게 사용되었

적극

는지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인을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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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인용상표1

‘金鳄’ 상표(등록번호: 173394, 제25류)의 ‘金

(등록 141103)

鳄’ 문자부분과 물결부분을 감추고, 악어 도형
인용상표2

을 돌출하게 표시.

(등록 1318589)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의류 및 의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프랑스 회사이다.
1980. 10. 30. 원고는 제141103호 ‘鳄鱼’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1’)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25류의 의류이며 존속기간은 2010. 10. 29.까지이다.
1996. 10. 7. 원고는 상표국에 제879258호 ‘鳄鱼’도형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
은 제25류의 벨트이며 존속기간은 2060. 10. 6. 까지 이다.
1999. 9. 28. 원고는 제1318589호 ‘鳄鱼’ 색채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2’)를 등록
하였고 지정상품은 제25류의 의류 및 기타 일용품, 와이셔츠, 바지, 넥타이, 스카프,
신발 등의 36종 상품이며 존속기간은 2009. 9. 27. 까지이다.
2004. 1. 21. 원고는 제3269795호 ‘鳄鱼’도형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18
류의 가죽, 서류가방, 책가방, 우산, 지갑, 가죽 지갑 등의 42종 상품이며 존속기간은
2014. 1. 20. 까지이다. 상기 4건의 등록상표 가운에서, 제141103호, 제879258호,
제3269795호 등록상표의 ‘鳄鱼’ 도형은 동일하다.
1999. 4. 1. 상표국은 상표(1999)13호 문서 《<전국중점상표보호리스트>를 인쇄
발행할 것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이 통지에 따르면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중
점 상표는 각지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관련 상표대리조직이 보고한 재료에서 선별한
것으로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침해 및 모조가 비교적 심각한 등록
상표이다.’. 이 보호 리스트 13페이지에는 원고의 ‘鳄鱼Lacoste’ 상표가 표시되어 있
는데 이 상표의 주요 사용상품은 의류, 트렁크와 가방이다.
2000. 6. 14. 상표국은 상표(2000)28호 문서 《<전국중점상표보호리스트>를 인쇄
발행할 것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이 리스트 15페이지에는 원고의 ‘鳄鱼
Lacoste’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상표의 주요 사용상품은 의류, 트렁크와 가
방이다.
2005. 1. 20. 중소기업상표감정센터가 발행한 상감자[2005]제003호 《상표법률자
문의견서》에는

광저우시타이어의류장신구유한공사(广州市泰鳄服饰有限公司),

이하

‘피고’)가 자신의 의류제품에 대한 ‘金鳄’ 상표(등록번호: 173394, 제25류)22)의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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鳄’ 문자부분과 물결부분을 감추고, 악어 도형을 돌출하게 표시한 것이 원고의 ‘鳄鱼’
도형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다. 원고는 중소기업상표감
정센터에 감정료 30,000위안을 지불하였다.
2005. 3. 16. 원고 대리인은 공증기관의 공증하에 베이징시백화점에서 198위안의
‘金鳄’상표 재킷을 구매하였다. 공증기관에 차압된 ‘金鳄’상표 재킷의 가슴 부분에는
단지 악어도형만이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재킷이 자신이 생산한 것임을 부인
하였다.
2005. 6. 7. 원고는 원고의 현재 명칭인 라코스테주식유한공사(拉克斯特股份有限
公司)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상표국은 2006. 6. 20. 등록상표변경증명을 발급하여
141103, 1318589, 873258, 3269795호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2005. 9. 26. 지린성장춘시(吉林省长春市)중급인민법원이 (2005)장민삼초자제94호
((2005)长民三初字第94号) 민사판결을 통해 원고의 인용상표1을 저명상표로 인정하
였다.
2006. 3. 13. 공상하이뎬분국은 경공상해처자(2006)제670호 행정처벌결정서를 작
성하였다. 이 행정처벌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2는 2004. 8. 초부터 2005. 4. 초까지 피고3, 베이징차이시커우백화점유한공
사(北京菜市口百货股份有限公司), 베이징란다오빌딩(北京蓝岛大厦), 베이징시시단쇼핑
센터유한공사(北京市西单商场股份有限公司)에 공동경영매대를 설치하고 ‘金鳄’상표를
사용한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2가 공동경영매대에서 판매한 티셔츠, 양모셔츠, 재
킷의 앞가슴부분 및 넥라인에는 피고의 ‘金鳄’상표가 사용되었으나 상표중의 악어도
형부분만이 돌출 표시되고 다른 문자와 도형부분은 희미하게 표시되었고 재킷에는
악어도형 상표가 단독으로 표시되었다. 피고2는 변형된 ‘金鳄’상표를 사용하고 악어
도형 상표를 단독 사용한 티셔츠, 양모셔츠, 재킷을 모두 4,893벌을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이 1,071,541.11위안임을 승인하였다. 현재 창고에 보관된 티셔츠 2,729벌, 양
모셔츠 61벌, 재킷 745벌을 평균 판매가격으로 계산하면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가치
는 774,101.01위안이다. 상기 의류는 단양하오리라이의류제조유한공사(丹阳好利来制

22)

피고의 상표등록 제173394호 상표 표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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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有限公司), 단양성바이의류제조유한공사(丹阳圣柏制衣有限公司)로부터 구매하였고
상기 의류의 구매비용은 이미 지불하였으며 단양하오리라이의류제조유한공사와 단양
성바이의류제조유한공사로부터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피고2가 판매하였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金鳄’상표 의류 중, 티셔츠, 양모셔츠의 가슴 부분에는 ‘金鳄’상표를 사용
하였으나 사용과정에서 상표의 악어도형만을 돌출하게 사용하고 다른 문자 및 도형 부
분은 희미하게 표시하였으며 재킷에는 악어도형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상기 상
품에 변형 상표를 사용하고 鳄鱼 표시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인용상표1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2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의류’라고만 씌어져 있어 이미 판
매된 티셔츠, 양모셔츠, 재킷의 수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2가 판매한 티셔츠
에는 동일 계열색의 ‘金鳄’상표가 사용되었으나 변형된 ‘金鳄’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한
티셔츠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2의 불법경영액을 계산할 수 없다.
공상하이뎬분국(工商海淀分局)은 피고2의 상기 행위가 원고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처벌결정을 내렸다.
(1)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인용상표1을 침해한 티셔츠 2,729벌, 재킷 745
벌, 양모셔츠 61벌을 몰수한다. (3). 벌금 100,000위안을 벌한다.

2. 소송경과
2006.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7. 5. 10.

상표권 침해

(2006)일중민초자제102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침해한 의류의 생산, 판
매를 중지하라; 피고2와 피고3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침해한 의류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1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55만 위안을 배상하
고 피고2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25만 위안을 배상하
고 피고3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6만 위안을 배상하라.
3. 피고1, 피고2, 피고3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中国工商时报(중국공
상타임즈)》에 각각 또는 공동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영향을 소거하라. (성명내용은
본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본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비용은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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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1의 행위는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가?
피고1은 비록 제173394호 ‘金鳄’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표권은 반드시 등
록된 상표에 한해야 한다. 피고1은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확하게 사용해야 했으나, 공상하이뎬분국이 압류한 피고1의 4종 침해 의심
제품을 보면 피고1은 상기 의류 제품에 ‘金鳄’상표의 악어 도형을 돌출하게 사용하고
이 상표의 ‘물결무늬’ 도형 부분과 ‘金鳄’ 문자 부분을 희미하게 표시하였거나 악어
도형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악어 도형의 머리 부분, 꼬리 부분의 방향
은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의 악어 머리와 꼬리의 방향과 같았고 두 악어의
도형은 전체적인 시각효과가 유사했다. 원고와 피고1의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또한
동일하므로 피고1은 동일 유형의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
고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였다. 피고1은 비록 자신이 생산한 의류 지퍼, 외부
에 걸려있는 라벨, 내포장, 외포장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정확하게 사용하였고 피고
1이 ‘金鳄’상표에 대한 상표권자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피고1
이 동일한 제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관
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한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피고1은 자신의 행위가 침해
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그 항변을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1의 행위는 이
미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침해행위의 중지, 영향
소거,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2와 피고3은 자신의 판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상표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지를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또한 그 제공자를 밝힐 수 있
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피고2와 피고3은 이 사건과 관련된 상품
의 판매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상 및 입하 경로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중개 판매하는 상품에 상표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와 타인
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2는 자신이
이러한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3은 비록 이 사건과 관련된
상품의 등록상표, 영업허가증 등의 입하 자료를 확인하였음을 입증하였으나 의류 판
매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피고3은 상표국의 《중점상표보호명단》으로부터 인용
상표의 지명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3과 피고2는 공동경영업체이며 피
고3은 ‘金鳄’상표를 사용하는 의류의 공동경영 매대에 대해 커미션을 받고 판매영수
증, 매장 관리 등을 책임졌으므로 피고3도 ‘金鳄’상표의 사용방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인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3은 공동경영 매대를 통해 판매하게 될 상품에

109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판례요지)

대하여 단지 입하 경로에 대해서만 1차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3이 판매한 상품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주관적 과실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피고2와 피고3의 행
위는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이 두 피고는 상응한 민사배상 책
임을 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소거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1, 피고2, 피고3이 각각 독립
된 법인 기업이고 원고가 이 세 피고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고 공동침해행위 실
시에 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세 피고는 각각 상응
한 책임을 독자적으로 져야 한다. 원고가 이 세 피고는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이 부분의 소송청구를 인용하
지 않는다.
(3) 배상액에 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처벌결정서》에서 인정한 피고2의 침해상품의 판매 수량
에 인용상표를 사용한 의류의 이익을 곱하여 얻은 액수를 경제 손실로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는 멍톈회사가 제공한 가격 확인서를 제출하여 자신
의 이익을 증명하고자 했으나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의 상품 이익을 증명할 수 있
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본 법원은 《행정처벌결정서》에서 인정한 침
해 의류의 판매 수량과 관련 영수증을 참고하고 세 피고 각각의 과실 정도, 침해 상
품 판매 시간 및 수량, 침해 상품의 판매 가격, 침해를 당한 상품의 판매 가격, 일부
침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환절에서의 이익 현황 및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
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세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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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Dunhill Limited. vs
톈진진중러거우생활쇼핑유한공사(天津金钟乐购(Hymall)生活购物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125

A2

사건번호

(2006)진고민삼종자제20호((2006)津高民三终字第20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Alfred Dunhill Limited.
(艾尔弗雷德·邓希尔有限公司)
톈진진중러거우생활쇼핑유한공사
(天津金钟乐购(Hymall)生活购物
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베이징시딩예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鼎业律师事务所)

대리인

쑹궈펑(宋国锋)저우펑진(周锋金)
톈진자오위안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天津昭元律师事务所)

대리인
항소 인용

장빙원(张炳文) 셰궁성(谢公省)
톈진시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2006. 8. 31. 선고

《상표법》제52조 제2호, 제56조 제1항, 제2항;
《상표 해석》제17조;

1심 판결일자

2006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대형수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가 매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매대를 임차한
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피고는 임차인의 상표

소극

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임대 관계’를 들어 대항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1034326)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주로 의류, 가죽제품, 안경 등의 디자인,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회사이
다. 1997. 6. 21. 원고는 중국에 ‘dunhill’ 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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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제25류의 신발, 모자, 스타킹, 벨트 등이며 등록번호는 제1034326호이며 현
재 아직 유효하다.
2005. 8. 원고는 인용상표와 완전히 같은 표장을 사용한 벨트를 피고가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제3자를 통해 피고로부터 인용상표가 표시된 벨트 하나를 구매하였
다. 피고가 발행한 결제내역서와 전자결제증명서에 기재된 상품 명칭은 ‘궤도형 벨트
(精滑道皮带)’이고，수량은 1개, 단가는 53위안, 제품번호는 329683，판매시간은
2005. 8. 8. 이며 영수증의 ‘상품’란에는 ‘dunhill’가죽벨트로 기재되었으며 영수증 번
호는 00079171이다.
원고는 피고의 침해 상품 판매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2006.

톈진시고급인민법원
(2006)진고민삼종자제20호

2006. 8. 31.
항소 인용
(원고 승)

2006.

톈진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상표권침해

(2006)일중민삼초자제20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미술체로 된 ‘dunhill’ 영문상표, ‘DUNHILL’영문상표, ‘登喜路’ 중문상표의
상표권자이며 그 상표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침해 제품을 판매하였는지이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사
실의 객관성을 위해 ‘상품결제내역서’, ‘영수증’, 벨트 실물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으
나, 이들 증거는 서로 상충되어 영수증과 실물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
이 슈퍼마켓 경영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의 ‘상품결제내역서’, ‘전자결제증명서’
와 ‘영수증’상에 기재된 제품 명칭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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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충분
하지 않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톈진시제1중급법원의 (2006)일중민삼초자제20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1심 피고)은 즉각 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표를 침해한 벨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할 것.
3. 피항소인(1심 피고)은 본 판결의 확정일부터 10일내에 항소인(1심 원고)에게 경
제손실 50,000위안을 배상할 것.
4. 항소인(1심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중국 영수증 관리법》에 따르면, 상품 구매 영수증은 상품의 구매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서비스를 받는 활동에서 발행하는 비용 납부/수금 증명서이다. 비용 수금측은
상품 구매측에 판매 상품과 일치한 영수증을 발행하며 경영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항소인(1심 원고)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피항소인(1
심 피고)이 2005. 8. 8. 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벨트를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상
품결제내역서 및 전자결제증명서에 기재된 ‘궤도형 벨트(精滑道皮带)’라는 칭호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 상품 브랜드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다. 피항소인(1심 피고)
은 관련 벨트를 판매한 매대는 타인이 임대 맡아 경영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침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그 항변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항소인(1심 피
고)이 임대 매대 및 그 임대 매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공중에
게 그 어떤 특별한 제시를 하지도 않았고 상점의 결재 및 영수증은 모두 피항소인(1심
피고)이 발행하고 있으므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피항소인(1심 피고)이 판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항소인(1심 피고)과 타인의 매대 임대
계약 관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피항소인(1심 피고)은 대형 슈퍼마켓의 경
영자로서 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임대 상인의 합법적인 경영을 확보할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피항소인(1심 원고)의 책임은 임대 관계라는 이유로 면책받
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항소인(1심 원고)이 제출한 증거는 피항소인(1심 피
고)이 침해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항소인(1심 피
고)은 침해 제품을 판매하였고 또한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항소인(1심 원고)의 이 부분의 항소 이유는 성립된다.
피항소인(1심 피고)의 침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인용상표의 지명도, 침해 정도 및 피
항소인(1심 피고)의 규모, 그리고 항소인(1심 원고)이 권리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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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항소인(1심 원고)이 제출한 공개 사죄의 소
송청구에 대해서는, 피항소인(1심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항소인(1심 원고)의 상업
적 명성이 받은 영향이 약하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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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베이베이그룹회사 vs 원저우베이베이고무신유한공사 등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사건
1심 사건

A2

154

사건번호

(1999)고지초자제73호((1999)高知初字第7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원고

대리기구

장쑤베이베이그룹회사
(江苏贝贝集团公司)

피고1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대리인

원저우베이베이고무신유한공사

대리기구

(温州贝贝胶鞋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완퉁신스제상청유한책임공사

대리기구

(北京万通新世界商城有限责任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다두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都律师事务所)
당지쥔(党继军) 왕치잉(汪祁鹰)
상하이시일즈변호사사무소
(上海市一之律师事务所)
장위청(张宇澄) 장자성(张嘉生)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0. 9. 25. 선고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제2호;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2심 사건

154

A2

사건번호

(2000)지종자제9호((2000)知终字第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피고1)

피항소인
(1심 원고)

1심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원저우베이베이고무신유한공사
(温州贝贝胶鞋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장쑤베이베이그룹회사
(江苏贝贝集团公司)

대리인

베이징완퉁신스제상청유한책임공사

대리기구

(北京万通新世界商城有限责任公司)

대리인

화해

판결법원

상하이시일즈변호사사무소
(上海市一之律师事务所)
장위청(张宇澄)

장자성(张嘉

生)
베이징시다두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都律师事务所)
당지쥔(党继军)

왕치잉(汪祁

鹰)

최고인민법원/
2001. 1. 20. 선고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제2호;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2000. 9. 25.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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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시장에서 타인의 상표 모조품이 판매되었고 해당 모조품이 명백히 상품 판매 규
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 시장을 관리하는 회사는 타인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1058352)

贝贝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990. 12. 장자강시전예고무총공장(张家港市振业橡胶总厂)으로부터 장자강시
베이베이고무총공장(张家港市贝贝橡胶总厂)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2. 5. 장쑤베
이베이신발그룹(江苏贝贝鞋业集团)으로 변경되었으며 1992. 1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
었다. 원고는 1997년 상표국에 ‘贝贝’ 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 도형상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 4건을 등록하였으며 지정상품은 제25류이다.
원고가 생산한 각종 고무신은 중국 대부분 성, 시, 지역에서 판매되었고 소비자들 가
운데서 비교적 높은 명성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원고는 베이징완퉁시장(北
京万通市场)에서 인용상표를 모조한 피고1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침해 상
품을 공증 구매하였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고 증거자료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1의 원래 명칭은 루이안시페이샤고무신공장(瑞安市飞霞胶鞋厂)으로 1996. 5. 에
설립되고 경영범위는 고무신 생산이다. 1998. 10. 피고1의 명칭은 현재 명칭으로 변
경되었고 경영범위는 고무신 제조 및 판매이다. 피고1은 기업명칭의 변경 전후에 줄
곧 자신이 제조 판매한 체조화에 원고의 인용상표와 유사한 ‘贝贝’표장을 사용하여
왔으며 피고1의 체조화의 포장 장식의 색상, 도형도 원고 상품의 포장 장식과 유사
하였다. 피고1은 자신의 상품에 ‘优质产品(품질 우수 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다
만 피고1의 상품은 1999. 5. 7. 루이안시기술감독국이 발급한 ‘产品质量检验合格证
(상품 품질 검사 합격증)’을 갖고 있을 뿐 ‘优质产品’인증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심리과정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재산보전 신청에 따라 1999. 10. 피고1의 은행 예
금 200만 위안을 동결하기로 재정하였다. 피고1의 은행 예금액이 부족한 관계로 1심
법원은 또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99. 11. 23. 피고1의 200만 위안 상당 가치의 재
산을 차압하기로 재정하였으나 피고1의 재산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차압한 재산 가
치는 200만 위안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1998년 및 1999년의 피고1의 침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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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관련된 회계 장부 1본을 차압 및 압수하였다.
피고2는 베이징시완퉁시장의 주관 업체이며 장소 임대 형식으로 베이징완퉁시장을
경영하였다. 즉 시장 내 장소를 개인 판매상에게 각각 임대하고 관리비를 수금하는
방식으로 경영하였다.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
다. 피고1은 이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였으나 회계감사청구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침해 상품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이 차압한 피고1의 장부
는 규범화되어 있지 않아 불법 이익을 확정하는 근거로 할 수 없었다.
<2심 조사 사실>
원고는 1997. 상표국에 ‘贝贝’문자상표(제1058352호), 자모 ‘B’의 변형 도형상표
제1122724호, 자모 ‘B’가 중첩된 도형상표 제1058688호를 제25류에 등록하였다.

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2001. 1. 20.

(2000)지종자제9호

화해

1999.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0. 9. 25.

상표권침해중지/손해배상

(1999)고지초자제73호

원고 승

2000.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 피고2는 침해 상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1은 원고에게 경제 손실 30만 위안을 배상하고 피고2는 원고에게 경제 손실
2만 위안을 배상하라.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일괄 지불할 것.)
3. 피고1,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
해 원고에게 공개 사죄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향유한다. 인용상표는 장쑤성 및 전국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며 그 상품은 전국에서 비교적 넓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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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피고1은 자신이 제조한 체조화에 기
업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상품 포장 장식에 원고의 인용상표와 유사한 표장
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포장 장식에 사용된 도형, 색채도 원고 상품의 포장
장식과 유사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조하고 지명상품과 유사한 포
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고의로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시 피고1의 상품을 원고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피고1은 자신
의 행위는 인용상표가 원고의 등록상표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2가 주관하는 베이징완퉁시장에서는 피고1이 제조한 침해 상품을 판매하였다. 시
장의 주관측으로서 당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입수 경로, 판매 상품의 적법성에 대
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2는 피고1의 상품 및 포장에 피고1의 기업명칭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고 제품 합격증서를 첨부하지 않아 관련 법률
의 규정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는 바 그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
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2와 베이징완퉁시장 내의 상인은 장소 임대 관계에 속하
나 피고2는 시장 내 상인의 합법적인 경영에 대해 감독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피고2
는 베이징완퉁시장의 주관업체로서 베이징완퉁시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
라서 자신은 본 사건의 피고로 되지 않는다는 피고2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1이 침해 상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하고 피고2는 침해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1 및 피고
2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소송 청구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며, 피고1과 피고2의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
출한 손해 배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피고1과 피고2가 회계 감사를 요구하지 않은 점
과, 피고1과 피고2가 법원에 불법 이익 획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
안하여 원고의 손해 배상액은 피고1의 생산 규모, 침해 상품의 시장 점유 상황, 피고
2가 판매한 침해 상품의 수량과 피고1 및 피고2의 침해행위가 원고의 상업적 신용
및 명성에 미친 손해에 따라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2심법원의 조정을 거쳐 원고와 두 피고는 화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항소인(1심 피고)는 피항소인(1심 원고)에게 경제 손실 6만 위안을 배상한다(이
비용은 본 합의의 서명시 최고인민법원민사심판제3법정에 제출하고 화해서 수령시
피항소인에게 교부한다).
(2) 1심 피고2는 피항소인에게 경제 손실 14,000위안을 배상한다(이 비용은 이미 집
행하였음).
(3) 피항소인은 기타 소송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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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ITIY vs 상하이둥바오백화유한공사(上海东宝百货有限公司) 등의
상표권침해사건
1심 사건

A2

132

사건번호

(2006)호이중민오(지)초자제248호((2006)沪二中民五(知)初字第24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LA CITY

원고

(SOCIETE

대리기구

RESPONSABILITE

LIMITEE)
피고1

피고2

상하이둥바오백화점유한공사

(上海市申达律师事务所)
쿵칭더(孔庆德), 리리(李黎)

대리기구
대리인

(上海东宝百货有限公司)
상하이라샤베이얼의류유한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上海拉夏贝尓服饰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규정

대리인

상하이시선다변호사사무소

청구 인용

판결법원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2007. 1. 17.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2호, 제56조; 《상표법실시조례》제3조

2심 사건

A2

132

사건번호

(2007)호고민삼(지)종자제29호((2007)沪高民三(知)终字第2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1심 피고1)

1심 피고2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상하이둥바오백화유한공사
(上海东宝百货有限公司)

상하이라샤베이얼의류유한공사
(上海拉夏贝尓服饰有限公司)
LA CITY
(SOCIETE

RESPONSABILITE

LIMITEE)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상하이라샤베이얼의류유한공사
(上海拉夏贝尓服饰有限公司)
치바오신(齐宝鑫)
상하이라샤베이얼의류유한공사
(上海拉夏贝尓服饰有限公司)
치바오신(齐宝鑫)
상하이시선다변호사사무소
(上海市申达律师事务所)
쿵칭더(孔庆德), 리리(李黎)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7. 4. 20.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2호, 제56조; 《상표법실시조례》제3조;
2007. 1. 17.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피고2가 의류, 매장 간판 장식, 홍보책자에 ‘LA CITY’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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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 침해행위인가?
▪ 백화점이 상품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백화점은 상품
공급자가 사용하는 상표의 상표권을 확인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합법적

적극

출처를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가?
▪ 백화점이 상품 공급자가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백화점은 합리적인 확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소극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G735151)

LA CITY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1959년에 성립된 프랑스의 유명한 의류기업이다. 원고는 1999. 8. 31. 프랑
스에서 ‘LA CITY’상표를 등록하였고, 2000. 2. 28. 이 상표의 국제등록을 하였다(등
록번호: G735151, 이하 ‘인용상표’). 그후 원고는 사후지정을 통해 인용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였다. 존속기간은 2000. 12. 28.부터 2010. 12. 28. 까지이며, 지정상품은 제25
류의 의류, 신발, 모자 등을 포함하였다.
2006. 7. 26, 원고는 피고1로부터 ‘LA CITY’ 표장이 표시된 의류 한벌을 구매하였
는데 의류 태그상의 제조원은 피고2로 표시되었으며 영수증에는 피고1의 영수증발급
전용도장이 날인되었다. 피고2의 홍보책자에도 ‘LA CITY’문자가 기재되어 있었다.
2006. 4. 24. 원고는 피고2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행
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원고는 상하이후이진부동산유한공사 후이진 백화점 (上海汇金房地产有限公司汇
金百货商厦), 상하이유이백화유한공사 남부지점 (上海友谊百货有限公司南方店) 등의 대
형 백화점에서 피고2가 생산한 ‘LA CITY’ 표장(이하 ‘사용표장’)이 표시된 의류를 구
매하였다.
피고2는 ‘LA CHAPELLE 拉夏贝尔’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피고1과 피고2는 계약
을 통해 합동 판매의 형식으로 합작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1은 피고2가 피고1의 백
화점에서 상기 ‘LA CHAPELLE 拉夏贝尔’상표를 사용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것에 동
의하였다. 피고2는 ‘LA CITY’, ‘CITY LA CHAPELLE’의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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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2007.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7)호고민삼(지)종자제29호

2007. 4. 20.
항소 기각
(원고 승)

2006.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2007. 1. 17.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2006)호이중민오(지)초자제248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2.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20,000위안을 배상할 것.
3. 피고1과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에게 합리적인 비용 1,200위안을
배상할 것.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피고2가 의류, 매장 간판 장식, 홍보책자에 사용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
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용표장이 표시된 이 사건 의류가 피고2가 생산하고 피고1의 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2는 자신이 표시한 사용표장은 자신의 등록상표 ‘LA
CHAPELLE CITY’를 단순화한 것이며, 타인이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악의적 사용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피고2
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2가 ‘LA CHAPELLE CITY’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
지 못하며,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를 때 피고2의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
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
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본 사건에
서 피고2가 생산, 판매한 상품은 원고가 상표권을 향유하는 제25류 상품과 동일 유
형의 상품에 속하며, 사용표장도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2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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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 판매한 의류에 사용표장을 표시한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
를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2가 홍보책자, 매대 간판 장식에 사용표장을 표시한 행위는 허위 홍보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2는 원고의 증거
로써는 피고2가 피고1 백화점 내의 전문매대 간판 장식에도 사용상표를 표시하였음
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2가 상반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즉 피고2가 다른 백화점의 전문매대 간판 장식에 사용
표장을 사용한 증거와, 심리시 자신의 백화점에서 피고2 상품의 전문매대 간판 장식
에 사용표장을 표시하였음을 피고1이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2가 피고1 백화
점 내의 전문매대 간판 장식에도 사용상표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 사용에는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영업활동에 상표를 사
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2가 홍보 책자, 매대 간판 장식에 사용표장을 표
시한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부정경쟁의 소송청
구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두 피고가 저가 판매를 하여 원고의 상업적 명성에 손상을 주었으므
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
는다.
<쟁점2> 피고1은 자신의 판매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1이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할 때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침
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1은 자신은 이미 확
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모르고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당해 상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1은 판매자로서 피고2의 여성의류를 자신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2가 피고1의 백화점 내에서 사용
상표가 표시된 의류를 공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피고1은 사용표장의 상표권에 대
해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피고1은 경영규모가 비교적 큰 판매상으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합법적 출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1은 피고2가 해당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인 확인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1은 주관상 과실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1은 침해금지의 책임외에도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쟁점3> 원고의 배상청구는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침해자가 침해기간에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침해로 인해 받은 손실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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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1 에게 10만 위안의 배상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한 소송청구
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명도, 피고1의 침해 범위, 주관상 과실
정도, 침해행위의 연속 기간 및 이익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원고가 권리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액을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

123

분류코드 : A3

Chanel 주식회사 vs 황산왕(黃善旺)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3

119

사건번호

(2005)이중민초자제13598호((2005)二中民初字第1359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원고

피고1

Chanel 주식회사

대리기구

(香奈儿股份有限公司)

대리인
대리기구

황산왕(黃善旺)

대리인
베이징슈수이제의류시장유한공사
피고2

대리기구

(北京秀水街服装市场有限公司)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법령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한쿤변호사사무소
(北京市汉坤律师事务所)
왕야둥(王亚东) 가오화링(高华苓)
베이징시리원변호사사무소
(北京市李文律师事务所)
팡위펑(庞玉峰) 쉬샤오빈(许晓斌)
베이징시허촨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合川律师事务所)
위탄전(余谈阵) 장웨이펑(张维锋)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5. 12. 19.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5호;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2호

2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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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사건번호

(2006)고민종자제334호((2006)高民终字第33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1심 피고2)
피항소인
(1심 원고)

1심 피고1

베이징슈수이제의류시장유한공사
(北京秀水街服装市场有限公司)
Channel 주식회사
(香奈儿股份有限公司)

황산왕(黃善旺)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한쿤변호사사무소
(北京市汉坤律师事务所)
왕야둥(王亚东) 가오화링(高华苓)
베징시인아오변호사사무소
(北京市银奥律师事务所)
주이진(朱谊瑾)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6. 4. 18.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5호;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2호
2005. 12. 29.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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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피고2는 자신이 주관하는 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제때에 효
과적으로 제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가?

적극

▪ 피고2가 원고로부터 피고1의 상표권 침해품 판매에 관한 경고장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관적으로는 침해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적극

객관적으로는 피고1의 침해행위를 위해 편리를 제공한 행위에 속하는가?
▪ 피고2는 피고1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145865)

‘CHANEL’ 및 제145863호
도형상표를 표시.

인용상표2
(등록 145863)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상표국에 제145865호 ‘CHANEL’ 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1’)와 제145863
호 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2’)를 등록하였으며 존속기간은 각각 2001. 4. 15. 부터
2011. 4. 14. 까지이다.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은 제18류의 손가방, 지갑 등이고, 인
용상표2의 지정상품은 제18류의 가죽, 인조가죽 제품 등을 포함한다.
피고2는 2004. 4. 27. 에 설립되었고 베이징슈수이제의류시장(北京秀水街服装市场,
이하 ‘의류시장’)의 주관업체이며, 의류시장의 상품 품목은 백화, 공예 미술품, 식품
등이다. 피고2는 의류시장에 입주 상인을 유치하고 경영관리를 진행하였다. 2006. 1.
28. 피고2의 명칭은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05. 2. 23. 피고1은 피고2와 의류시장에서의 매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
영품목을 트렁크로 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1의 위법 경영으로 인해 피고2가 제3
자 또는 정부 관련기관에 배상금 또는 벌금 등을 지불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
록 피고1이 경영 보증금 10만 위안을 피고2에게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임대 계약
에는 또한 의류시장에서는 위조 또는 불량 상품과 정부가 명문으로 금지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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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비스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금지 상품을 경영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는 피고2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 계약상의
피고2의 권리에 따르면 피고2는 시장의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시장의 경영 시간, 경
영 품목, 범위 등을 정할 권한과 시장의 수요에 따라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1의
경영 활동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피고2의 의무는 시장질서를 보호하고 을방의 위
법행위를 제지하고 관련 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005. 4. 18. 피고1은 의류시장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 4. 25. 부터 2005. 5. 8. 사이에 원고는 피고1로부터 ‘CHANEL’ 및 제
145863호 도형상표가 표시된(이하 ‘사용표장’) 지갑 1개를 공증 구매하였다.
2005. 5. 16. 원고는 피고2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의류시장 내에 원고의 상표권을 침
해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알리고 판매상의 매대번호 리스트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1의 매대도 포함되었다. 원고는 경고장을 통해 피고2가 즉시 조치를 취
해 침해행위를 제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경고장에는 또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
리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였으며 상세한 연락처를 남겼다. 상기 경고장은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2005. 5. 17. 에 피고2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다.
2005. 6. 3. 원고는 또다시 피고1의 매대에서 사용표장이 표시된 손가방 하나를
공증 구매하였다.
2005. 9. 15.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태로 소를 제기하였다.
2005. 9. 28. 피고2는 피고1과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시장내에 공고하였다. 그
후 관련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하여 피고1의 개인상공업자 등록증을 취소시켰다.
2005. 9. 29. 피고2는 전체 임대 매대와 위조 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보증서
를 체결하였다.
2005. 10. 31. 원고는 또다시 의류시장에서 ‘CHANEL’상표가 표시된 지갑을 구매
하였다.
상기 세 차례의 구매행위에서 의류시장은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영수증
의 ‘상품명칭’란에는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지 않았다.
2004. 7. 20.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각 상가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
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통보에 첨부된 상표 리스트에는
원고의 ‘CHANEL’상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2는 상기 통보를 시장 입구 및 각 매
대에 부착하였다.
2005. 3. 19. 피고2는 《영수증 발행규칙》을 반포하여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의 상기 통보에 첨부된 상표들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
장 내에 상기 《영수증 발행규칙》을 부착하였다.
2005. 3. 23. 피고2는 다른 몇몇 시장과 연합하여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통보를 관철할 것에 관한 창의서》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침해 상품이 시장
에서 판매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부 제도 모음》을 편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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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일부 상인을 처벌하였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6. 4. 18.

(2006)고민종자제334호

항소 기각

2005.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5. 12. 19.

상표권침해

(2005)이중민초자제13598호

원고 승

2006.

항소 기각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과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 후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에 대한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1과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원고에게 1만 위안을 공동
배상하고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1만 위안을 배상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사용표장이 표시된 피고1의 손가방, 지갑과 원고의 인용상표의 지정
상품은 동일한 상품에 속한다. 상기 손가방은 합법적인 수권을 받지 않았고 또한 합
법적인 출처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에 속한다. 피고1은 의류시장
내의 판매상으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이 사건 손가방이 침해상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며 피고1은
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2는 의류시장의 경영관리자로서 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지
체없이 효과적으로 제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최초로 침해 상품을 구매한 후 피고
2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경고장에는 피고1의 매대번호를 명백히 기재하였으나 피고2
는 피고1의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1은 그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2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피고1과의 임대 계약을 해
지하였으나 시장내에서는 여전히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피
고2는 비록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피고1
에 대한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1은 일정한 기간 내에도 침해행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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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2는 피고1의 침해행위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피고2는 피고1이 침해에 따른 결
과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와 침해행위자의 이익 획득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였
다. 이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인용상표의 등록시점,
공중의 인지도, 침해행위자의 경영기간 및 주관적 악의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손해배
상액을 책정하고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이 비용을 지지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2심법원의 판단
본 사건 2심 심리의 쟁점은 피고2가 원고의 2005. 5. 16. 발 경고장을 받았는지,
피고2는 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지해
야 할 의무를 가지는지, 피고2는 피고1과 공동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2는 피
고1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는지이다.
<쟁점1> 항소인(1심 피고2)는 자신이 주관하는 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
위에 대해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
먼저, 항소인(1심 피고2)는 피고1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에게 경영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경영 보증금을 받았다. 임대계약에 따르면 항소인(1심 피고2)는 시
장의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시장의 경영시간, 경영품목, 범위 등을 정할 권한과 시장
의 수요에 따라 조정할 권한을 가지며, 피고1의 경영활동을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다른 한편 항소인(1심 피고2)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관련 행
정관리부문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둘째, 상표법실시조례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위해 창고보관, 운송,
우편송달, 은닉 등의 편리를 제공한 행위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항소인(1심 피고2)는 피고1에게 경영장소를 제공하였고 의류시장의 경영관리자로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위해 창고보관, 운송, 우편송달, 은닉 등의 편리를 제공한
행위가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항소인(1심 피
고2)은 피항소인(1심 원고)의 경고장을 받은 후 의류시장에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어야 했고 의류시장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제
때에 효과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
서 1심 판결이 항소인(1심 피고2)은 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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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효과적으로 제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
<쟁점2> 항소인(1심 피고2)과 피고1은 공동한 침해 고의가 있었는지, 항소인(1심 피
고2)은 피고1의 침해행위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1심 원고)은 항소인(1심 피고2)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경고장에는 침해상
품을 판매한 매대번호를 명시하였고 항소인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
였으며 대리인의 연락처를 남겼다. 그러나 항소인(1심 피고2)은 경고장을 받은 후 피
항소인의 대리인과 제때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그 어떤 효과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1은 그
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항소인은 주관적으로는 침해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는 피고1의 침해행위를 위해 편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1의 침해
행위로 인한 후과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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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진장시츠짜오링판팡팡도자기공장(福建省晋江市磁灶岭畔芳芳陶瓷厂)
vs 푸젠성난안시헝성도자기건자재공장(福建省南安市恒盛陶瓷建材厂)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5

105

사건번호

(1998)천지초자제07‐2호((1998)泉知初字第070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푸젠성진장시츠짜오링판팡팡도자

원고

피고

기공장
(福建省晋江市磁灶岭畔芳芳陶瓷厂)

대리인

푸젠성난안시헝성도자기건자재공장

대리기구

(福建省南安市恒盛陶瓷建材厂)

소송결과

관련법령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취안저우스룽변호사사무소
(泉州世隆律师事务所)
차이진쥔(蔡金钩)
취안저우청궁변호사사무소
(泉州成功律师事务所)
푸뤼쑹(傅绿松)
푸젠성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
/ 1999. 6. 14 선고

《상표법(1993)》 제3조, 제38조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2호;
《기업명칭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3조

2심 사건

105

A5

사건번호

(1999)민지종자제14호((1999)闽知终字第1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1
(1심 원고)

푸젠성진장시츠짜오링판팡팡도자
기공장
(福建省晋江市磁灶岭畔芳芳陶瓷厂)

항소인2
(1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푸젠성난안시헝성도자기건자재공장
(福建省南安市恒盛陶瓷建材厂)

항소인1의 항소 인용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취안저우스룽변호사사무소
(泉州世隆律师事务所)
차이진쥔(蔡金钩)
취안저우청궁변호사사무소
(泉州成功律师事务所)
푸뤼쑹(傅绿松)
푸젠성고급인민법원/ 1999.
11. 3. 선고

《상표법(1993)》 제3조, 제38조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2호;
1999. 6. 14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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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피고가 자사 제품의 포장박스에 ‘恒盛瓷砖’을 돌출하게 표시한 것은 피고
가 자신의 기업명칭 “福建省南安市恒盛陶瓷建材厂”을 원고의 상표등록 전에

적극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1

사용표장2

인용상표(등록 632358)

‘恒盛’ 문자 및
도형

‘恒盛瓷砖’

<1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92. 3. 31. 원고는 ‘恒盛23)’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출원하였
고 1993. 2. 28. 등록 받았다.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9류의 ‘타일’이다.
이에 앞서 피고는 난안시공상행정관리국(南安市工商行政管理局)에 현재 기업명칭을
등기하였다.
1998. 10. 26. 원고는 시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의 인용상표
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재산보전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은 1998. 11. 13. (1998)천지초자제07‐1호 민
사 재정서를 통해 피고의 공장 및 창고에서 포장박스의 뚜렷한 위치에 ‘恒盛瓷砖24)’문
자(이하 ‘사용표장2’)를 표시한 각종 벽타일 완성품 7,360박스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외포장 박스 43,500개를 차압하였다. 피고가 자신의 제품에 ‘恒盛’ 문자 및 도형 결합
상표(이하 ‘사용표장1’)를 사용하였으나 이 상표는 상표국에 등록하지 않았다.

132

23)

‘헝성’으로 발음된다.

24)

‘헝성 타일’이라는 의미로서 ‘헝성츠쫜’으로 발음된다.

분류코드 : A5

2. 소송경과
푸젠성고급인민법원

1999. 11. 3.

(1999)민지종자제14호

원고 승

1998.

푸젠성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

1999. 6. 14

상표권 침해

(1998)천지초자제07‐2호

원고 승

1999.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고 본 판결의 확정 후 10일
내에 《泉晚报(취안완바오)25))》에 원고에 대한 사죄 성명을 발표하여 영향을 제거
하라. 성명 내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 후 10일 내에 원고의 경제 손실 5만 위안을 배상하라.
3. 본 법원이 법에 따라 차압한 벽타일 완성품 7,360박스는 본 판결의 확정 후 10일
내에 피고의 책임하에 포장 박스와 분리하여 침해 제품의 제조 금형과 함께 폐기하
라.
4. 피고의 제품 포장박스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
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인용상표와 피고의 기업명칭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등록 또는 등기된 것
이며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가지며 피고는 원고보다 먼저 권리를 취
득하였다. 피고가 자신의 제품 포장 박스에 사용표장2를 사용한 것은 피고의 기업명
칭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 행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
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가 자신의 제품에
사용한 사용표장1은 원고가 등록한 인용상표와 명칭이 같으므로 유사 상표에 속한
다. 피고가 자신의 제품에 원고의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상응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생산한 침
해제품의 수량이 많은 관계로 원고가 손해 배상액 5만 위안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므
로 이를 인용한다.

25)

‘취안저우시 석간 신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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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1심 법원의 (1998)천지초자제07‐2호 민사 판결 제1항, 제2항을 유지한다.
2. 1심 법원의 (1998)천지초자제07‐2호 민사 판결 중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사건
수리비 부담에 관한 판결을 취소한다.
3. 1심 법원에 의해 차압된 항소인2(1심 피고) 공장 및 창고 내의 벽타일 7,360박스
와 제조 금형, 사용표장2가 표시된 포장박스 43,500개는 본 판결의 확정 후 10일
내에 폐기해야 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1(1심 원고)의 인용상표는 상표국을 통해 등록되었으며 항소인1은 인용상표
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다. 항소인2(1심 피고)의 기업명칭은 항소인1의 상표등록전에
등기되었으나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상호, 업종 또는 경영특징, 조직형태로 구성된다.
항소인2는 자신의 제품의 포장박스에 자신의 기업명칭을 표시한 동시에 제조된 타일
의 포장박스에 사용표장2를 표시하였는데 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하여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여 항소인1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 항소인2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
의 기업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항소인1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항소
인2가 자신이 제조한 타일에 사용한 사용표장1에서 ‘恒盛’은 항소인1의 인용상표 중
의 ‘恒盛’과 동일하여 이 역시 항소인1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항소인1은
항소인2가 침해를 중지하고 사죄하고 이미 제조한 완성품 및 반제품 타일, 외포장
박스와 제조 금형을 폐기하고 경제손실 5만 위안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을 청구하였는데 이 소송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이 항소인2가
자신이 제조한 타일에 항소인1의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자신의 미등록상표의 문
자부분으로 사용하여 침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확하나, 항소인2가 자신의
제품 포장 박스에 사용표장2를 사용한 것은 기업명칭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행사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항소인2는 의 《상표와 기업명
칭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인용하고 이 《의
견》상의 규정에 따라 선행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견》에
규정한 선행권리자의 이익 보호의 원칙은 선행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
는 전제하에 적용되며 본 사건의 항소인2가 자신의 기업명칭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인2의 항소 이유는 근거가 없으므로 배척한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은 정확하나 법률 적용상 오류가 있으므로 다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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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산둥식량식용유수출입공사(中粮山东粮油进出口公司)
vs 옌타이룽다식품유한공사(烟台龙大食品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5

051

사건번호

(2002)청민삼초자제11호((2002)青民三初字第1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중량산둥식량식용유수출입공사

원고

(中粮山东粮油进出口公司)
옌타이룽다식품유한공사

피 고

(烟台龙大食品有限公司)

소송결과

원고 승

관련 규정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
뤼첸(吕倩)
산둥징치변호사사무소
(山东旌旗律师事务所)
류쥔스(刘俊仕)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

《상표법》제52조 제5호, 제56조 제2항; 《상표법실시조례》제50조 제1호

쟁 점
▪ 피고가 당면 포장에 원고의 인용상표2와 유사한 도안에 장식으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2의 지명도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

적극

하는 것인가?
▪ 피고가 자신의 ‘龙大’등록상표를 자신의 당면 포장에 표시하면서 ‘龙’자를 원
고의 인용상표1의 한자와 동일한 서체의 한자를 사용한 것은 원고 인용상표1의

적극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

피고가

사용한

‘龙口粉丝’에서

‘龙口’는

현급

이상의

지명에

해당하고

“LUNGKOW”는 龙口의 음역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인용상표3의 상표권에 대한

소극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성립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세관에서 압수한 피고의 제품 포장 도안에 두
마리 용이 있고, 두 마리 용의 몸이 위로 향해
있고, 파도 모양을 띠고 있으며, 용머리와 꼬리
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용 머리 사이에 피
고의 ‘龙大’ 등록상표가 인쇄되어 있고, 용머리

인용상표1
(등록382121)

아래에 영문 ‘LUNGKOW VERMICELLI’가 있으
며, 위에는 전체(篆體)로 ‘龙口粉丝’ 네 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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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되어 있다. 그 포장에는 또한 ‘옌타이롱다식
품유한공사 제품’이라고 쓰여있다.
인용상표2
(등록692151)

인용상표3
(등록1178983)

중량산동식량식용유수출입공사(中粮山东粮油进出口公司, 이하 ‘원고’)는 등록번호
제382121호, 제692151호, 제1178983호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제382121호 등록상
표는 소전체의 ‘龙’자(이하 ‘인용상표1’)이고, 등록일은 1985. 3. 15. 이며 존속만료
일은 2005. 3. 14. 이다. 제692151호 등록상표는 두 마리 용과 영문 알파벳으로 구
성된 조합상표(이하 ‘인용상표2’)로, 두 마리 용의 몸이 위로 향해 있고, 머리와 꼬리
는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장방형을 띄고 있으며, 우측 용의 용머리 아래쪽에
‘LUNGKOW’영문 알파벳이 쓰여 있다. 이 상표의 등록일은 1994. 6. 7. 이며, 존속
만료일은 2004. 6. 6. 이다. 제1178983호 등록상표는 영문알파벳 ‘LUNGKOW’로
구성된 문자상표로 등록일은 1998. 5. 28. 이며, 존속만료일은 2008. 5. 27.이다. 상
기 세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0류 ‘당면’이다. 1997. 12. 31. 원고의 ‘인용상표2’는
공상행정관리국이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2002년 3월 칭다오 세관은 옌타이룽다식품유한공사(烟台龙大食品有限公司, 이하
‘피고’)가 네덜란드에 수출하려고 한 제품의 포장에 두 마리 용 도형이 표시되어 있
는 당면 3,686킬로그램을 압수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정
하여, 본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세관에서 압수한 피고의 제품 포장 도안에 두 마리 용이 있고, 두 마리 용의 몸이
위로 향해 있고, 파도 모양을 띠고 있으며, 용머리와 꼬리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
다. 용 머리 사이에 피고의 ‘龙大’ 등록상표가 인쇄되어 있고, 용머리 아래에 영문
‘LUNGKOW VERMICELLI’가 있으며, 위에는 전체(篆體)로 ‘龙口粉丝’ 네 글자가 인
쇄되어 있다. 그 포장에는 또한 ‘옌타이롱다식품유한공사 제품’이라고 쓰여있다.

2. 소송경과

136

2002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

2002.10.30

상표권침해중지/손해배상

(2002)청민삼초자제11호

원고 승

분류코드 : A5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옌타이롱다식품유한공사는

원고의

‘龙’자,

‘두마리

용’

도형상표

및

‘LUNGKOW’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 피고 옌타이롱다식품유한공사는 본 판결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3만 위안을 배상하라.
3. 피고 옌타이롱다식품유한공사는 본 판결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사과를 하고, 내용은 본원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이행을 거절하
면 본 원은 판결의 주요한 내용을 신문에 게재할 것이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피고 옌타이롱다식품유한공사는 본 원의 감독하에 칭다오세관에 압류된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당면포장을 폐기하라.
5.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제품 포장에 전체(篆體)의 ‘龙’자를 사용한 것이 합리적인 사용인지 여부
원고가 인용상표1에 사용한 전체(篆體) ‘龙’자와 관련하여, 비록 전체(篆體) ‘龙’자
가 잘 알려진 자형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서법이 제각기 다르다. 본 사건
원고의 등록상표에 사용된 전체(篆體) ‘龙’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당면포장에 장기간 사용하여 이미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졌다.
피고의 당면포장 상의 ‘龙口粉丝’ 의 ‘龙’자가 원고의 인용상표1과 거의 같고, 피고가
왜 당면포장에 전체(篆體) ‘龙口粉丝’를 사용했는지를 설명할 때 해당 자체가 공용
글자체로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 강조를 했는데, 피고가 다른 글자체를 사용
해서 이러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인용상표1과 거의 같은 글자
체를 선택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피고가 그 글자체를 사용한 목적이 원고의 등록상표
의 지명도를 이용하려 한 것이고, 이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
다. 따라서 피고가 당면 포장에 원고의 인용상표1과 거의 같은 ‘龙’자를 사용한 행위
는 원고의 인용상표1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고가 제기한 합리적 사용에 관한
항변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사용한 두 마리 용 도안과 원고의 인용상표2가 유사한지 여부
원고의 인용상표2 도안은 일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용상표2는 저명
상표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두 도안을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원고의 인
용상표2는 용의 몸이 위를 향해 직립해 있고, 피고의 제품 포장 도안은 용의 몸이
위로 향해 있지만 몸이 파도형을 띠고 있다는 차이이다. 서로 같은 점은 모두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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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위로 향해 있고, 용머리와 꼬리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용 머리 아
래 쪽에 영문으로 ‘LUNGKOW’라고 쓰여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용의 몸을 제외하고
는 두 도안의 구도가 완전이 같아, 상기 원고의 인용상표2의 특징을 결합해서 볼 때
피고의 두 마리 용 도안은 원고의 인용상표2와 유사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피고가
당면 포장 제품에 원고의 인용상표2와 유사한 도안을 사용한 것은 원고 인용상표2의
영향력을 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행위는 충분히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
킬 수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2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3. 원고 인용상표3( ‘LUNGKOW’상표)이 유효한 상표인지 여부
비록 ‘LUNGKOW’ 의 발음이 지명 ‘龙口’과 발음이 유사하지만 표현 형식이 한어
병음 ‘longkou’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 해당 상표가 독특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상
표권은 법정 권리로서 일단 등록되면 보호를 해야 한다. 피고가 당면포장에서 원고
의 인용상표3과 완전히 같은 문자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3이 무효라는 항변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지지하
지 않는다.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으며, 피고는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고가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
에 대해 원고에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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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沈阳市小土豆餐饮有限公司)
vs 베이징둥베이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北京东北小土豆餐饮有限公司)
서비스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사건
1심 사건

A6

080

사건번호

(2000)일중지초자제92호((2000)一中知初字第92号)

사건의 분류

서비스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리기구

원고

선양시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
(沈阳市小土豆餐饮有限公司)
베이징둥베이샤오투더우음식유한

피고

공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北京东北小土豆餐饮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하오톈변호사사무소
(北京市浩天律师事务所)
마샤오강(马晓刚)，
우징칭(吴敬清)
베이징시한룽변호사사무소
(北京市汉隆律师事务所)
자오쉬동(赵旭东)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1. 13. 선고

《상표법(1993)》 제4조 제3항, 제38조 제1호;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민법통칙》 제118조

쟁 점
▪ 피고가 자신의 상호 北京东北小土豆餐饮有限公司를 ‘东北小土豆’ 또는 ‘小土豆餐厅’
로 약칭하여 간판에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상호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지 여부
▪ 피고가 간판에 사용하는 상호의 약칭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할 때 피고
의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적극

▪ 피고가 자신의 상호를 약칭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혼동을 일
으키는 경우 피고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상호를 먼저 사용하였 적극
다 하더라도 서비스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가 자신의 상호를 약칭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
표권 침해의 중지와 함께 상호의 변경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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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1

小土豆

사용표장2

东北小土豆

사용표장3

小土豆餐厅

인용서비스표(등록 983476 )

<1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97. 4. 14. 선양시샤오투더우장아찌집(沈阳市小土豆酱菜馆)는 제983476호 ‘小土
豆’ 중문 문자 서비스표(이하 ‘인용서비스표’)를 등록하였고 지정 상품은 제4류 음식
점업이며 존속기간은 1997. 4. 14. 부터 2007. 4. 13. 까지이다. 원고는 1997. 5.
에 설립되었고, 요식업, 오락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체인 기업이다.
1998. 7. 28., 원고는 서비스표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인용서비스표를 양도 받았
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랴오닝성선양시(辽宁省沈阳市) 식당의 상점 사진에 따르면,
이 식당 외부에 하나의 직사각형 입체 세로 간판과 3개의 직사각형 평면 가로 간판
이 설치되고, 간판은 모두 붉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小土豆’ 노란색 문자
가 표시되어 있었다. 식당에는 또한 하나의 평면 직사각형 큰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
데 그 위에는 붉은색 ‘小土豆’과 흰색 ‘小土豆餐饮有限公司’ 등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
다. 1999. 6., 랴오닝성공상행정관리국은 ‘小土豆’ 서비스표를 랴오닝성 유명서비스표
로 인정한다는 증서를 발급하였다. 2000. 5. 부터 2000. 6.까지 원고는 북경에 2개
의 식당 체인점을 열었고 식당 외부 간판에 ‘小土豆’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으며
장식의 특징은 주로 붉은색과 노란색의 수직선 혹은 평면 조합으로 표현되었다.
피고는 1998. 12. 3. 설립된 회사로 중식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피고는 베이징시
하이뎬구추이웨이로(海淀区翠微路) 갑10호 1층에 식당을 열었는데 이 식당 문밖의
상부는 붉은색 바탕에 노란색 선이 엇갈려 있는 장식 도형이며 그 정면에 노란색 미
술체로 된 ‘小土豆餐厅’ 문구가 가로로 표시되어 있으며 정문 양측에는 각각 직사각
형의 작은 간판이 설치되고 양측의 붉은색 바탕에는 모두 흰색 미술체로 ‘小土豆’문
자가 표시되어 있다. 식당 외부의 오른쪽 상부에는 하나의 직사각형 입체 큰 간판이
세워져 있고 간판 양측에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 미술체로 ‘东北小土豆’ 문자가 씌어
져 있으며, 간판 정면의 입체 횡단면은 노란색이었다.

140

분류코드 : A6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는 법원에 제136994호 ‘小土豆’ 색채서비스표 등록증을 제
출하고 피고가 제136994호 등록서비스표도 동시에 침해하였다고 추가 고소하였으며
법원에 제136994호 서비스표권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
2000.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1. 13.

서비스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2000)일중지초자제92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의 간판에 ‘小土豆’，’小土豆
餐厅’, ‘东北小土豆’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10,000위안을 배상
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비스표등록증 및 등록서비스표 양도 증명에 따르면 원고는 인용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인용서비스표에 대해 서비스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타
인이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용서비스표를 식당 경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침해행위는 2가지이다. (1) 원고의 인용서
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2) 원고의 것과 유사한 장식 및 간판을 사용.
서비스표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小土豆’ 문자 내용은 원고의 인용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가장 강한 부분이며 원
고의 서비스 출처를 식별하는 구체적인 표지이며 원고 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한
다. 피고가 경영하는 식당 외부의 간판 광고에는 ‘小土豆’ 또는 ‘东北小土豆’와 ‘小土
豆餐厅’문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간판의 ‘小土豆’ 문자는 원고의 인용서비스표 문자와
동일하다. 피고의 간판 광고 위의 ‘小土豆’ 글꼴은 비록 인용서비스표의 글꼴과 완전
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시각상 두 글꼴은 유사하다. 간판 배경색과 문자가 모두 동일
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는 글꼴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의 ‘小土豆’
글꼴과 원고 서비스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간판 광고
에 ‘小土豆’ 문자 및 유사한 글꼴을 돌출 사용한 것은 원고의 ‘小土豆’ 서비스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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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유사함을 초래한다. 피고가 이 간판 광고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법의 규정
을 위반한 것이고,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대해 오인하도록 하고 혼동
을 초래하므로 원고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서비스표침해문제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의 기업명칭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이고
자신은 기업명칭을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업명칭을 사용할 때 타
인의 선행권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타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간판 광고에서 ‘小土豆’ 및 ‘东北小土豆’의 내용은 서비스 표지에 속
하며 이미 기업명칭의 사용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기업명칭의 사용에 속하지 않는
다. 아울러 관련 행정 법규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단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명칭의 단순화 사용은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간판 광고의 ‘小土豆餐厅’은 피고의 기업명칭의 전체 명칭이 아니며
피고의 기업명칭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은 원고의 인용서비스표가 보
호하는 ‘小土豆’ 문자를 돌출하게 표현하였는바 일반 소비자에게 있어서 원고의 인용
서비스표로 더욱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의 행위는 이미
기업명칭의 단순화 사용이 아니며 사실상 원고의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사용 또는 변
형 사용 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업명칭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항변 이유는 성립되
지 않는다. 서비스표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치며 지역
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록서비스표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인지,
서비스표권자가 베이징 지역에서 먼저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서비스표권자가 베이
징 지역에서 서비스표권을 향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이 베
이징에서 개업한 시간이 원고보다 빠르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원고의 서비스표권
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명 상품의 특유 명칭, 장식을 무단 사용하
거나 지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 장식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그 지명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를 구성한다. 이 법이 규정한 지명 상품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양호한 명성 및 신
용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킨다. 원고가 주장한 부정경쟁행위는 두 가지 부분
으로 구분된다. (1) 피고가 ‘小土豆’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칭, 상호를 사용한 것은 원
고의 지명 상품의 특유 명칭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2) 피고의 식당 외부에
사용한 붉은색과 노란색이 엇갈린 도형 장식은 원고의 지명 상품의 특유장식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먼저, 원고가 자신의 특유 명칭과 장식을 보호하고자 하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본 사건 심리에서 원고는 베이징 지역에서 자신의 상품 서비스와 식당 장식이
이미 일반 소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고 지명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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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고 자신의 식당 장식이 특유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원고는 피고가 베이징 지역에서 개업하기 전에 원
고와 공동 경영에 대해 협상한 적이 있으며 공동 경영이 성사되지 못하자 피고가 고
의적으로 현재의 기업명칭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원고의 이 주장을 뒷받
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원
고의 관련 소송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상기 이유에 의하여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의 간판광고에 ‘小土豆’，’小土豆
餐厅’, ‘东北小土豆’ 문자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
로 피고는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이 침해책임에는 침해 행위의 중지, 이 침해 행위
로 인한 원고의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한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배상액
은 어떠한 증거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60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전액을 지지
할 수 없다. 본 법원은 피고가 침해행위를 실시한 시간, 상황과 결과를 근거로 손해
배상액을 책정한다. 원고는 부정경쟁행위의 의도를 갖고 있는 피고의 상호를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청구하였으나 기업명칭의 등기와 관리는 법원의 심판 직권 범위에 속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처리하지 않는다.

143

분류코드 : A6

베이징시시청구푸수이징신위안자이과일점(北京市西城区福绥境信远斋蜜果店)
vs 신위안자이음료공사(信远斋饮料公司案)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6

076

사건번호

(2000)이중지초자제68호((2000)二中知初字第6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베이징시시청구푸수이징신위안자

원고

이과일점(北京市西城区福绥境信
远斋蜜果店)

피 고

베이징시신위안자이음료공사
(北京市信远斋饮料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베이더우변호사사무소
(北京市北斗律师事务所)
장쵠시(张全喜), 가오중(高仲)
베이징시쓰팡변호사사무소
(北京市四方律师事务所)
리밍주(李明洙)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0.11.28. 선고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제4호

쟁 점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뒤 이 서비스표를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등록 적극
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 기업명칭 중 일부를 돌출하게 사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킨다면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의 적극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사용상표

인용상표

(등록 1115578)

(등록 220865)

‘信远斋’(신위안자이)은 청나라 건룡시기에 창립되어 오매탕 음료를 주로 경영하는
북경에서 유명한 오래된 가게이다. 1983. 6. 22. 샤오카이(萧恺)는 시청구공상국등록
을 거쳐 ‘信远斋蜜果店萧记’를 설립하였고, 경영형태는 자영업이며, 영업허가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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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西字2337호’이다. 경영주소는 베이징시시청구베이마오후통9호(北京市西城区北帽胡
同9号)이며, 주로 말린 과일제품을 경영하였다.
샤오카이(萧恺)가 사망한 후, 이 자영업체는 1988. 3. 9. 시성구공상국등록을 거쳐
책임자를 샤오카이(萧恺)의 아들 샤오훙셴(萧宏苋)으로 변경하였다.
1998. 6. 2. 시청구공상국의 등록을 통해 이 자영업체 명칭은 원고의 현재 상호인
베이징시시청구푸수이징신위안자이과일점(北京市西城区福绥境信远斋蜜果店)(이하 ‘원
고’)으로 변경되었고, 영업허가번호는 ‘경서복개자2337호(京西福个子2337)’로 변경되
었다.
1985. 2. 27. 원고는 ‘信远斋’ 문자상표를 상표국에 등록하였다.

이 상표는 1995.

2. 27. 갱신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이 2005년까지 연장되었다.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29류의 과일잼, 정과, 가공된 견과; 제30류의 설탕. 캔디, 남방식 사탕, 꿀, 케이크,
커피, 코코아, 빙과류, 차, 츄리가오(秋梨膏);26) 제32류의 오매탕, 오매소스, 사이다,
과일즙이다. 각 류에 대한 상표 등록번호는 각각 제220865호, 제220864호 및 제
220863호이며, 상표권자는 여전히 ‘信远斋蜜果店萧记’으로서, 변경되지 않았다.
피고는 1986. 9. 4. 베이징시공상행정관리국둥청분국(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东城分
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 경영형태는 집체소유제기업이고, 주로 과일·야채즙
음료, 청량음료의 제조 및 가공업을 경영하였다.

1995. 6. 7. 피고는 상표국의 비준을 통해,

도형상표를 등록하였다. 이 상

표의 지정상품은 제32류이고, 등록번호는 제749311이다. 1997. 9. 7. 피고는 또 상
기 도형상표를 제29류 상품에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096961호이다. 1997. 9.
28. 피고는 상표국의 비준을 거쳐 ‘信远斋’서비스표(등로번호 1115578; 이하 ‘사용상
표’)를 등록하였다. 이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는 제40류의 과즙 압착, 음료 가공업
이다.
피고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피고가 생산하는 오매탕, 츄리가오, 오매즙, 신선한
귤즙 등 제품 및 홍보자료에 ‘信远斋’을 특출하게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용 글꼴은
자신의 등록 서비스표의 글꼴과 같았다.
2000. 7. 원고는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20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000. 11. 7. 원고는 또 추가 소송청구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136.8만 위안으로 높
였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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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12. 19.

(2001)고지종자제52호

원고 승

2000.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0. 11. 28.

상표권침해중지/손해배상

(2000)이중지초자제68호

원고 승

2001.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信远斋’등록상표 범위내의 상품에 ‘信远斋’서비스표를 사용
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상품라벨에 ‘信远斋’ 세 글자를 돌출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8만 위안을 배상하라.
4.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베이징일보(北京日报)》나《베이징조
간(北京晨报)》에 사죄성명을 게재하라(내용은 본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신문에 판결내용을 공개하고, 관련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信远斋’서비스표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
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서비스표는 권리자가 자신의 서비스와 타인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용 표장이며, 서비스표의 사용범위는 서비스 장
소, 서비스 간판, 서비스 도구, 서비스 용품, 상업거래서류, 광고홍보용품 및 기타 서
비스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서비스표를 상품에 사용
하여 서비스표의 사용범위를 벗어났으며, 원고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고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으므로 금지하여야 한
다. 따라서 침해금지, 사죄,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며, 손
해배상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침해사실, 영리 상황 및 정도에 따라 본 법원이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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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에 대하여>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명칭 사용은 반드시 규범화하여야 한다. 기업명
칭 중 일부를 돌출하게 사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
여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킨다면 이와 같은 기업명칭 사용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심 판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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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다밍기전유한공사(浙江大明机电有限公司) vs
상하이다밍펌프유한공사(上海大明泵业有限公司) 등의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A6; A7.2

108

사건번호

(2004)악민삼종자제4호((2004)鄂民三終字第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상하이다밍펌프유한공사

(1심 피고1)

(上海大明泵业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2)
소송결과

저장다밍기전유한공사
(浙江大明机电有限公司)

잔춘광(詹春光)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우한시자위안변호사사무소
(武汉市佳元律师事务所)
쩡춘타오(曾春桃)
베이징진즈차오전리사무소
(北京金之桥专利事务所)
린젠준(林建军)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
2004. 5. 27. 선고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 규정》 제13조;
관련법령

《기업명칭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20조;
《상표법》 제52조 제5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상표 해석》 제1조 제1호;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피고가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돌출하게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 특정 지역에서의 유명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한 행위자체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가?

적극

소극

▪ 원고의 상표가 특정 지역에서만 유명한 경우 피고가 해당 유명상표를 상호로 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한 뒤 상호만을 돌출하게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소극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기업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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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1257522)

사용표장1

上海大明

사용표장2

上海大明泵业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大明’상표(이하 ‘인용상표’)는 1999. 3. 에 등록되었고 지정상품은 제7류의 펌프와
모터 등을 포함하며 원 상표권자는 타이저우밍싱기전유한공사 (台州明星机电有限公
司)이다. 2001. 6. 28. 상표국의 등록을 거쳐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는 원고로 변경되
었다.
피고1은 2001. 3. 20. 에 상해시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잠수펌프, 자흡펌프 등의
생산에 종사하며 이 회사의 법인대표는 저장성 타이저우 출신이며, 실제 생산기지도
저장성 타이저우에 있었다. 피고1은 2001. 3. 부터 자흡펌프, 잠수펌프 몸체의 뚜렷
한 위치에 ‘上海大明’ 또는 ‘上海大明泵业’ 문자를 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 자흡
펌프는 370W, 550W, 750W 등 3종 모델이 있고, 잠수펌프는 370W, 550W, 750W,
1．1KW, 1．5KW 등 5종 모델을 포함하였다. 제품의 외포장 박스에 표시된 상표는
‘吉申’이며, ‘吉申’ 상표는 상표국에 출원하였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피고2는 우한시장한구춘광오금기전경영부 주인이며 이 업체의 경영품목에는 피고1
이 생산한 자흡펌프와 잠수펌프가 포함되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1심법원은 증거
보전조치를 취했으며, 피고2의 경영장소에서 550W 자흡펌프 및 750W 잠수펌프 각
각 1대를 압류하였다. 이 두가지 모델의 압류 펌프의 뚜렷한 위치에는 모두 ‘上海大
明泵业’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2. 소송경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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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
(2004)악민삼종자제4호

2004. 5. 27.
1심 판결 일부 취소
(취소 부분 원고 패)

2003.

우한시중급인민법원

2004.

상표권침해

(2003)무지초자제34호

원고 승

분류코드 : A6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 후 기업명칭에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
지 말 것.
2.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 후 원고의 인용상표권을 침해한 각종 펌프를 생산, 판매
하지 말 것.
3.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 후 《泰州日报(타이저우일보)》에 원고에 대한 공개사죄
문을 게재할 것. 게재 내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
으면 원심 법원이 판결 요지를 공개하고 비용은 피고1이 부담한다.
4.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 후 10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12만 위안을 배상할 것.
5. 피고2은 본 판결의 확정 후 피고1이 생산한 ‘大明’ 문자가 표시된 펌프를 판매하
지 말 것.
6.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이며, 그 상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표 해
석》 제1조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 규정한 타인의 상표권
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를 기업의 상호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뚜렷하게 사용하여 관련 공중이 쉽
게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피고1이 생산한 제품과 원고의 인용상표의 제7류 펌프 및
모터 등 상품은 분류가 같고 펌프 몸체의 뚜렷한 위치에 ‘上海大明’ 또는 ‘上海大明
泵业’ 등 부적절한 기업명칭의 약칭을 사용한 것은 상품의 출처 등에 대한 관련 공
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고1의 행위는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
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1은 침해중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
고2는 판매자로서 법원에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합법적 출처를 밝혔으므로 상표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1은 자신의 기업명칭은 적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등
록시간이 2001. 3. 20. 로 원고가 인용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이므로 침해 사유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명칭등록조례》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서
로 다른 시장 주체를 구분하는 표시로서 행정구역, 상호, 업종 또는 경영 특징, 조직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업명칭은 등록한 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서비스성
기업이 허가를 받은 후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기업명칭은 약칭을 사용해
서는 안된다. 피고1은 자신의 제품에 ‘上海大明’, ‘上海大明泵业’ 등 부당한 약칭을
표시하고 뚜렷한 위치에 ‘大明’문자를 돌출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침해행위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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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사건에서 인용상표는 1999. 3. 21. 에 등록되었고 피고1은 2001. 3. 20. 에
설립되었으며 피고1의 상호 ‘大明’은 그 이후에 등록되었다. 비록 본 사건에서 원고
가 인용상표권을 취득한 시간이 2001. 1. 6. 이지만 이는 결코 2001. 6. 원고가 인
용상표를 양도받기 전에 피고가 인용상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
다. 상표와 기업명칭이 서로 혼동될 때 공정한 경쟁과 합법적인 선행권리를 보호하
는 차원에서 선행권리 즉 인용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1
의 항변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1이 8개 품종의 펌프 생산량 및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황에 비추어 배상액을 책정해달라는 원고의 청
구는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피고1이 타이저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침해기간이 비
교적 길고 침해제품의 품종이 다양한 점과 동종 업계에서의 원고의 지명도를 참작하
여 손해배상액을 12만 위안으로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원심 판결의 제1항, 제2항을 취소한다.
2. 원심 판결의 제3, 4, 5, 6항 및 사건 수리비 부분의 판결을 유지한다.
3. 항소인은 타이저우 지역의 생산 판매, 제품 포장, 홍보 및 기타 경영활동에서 ‘大
明’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타이저우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항소인은 생산 판매, 제품 포장, 홍보 및 기
타 경영활동에서 그 어떤 형식으로든 ‘大明’문자 및 기업 약칭을 돌출하게 사용해서
는 안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인용상표는 1999. 3. 에 등록되었고 지정상품은 제7류의 펌프, 모터 등 제품이며,
원상표권자는 타이저우밍싱기전유한공사이다. 2001. 6. 28.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는
피항소인1(1심 원고)으로 변경되었다. 즉 피항소인1이 인용상표권을 획득하였으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항소인이 생산한 제품은 피항소인1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제7류의 펌프 및 모
터 등과 분류가 동일하고 펌프체의 뚜렷한 위치에 ‘上海大明’ 또는 ‘上海大明泵业’ 등
으로 기업명칭의 약칭을 표시하였는데, 항소인이 이와 같이 기업명칭을 단순화하여
사용한 것은 국가공상국의 1991년 5월발 《기업명칭의 등록 및 관리 규정》제20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관련 공중이 제품의 출처 등을 혼동하고 항소인과 피항소인
1을 연결시키고 나아가 항소인의 펌프 제품이 피항소인1로부터 제공되거나 또는 피
항소인1의 동의를 거치고 생산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항소인1의 인
용상표의 희석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해석》 제1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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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 규정한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 하
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뚜렷하게 사용하여 관련 공중이 쉽게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항소인의 행위는 이미 피항소인1의 인용상표권에 손해를 주었으므로 침해금
지, 손해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자신은 손해배상의 민사 책임을 지
지 말아야 한다는 항소인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항소인1은 타이저우 지역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기업이며, 인용상표는 타이저우
유명상표의 칭호를 얻었다. 따라서 이 상표가 타이저우 지역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신용과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의 인
정을 받았다. 인용상표는 선등록 상표이고 피항소인1은 이 상표를 적법하게 양도받
았으므로 이 상표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항소인이 인용상표 등록 이후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기업명칭을 등록한 행위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다. 항소인의 기업 등록지는 상해에 있으나 그 기업의 대표인 예젠
중이 저장성 타이저우 출신이며, 본 사건에서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항소인의 생산
기지는 타이저우에 있으므로 항소인 상호를 등록한 주관적 고의가 명백하다. 즉 타
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호 소유자에 대한 관
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
하고자 한 것이다. 항소인의 행위는 이미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제재
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인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고 일정한 지역범위내에서의 유명
상표이므로 저명상표에 비하여 지역적 한계를 더욱 많이 받으며 유명상표의 인정 지
역내의 펌프 경영업계내에서만 유명상표에 대한 관련 공중의 인지도가 저명상표와
동일한 수준의 인지도로 인정되며 관련공중에게 혼동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일
정한 지역내에서의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그 인정 지역내에서만 저명상표
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하며 유명상표를 저명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즉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 규정》제13조에 따르면, 당사
자는 자신의 저명상표를 타인이 기업명칭으로 등록하여 공중을 기망하거나 공중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면 기업명칭등록기관에 그 기업명칭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업명칭등록기관은 《기업명칭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타인이 저명상표를 상호로서 등록하면 그 등록
행위가 위법이며 상표법 제5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지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인용상표는 타이저우 지역내의 유명상표이며 타이저우 지역에서 항소인은 그 지명도
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인용상표를 상호로 등록하고 동일한 제품에 사용한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므로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상표가 유명한 것으로 인정된 지역 외
의 기타 지역에서는 일반 등록상표의 보호기준에 따라야 하며, 항소인이 그 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하고 부당하게 사용하여 관련 공중의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에만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원심 판결에서 항소인이 ‘大明’을 포함한 문자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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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등록하고 이를 돌출 사용한 것이 피항소인1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
다는 판단은 정확하다. 다만 항소인에게 기업명칭에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정 지역의 유명상표로서의 인용상표의 보호범위를 부적절
하게 확대한 것이며, 항소인이 기업명칭 등록에 관한 법률, 법규에 따라 향유하여야
할 권리, 즉 인용상표가 유명하지 않은 지역내에서 기업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할 것
을 포함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은 정확하고 법률적용은 기본적으로 정확하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침해 중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에 타당치 않은 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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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그룹국제유한공사(立时集团国际有限公司) vs 우한리방도료유한공사(武汉立
邦涂料有限公司)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A6

093

사건번호

(2002)무지초자제55호((2002)武知初字第5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대리기구

원고

리스그룹국제유한공사
(立时集团国际有限公司)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대리인

우한리방도료유한공사

대리기구

(武汉立邦涂料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상하이시하오화변호사사무소
(上海市浩华律师事务所)
위안지위(袁季雨)
쉬진커(徐劲科)
후난환하이변호사사무소
(湖南环海律师事务所)
주쥔(朱军)
후베이성우한시중급인민법원/
2002. 9. 12. 선고

《상표법》제52조 제5호;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2심 사건

093

A6

사건번호

(2002)악민삼종자제18호((2002)鄂民三终字第1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우한리방도료유한공사
(武汉立邦涂料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리스그룹국제유한공사
(立时集团国际有限公司)
항소 기각
(일부 취소)

대리인

판결법원

후난환하이변호사사무소
(湖南环海律师事务所)
주쥔(朱军)
상하이시하오화변호사사무소
(上海市浩华律师事务所)
위안지위(袁季雨)，
쉬진커(徐劲科)
후베성고급인민법원/
2003. 1. 13. 선고

《상표법》제14조, 제52조 제5호;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2002. 9. 12.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원고의 “立邦”인용상표는 저명상표인가?
▪ 타인의 저명상표를 상호로 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명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적극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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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저명상표를 상호로 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인가?

적극

▪ 원고의 저명상표를 상호로 하여 기업명칭을 등록하고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원
고의 저명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

소극

게 기업명칭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호

인용상표(등록 1692156)

立邦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立邦(리방)페인트의 ‘N’상표와 ‘立邦漆’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 ‘立邦’ 문자
상표(이하 ‘인용상표’)와 ‘立邦’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들 등록상
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제2류의 페인트, 도료. 프라이머 등을 포함한다.
원고는 1992년에 중국 대륙에 투자하여 공장을 세운 후 立邦涂料(中国)有限公司
(리방도료(중국)유한공사)，立邦涂料(广东)有限公司(리방도료(광둥)유한공사)，廊坊
立邦涂料有限公司(랑팡리방도료유한공사) 등 3개소의 독자기업과 苏州立邦涂料有限
公司(쑤저우리방도료유한공사), 立邦涂料(重庆)化工有限公司(리방도료(충칭)화공유한
공사) 등 2개소의 합자기업을 설립하였고 전국 22개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立邦
페인트 상품을 판매하였다. 상기 5개소 관련기업은 원고로부터 立邦 페인트 문자 및
도형상표의 사용권을 얻었다.

1998. 7. 17. 원고는 立邦武汉办事处(리방우한사무소)

를 설립하고 우한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관련기업은 1992. 10. 14. 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광고홍보 및 기획활동을
진행하여 立邦 페인트 및 그 브랜드의 보급을 촉진하였다. 원고는 또한 중국 공영방
송 CCTV의 대형 행사에서 광고활동을 진행하였고 세계청소년축구세계권대회에 협
찬하는 등의 광고 홍보 활동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또한 우한 및 후
베이 지역에서도 240만여 위안의 광고비를 투자하였고 우한의 중요한 길목에 도로
광고판을 설치하였다. 상술한 광고 홍보활동으로 인해 원고의 立邦 페인트 및 그 브
랜드는 후베이성을 포함한 관련 공중가운데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는 2002. 2. 에 설치된 건축용도료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의 생산 및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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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가 기업설립을 위한 회사명칭 사전승인신청서를 통해
신청한 사용명칭은 ‘武汉立邦涂料有限公司(우한리방도료유한공사)’이고 예비용으로
준비한 명칭은 ‘武汉汉高涂料有限公司(우한한가오도료유한공사)’，’武汉海尔涂料有限
公司(우한하이얼도료유한공사)’，’武汉宣威有限公司(우한쉬안웨이유한공사)’이다.

피

고의 홍보자료와 제품포장상의 기업명칭은 모두 ‘武汉立邦涂料有限公司’으로 표시되
었다.

2. 소송경과

2002.

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
(2002)악민삼종자제18호

2003. 1. 13.
원심 일부 취소
(취소 부분 원고 패)

2002.

우한시중급인민법원

2002. 9. 12.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2002)무지초자제55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상호에 ‘立
邦’문구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立邦’문구가 표시된 제품홍보자료

와 외포장을 즉각 폐기하라.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8만 위안을 배상하라.
4. 원고의 기타소송청구는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1) 원고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지 2) 피고의 상호와 원고의
등록상표가 저촉된 것은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어떤 법률로써 조정하는지 3)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은 충분한지이다.
1) 立邦 페인트는 도료업계의 지명브랜드이고, 立邦 페인트 시리즈 상표는 이미 도
료업계의 저명상표이다. 立邦 페인트 계열상표는 1993. 11. 중국에 등록한 이래 현
재까지 이미 10년 가까이 사용되어 왔으며 상표권자와 관련자의 장기간에 걸친 대폭
적인 홍보활동에 의해 ‘立邦‘ 브랜드는 이미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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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등록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1996. 8. 반포한 《저명상표 인정 및 관리 잠
정 규정》과 2000. 4. 28. 상표국이 반포한 《저명상표출원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저명상표의 인정과 관리업무는 기업등기주관기관에서 책임지고 기타 단위와 개인은 인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
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立邦 페인트 ‘N’상표, ‘立邦漆‘ 문자 및 도형 상표, ‘立邦’ 문자상표
및 ‘立邦’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는 비록 국가공상관리국에 의해 저명상표로 인정되
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대폭적인 광고 홍보와 사용을 통해 이들 상표는 일반 소비자
들가운데서 높은 명성을 가지게 되었다.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법원은 立
邦 페인트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다. 피고는 저명상표의 인정권은 공상행정관리
부문에만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立邦 페인트 ‘N’ 문자상표, ‘立邦漆’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 ‘立邦’ 문자상
표와 ‘立邦’ 문자 및 도형결합상표는 저명상표이며 지정상품 및 비유사 상품에 대하
여 상표권을 가진다.
피고는 페인트 업계에 종사하는 생산자로서 ‘立邦’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고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와 원고의 허락을 받은 관련 기업 간에 특정 연관이
있거나 동일한 시장주체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타인의 혼동을
일으키고 ‘立邦漆’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피고는
기업명칭을 등록할 때 자원, 평등, 공정, 성실신용의 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지키
지 않은 것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으며 상표권자에게 상응한 손해를 조성하였다. 따
라서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인의 상표권에 대
한 손해를 조성하였으므로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침해로 인한 손해와 피고가 침해에 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액 배상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상표법》 제56조 제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배상액 상한은 50만 위안이므로 법원은
배상액을 책정할 때 침해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기업
명칭을 등기할 때 예비용 기업명칭의 상호를 ‘汉高’, ‘海尔’, ‘宣威’ 등의 지명 브랜드
로 선택한 점을 볼 때 피고의 침해의 주관 고의성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권리보호
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상응한 경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가 2002. 2. 등록되었고 침해기간이 짧으며 원고에게 조성한 손해가 아직 뚜
렷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8만 위안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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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주문
1. 1심 법원의 (2002)무지초자제55호 민사판결서의 제1항을 취소한다.
2. 항소인(1심 피고)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자신의 제품, 제품의 외포장, 제품홍
보자료 및 기타경영활동에서 ‘立邦’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1심 법원의 (2002)무지초자제55호 민사판결서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1심 원고)가 소유한 ‘立邦’문자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가?
피항소인(1심 원고)가 제출한 상표등록증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立邦 페인트의 ‘N’
문자상표, ‘立邦漆’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 ‘立邦’ 문자상표, ‘立邦’ 문자 및 도형 결
합상표의 상표권자이다. 1심 법원은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가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정도, 상표의 연속 사용시간, 상표에 대한 홍보활동의 연속 시
간, 홍보활동 정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立邦 페인트
계열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은 항소인(1심 피고)가 ‘立邦’ 문
자상표를 상호에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침해분쟁 사건이므로 본 사건의 쟁점은 ‘立邦’
문자상표가 저명상표인지이고 피항소인의 다른 등록상표의 저명 여부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2심에서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立邦’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立邦 페인트 계열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것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立邦’ 문자상표에 대해서는 위법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1심 법원이 ‘立邦’ 문자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할 때에 고려한 각종 요
소들에 대해서도 항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항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관련 立
邦 페인트 계열상표의 위법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항소인이
‘立邦’ 문자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
는다.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立邦’ 문자상표를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피항소인에 대한 침해
를 구성하는가?
피고의 기업명칭은 비록 공상행정관리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 기업명칭에 포함된
상호 ‘立邦’은 원고의 ‘立邦’ 문자상표와 동일하다. 원고의 ‘立邦’ 문자상표의 등록일
은 2002. 1. 7. 로서 피고의 설립일 2002. 2. 1. 이전이므로 원고는 이 문자상표에
대해 선사용권을 가진다. 피고는 비록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이지만 원고의 상표권
과 저촉되므로 선사용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제52조의 제
5호에 규정된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아울러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시장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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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평등,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과 공인된 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는
도료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로서 立邦 페인트가 지명브랜드이고 ‘立邦’이라는 이 저명
상표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立邦’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고 공중으
로 하여금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허락을 받은 관련 기업 간에 특정 연관이 있거나 동
일한 시장주체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타인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항소인이 상호 신청을 할 때 예비용 상호로 ‘汉高’，’
海尔’，’宣威’ 등 지명브랜드를 포함한 것을 보면 지명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며 항소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기업명칭의 등기와 관리는 인민법원의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원심 범원이 피고에게 기업의 상호를 변경하라고 직접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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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둥야기계유한공사(厦门东亚机械有限公司) vs
상하이제바오압축기제조유한공사(上海捷豹圧缩机制造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사건번호
사건의 분류

원고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A6

116

(2004)호일중민오(지)초자제67호((2004)沪一中民五(知)初字第67号)
상표권 침해
샤먼둥야기계유한공사
(厦门东亚机械有限公司)

상하이제바오압축기제조유한공사
(上海捷豹圧缩机制造有限公司)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푸젠둥팡거즈변호사사무소
(福建东方格致律师事务所)
구타오(顾涛)
상하이시이창변호사사무소
(上海市益昌律师事务所)
처우융창(仇永昌)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원/
2004. 7. 22. 선고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2조 제5호; 《상표 해석》 제1조 제1호;

쟁 점
▪ 피고가 원고의 “JAGUAR 捷豹” 상표의 “捷豹”를 사용하여 자신의 기업명칭을 등
록하고 해당 기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소극

▪ 피고가 전시장의 광고판에 ‘上海捷豹欢迎您(상해 제바오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광고판 아래에 압축기 제품을 진열한 행위는 자신의 상호를

적극

돌출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피고가 ‘捷豹压缩机’라는 인터넷키워드를 등록하고 이 키워드를 입력하면자신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한 다음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압축기를 판매한 행위는 자

적극

신의 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하여 돌출하게 사용한 경우 피고가 제
품 전시장, 카탈로그, 제품에 자신의 상표인 “风豹”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적극

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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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718815)

捷豹
<원심 조사 사실>
1994. 12. 7，원고는 제7류의 공압기에 ‘捷豹’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하였으
며, 등록번호는 제718815호, 존속기간은 2004. 12. 6. 까지이다.
피고는 2000. 8. 14. 에 성립되고 경영범위는 공압기, 모터, 전기부품, 기계부품의
제조 및 가공업이다.
2002. 1. 14，피고는 중국 상표국을 통해 ‘风豹’상표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
1697696호, 지정상품은 제7류의 공압기, 모터, 펌프(기계), 공압펌프, 발전기이며, 존
속기간은 2012. 1. 13. 까지이다.
피고의 제품 카탈로그의 표지에는 피고의 기업명칭과 ‘风豹’상표가 표시되어 있었
다. 피고의 제품 전시장에는 ‘上海捷豹欢迎您(상해 지에바오가 당신을 환영합니다)’와
‘风豹’상표(도형과 중국어 병음부분만 있음)가 표시된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피고의 공압기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카탈로그상의 공압기 제품 사진에는 ‘风豹’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카탈로그의
각 페이지의 하부에도 ‘风豹’ 상표가 표시되었다.
2004. 2. 26，원고의 대리인은 공증원의 감독하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소창에 인
터넷키워드 ‘捷豹压缩机’를 입력하여 http：//www.chinafengbao.com에 접속하였는
데 컴퓨터 화면에는 피고의 ‘风豹’상표와 기업명칭, 제품 사진 화면이 연속 표시된
후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되었다. 심리중에 피고는 인터넷키워드 ‘捷豹压缩机’가 자
신이 등록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2004. 4. 26，원고의 대리인은 공증원의 감독하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시 피고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信息反馈’ 칼럼을 클릭하여 사건외 당사자 황사오를 통해 피고
회사로부터 인터넷 구매를 하였다.
원고 및 피고의 공압기 판매 지역은 선양, 베이징, 톈진, 타이위안, 지난, 정저우,
시안, 청두, 충칭, 허페이, 우한,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지역을 포함하였다.
피고의 2001. 12. 31. 장부상의 전체 수익은 31,582.57위안이다.
2002. 6. 2. 및 2002. 12. 8, 원고의 대리인은 연이어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상표권 침해임을 주장하고 상호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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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2004.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원

2004. 7. 22.

상표권침해

(2004)호일중민오(지)초자제67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즉각 ‘捷豹’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즉각 인터넷키워드 ‘捷豹压缩机’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
3.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경제손실 3만 위안을 배상하고
합리적인 비용 5,110위안을 지불할 것.
4.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광명일보》의 판심 이외의 부분에 성
명을 게재하여 원고의 인용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한 영향을 소거하되, 성명 내
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주로 상호 및 인터넷키워드에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행
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상표
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이다.
원고는 피고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상표법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서 돌출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상표권 침해를 인
정하고 있으며 상호를 돌출하게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구
성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사실상 피고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후 기업명칭권을 가지며, 원고는 상표권을 가진다. 양자의 권리
가 저촉할 때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인용상표를 상호로 하
여 기업명칭을 등록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
라서 피고가 등록한 기업명칭에 포함된 ‘捷豹’상호가 인용상표의 문자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적 근거가 결여된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전시장의 광고판에 ‘上海捷豹欢迎您(상해 제바오는 당신을 환
영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광고판 아래에 압축기 제품을 진열하였다. 피고의 상기
행위는 그 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되며, 그 광고판과 압축기 제품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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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실내에 전시한 행위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 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공압기와 동일한 제품에 돌출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본 사건 증거
에 따르면, 피고가 ‘捷豹压缩机’ 인터넷키워드를 등록하고 이 인터넷키워드에 의해
피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압축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피고의 상기 행위도 사
실상 기업명칭중의 ‘捷豹’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원고의 인용상표는 1994년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10년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상
표는 공압기 제품에 장기간 사용된 후 관련 소비자에게 일정한 신용과 명성을 형성
하게 된다. 원고와 피고는 공압기 제품을 동시에 경영하고 판매지역도 중첩되는 부
분이 많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과 사이트에 자신의 기업명칭과 등록상표 ‘风豹’를 표
시하였으나, 피고가 광고판에 ‘捷豹’상호와 ‘捷豹压缩机’인터넷키워드를 사용한 행위
는 여전히 인용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
규정된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상
표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증거로써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또는 피고의 수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
고 상표의 명성, 피고가 실시한 침해행위의 성질, 침해기간, 후과,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가 져야 할 손해배
상액을 책정한다. 또한, 피고는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친 영향을 소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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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스포츠기구공장(南京运动器具厂) vs
쓰촨취안싱축구클럽(四川全兴足球俱乐部)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A1.4; A6; A9

063

사건번호

(2000)소지종자제74호((2000)苏知终字第7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1
(1심 피고2)

난징스포츠기구공장

대리기구

(南京运动器具厂)
대리인

항소인2
(1심 피고1)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쓰촨취안싱축구클럽
(四川全兴足球俱乐部)

톈진시 취안싱스포츠용품공장
(天津市全兴体育用品厂)

항소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난징지식변호사사무소
(南京知识律师事务所)
왕쉬둥(汪旭东)
쓰촨톈톈변호사사무소
(四川天天律师事务所)
허민(何敏),왕양(汪洋)
톈진시 상표사무소
(天津市商标事务所)
란치(冉奇)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2001.5.24 선고

《상표법》제51조 제5호
《상표해석》제1조 제2호
1999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상표권과 피고의 상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호권에 기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요건
▪ 원고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피고의 상호(‘全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이미 관련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경우 피고가 자신의 상품에 상호를 표시

소극

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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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인용상표1
사용상표1

全兴

(등록
1172438)

인용상표2
사용상표2

四川全兴

(등록
1204441)

쓰촨취안싱축구클럽(四川全兴足球俱乐部, 이하 피고1)은 1995년 8월 28일 쓰촨성
민정청(民政廳)의 허가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업무 범위는 ‘경기조직, 전
문훈련, 기술교류’등 이며 활동지역은 쓰촨성이다. 피고1은 팀 유니폼, 팸플릿, 편지
봉투 및 편지지 등 제품에 ‘全兴’, ‘四川全兴’와 ‘四川全兴足球俱乐部’ 등 글자와 팀엠
블럼 등 도안을 사용했다. 톈진시 취안싱스포츠용품공장(天津市全兴体育用品厂, 이
하 ‘원고’)은 1996년 7월에 설립되었고, 경영범위는 공(球) 제조이다. 1998년 11
월 28일 원고는 상표 제1172438호 ‘全兴’(이하 인용상표1)과 제1204441호 ‘全兴 및
도형’(이하 인용상표2)상표를 양도받았다. 인용상표는 톈진시 허동구 진하이스포츠용
품 도매부(天津市河东区津海体育用品批发部)가 출원 등록한 것이고, 상표권 존속기간
은 1998. 5. 7. ~ 2008. 9. 6. 이며, 지정상품은 제28류 운동용 공이다.
1996. 11. 21. 피고1은 난징스포츠기구공장(南京运动器具厂, 이하 피고2)과 양측
이 협력하여 97’기념축구공 제작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2는 1997년 취안싱 클럽
팀 엠블렘, 마스코트, 팀원 및 코치의 초상과 사인을 사용하고 생산 및 판매할 권리
를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1에게 관리비용 10만 위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양 측
은 공동으로 기념 축구공의 종류, 모델, 무늬와 색깔, 도안을 디자인거나 또는 피고2
가 디자인하고 피고1에게 보고하여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피고2는 무상으
로 피고1에게 97기념 축구공 50개를 증정했다. 또한 피고2는 단독으로 쓰촨과 전국
에 판매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품질에 전적인 책임을 졌다. 피고2는 1997년5월
쓰촨에서 청두판매센터(成都销售中心)를 설립하고, 취안싱 캐릭터볼, 사인볼을 판매
하고, 청두방송국에 광고를 했다. 피고1은 99전국체육박람회를 참가하여, 피고2가 생
산한 ‘全兴’글자가 있는 축구공과 농구공을 전시했다. 피고2가 생산한 이건 관련 축
구공과 농구공에 각각 ‘全兴’, ‘四川全兴’와 ‘四川全兴足球俱乐部’등 글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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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全兴’을 사용할 때는 종합예술번체자형이었고 글자체가 크고 다른 글자보
다 두드러졌다.

2. 소송경과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2001. 5. 24.

(200)소지종자제74호

피고 승

1999

장쑤성 중급인민법원

1999

상표권침해중지/손해배상

(1999)녕지초자제186호

원고 승

2000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난징스포츠기구공장과 쓰촨취안싱축구클럽은 톈진취안싱스포츠용품공장의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운동용 공류 상품에 단독으로 ‘全兴’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난징스포츠기구공장과 쓰촨취안싱축구클럽은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톈
진취안싱스포츠용품공장의 경제손실 5만 위안을 배상하고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28류
운동용 공류이다. 해당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실제 두 상표의 상표권을 획득한 1998
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된다. 피고1이 피고2에게 공류 제품에 ‘全兴’등 상표를 사용
하도록 허가한 것은 타인의 상표권에 저촉되며, 부적절하게 상호 사용 범위를 확대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2가 협의에 따라 ‘全兴’, ‘四川全兴’와 ‘四川全兴足球俱乐部’글
자가 있는 기념축구공과 선물용 축구공을 생산 판매했으며, 또한 계약에 근거하여
기념 축구공의 종류, 모델, 무늬와 색깔, 도안 등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동으로 디자
인하거나 혹은 피고2가 디자인하고 피고1이 허가했다. 피고1과 피고2가 이건 관련
운동용 공에 ‘全兴’글자를 사용한 것은 공동의 행위이다.
(2) 원고의 상표와 이건 관련 운동용 공에 사용한 ‘全兴’ 글자는 문자와 발음이 유사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1과 피고2가 이건 관련 운동용 공에 계속 ‘全兴’ 글자를 단독
으로 사용한다면 비등록상표의 사용이든 상호의 사용이든 간에 원고가 소유한 상표
와 유사하여 충분히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상표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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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1과 피고2는 원고가 상표권을 획득한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악의적 출원이
나 악의적인 양수라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들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상표권
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고가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획득한 후에 설사 같은 사용범
위 내에서 비등록상표의 사용이 선행됐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
다면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표침해에 해당한다.
(4) 당사자가 마음대로 상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상호의 사용
이 적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상표권과 충돌이 일어난 경우,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
호해야 한다.
(5) 침해로 취한 이득과 권리자의 손실은 정확히 검사하고 계산하기가 어려워 법원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배상액수를 결정한다. 원고가 배상을 요구한 침해조사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 비용에 대한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지하지 않는다.
(6) 피고1과 피고2가 생산 판매한 것은 주로 기념 축구공과 선물용 축구공이다. 비
록 축구공이기는 하나 그 성질과 기능이 경기용 축구공 시장과는 서로 달라 원고에
게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원고가 관련 간행물에 사과를 요구한 소송청구에 대해
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장쑤성 난징시 중급인민법원(1999)녕지초자제186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톈진시 취안싱스포츠용품공장(天津市全兴体育用品厂)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3. 2심 접수비용 각 7010위안은 모두 톈진시 취안싱스포츠용품공장이 부담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쓰촨청두취안싱술공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술공장의 “全兴”상호는 일
찍이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95년 12월 국내무역부는 이 상호를 ‘중국 라
오쯔하오’로 인정하였다. 1993年11月8日 쓰촨청두취안싱술공장 거액을 투자하여 쓰
촨성운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취안싱클럽을 만들었고 취안싱클럽의 모든 활동에 “全
兴”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
全兴俱乐部的“全兴”字号来源于四川成都全兴酒厂的“全兴”中华老字号。피고1의

“全

兴” 상호는 쓰촨청두취안싱술공장의 “全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쓰촨청두취안싱술
공장의 “全兴”은 중국의 라오쯔하오(老字号)

27)이다.

클럽 창립 뒤에도 많은 노력과

대량의 광고를 통해, 특히 전국 갑A리그 경기 등을 통해 “全兴”상호는 1996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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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年을 전후해 체육 운동 영역의 수많은 체육활동 애호가, 심지어 수많은 축구 마
니어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명상호는 그 자체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상
업적 신용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강한 광고 효과와 높은 공중 흡인력을 가지며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지명상호는 사업 주체의 무형재산이다. 사업 주
체가 자신의 지명상호에 대하여 향유하는 각종 권익은 지명상호권의 내용을 이룬다.
권리자는 모든 사업영역에서 해당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특히 관련 영역의 다른 사업 주체가 그 유명상호가 형성한 상업적 신용과 대중 영향
력을 빌어 그 유명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표기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주체에 혹은 서비스 주체 혹은 출처에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행위자의 상품 혹
은 서비스와 유명상표 권리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대중의 주의
를 끌고, 권리자의 유명상표에 대해 혼동하게 하거나 희석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 고의적인 행위이든 선
권리를 선의로 침해하는 행위이든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유명상호를 희석화시
키는 것에 해당하면 법률이 허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1의 ‘全兴’상호는 전국 유명상
호에 속하며, 상기 유명상호 권익을 누려야 한다.
자신을 더 잘 선전하고 표시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피고1의 팀 엠블렘, 팀 유니폼,
기념 책자, 편지봉투와 편지지 및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품에 자신의 유명상호를 표
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인이 기념볼과 선물용 볼
에 ‘全兴’글자를 사용한 것은 해당 상호를 표시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
당하고 합리적인 사용행위이다. 항소인1이 캐릭터볼과 싸인볼 등 선물용 볼에 ‘全兴’
상호를 사용한 것은 해당 상호의 사용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한 것이 아니다.
상호권과 상표권은 민사권리로서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강약대소의 구분이 없
다. 상호의 사용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각 측의 이익의
균형을 잘 잡아, 성실신용원칙과 선권리의 존중과 보호원칙, 혼동금지 원칙 등을 기
초로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보호해야 한다. 본 건
의 경우, 1998년 11월 28일 피항소인(원심 원고)이 상표권을 획득하기 전에, 항소인
이 1997년 초에 이미 싸인볼과 초상볼에 ‘全兴’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계속 선의
적인 사용을 해왔다. 항소인의 ‘全兴’ 유명상호의 연속적이고 선의적인 선사용은 항
소인의 선권리에 해당한다. 항소인의 ‘全兴’상호 선사용이 피항소인(원심 원고)의 상
표권과 충돌될 때, 항소인의 유명상호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피항소인은 법
정 심문에서 피항소인이 후사용을 인정했고 객관적으로 관련 대중이 유명상호 소유
자 항소인2(피고1)와 피항소인에 대해 혼동을 하게 하며, 피항소인의 제품의 출처가
항소인1(피고2)이거나 혹은 양자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오인한다는 것을 인
정했다. 따라서 만약 항소인1(피고2)의 행위가 피항소인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고 인정한다면 성실신용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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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이 생산하고 판매한 것은 취안싱 축구팀의 싸인볼과 캐릭터볼 등 기념볼과
선물용 볼이고, 주요 용도는 선물, 소장 및 공익활동이다. 이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보통 경기용 볼과 훈련용 볼과는 다르다. 게다가 생산규모가 비교적 작고 제품 수량
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상품의 경영은 피항소인의 사업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종합하면, 본원은 항소인이 싸인볼, 캐릭터볼 등에 ‘全兴’등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양
측 당사자의 배상 문제 관련 분쟁을 본원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피
항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항소인이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고 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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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man Kodak Company
vs 쑤저우커다유압엘리베이터유한공사(苏州科达液圧电梯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7, C1

117

사건번호

(2005)소중민삼초자제0123호 ((2005)苏中民三初字第012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대리기구

원고

Eastman Kodak Company
대리인
쑤저우커다유압엘리베이터유한

피고

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苏州科达液圧电梯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완후이아관친변호사사무소
(北京万慧达观勤律师事务所)
황이뱌오(黄义彪)
양펑촨(杨凤全)
장쑤젠차오런변호사사무소
(江苏剑桥人律师事务所)
펑푸화(彭福华)
장쑤성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
2006. 4. 6. 선고

《상표법》 제14조, 제52조 제5호, 제56조
《상표해석》 제1조

쟁 점
▪ 인용상표 KODAK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는가?
▪ 인용상표 KODAK이 카메라에 대해 저명하다고 할 때 원고의 저명상표권은 ‘엘
리베이터’에 대해서도 미치는가?
▪ 피고가 사용한 표장 ‘KODAK’이 자신의 상호 ‘科达’를 영문으로 바꾼 것이어서
자신의 상호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항변은 성립하는가?

적극
적극

소극

▪ 저명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 및 저명상표의 식별력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상표해석≫ 제1조 제2호의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 적극
위”에 속하는가?
▪ 저명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피고의 상품이 서로 이종의 것인 경우 피고 또는
원고가 각자 상품의 직접적인 경영 이익 또는 손실을 배상의 근거로 하는 것이 소극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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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KODAK

사용표장1

사용표장2

인용상표(등록 154121)

변형된 중문 ‘科达’와 도형이
결합된 등록상표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1880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전통식 및 디지털 영상제품, 의료 영상제품, 상

업용 촬영제품, 광학 부품 및 표시장치를 생산하는 유명한 다국적 회사이다. 1888년
원고는 ‘KODAK’ 상표를 카메라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 1,700개에 달하
는 ‘KODAK’문자상표 또는 ‘KODAK’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매우 높
은 지명도와 양호한 시장 명성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1979. 9. 27. 중국에 ‘Kodak’ 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제1류의 ‘유기
화학품과 무기 화학품’에 출원하였고 1982. 2. 등록 받았으며 등록번호는 제154121
호이다. 이어서 원고는 또한 제1류, 제9류 상품에도 다수의 ‘KODAK’, ‘Kodak’,
‘Kodak’ 문자 및 ‘K’ 도형의 결합상표를 등록하였고, ‘KODAK’에 대응되는 ‘柯达28)’
중문상표도 등록하였다.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은 1999년 및 2000년에 연이어 ‘KODAK柯达’상표를 ‘전국
중점상표보호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중국의 다수의 법원, 공상행정기관 및 세관에서도
원고의 ‘KODAK’상표를 침해한 다수의 침해행위를 단속한 적이 있다.
피고는 2001년에 성립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생산, 설치, 유지보수, A/S

회사이다. 피고는 변형된 중문 ‘科达29)’와 도형이 결합된 등록상표(이하 ‘사용표장2’)
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였으며, 2005년초부터 엘리베이터, 기업 사이트, 공장 정문,
회사 간판, 직원 명함, 제품 안내, 기업 홍보자료에 ‘KODAK’문자(이하 ‘사용표장1’)
를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표장2와 상하 병열하는 방식으로 돌출하게 표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와

피고의

베이징

지사는

사용표장1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

‘kodaklift.com.cn，kodak‐bj.com’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2005. 6., 원고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해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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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커다’로 호칭된다.

29)

‘커다’로 호칭되며, 피고의 중문 상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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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2005.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

2006. 4. 6.

상표권침해

(2005)소중민삼초자제0123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KODAK’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손실 5만 위안을 배상하되,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이행할 것.
3. 피고는 이 사건 상표침해사실과 상표 사용금지에 관해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전국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 간행물에 각각 1회씩 성명을 게재하여 영
향을 소거할 것.(내용은 본 법원이 심사하며, 기간내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본 판결의 내용을 등재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인용상표는 저명상표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판단:
인용상표는 원고가 1888년에 창조 및 사용해온 신조어 문자 영업표장이며, 세계
각국에 광범하게 등록되었다. 원고의 100년 남짓한 기간에 걸친 대대적이고 지속적
인 광고 홍보와, 인용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양호한 품질로 인해 원고의 ‘KODAK’ 상
품은 세계에서 광범한 소비자군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중국을 자신의 중요한 시장
으로 보고 1979년에 인용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였고 거액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인용
상표에 대해 지속적이고 대량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KODAK’
브랜드의 전통식 및 디지털 영상 제품 등은 중국에서 광범한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인용상표를 사용한 전통식 및 디지털 영상 제품은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으며 인용상표는 이미 사실상 집집마다 알고 있는 상업 브랜드로 되
었다. 이로부터 볼 때 원고의 인용상표는 시장에서 양호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에 속하므로 저명상표로 인정하고 법률이 정한 이종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가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할 것에 대한 소송청구를 단독으로 제기하지 않았으
며, 또한 상표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서 저
명상표로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표침해분쟁에 관한 사법 심
판에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로서의 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기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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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판단에 속하며 그 사실에 의해 인용상표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피
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2> 피고가 ‘KODAK’영업표시를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용인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상품, 회사 간판, 직원의 명함 및 회사의 홍보자료에 사용표장1을 단
독으로

돌출하게

표시하였고

또한

사용표장1을

영업표시의

색인어로서

‘kodaklift.com.cn’ 및 ‘kodak‐bj.com’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사용표장1은 자신의 상호 ‘科达’의 영
문 번역문이며 상품의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실제 사용형태를
보면, 피고는 상품의 상표로서 사용표장1을 돌출하게 표시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KODAK’은 원고가 창조한 신조어 영업표장이며 원고를 직접 가리키는 것으로
서 원고의 식별력을 가진 영업표장이며 다른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는 비록 사
용표장1이 자신의 상호 ‘科达’(즉 사용표장2)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표
장1과 ‘科达’ 사이에는 언어학에 부합하는 중영 대응 번역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중국
의 언어 번역의 관례 및 언어 습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 또한 합리적
인 해석을 하지 못했다.
원고의 인용상표 ‘KODAK’와 ‘柯达’상표가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결합할 때,
피고가 사용표장1로 ‘科达’ 상호를 표시하여 사용한 것은 원고의 ‘柯达’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를 모방, 복제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표장1은 자신의 중문
상호 ‘科达’의 번역문이므로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그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사용표장1을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상표해석》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타인이 등록한 저명
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
려가 있는 행위도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 사건
의 사실과 상기 법률규정을 결부하여 볼 때, 피고가 사용표장1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의 양호한 명성과 이미지를 모방 및 편승하여 부당한 상업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표장1을 사용하면 원고의 저명상표
의 식별력과 개연성을 희석화하고 상업적 가치에 손해를 주게 되며, 저명상표에 대한
원고의 권리와 장기간의 영업표장 이미지에도 실질적인 손해를 주게 된다.
<쟁점3> 피고가 져야 할 침해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를 복제, 모방 및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
해하였으므로 침해금지, 영향 소거 및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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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침해를 금지시킬 것에 관한 원고의 청구와 전국에 발행되는 신문 간행물에 공
개 성명하여 영향을 소거하도록 명할 것에 관한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는 손해배상
액 50만 위안(원고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각자 상품의 직접적인 경영 이
익 또는 손실을 배상의 근거로 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본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사용표장1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원고가 침해금지를 위
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상응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
합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과다한 부분은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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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신그룹공사(中国中信集团公司)
vs 톈진중신부동산판매유한공사(天津中信置业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089

A6, A7

사건번호

(2006)진고민삼종자제21호((2006)津高民三终字第2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소송결과

중국중신그룹공사
(中国中信集团公司)
톈진중신부동산판매유한공사
(天津中信置业有限公司)

항소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진푸변호사사무소
(津孚律师事务所)
리수린(李树林)
톈진시고급인민법원/
2006. 9. 21. 선고

《민사소송법》제15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제13조 제2항, 제52조 제5호;
관련법령

《상표해석》제1조 제1호, 제2호;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제13조;
《상표와 기업명칭 해결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의견》제4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 ‘中信’을 자신의 기업명칭의 상호로 삼아 자신의 상호를
돌출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명상표권에 대한 침해인가?
▪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 ‘中信’을 자신의 기업명칭의 일부로 하여 자신의 기업명
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명상표권에 대한 침해인가?

적극

적극

▪ 원고는 피고의 기업명칭 사용이 자신의 저명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중지를 구하면서 피고에게 기업명칭을 변경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적극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

인용상표

‘中信’ 문자를 앞에 붙인 명

인용상표

칭 또는 약칭

(등록 84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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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의 원명칭은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中国国际信托投资公司)이며 1979. 10. 에
설립되었으며 ‘中信’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 및 사용하였다. 1999. 12. 상표국
은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가 등록하고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상의 인용상표를 저명상
표로 인정하였다. 2002. 3.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는 원고로 변경되었고 인용상표권
자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주요 경영 업무는 금융업, 부동산개발, 정보산업, 기
초시설, 실업투자와 기타 서비스업 영역이며 원고가 설립한 독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의 명칭 대부분은 앞에 ‘中信’ 문자를 붙여 원고와 관련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중신지주유한공사(中信控股有限公司), 중신은행(中信银行), 중신국제금융지주유한
공사(中信国际金融控股有限公司), 중신자화은행(中信嘉华银行), 중신타이푸그룹(中信
泰富集团) 등이 있다. 장기간의 경영활동을 통해 인용상표 및 ‘中信’ 문자를 명칭 앞
에 붙인 기업명칭은 관련 공중과 상업 영역에서 원고와의 특정 관련을 나타내는 관
념으로 인식되었다.
피고는 2004. 4.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개발, 부동산 중개, 물류 관리 등을 경영하
며, 영업 항목 및 활동에서 ‘中信’ 문자를 앞에 붙인 명칭 또는 약칭을 대거로 사용
하였다. 예를 들면 중신광장(中信广场), 중신즈예(中信置业), 중신밍두상업빌딩(中信名
都商厦), 중신미식성(中信美食城) 등이다. 피고는 또한 대외홍보자료, 2006년도 탁상
달력, 간판, 직원 명함에 ‘中信’표장을 사용하였다. 2005. 12. 20.

원고는 공증기관

에 의뢰하여 피고가 톈진시우칭개발구전화난루(天津市武清开发区振华南路)의 중신광
장(中信广场) 투자유치판매센터에서 진행한 광고 내역에 대해 공증을 진행하여 피고
가 부동산판매센터 실내 광고, 실외 광고 및 홍보 자료에 ‘中信’ 약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005. 원고는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인용상표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
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2006.

178

톈진시고급인민법원
(2006)진고민삼종자제21호

2006. 9. 21.
항소 인용
(원고 승)

2005.

톈진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상표권 침해

(2005)일중민삼초자제140호

원고 승(일부)

분류코드 : A7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저명상표 ‘中信’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기업명칭을 완전하게 사용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국가급 신문에 성명을 게재하여 원고
에게 사죄하라.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본 판결의 주문을 공고하고
공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경제손실 80,000위안을 배
상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품/서비스업 분류 제36류에 인용상표를 등록하였으므로 상표권을 가진다.
피고는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서는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서 보호한다. 피고는 비록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기업명칭권을 획득하였지만 자신의 기업명칭을 단순화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원
고의 선행권리 즉 원고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관
련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와 원고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므
로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에 따라
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피고의 불법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
여 법원은 인용상표의 지명도와 피고가 실시한 침해행위의 주관 악의 정도, 연속 침
해 기간 및 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1심법원의 (2005)일중민삼초자제140호 민사판결의 제2, 3, 4항을 유지하고 제1
항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1심 피고)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항소인(1심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고 ‘中信’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업 시설 및 프로젝트의
명칭을 변경하라.
3. 피항소인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주관 기관에 기업명칭 변경을 신
청하여야 하고, 기업명칭에 ‘中信’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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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1심 원고)이 등록 사용한 인용상표는 일찍 국가행정주관기관에 의해 저명상
표로 인정되었고 피항소인(1심 피고)은 항소인이 제출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라는
증거와 인용상표의 관련 보호 기록 등의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리
에 따르면 인용상표는 저명상표로 인정하여야 하고 중국 상표법 및 관련 사법해석과
행정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본 사건의 사실 및 인용상표의 사용범위와 지명도에 따르면,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상호로서 돌출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동일하지도 유사
하지 않은 상품에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중을 오도하여 관련 공중으
로 하여금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오인케 하거나 상품 또
는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자신의 기업명칭에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
라 제지해야 한다. 1심 법원의 사실인정은 명확하나 법률 적용에 타당성이 결여되며,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항소청구
는 이유가 성립되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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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스팡담배공장(四川什邡卷烟厂) vs
청두루이시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成都瑞曦科技发展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7; A8

032

사건번호

(2006)성민초자제423호((2006)成民初字第42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쓰촨스팡담배공장
(四川什邡卷烟厂)

피고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두루이시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成都瑞曦科技发展有限公司)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민족변호사사무소
(民族律师事务所)
웨이원성(韦文胜)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쓰촨성청두시중급인민법원/
2006. 6. 26. 선고

《상표법》제14조, 제52조 제5호, 제56조 제1항;

쟁 점
▪ 원고의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적극

▪ 원고의 저명상표의 식별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여 등록하고 이를 고가로 판
매하고자 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상표권 침해자의 사죄 책임

적극
소극

1. 사실관계
이건도메인이름
이건도메인1

www.天下秀.网络

이건도메인2

www.tianxiaxiu.com.cn

인용상표(등록 1006807)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950. 1. 1.에 설립되었으며, 2001. 7. 10. 원고의 기업명칭은 스팡담배공장
(什邡卷烟厂)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1986년부터 ‘天下秀’상표
를 등록 및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7. 5. 14. 원고는 ‘天下秀’ 문자, 도형, 한어병
음 ‘TIANXIAXIU’로 구성된 제1006807호 ‘天下秀’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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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류의 담배이다. 1986년부터 원고는 ‘天下秀’문자가 포함된 20여개의 상표
를 등록하였고 ‘天下秀’ 문자가 포함된 31가지의 담배 라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지금도 여전히 ‘天下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2005. 3. 17, 2005. 11. 17,
2006. 1. 20. 상표국은 원고의 신규 ‘天下秀’ 상표 출원을 수리하였고 수리통지서
를 발행하였다.
2005. 10. 5. 원고는 명칭이 ‘담배용 포장박스(天下秀)’인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天下秀’ 브랜드 담배 판매 지역은 광범위하고, 판매량이 많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
고, 이윤 창출 및 납세액이 크다. 촨위중옌공업회사(川渝中烟工业公司)가 제공한 서
면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중국 담배업계에서 36개 중점 기업중의 하나이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天下秀’ 담배는 산시(陕西) 등 지역에 판매되었고 판매
망은 전국 22개 성/시/자치구를 포괄하였다. 2003년에 전체 성급 시장 가운데
51.5%, 2004년에는 78.8%, 2005년에는 66.7%의 성급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2003
년 및 2004년 시장점유율은 1.1%, 1.0%이다. 이밖에 원고는‘天下秀’브랜드의 지
명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다.
2004년 및 2005년 청두시 담배전매국제3분국, 더양시징양구 담배전매국, 스팡시담
배전매국은 “天下秀” 상표 침해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피고는 2005. 4. 8. 설립된 회사이며 2005. 8. 10, 2006. 3. 15.

각각

‘www.tianxiaxiu.cn’과 ‘www.天下秀.网络’ 도메인 이름을 각각 등록하였다.
2006. 4. 14. 원고는 스팡시공증처에 증거 보전을 의뢰하였으며 공증원과 업무자
가 http://www.cdruixi.com에 접속하여 웹사이트를 열고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였
다. 첨부한 웹페이지는 피고 회사의 간단한 소개 및 도메인 이름 양도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도메인 이름 www.天下秀.网络, www.tianxiaxiu.cn.과 그밖의 다
른 2개의 도메인 이름의 양도 가격은 80만 위안이었다. 상술한 과정에 대해 스팡시
공증처는 (2006)십공증자제1045호 공증서를 발행하였다.

2.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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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청두시중급인민법원

2006. 6. 26.

상표권침해/손해배상

(2006)성민초자제423호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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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도메인 이름 www.天下秀.网络, www.tianxiaxiu.cn
의 등록을 말소하라.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1,050위안
을 배상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본 사건의 수리비 1,000위안, 기타 소송비 1,000위안, 모두 2,000위안은 피고가 부
담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인터넷 도메인이름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3조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 분쟁사건의 사건명칭은 양 당사자
가 다투는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확정한다. 본안에서 양 당사자가 다투는 법률관계
의 성격은 상표권 침해이므로 본안의 사건명칭을 상표권 침해분쟁으로 확정한다.
<쟁점1에 대하여>
저명상표는 중국 경내에서 관련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
하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의 저명여부는 상표권자가 상표에 대한 경영, 유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동적으로 변화하는 사실이다.
상표의 저명 여부는 다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표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의 인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
해야 한다. (1)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2) 상표의 연속 사용 기간; (3) 상
표의 모든 홍보활동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역 범위; (4)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
를 받은 기록; (5)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이에 따라 본 법원은
원고의 인용상표는 아래 이유로 인해 사실상 이미 저명한 상태이므로 저명상표로 인
정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원고는 1986년부터 ‘天下秀’상표를 등록, 사용하기 시작
했고 오늘까지 20년에 이른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용상표의 등록시점은
1997년이며, 연속 사용 시간 또한 9년 가까이 된다. 비록 인용상표와 나머지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은 중문 ‘天下秀’이고 또한 1997년 이전에 등록한
‘天下秀’ 상표의 사용은 인용상표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고가 ‘天下秀’
상표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투입한 홍보 비용은 1.6억 위안에 달한다. 또한 홍보 방
식이 다양하여, 신문, 방송통신, 도로의 표지, 네온간판,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광
고법》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통신, 영화, TV, 신문, 간행물을 이용하
여 담배광고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광고는 법률규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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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술한 매스컴에 홍보를 진행하면서 학자금보조 등의 형식을 빌었다.

원고

의 주요 제품 중 하나는 ‘天下秀’ 담배이므로 이러한 방식을 통한 홍보는 실질적으
로 상응한 담배 브랜드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이다. 홍보의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원고는 국가급, 성급, 시급 매스컴에 홍보를 하였고, 인터넷상에 기업의 웹사이트를
설립하였고, 광고범위는 전국 각지를 포괄하였다. 셋째,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요소에 관하여 본 법원은 생산량, 매출, 판매범위, 시장 점유율, 납세
액, 기업 경제력, 제품의 수상경력 및 상표가 침해 당한 상황 등 다수의 면에서 고려
해야 한다고 본다. ‘天下秀’ 담배의 최근 3년간의 판매량은 전국 담배 브랜드에서 상
위권에 들었고 판매범위가 광범위하여 전국 2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괄하며
매출 및 납세액이 높고 쓰촨성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중국담배판매공사와 국가
통계국이 합동 실시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天下秀’ 브랜드는 농촌 소비자가 자주 피
우는 담배 브랜드로 2위에 올랐다. 원고 기업의 종합실력이 비교적 강하고 원고 기
업과 ‘天下秀’ 브랜드는 여러 번에 걸쳐 국가, 성, 시급 행정기관 및 행정협회의 영예
칭호와 증서를 수여 받았다. 또한, ‘天下秀’ 담배를 모조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상술한 요소를 종합하여 본 법원은 ‘天下秀’ 상표가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본다. 따라서 인용상표는 법률이 규정한 저명상표의 인정요건에 부합하므로 본 법원
은 원고가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다.
<쟁점2에 대하여>
《인터넷 도메인이름 관련 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행위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원고가 보호를 청구한 민사권리가 합법적이고 유효할 것. (2)피고의 도메인 이
름 또는 그 주요부분이 원고의 저명상표에 대한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
하거나, 또는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이름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공중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 (3) 피고가 당해 도메인이름 또는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않고, 또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
을 것. (4) 피고가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을 것.
상기 사법해석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고가 판매, 임대 또는 기
타 방식으로 도메인이름을 양도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획득하고자 청약한 한 경
우 법원은 피고의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본안에서 원고의 상표권은
합법하고 유효하다. 피고가 중문 ‘天下秀’와 한어병음 ‘tianxiaxiu’ 으로 등록한 도메
인이름에서 중문 ‘天下秀’는 인용상표의 식별력 부분이고, 한어병음은 비록 소문자
‘tianxiaxiu’를 사용하였으나 ‘天下秀’로 호칭되므로 원고의 인용상표와 서로 유사하
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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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원고의 인용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한 피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의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그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는 쓰
촨, 청두의 풍경을 ‘天下秀’라고 부르므로 피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에는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원은 인용상표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속적인
사용에 의해 비교적 강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건 도메인 이름을
고가 판매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획득하고자 청약한 행위에는 주관적인 악의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상표법》 제52조의 제5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
해를 준 경우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이름과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
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쟁점3에 대하여>
《상표법》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피침해자가 침해행위
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합리적
인 지출 1,050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사죄를 요구하였으나, 《민법통칙》 제120조에 따르면 공민의 인신권이 침
해를 받았을 경우에 사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인의 명칭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
해를 받았을 경우에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표권은 주로 재산권으로 구현되고
인신권이 아니므로 사죄의 방식으로 침해책임을 부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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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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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 I. DU PONT DE NEMOURSAND COMPANY vs 베이징궈왕정보유한
책임공사(北京国网信息有限责任公司)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2심 사건

A7; A8; D1

077

사건번호

(2001)고지종자제47호((2001)高知终字第47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베이징궈왕정보유한책임공사

(1심 피고)

(北京国网信息有限责任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NEMOURSAND COMPANY

소송결과

관련 법령

대리기구

미국 E. I. DU PONT DE

항소 기각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징딩변호사사무소
(北京市京鼎律师事务所)
장싱수이(张星水)
융신전리상표대리유한공사
(永新专利商标代理有限公司)
사오웨이(邵伟)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11. 15.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4호;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1항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제4조 제2호

1심 판결일자

쟁 점

1심 승패

원고 승

A7; A8; D1

077

▪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명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
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적극

적극

1. 사실관계
피고 도메인 이름

dupont.com.cn

인용상표
인용상표
(등록 75592)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802년 설립되었고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이
비교적 크다. (스위스) NEMOURS 듀폰국제회사(이하 ‘스위스 듀폰사’)는 197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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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국에 타원형 글꼴로 된 ‘DU PONT’ 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하였으며,
그후 상표국의 비준을 거쳐 원고에 양도하였다. 그후 원고는 기타 상품 분류에 타원
형 글꼴의 ‘DU PONT’를 등록하였다.
1992년부터 원고는 많은 광고비를 투입하여 중국에서 상품 광고를 하였고 여러 방
식을 통해 타원형 글꼴의 ‘DU PONT’상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비교적 큰 매출을 올렸다.
피고는

1998.

11.

2.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

‘dupont.com.cn’을 등록하였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1999. 3. 원고의 중국 자회사인 중국 듀폰사가 피고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dupont.com.cn’ 인터넷 도메인 이름 사용 금지와 도메인 이름 등록을 말소할 것을 요
구하였다. 1심 심리에서 피고는 자신과 ‘dupont’ 단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
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증거조사 비용은 2,700위안이다.
<2심 법원의 추가 인정 사실>
피항소인(1심 원고)은 1802년 미국에서 설립되었고 회사 설립후 자신의 상품에 계
속하여 타원형 글꼴의 ‘DU PONT’를 상품 제조원의 식별 표시로 사용하였다.
스위스 듀폰사는 1976. 11. 2. 중국 상표국에 타원형 글꼴의 ‘DU PONT’ 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1, 5, 17류이며 1995. 10. 피항소인(1심 원고)에게 양도하
였다. 피항소인(1심 원고)은 또한 1986. 11. 2. 중국 상표국에 타원형 글꼴의 ‘DU
PONT’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중국 분류 제22류이다. 전술한 등록상표는 현
재 여전히 유효하다. 1997. 3. 7., 1997. 4. 14., 1998. 11. 14. 피항소인(1심 원고)
은 중국 상표국에 타원형 문자 ‘DU PONT’ 상표를 각각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국
제분류 제24, 3, 11류이다. 1999. 2. 28. 피항소인(1심 원고)은 중국 상표국에 ‘DU
PONT’ 문자 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21류이다.
1988년부터 피항소인(1심 원고)은 중국에 11개소의 독자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
립하였고 피항소인(1심 원고)의 상품은 전자, 화학공업, 농약 등과 관련되었으며 그
중 7개소 회사는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 피항소인(1심 원고)은 중국에
서 여러 형식으로 ‘DU PONT’ 상표에 대해 지속적인 광고 홍보를 하였다.
항소인(1심 피고)은 1996. 3. 설립되었고 경영 범위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 자문,
컴퓨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1998. 11. 2. 피고는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dupont.com.cn’ 도메인 이름
을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심리 중 항소인(1심 피고)은 항소인 회사
의 명칭, 주소, 약칭, 표지, 업무 또는 기타 어떠한 방면에서도 ‘dupont’ 단어와의 연
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1999. 11. 4. 베이징시공증처는 융신전리상표대리유한공사의 신청에 의해 항소인
(1심 피고)의 웹사이트를 공증하여 (99)경증경자제31435호, (99)경증경자제31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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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서에 따르면 ‘dupont.com.cn’의 등록업체는 항소인이며,
항소인의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도메인 이름은 기업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상표”이고, 기타 기업 사용자와 식별하고 기업의 웹사이트
를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상업계에서 보면 도메인 이름은 “기업의 인터넷
상 상표”이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면 상표를 선점 당하는 것보다 더욱 머
리 아프다. 아울러, 도메인등록기관의 웹사이트에는 도메인 등록 요건을 명시하였는
데 그 중에는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기업명칭 또는 상표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11. 15.

(2001)고지종자제47호

원고 승

2000.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1.

상표권침해/손해배상

(2000)일중지초자제11호

원고 승

2001.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dupont.com.cn’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원고가 본안 소송을 위해 지출한 조사비
용 2,700 위안을 원고에게 지불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은 민사권리 분쟁이므로 법원이 민사 소송을 수리하는 범위에 속한다. 원고
는 미국계 법인이나, 중국과 미국이 모두 《파리협약》의 회원국이므로 본 사건에
대한 처리는 중국의 관련 법률 및 《파리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고는 타원형 글꼴의 “DU PONT” 상표를 다수의 국가, 지역 및 조직에 등록하였
고 수년간 연속된 대량의 광고 홍보 및 “DU PONT”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우수한
품질로 인해 거액의 매출을 올렸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타원형
글꼴의 “DU PONT”상표는 1976년에 중국에 등록되었고 원고는 이 상표에 대해 상
표권을 가진다. 원고는 중국에서 거액의 광고비를 투입하였으며 그 상품은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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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를 확보하였다. 타원형 글꼴의 “Du PONT” 상표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
높은 명성 및 신용을 쌓았고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졌으므로 저명상표에 속
한다. 타원형 글꼴의 “DU PONT” 상표는 저명상표로서 《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반 상표 이상의 높은 수준의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도메인 이름은 기업의 인
터넷상 표장으로 지식재산권 범주에 속한다. 상표권자는 인터넷상에서 도메인 이름
의 형식으로 저명상표를 사용 및 저명상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타인
의 저명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게 된다.
피고는 원고의 저명상표 “DU PONT”를 자신의 도메인 이름 중 가장 식별력이 있
는 부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출처에 대한 공중의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피고는
“dupont．com．cn”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은 바, 사실상 원고가 자
신의 저명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원고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자신과
“dupont” 용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자신이 “dupont”
에 대해 선행 권리를 향유하고 있거나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정당한 이유도 설명
하지 못했다. 피고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대리업체로서 “타인이 중국에 이미 등록한
기업 명칭 또는 상표 명칭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dupont．com．cn”을 무단 등록하였고 원고의 중국 자회사의
경고장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에 악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명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
성하며 상응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악의로 도메인 이
름으로 등록한 것은 타인의 상업적 신용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
고자 한 것이며 성실 신용의 원칙에 위반되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다. 피고가
“dupont．com．cn”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사
죄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는 인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중국과 미국은 모두 《파리협약》의 회원국이고 피항소인(1심 원고)은 미국에 설립
한 법인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중국에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파리협
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국 법원은 중국의 법률과
《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중국 법원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청구와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관련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본 안에
서 스위스 듀폰사는 1976년에 타원형 글꼴의 “DU PONT”를 상표로 등록하였고 그
후 피항소인(1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피항소인은 다수의 상품 분류에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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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T” 타원형 글꼴 및 문자 상표를 등록하였다. 아울러 피항소인은 중국의 다수의
신문 매체를 통해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DU PONT” 등록상표를
홍보하여 “DU PONT” 등록상표가 중국에서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지도록 하였다.
“DUPONT’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은 관련 공중에게 사용되었으며 우수한 품질로
인해 “DU PONT” 등록상표가 일정한 상품 품질을 대표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에서
비교적 큰 매출을 올렸고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 본 사건 증거에 나타난 상
기 각 방면의 사실에 따라 피항소인이 등록한 “DU PONT”상표는 저명상표로 인정
될 수 있다. “DU PONT”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로 된 시간은 적어도 항소인(1심 피
고)이 “dupont．com．cn”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시간보다 빠르다.
《파리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해야 한다. 저명상표는 권리자에게 비교적 큰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저명상표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상업성으로 사용하면 저명상표 등
록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저명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도메인 이름은 사용자의 인터넷상의 명칭과 주소이며 다른 사용자와 구분하는 표
지로서 식별기능을 가진다.
인터넷상에서 저명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면 인터넷 밖에서의 저명상표의
기능과 작용 및 상표권자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인터넷에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에서 허가를 얻지 않고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또는 사용자가 합법적 근거가 없이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에게 속해야 할 상업적 이익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사용이
만약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이라면 타인의 저명상표에 대한 사용이고 저명상표에 대해
침해이다.
본 사건에서 ‘DU PONT’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이며 피항소인은 이 저명상표가 가
져오는 전체 상업 이익을 향유하므로 ‘DU PONT’ 이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범위는
인터넷까지

확장해야

한다.

항소인은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dupont.com.cn’ 도메인 이름에 피항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dupont’을 식별력을
가진 3급 도메인 이름으로 하였는데 이는 피항소인의 저명상표에 대한 복제 행위를
구성한다. 항소인의 복제 행위는 인터넷상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에 대한 관련 공중
의 혼동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항소인은 자신의 ‘dupont.com.cn’ 도
메인 이름 등록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항소인은 인터넷
정보 자문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
이름의 작용과 가치를 마땅히 알았어야 함에도 피항소인이 소유한 ‘DU PONT’ 저명
상표를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그 상업적 목적이 매우 명백하다. 게다
가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소유한 저명상표 ‘DU PONT’를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등
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는 피항소인이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저지하기 위함임이 인정된다. 항소인은 피항소인 자회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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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dupont.com.cn’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금지 및 취소 요구에 관한 서신을 받고도
여전히 사용을 중지하지 않았는데 그 행위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있다. 항소인의
행위는 피항소인의 ‘DU PONT’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동시에 항소인은 합법적 근거
가 없이 피항소인이 소유한 저명상표가 가져오는, 피항소인에게 속해야 할 상업적
이익을 무상으로 점유하였는 바 그 행위는 민법통칙, 반부정당경쟁법, 파리협약이 규
정한 민사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피항소인에 대한 부
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으므로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항소인의 항소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정리하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정확하고 법률 적용이 정확하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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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Corporation vs 톈진시의약품그룹유한공사(天津市医药集团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8; D1

107

사건번호

(1999)일중지초자제182호((1999)一中知初字第18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원고

대리기구
Microsoft Corporation
대리인

피고

톈진시의약품그룹유한공사
(天津市医药集团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청구 기각

베이징시디스변호사사무소
(北京市地石律师事务所)
류춘톈(刘春田); 궈허(郭禾)

대리기구
대리인

톈진훙더변호사사무소
(天津弘德律师事务所)
순쥐안(孙娟)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2. 13.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1호;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쟁 점
▪ 피고가 hotmail.com.cn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원고의 ‘HOTMAIL’서비스표가 등
록되지 않았고, 피고가 hotmail.com.cn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이

소극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행위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원고의 ‘hotmail.com’ 이 중국에서
지명 웹사이트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hotmail.com’ 웹사이트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소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1. 사실관계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인용서비스표
인용서비스표1
(등록 1239847)

HOTMAIL.com.cn
인용서비스표2
(등록 1277497)

193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HOTMAIL Corporation(이하 ‘HOTMAIL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회
사이며 ‘HOTMAIL’는 이 회사 영문명칭의 식별력 부분이다.
1996. 3. 27. HOTMAIL 회사는 ‘hotmail.com’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1998. 3. 11. 원고는 HOTMAIL 회사와 합병 협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합병 협의 제
7조에는 ‘승계 회사(원고)는 모든 자회사(HOTMAIL 회사)의 그 어떤 지방에서의 일
체 유형의 모든 자산 및 재산 그리고 이러한 재산중의 매 하나의 권익과 모든 자회
사의 공적 및 사적 성질의 권리, 특권, 면제권, 권력, 특허권 및 수권을 가진다. ……’
고 약정되었다.
1998. 5. 21. 원고와 HOTMAIL 회사가 체결한 합병 협의는 워싱톤주의 주무기관
의 서명을 받고 보관되었다.
1998. 6. 15. 원고와 HOTMAIL 회사가 체결한 합병 협의는 캘리포니아주 주무기
관의 서명을 받고 보관되었다.
1999. 1. 14. HOTMAIL 회사는 중국에 ‘HOTMAIL’서비스표(이하 ‘인용서비스표1’)
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239847호이고, 그 출원일은 1997. 10. 10이며, 지정
서비스업은 제38류의 정보 전송, 텔레콤 서비스，전자메일 서비스이고, 존속기간은
1999. 1. 14. 부터 2009. 1. 13. 까지이다. 1999. 5. 28. 상표국의 등록을 거쳐 인
용서비스표1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1999. 5. 21. HOTMAIL 회사는 중국에 ‘HOTMAIL’ 서비스표(이하 ‘인용서비스표2’)
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277497호이고, 그 출원일은 1997. 10. 10이며, 지정
서비스업은 제35류의 광고, 수출입 대리, 상업 조사, 상업 연구, 무역업무의 전문 컨
설팅, 시장 분석, 시장 연구, 상업 정보, 판촉(타인을 대행), 공상 관리 보조업이며,
존속기간은 1999. 5. 21. 부터 2009. 5. 20. 까지이다. 1999. 12. 28. 상표국의 등
록을 거쳐 인용서비스표2는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는 1997. 3. 26. 설립된 회사로 경영 범위는 국유 자산의 경영 관리, 투자, 주
식 지배, 주식 투자; 생화학 의약품, 한약 등과 의료 기기, 제약 기기; 위생재료; 영양
건강식품의 생산 제조 및 도매 등이다. 피고 회사의 등록금은 51,247만 위안이다.
1997. 11. 20. 피고는 중국 CNNIC를 통해 ‘hotmail.com.cn’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도메인이름 관리자의 전자메일주소는 Liuboyan
＠HOTMAIL.com로 되었다.
1998. 11. 20.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갱신등록을 하였고, 1999. 11. 20.
이후에는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
하지 않았다.
1998. 9. 18, 1998. 9. 21. 및 1998. 9. 28.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 HOTMAIL회사
는 대리인을 통해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문제에 대해 피고와 협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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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9. 18. 원고의 대리인은 경고장에 ‘HOTMAIL는 HOTMAIL 회사의 회사명
칭의 식별력 부분일 뿐만 아니라 HOTMAIL회사의 상표이다. HOTMAIL 회사가 경
영하는 hotmail.com는 도메인이름의 전자메일 사이트로서 전세계에 천백만의 사용자
를 가지고 있으며……, Liuboyan＠HOTMAIL.com 전자메일주소를 포함한다. 유감스
럽게도 HOTMAIL 회사는 귀사가 중국에 ‘hotmail.com.cn’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
을 알게 되었다. 귀사가 즉시 ‘hotmail.com.cn’ 도메인이름을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 소송경과
1999. 10. 27.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2. 13.

상표권침해중지/손해배상

(1999)일중지초자제182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은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원고 서비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
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
문에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등록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이다.
(1) 원고의 소송 주체 자격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용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시점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
록한 시점보다 늦으므로 원고는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
고와 HOTMAIL 회사가 1998. 3. 31.에 체결한 합병 협의는 각각 1998. 5. 21.

및

1998. 6. 15. 에 두 회사 소재지의 주무경 서명을 받고 효력을 발생하였고
HOTMAIL 회사는 원고에게 인수되었고 HOTMAIL 회사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는 원 HOTMAIL 회사의
권리 의무의 승계인으로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
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 주체로서의 자격은 적법하고 유효
하다. 원고는 미국에 등록한 회사로서 미국계 법인이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파리협
약》의 회원국이므로 본 사건의 처리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파리협약》의 관련 규
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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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원고의 인용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
한 판단
1999. 1. 14. 및 1999. 5. 21. HOTMAIL 회사는 제35류, 제38류에 대하여 중국
에 두 인용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1999. 5. 28. 및 1999. 12. 28. 상표국의 등록을 거쳐 두 인용서비스표는 원고에
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인용서비스표권을 가진다.
1997. 11. 20.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인용서비스표는 중국에 등
록되지 않았으며 1999년 이후에야 중국에 등록되었다. 또한 인용서비스표를 표장으
로 하는 서비스는 인터넷상 무료 전자메일 서비스 외에는 아직 중국의 일반 공중에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인용서비스표는 아직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법원에 다른 국가에서 등록받은 ‘HOTMAIL’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다
른 국가에서의 ‘HOTMAIL’ 서비스표 등록 시점은 피고가 1997. 11. 20. 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시점보다 늦으며 또한 상기 증거는 관련 공인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상기 증거도 인용서비스표를 저명서비스표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되지 못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피고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인용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만 원고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
다.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HOTMAIL’를
표장으로 하여 원고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의 서비스표
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
(3) 원고의 ‘HOTMAIL.com’이 지명 사이트인지와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상 명칭 및 주소이다. 도메인이름은 식별 기
능을 가지며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표장이다. 도메인이
름이 강력한 식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문자는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으
로 정보 서비스의 제공자를 식별한다. 도메인이름은 점차 한 기업이 인터넷상에서자
신을 표시하는 중요한 표장으로 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
메인이름은 상업 영역에서 중요한 지식재산권적 의미를 가지며, 기업은 흔히 가능한
한 자신의 상표 또는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여 방문자가 도메인이름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 자체는 지식재
산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hotmail.com’은 원고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에게 전자메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
는 사이트이며 인터넷 사용자들 가운데서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있다. 피고는 1997.
11. 20. CNNIC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써는
‘hotmail.com’이 1997. 11. 20. 이전에 이미 지명 사이트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또한, 1997년에 HOTMAIL 회사는 아직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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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의 잠정 관리 방법》, 《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록 실시세칙》의 규정의 제한을 받아 HOTMAIL 회사는 중국 CNNIC에 ‘cn’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에 악의
가 있고 HOTMAIL 회사가 중국 CNNIC에 ‘cn’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권리를 선점하
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자신의 명칭, 주소, 약칭, 표장, 업무 또는 기타 어떤 사항이
‘HOTMAIL’과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피고가 ‘HOTMAIL’에 대해
선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도메인이름 관리
자가 사용한 전자메일주소가 바로 ‘hotmail.com’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1일 후에 원고 대리인의 경고장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에 부당한 점이 있음을 증명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
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았고 HOTMAIL 회사 또는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표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지 않
았다. 더욱이 본 사건에서 피고는 1999. 11. 20. 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HOTMAIL’을 피고 회사의 상호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기업 명칭권
을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취소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한 원고의
소송청구는 필요한 사실적 토대가 결여되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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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ter& Gamble Company vs 베이징시톈디전자그룹
(北京市天地电子集团)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A7.2; A8; D1

078

사건번호

(2000)일중지초자제49호((2000)一中知初字第4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The Procter&Gamble

원고

Company
피고

대리인

베이징시톈디전자그룹

대리기구

(北京市天地电子集团)

대리인

소송결과

청구 인용

관련 규정

대리기구

판결법원

베이징시웨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岳城律师事务所)
주쥔(朱军)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1. 21.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4호;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1항

쟁 점
▪ 인터넷에 사용된 도메인이름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가?
▪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도
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인가?

적극
적극

▪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주체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타인의 등록된 저
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명상표에

적극

대한 희석화 행위에 속하는가?
▪ 타인의 저명상표에 대한 희석화 행위는 타인의 저명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
하는 것인가?
▪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명상표의 사용상
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적극

적극

1. 사실관계

사용 도메인이름

tide.com.cn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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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2
(등록 846154)

인용상표3
(등록 1092502)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76. 5. 10. PROCTER ＆ CAMBLE AC가 ‘TIDE’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1’)는
중국에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75402호, 지정상품은 제70류의 세수비누, 비누,
세제 및 광택제이고, 존속기간은 1976. 5. 10. ~ 1986. 5. 9. 까지이다. 인용상표는
갱신출원을 거쳐 존속기간이 1996. 5. 9. 일까지 연장되었다. 1992 .8. 10. 인용상
표는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갱신출원을 하여 존속기간이 2006. 5. 9. 까지 연장되
었다.
1996. 6. 14. 원고는 ‘Tide’상표(인용상표2)를 등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846154호
이고 지정상품은 제3류의 세척용 표백제 및 기타 물질; 세정제; 세제; 비누; 세수비
누 등이며, 존속기간은 1996. 5. 14. ~ 2006. 5. 13. 까지이다.
1997.9.7. 원고는 ‘Tide 및 汰渍’ 문자 및 도형의 조합 상표(인용상표3)를 등록하
였고, 등록번호는 제1092502호이며, 지정상품은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과 같으며, 존
속기간은 1997. 9. 7. ~ 2007. 9. 6. 까지이다.
원고는 또한 중국에 서로 다른 글꼴로 된 2개의 중문 “汰渍” 문자 상표를 등록하
였다.
원고는 광저우바오제세정용품유한공사(广州宝洁洗涤用品有限公司)에 인용상표 및
“汰渍”상표의 중국에서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광저우바오제세정용품유한공사가 생산
한 ‘汰渍’ 브랜드 합성세제의 외포장 봉투에는 인용상표3이 표시되었다.
1995. 7. 30. 원고는 tide.com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1988. 8. 베이징시톈디전자기술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1997. 10. 피고의 현재 명
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제
조, 전자 제품(가정용 전자 제품을 제외), 통신장비, 자동화 제어장비, 측정 기구의
개발, 컨설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된 제품 및 전자 부품(무선 발사장비를
제외)의 판매를 겸하였다.
1998. 4. 9. 피고는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tide.com.cn’ 도메인이름을 등
록하였다. 피고의 도메인 주소 ‘http：//www.tide.com.cn’에 접속하면 피고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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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 회사의 구조, 업무내용, 연락처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의 E－mail 주소가 ‘tiandi＠public.bta.net.cn’임을 확
인할 수 있다.
1999. 10. 14. 바오제(중국)유한공사가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내 피고가 등록한 사
용 도메인이름 tide.com.cn은 원고의 등록상표 “Tide”를 사용하였으며 《중국 인터
넷 도메인이름 등록 잠정 관리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도메인이름을 변
정 또는 말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9. 11. 9. 피고는 아래 비용을 보상하는 조건에서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겠다고
하였다.
1) 피고가 신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료 300위안을 보상할 것.
2) 신규 도메인이름과 전신국 연결 변경료 30만 위안
3) 원 도메인이름 중 제품 및 기업 소개로 인한 손실 40만 위안
4) E‐mail의 변경료 및 업무 손실비용 30만 위안
5) 신규 도메인이름 등록을 위한 작업비용 및 기타 비용 3000위안
1999.11.12. 바오제（중국）유한공사는 상기 조건 중 3, 4, 5항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답변하였다.
2000. 3. 2.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
1. 베이징시톈디전자기술개발공사 톈디그룹 안내서. 이 안내서 상의 베이징시톈디전
자기술개발공사의 영문 명칭은 Beijing Tide Electronic Engineering Corporation; 톈
디그룹의 영문 명칭은 Beijing Tide Electronic Group. 이 안내서에는 시간이 기재되
지 않았다.
2. 피고가 1997. 9. ~ 2000. 6. 외국상인과 거래한 7부의 영문 서신. 이들 서신에서
거래 쌍방은 ‘Tide’를 피고의 영문명칭의 일부분 혹은 영문 약칭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가 미국에 등록한 INFOTIDE 공사의 주식거래증(1997. 8. 과 1998. 3.). 이
주식거래증 상의 피고 영문 명칭은 ‘Beijing Tide Eletronice Group’이다.
4. 2000. 9. 25. 《计算机世界(컴퓨터세계)》, 2000. 10. 9. 《中国电子商情(중국전자
시장상황)》.

이

잡지

상의

베이징시톈디전자정보유한공사의

E‐mail

주소는

Market@tide.com.cn, Support@tide.com.cn, 베이징톈디고급과학기술유한공사의 E‐
mail주소는 Market@tide.com.cn, 청두시톈디란전자정보유한책임공사의 E‐mail 주소는
cd@tide.com.cn. 이다.
5. 1999. 4. 17. 《华侨报(화교신문)》，1999. 4. 19. 《计算机世界(컴퓨터세계)》，
1999. 4. 22. 《通信产业报(통신산업신문)》，1999. 4. 21. 《金融时报(금융시보)》,
1999. 4. 22.《中国计算机报(중국컴퓨터신문)》，1999. 4. 26.《互联网周刊(인터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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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1999. 4. 28.《世界计算机周刊(세계컴퓨터주간)》，1999. 5. 3.《计算机世界
(컴퓨터세계)》이들 신문에 미국 ZOOM공사와 피고 간의 중국 대리 협의 체결에 관
한 보도가 게재되었다.

2. 소송경과
2000.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11. 21.

상표권침해/

(2000)일중지초자제49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tide.com.cn’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tide.com.cn’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tide.com.cn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민사권리
를 침해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
으므로《상표법》및《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 원고는 미국 법인이나 중
국과 미국이 모두 파리협약의 회원국이므로 파리협약상의 관련 규정은 본 사건에 적
용된다.
인용상표1은 1976년에 중국에 등록되었고 원고는 이 상표를 양도받았다. 원고는
또한 인용상표3을 등록하였으므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인용상표 및 이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한 합성세제제
품의 홍보를 위하여 1994년에서 2000년까지 거액의 광고 비용을 투입하여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광고 홍보를 하였고, 이 상품은 1995년에 ‘전국베스트셀
러 국산 제품 골든 브릿지상’을 획득하였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의 제품판매량
시장점유율 및 사회 인지도는 날로 상승하였으며, 1997년 합성세제의 10대 주도 브
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고 시장 종합 점유율, 시장 판매량 및 시장 영향범위 등
은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가기술감독국이 선정한 제2차 중점 보호범위의 우수
제품 명단에 올랐으며, 1998년의 인지도는 이미 97%에 달하였다. 1999년 ‘TIDE/
汰渍’ 브랜드 세정용품은 상표국이 뽑은 전국 중점 상표 보호명단에 들었다. 동시에
원고는 ‘TIDE’ 상표를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등록하였다. 원고 및 원고 자회사의
여러 해에 걸친 ‘TIDE’ 상표에 대한 광고홍보와 ‘TIDE’ 상표 제품의 우수한 품질로
인해, ‘TIDE’상표를 사용한 ‘汰渍’ 합성세제는 피고가 ‘tide’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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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얻었고 비교적 큰 시장 점유율을 차
지하게 되었다. ‘TIDE/汰渍’ 상표가 이미 중국의 관련 공중에서 잘 알려진 사실을 감
안하여 ‘TIDE/汰渍’ 상표가 저명상표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본 법원은 지지한다.
파리협약은 저명상표의 보호제도를 확립하여, 각 회원국이 저명상표에 대하여 일반
등록상표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저명
상표는 일반 상표의 일반적 보호의 기초 위에 더욱 높은 수준의 특수 보호 또는 확
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보호는 보호의 객체가 저명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지
정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
다. 저명상표가 극히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한다 해도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명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저명상표 보호의 본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응용은 보급 및 발
전하여 왔으며, 점차 기업이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저명상표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하면 저명상표 및
그 상업 명성 가치가 손해를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상 명칭 및 주소이며, 그 기능은 인터넷 주소
를 확정하여 인터넷상의 정보 전달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도메인이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 현저한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방문자는 도메인
이름의 식별력에 의해 정보 서비스의 제공자를 구분하고,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의
기업의 중요한 표지가 되므로 흔히 상업표지로서 사용된다. 도메인이름의 이 특성은
상업영역에서 중요한 지식재산권적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가능한 한 자
신의 상표 또는 상호를 도메인이름의 실질적 부분으로 사용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도
메인이름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든 자의 정보와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면 저명상표의 지명도와 신용을 이용하여 상업 홍
보를 진행하고 고객을 유인하므로 방문률을 높일 수 있고 더욱더 높은 상업적 가치
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연히 상표권자의 합법적 권
익에 손해를 주게 된다.
피고는 ‘TIDE’가 원고의 저명상표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저명상
표 ‘TIDE’가 포함된 ‘tide.com.cn’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한
것은 공중에게 ‘tide.com.cn’ 도메인이름의 소유자와 ‘TIDE’상표 간에 특정 관계가
존재한다는 오인을 불러 일으켜 출처에 대한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비록 피
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방문자는 피고와 원고를 연관시키지 않겠지만
피고가 ‘tide’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행위는 ‘TIDE’의 현저성을 저하시키고
‘TIDE’ 상표 식별력을 희석화하게 된다. 아울러 피고가 ‘tide.com.cn’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저명상표를 가장 간결한 방식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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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원고가 중국 인터넷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 활
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1994년부터 ‘tide’를 자신의 기업명칭으로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게다가 피고의 명
칭, 주소, 약칭, 표장, 업무 또는 기타 어떠한 방면에서도 ‘tide’와의 관련성을 설명하
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tide’에 대해 선행권리 또는 상기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당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tide’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
용한 행위는 이미 원고의 저명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침해 책임을 져야 한
다. 피고의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TIDE’ 상표 등록 전에 이미 ‘TIDE’를 사
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적법하게 ‘TIDE’의 상호권을 획득했다
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없다. 피고에 관한 신문 매체의 보도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tide.com.cn 도메인이름이 이미 일정한 지명도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
러므로 피고가 제공한 증거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본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 상업적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원고의 상업적 명성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원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고객을 오도하여 피고의 홈페이지로 방문하게 하여 웹사이트의 방
문률을 높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피고의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중국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 ‘TIDE’의 지명도 및 상업적 명성을 이용
하여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저명상표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피고의 행
위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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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야즈보석유한공사(南京雅致珠宝有限公司)
vs 광저우위안이보석기업유한공사(广州园艺珠宝企业有限公司)
인터넷키워드 소유권 확인의 소
1심 사건

A8

085

사건번호

(2002)수중법민사초자제189호((2002)穗中法民四初字第189号)

사건의 분류

인터넷키워드 소유권 확인

원고

피고

소송결과

난징야즈보석유한공사

대리기구

(南京雅致珠宝有限公司)

대리인

광저우위안이보석기업유한공사
(广州园艺珠宝企业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장쑤가오디변호사사무소
(江苏高的律师事务所)
왕주쥔(王组俊)
광둥신량변호사사무소
(广东信良律师事务所)
웨이칭(卫青)
광둥성광저우시중급인민법원/
2004. 9. 22. 선고

《상표법》제3조, 제52조 제5호
관련법령

《상표해석》제1조 제3호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 제5조 제1항 제2호

2심 사건

085

A8

사건번호

(2004)월고법민삼종자제323호((2004)粤高法民三终字第323号)

사건의 분류

인터넷키워드 소유권 확인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소송결과

난징야즈보석유한공사
(南京雅致珠宝有限公司)

광저우위안이보석기업유한공사
(广州园艺珠宝企业有限公司)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장쑤가오디변호사사무소
(江苏高的律师事务所)
왕주쥔(王组俊)
광둥신량변호사사무소
(广东信良律师事务所)
웨이칭(卫青)
광둥성고급인민법원/
2005. 9. 5. 선고

《상표법》제52조 제5호
관련 법령

《상표해석》제1조 제3호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 제5조 제1항 제2호

1심 판결일자

2004. 9. 22.

1심 승패

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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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인터넷키워드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적극

▪ 기업명칭권과 상표권이 충돌할 때 선권리를 정하는 기준
▪ 石頭記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난징스터
우지(石头记)공장 광고홍보대리인으로서 난징스터우지공장의 상호인 石
头记를 인터넷키워드로 등록,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항변은 성립하

소극

는가?

1. 사실관계
사용 인터넷키워드

인용상표(등록1057071)

石头记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 원고 난징야즈보석유한공사(南京雅致珠宝有限公司)는 1997. 4. 28. 설립되었으며,
경영 범위는 의류 생산, 판매, 바늘방직품, 일상용품, 건축재료, 장식재료, 공예미술품
(국가가 통제하는 제품 제외), 전기기구기계 및 기자재, 전자통신(위성설비 제외), 전
자계산기 및 부속품, 의료기구, 금속재료(휘소금속 제외) 판매이다.
제3자

양쥐순(杨巨顺)은

난징스터우지30)선물포장제품공장(南京石头记礼品包装品厂,

난징스터우지공장이라 약칭)의 사장이며, 영업허가증의 발급일은 2001. 1. 4. 이며,
경영 범위 및 방식은 ‘선물, 포장상자 소매’이다. 원고는 자기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메인이름은 각각 www.njyazhi.com, www.yazhi.net 이다. 원고는 자신
의 웹사이트에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고 자신의 보석 상품을 홍보하였다. 이 웹사이
트에서는 본 분쟁 발생때까지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다.
2001. 1. 8. 원고와 양쥐순은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적극적으로 광고홍
보(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도 포함)를 하여 난징스터우지공장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
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난징스터우지공장의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특히 상
호, 상표, 인터넷도메인 등을 보호한다고 약속하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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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광저우위안이보석기업유한공사의 설립시기는 1993. 5. 7. 이며, 경영범위는
각종 천연보석, 인조보석 및 보석류 장식 제품을 생산, 판매, 가공하는 것이다. 피고
는 등록상표 ‘石頭記’의 상표권자이다. 이 상표등록번호는 제1057071호이며, 지정
사용제품은 제14류 ‘진주와 보석, 장신구, 보석, 귀중금속제기념품’이며, 존속기간은
1997. 7. 21. ~ 2007. 7. 20.이다.

피고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石头记’제품은 이미 중앙방송국 영화채널에서 수차례 광고되었다. 피고는 1999. 10.
12. 국제도메인이름 www.famoustone.com을 등록하였고, 이 도메인이름은 선전화치
왕정보산업발전유한공사(深圳华企网信息产业发展有限公司, 선전공사로 약칭)를 통해
관리, 사용되고 있다.
3. 2001. 12. 26. 원고는 도메인이름등록기관을 통해 인터넷키워드 ‘石头记’를 신청
하였다.

2001. 12. 26. ~ 2002. 1. 8.까지 이 인터넷키워드는 계속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 www.njyazhi.com로 포워딩되었다.
4. 원고는 2002. 2. 1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에서
보낸 도메인분쟁조정신청 통지서와 피고의 신청서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신청 행위가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키워드에 대한
역하이재킹이라고 보고 ‘원고가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향
유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하였다.
5.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인터넷키워드 등록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 규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임을 확인해 줄 것과 원고에게 인
터넷키워드 “石头记”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가 등록 사용하게 하라고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
광동성고급인민법원
2005.

(2004)월고법민삼종자
제323호

2004.

광동성광주시중급인민법원
(200)수중법민사초자
제189호

2005. 9. 5.
항소기각

2004. 9. 22.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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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을 등록한 행위는 악의적인 선점 행위에 속함을 확
인한다.
3. 원고는 피고의 ‘石頭記’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4. 원고는는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이 인터넷키워드를
등록, 사용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石头记’에 대한 어떠한 앞선 합법적 권리나 권익을 향유하지 않는다. 난징
스터우지공장이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을 자기의 상호로 등록한 것과 원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피고
는 등록상표 ‘石頭記’의 상표권자이다. 원고가 등록한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은 피고
의 등록상표 ‘石頭記’와 혼동을 구성하므로, 관련공중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게
다가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石頭記’와 동일한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을 상업목적으
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제품, 서비스와 고의로 혼동을 조성하여 인터넷사용자
가 그 웹사이트에 방문하게 만들었다. 원고가 인터넷키워드 ‘石头记’를 등록한 행위
는 악의로 선점등록한 행위에 속한다. 원고가 ‘石头记’을 등록, 사용한 행위는 피고의
‘石頭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상표법≫ 제3조, 제52조 제5호에 근거하고 ≪인터
넷도메인이름해석≫ 제 4조, 제5조 제1항 2호, 제8조의 규정을 참고로 하였다.

5. 2심 법원의 판단
<쟁점1>인터넷키워드에 관하여 보호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인터넷키워드는 빠르게 주소를 찾는 기술이며, 식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방문자로 하여금 정보서비스의 제공자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
은 상표 혹은 상호를 등록하여 인터넷키워드의 실질 부분으로 함으로써 방문자가 인
터넷키워드를 통하여 기업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 만약 지명도가 비교적 높은 상표 혹은 상호를 인터넷키워드로 한다면,
웹사이트가 해당 상표 혹은 상호의 지명도와 신용의 힘을 빌어 상업홍보를 한다면,
비교적 높은 방문률을 획득하고 또 비교적 높은 상업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인터넷
키워드는 기업에게 있어 점점 중요한 인터넷상의 표지가 되어 가고 있고, 상업표지
로서의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있어 키워드 등록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법률은 이러한 이익과 인터넷키워드에 대하여 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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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한다. 실제 상황에서 보자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이미 시장 경쟁
의 중요한 수단과 구성 부분이 되었으며, 시장경제 주체는 인터넷키워드가 가져다
주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결과, 인터넷키워드를 등록,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
의 상표권 등 합법적 권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행위를 위하여
인민법원은 인터넷키워드 분쟁에 관하여 민사소송사건으로 간주하고 심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키워드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 본 법원은 본 사
건 인터넷키워드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해인정, 법률책임 부담를 처리할 때 ≪인
터넷도메인이름해석≫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메인이름과 인터넷키워드는 서로 웹의 주소이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 방문
방식이며, 현재 네트워크상에 인터넷키워드와 유사한 네트워크 빠른검색시스템이 있
다 하더라도, 각각의 특정한 시스템 내에는 빠른인터넷주소와 ip주소, 도메인이름간
의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쟁점2>인터넷키워드와 상표전용권의 관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관하여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키
워드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동일한 상품 혹은 유사한 상
품에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관련 공중에게 오인을 초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인터
넷키워드와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만약 인터넷키워드가 상표
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키워드가 지목하는 상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
일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이어서 공중이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
키워드는 상표권 침해라고 인정해야 한다.
≪인터넷키워드분쟁해결방법≫에 근거하고,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의 규정을 참
고하여, 원고가 등록한 인터넷키워드는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한다.
(1) 피고가 보호를 요구하는 상표권이 합법적으로 유효; (2) 원고의 인터넷키워드 또는
그 주요부분과 피고의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공중에게 오인을 초래해야 한
다;(3) 원고는 인터넷키워드 혹은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이 인터넷키워드의 권익을 향유
하지 않으며, 또한 인터넷키워드를 등록,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4) 원고의
인터넷키워드 등록 혹은 사용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 본 소송에서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
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피고의

‘石頭記’ 상표등록 유효기간은 1997. 7. 21. ~ 2007. 7. 20. 까지이다.

이 상표권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원고의 인터넷키워드 ‘石头记’와 피고의 등록상표 ‘石頭記’를 대비해보면, 둘의
자음, 글자의 뜻이 완전히 동일하고, 자형 또한 비교적 유사하고, 현재의 한자사용에
서 보자면 번체자, 간체자 사이에는 서로 동일시하여 치환할 수 있고, 공중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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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체자와 번체자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실질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피고 등록상표 ‘石頭記’의 지정상품은 제14류 ‘진주와 보석, 장신수, 보석, 귀금속제
기념품’이므로, 피고는 지정사용의 상품 내에서 등록상표 ‘石頭記’를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이 지정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石頭記’의 사용을 금지할 권
리가 있다. 원고가 등록한 ‘石头记’ 인터넷키워드는 처음부터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가르키는 것이었고, 그 후에 비록 난징스터우지공장의 웹사이트로 변경되었지만, 링
크를 통해 여전히 소비자가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인도한다. 원고 웹사이
트의 홍보로 인해 이 회사가 경영하는 보석 제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키워드
‘石头记’과 등록상표 ‘石頭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공중에게 이 제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3)피고는 1997년 7월 ‘石頭記’상표를 등록, 사용하였고, 광고 홍보를 통해, 중국보
석장식업계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얻었다. 원고는 2001. 12월에 인터넷키워드 ‘石头
记’을 등록하였고, 이 회사는 등록 전에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石头记’상
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이 회사의 명칭, 주소, 표지, 업무 혹
은 기타방면에서 ‘石头记’와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회사는 ‘石头记’에
대한

선권리 혹은 인터넷키워드 등록의 정당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향유하지 않는

다. 원고가 난징스터우지공장의 광고홍보 대리인이므로, 난징스터우지공장의 기업명
칭권을 인터넷키워드로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있다고 항변하였다. 본 법원
은 생각한다. 기업명칭권과 상표권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쌍방이 모두 합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상대방은 허용할 의무가 있으나, 본 사건 중에
서 원고의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난징스터우지공장
이 기업의 약칭을 사용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상호(혹은 자호), 업종 혹은 경영특징, 회사의 종류로 구성되
어야 한다. 기업명칭의 가장 앞은 기업소재지의 행정구획명칭이다. 상업, 공공음식,
서비스등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명칭은 약칭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등기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법률은 기업명칭 및 약칭의 등기,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
게 요구를 한다. 난징스터우공장은 기업 약칭을 등기주관기관에 등기 보고하지 않았
고, 마음대로 기업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률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현재 인민
법원이 상표권과 기업명칭권 충돌 발생을 처리할 때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
와 기업명칭 문제에 관한 의견≫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즉, 상표와 기업명칭의
혼동을 처리할 때는, 공평경쟁유지와 선권리자 이익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본 사
건에서 피고의 등록상표 ‘石頭記’가 먼저이며, 난징스터우지공장의 기업명칭 등록이
후이므로, 상표와 기업명칭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石頭記’ 상표권을 보호해야 한
다. 다음으로, 원고가 타인이 향유하는 합법적권익을 자기의 항변 이유로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단지 난징스터우지공장의 광고홍보 대리인이며, 난징스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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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장의 기업명칭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이 회사가 ‘石头记’ 인터넷키워드를 자신의
등록하고 동시에 법원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근거가 없다.
(4) 원고의 법정대리인 향샤오훙은 과거에 피고의 난징지역 전문매장책임자였으며,
‘石頭記’는 위안위공사의 등록상표란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石头记’를 인터넷키워드로 등록한 것은 주관적 악의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상업목
적을 위해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넷키워드를 등록, 사용하였고,
피고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웹사이트방문자가 그 웹사
이트 또는 기타온라인사이트로 잘못 이끌었으므로, ≪인터넷도메인이름해석≫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악의적 정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로 인하여, 원고가 인
터넷키워드를 등록한 행위는 침해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
성하므로 상응되는 법률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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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ri‐la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Ltd. vs 황후이쥐안(黄惠娟)
상표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A9; A11; D1

088

사건번호

(2002)일중민초자제8951호((2002)一中民初字第895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Shangri‐la international hotel

원고

대리기구

management limited
(香格里拉国际饭店管理有限公司)

피 고

황후이쥐안(黄惠娟)

소송결과

청구 인용

대리인

중국전리대리(홍콩)유한공사
(中国专利代理有限公司)
둥웨이(董巍),
양원촨(杨文泉)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 8. 4. 선고

≪전리법≫ 제23조; ≪전리실시세칙≫ 제65조
관련 규정

≪상표해석≫ 제1조 제1호;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상표법≫ 제
52조 제5호

쟁 점
▪ 피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등록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적극

또는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타인의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를 자신의 기업명칭의 상호로 하여 기업명칭을 등
록한 뒤 해당 기업명칭을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 상호 및 등록디자인
사용 상호

인용상표

番禺市市桥镇香格里拉西

인용상표1

餐厅

(등록 769447)

등록디자인1
(등록 99330367.6)

인용상표2
(등록 77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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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2
(등록 99330420.6)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제769447호 ‘SHANGRI‐LA’(이하 ‘인용상표1’)와 제777861호 ‘香格里拉’(이
하 ‘인용상표2’) 문자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이 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은 각각 1994.
10. 7. ~ 2004. 10. 6.과 1995. 2. 14. ~ 2005. 2. 13. 이며, 지정 서비스업은 모
두 제42류의 여관업, 연회업 및 음식점업; 집회, 회의 및 전시회 시설 제공업; 여관
예약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원고 회사의 기업 명칭, 상표는 1969. 6. 30. 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으
로 높은 지명도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고품격 호텔 및 음식점이며 국제
적으로 여러 번에 거쳐 특별한 영광을 얻었다. ‘香格里拉’와 ‘SHANGRI‐LA’는 상표로
서 다수의 국가에서 등록하였으며 이미 상당한 상업적 명성과 신용을 쌓았다. 상표
국은 이 사건 전의 관련 재정(裁定)에서 상기 두 인용상표가 ‘중국 소비자에게 일정
한 주지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는 1998. 12. 14. 에 설립된 판우시스차오진샹그릴라레스토랑(番禺市市桥镇香
格里拉西餐厅)의 경영자이며, 이 레스토랑의 경영범위 및 방식은 소매, 중식, 양식(西
餐)업이다.
1999. 5. 12. 및 1999. 5. 14. 피고는 중국 지식산권국에 ‘간판(레스토랑)’에 관한
2건의 디자인 출원을 하였고, 이 두 디자인 출원은 2000. 1. 19. 에 각각 등록되었
으며 디자인 등록번호는 제99330367.6호(이하 ‘사용 디자인1’) 및 제99330420.6호
(이하 ‘사용 디자인2’)이다.
2001. 1. 15. 피고의 레스토랑 명칭은 판우시스차오진베이청샹그릴라레스토랑(番禺
市市桥镇北城香格里拉西餐厅)에서 판우시스차오진베이청신페이추이레스토랑(番禺市市
桥镇北城新翡翠西餐厅)으로 변경되었고, 2002. 7. 1. 이 레스토랑은 기업등기를 말소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고 2002. 12. 16. 법원은 원고의 소제기를 수리
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인용상표를 자신의 레스토랑 명칭으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두 인용상표를 조합하고 약간의 변경을 한 후 피고 레스토랑의 간판으로 하
여 디자인 출원을 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반부정당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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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2. 소송경과
2002. 12. 16.

북경시중급인민법원

2003. 8. 4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2002)중민초자제8951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간판（레스토랑）’에 관한 디자인등록 제99330367.6호 및 제99330420.6
호 디자인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판우시스차오진베이청샹그릴라레스토랑(番禺市市桥镇北城香格里拉西餐厅)는

피고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기업 등기 말소 후의 채권 채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2000. 8. 25. 에 개정되고 2001. 7. 1. 부터 실행한 ≪전리법≫ 제23조에는 ‘전리
권 등록을 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저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선행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저촉되는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으며 이미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2001. 6. 15.에
공포되었고 2001. 7. 1. 에 실시된 ≪전리법실시세칙≫ 제65조 제3호 규정에 따르
면, 디자인등록이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익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
록의 무효심판을 청구된 경우 권리 저촉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 처리 결정 또는 판
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는 그 무효심판 청구를 수리하지 않
는다. 상기 규정으로부터 볼 수 있는 바, 권리 저촉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권리 저촉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전제조건으로 되었다. 따라
서 법원은 성실 신용의 원칙,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디자인과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간의 저촉에 대하여 민사적 해결 경로를 제
공하여 관련 법률규정의 관철 실시를 확보하여 선행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전리법≫ 제23조와 ≪전리법실시세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권
리와 저촉되는 디자인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디자인권과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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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저촉되면 그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권리 저촉에 관한
판결이 이러한 유형의 무효심판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 된 상황에서 법원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디자인권이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저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디자인 등록을 한 2건 디자인이 타인이 먼저 취득한
상표권과 저촉되며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디자
인과 원고의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가 서로 저촉되는지는 본 사건을 처리하는 관건
이다.
조사에 따르면 원고는 1994. 및 1995. 에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각각 등록하
였다. 피고는 1999년에 2건의 사용 디자인을 출원하였으므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
2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피고의 두 사용 디자인에 비하여 먼저 취득한 권리에 속한
다.
상표는 서로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이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독점권
을 가지며 그 권리는 타인의 불법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등록 출원한 디자인에서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
2와 완전히 같은 문자를 피고 디자인의 주요한 설계요소로 하였으며, 두 인용상표의
문자는 전체 디자인에서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
다. 또한 두 디자인은 모두 레스토랑의 간판에 사용되는 것이다. 비록 두 디자인에서
사용한 ‘SHANGRI‐LA’, ‘香格里拉’ 문자의 글꼴과 원고의 인용상표와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문자, 칭호, 관념의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피
고는 비록 디자인에 ‘SHANGRI‐LA’,‘香格里拉’가 피고의 서비스표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디자인에 ‘SHANGRI‐LA’, ‘香格里拉’ 문구를 눈에 띄게 사용한 점과
이 디자인의 간판이 실제 경영 활동에서 일으키는 작용을 보면 상기 문구는 이미 서
비스표가 가지는 서비스 출처에 대한 식별 기능을 충분히 하였다. 만약 피고가 두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일반 소비자에게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과 오인을 일
으키기 충분하며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에 손해를 주게 된
다. 비록 원고는 피고가 두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피
고가 두 디자인을 출원한 목적이 시장 경영에서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피고의 행위
를 제때에 중지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원고의 상표권에 대하여 미봉하기 어려운 손해
를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두 디자인 사용에 대한 금지 청구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
<쟁점2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인용상표2를 상호로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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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은 서로 다른 생산 경영자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상부문을 통해 등
록한 표시이다.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서로 다른 경영 주체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한
표시이다.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의 인용상표2를 피고 레스토랑의 기
업명칭 가운데 상호로 사용하면 소비자는 서비스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하거나
피고 레스토랑과 원고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며 원고가 인용상
표2에 대한 상표권이 손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시장 경영자가 지켜
야 하는 성실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며 부정당경쟁에 속한다. 판우시스차오진베이청
샹그릴라레스토랑(番禺市市桥镇北城香格里拉西餐厅)은 2001. 1. 15. 일에 이미 기업
명칭을 판우시스차오진베이청신페이추이레스토랑(番禺市市桥镇北城新翡翠西餐厅)으로
변경하였고 2002. 7. 1. 기업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미 주동적으
로 기업 상호를 변경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피고의 기업명
칭 중 ‘香格里拉’ 상호 사용을 중지할 것에 관한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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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잉자주류업주식유한공사(安慰迎驾酒业股份有限公司) vs
안후이솽룬주류업유한책임공사(安徽双轮酒业有限责任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A9

082

사건번호

(2001)민삼종자제9호((2001)民三终字第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안후이잉자주류업주식유한공사

(1심 피고)

(安慰迎驾酒业股份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충칭해외변호사사무소
(重庆海外律师事务所)
인톈(尹田)
베이징시상궁변호사사무소

피항소인

안후이솽룬주류업유한책임공사

(1심 원고)

(安徽双轮酒业有限责任公司)

대리기구

항소 기각

안후이톈루이변호사사무소
(安慰天瑞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北京市尚工律师事务所)，

판결법원

샹융(项勇)
최고인민법원/2001. 12. 5. 선고

《상표법(1993)》제18조, 제25조, 제37조
관련 법령

《상표법실시세칙》제21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2호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저촉문제를 처리함에 대한 의
견》 제2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상표권이 전전 양도되고 상표권의 양도가 상표국에 등록된 경우에 제1차 상표권
양도시의 하자는 제2차 상표권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자신의 출원상표가 출원 절차에서 인용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해당 출원인은
인용상표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082
소극

적극

▪ 피고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당한
경우 피고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으로 상표권에 대항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
▪ 타인의 상표를 양수하여 경쟁자에게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 내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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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표

사용상표

인용상표

老糟坊

인용상표
(등록 1478511)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 원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법인이다.
2001. 2. 14. 부터 원고는 ‘老槽房(라오차오팡)’ 백주 상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동시
에 생산경영 과정에서 백주 상품에 ‘老糟坊(라오자오팡)’문자도 사용하였다. 피고는
1998.10. 부터 ‘老糟坊(라오자오팡)’ 백주 상품의 생산, 판매를 시작하였고 거액을
투자하여 광고홍보를 진행하였다.
2) 루저우타이양선술공장(泸州太阳神酒厂, 이하 ‘타이양선술공장’)은 ‘老槽房’ 상표(이
하 ‘인용상표’)의 최초 상표권자이며 이 상표의 등록번호는 제1478511호이며 존속기
간은 2000. 11. 21. ~ 2010. 11. 20. 이다.
2000. 12. 1. 타이양선술공장과 루저시장양구싼차오주업유한공사(泸州市江阳区三桥
酒业有限公司，이하 ‘싼차오공사’)은 《’老槽房’ 시장운영비 추가 협의》를 체결하였
다. 같은 날, 쌍방은 《상표양도협의》를 체결하였다. 이 협의에 따르면 인용상표를
싼차오공사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다.
2001. 1. 14. 상표국의 등록을 거쳐 인용상표는 싼차오공사에 양도되었다.
2001. 1. 16. 원고와 싼차오공사는 《‘老槽房’ 상표양도협의서》를 체결하였고 이 협의
서에 따르면 싼차오공사는 ‘老槽房’ 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으므로 쌍방은 공동개발에
동의한다고 약정되었으며《’老槽房’ 술 공동개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싼차오공사와
원고는 인용상표의 양도 등록 절차를 공동으로 처리하였다.
2001. 2. 14. 상표국의 등록을 거쳐 제1478511호 인용상표는 원고에 양도되었다.
3) 2000. 11. 24. 피고는 상표국에 ‘老糟坊’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타이양선술공장이
등록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2001)표심(2)박자제0371호

통지로

거절되었다.

2001. 4. 24. 피고는 상표평심위원회에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하였고 이미 수리되
었다.
4) 2001. 5. 17. 및 2001. 5. 30. 타이양선술공장과 피고는 각각 상표평심위원회에
부당하게 등록된 상표의 양도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미 수리되었다.
5) 2000. 7. 31. 및 2000. 12. 31. 피고는 ‘老糟坊’ 문자를 사용하는 자신의 백주 상
품의 술병, 포장박스에 대하여 각각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다.
2001. 1. 20. 국가지식재산권은 피고의 ‘老糟坊’ 백주의 술병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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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가 사용한 ‘老糟坊’ 문자와 원고의 인용상표는 유사하다.
<2심 법원의 추가 인정 사실>
1) ‘老糟坊’ 술병과 포장박스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권자는 모두 피고 회사의 이
사장 니융페이(倪永培)이다. 따라서 1심 법원의 인정사실 5)에 오류가 있다.
2) 인용상표 등록증상의 상표는 송조체로 된 ‘老槽房’ 세 글자가 가로로 배열되어 이
루어졌고 지정상품은 제33류의 백주이다. 당사자가 제공한 실물과 사진에 따르면 피
고가 생산한 백주의 포장박스 상하 양단은 커피색을 바탕색으로 하고 중간 대부분
영역은 담황색을 바탕색으로 하였다. 박스의 전후 양면 중간부는 흰색 테두리의 검
정색 미술체로 ‘老糟坊’을 세로로 돌출 표시하였고 이 세 글자는 포장박스 장식의 요
부를 구성하였다. ‘糟’ 글자의 오른쪽과 포장박스의 상단에는 정사각형 인감 비슷한
형태로 된 붉은색 ‘迎驾贡酒(잉자궁주)’ 4 글자가 표시되었다. 피고가 생산한 백주의
술병 몸체는 노란색이고 ‘老糟坊’ 세 글자는 붉은 색이며 술병의 정면 중간에 위치하
며 이 세 글자의 글꼴, 배열 및 전체 병 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포장박스와 거의
동일하였다. ‘老糟坊’의 좌측 하방에는 검정색 ‘迎驾贡酒’이 세로로 배열되었고 이 네
글자의 크기는 ‘老糟坊’보다 현저하게 작았다.

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2001. 12. 5.

(2001)민삼종자제9호

원고 승

2001.

안후이성고급인민법원

2001.

상표권 침해/손해배상

(2001)환민삼종자제02호

원고 승

2001.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침해 상품 ‘老糟坊’ 백주, ‘老糟坊’ 문
자가 표시된 술박스, 포장박스, 술병, 병 라벨 등 포장물을 완전히 처리하라.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원고에게 상표침해로 인한 경제손실
10만 위안을 배상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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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老糟坊’ 문자를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인용상표를 양도받은 행위가 합법하고 유효한가?
(2) 피고가 백주 상품에 실제로 사용한 ‘老糟坊’ 문자와 인용상표가 유사한가?
(3) 피고가 ‘老糟坊’문자를 사용한 것이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한 침해의 주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4) 원고는 악의로 상표를 양도받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 혐의가 있는가?
(5) 피고의 디자인권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항할 수 있는가?
상기 쟁점에 관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싼차오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인용상표 양도 협의는 싼차오회사가 인용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체결한 협의이다. 쌍방은《상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등록을
받았고 이 양도 사항은 상표국의 등록 공고를 받았다. 따라서 쌍방의 등록상표 양도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고 원고는 상표국의 양도 등록 공고일로부터 인용상표
에 대한 상표권을 향유한다. 타이양선술공장에 대한 싼차오공사의 위약 행위는 싼차
오 회사와 원고간의 인용상표 양도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피고는 원고와 싼차오 회사간의 상표 양도 협의가 무효이고 원고는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이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행위이고 악의로 인용상표를 양도받았다고 항
변하였으나 이 항변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다.
(2)

상표국의

(2001)표심(2)박자제0371호

거절이유통지서

및

상표국의

상표안

(2001)15호《’老糟坊’과 ‘老槽房’ 등록상표가 유사한지에 대한 회답》에 따라 피고의
‘老糟坊’ 문자와 원고의 인용상표 ‘老槽房’ 등록상표가 유사함을 인정해야 한다. 피고
는 자신의 ‘老糟坊’ 문자와 원고의 인용상표가 서법, 칭호, 글꼴이 모두 달라 현저한
구별이 있고 양자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원고
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함을 인정해야 한다.
(3) 상표 및 상품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규칙에 따라야 한다. 인용상표
는 2000. 8. 21. 상표국에 의해 출원 공고되었고 같은 해 11. 21. 등록공고되었으며
2001. 2. 14. 등록되었다. 이로부터 피고는 인용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고 상표권자가
원고임을 알고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가 상표국에 ‘老糟坊’ 상표를 출원
할 때 원고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국의 거절을 받았으나 피고는 여전히 ‘老糟坊’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이 행위는 명백한 과실이 있다. 《상표법》 제18조에 따르면 중
국에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등록 원칙’을 따른다. 피고는 ‘선사용 원칙’을 주장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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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권리이며 각각 《전리법》과 《상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저촉문제를 처
리함에 대한 의견》 제2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으로 타인의 상표권에 대항함에 있어
서 만약 상표의 출원공고일이 디자인등록 출원 전이라면 상표법에 의해 상표 침해사
건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디자인권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항할 수 없다.

4. 2심 법원의 판단
《민법통칙》, 《상표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적법하게 취득한 상표
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피항소인(1심 원고)는 계약
을 통해 싼차오공사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받았고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 양도절차를 밟았으며 상표국의 양도 등록을 받았다. 따라서 피항소인은 적법하
게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상표권을 양도받은 목적
은 시장을 선점하고 항소인의 적법한 경영활동을 배척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남용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항소인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부
정하였으나 충분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또한 경영자는 경쟁의 목적
으로 상표를 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양도받고 상표권을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자
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상표의 등록이 타인의 합법적
인 선행권리를 침해하거나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로서의 피항소인이 법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하는 권
리 주체로서의 법률 지위는 타이양선술공장, 싼차오공사가 상표권을 양도하기 전에 향유
하였던 권리 지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피항소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상표권에 의해 타인
의 침해를 제지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권리 남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남용 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이 항소 이유는 사실 및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상표의 기본기능 중 하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을 발생
시키거나 서로 다른 상품 및 동일하지 않은 출처 간에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착오적
인 인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생산 경영자의 합법적인 이익 보호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에도 불리하다. 이를 위해 상표법은 타인이 상표권자
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의 통상의
주의력을 주관적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두 상표를 사용하
는 것에 대하여 만약 일반 소비자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
두 상표는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상표의 유사를 구성한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 사용자가 고의로 등록상표를 모방하였는지는 법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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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항소인은 항소
이유에 자신은 ‘老糟坊’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으므로 인용상표를 모방할 가능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상표는 제33류의 백주에 등록한 문자 상표이다. 항소인은 자신의 백주 상품에 ‘老
糟坊’ 문자를 돌출하게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기타 상품을 구분하는 표시로 삼았다.
항소인이 ‘老糟坊’ 문자를 사용한 방식과 효과 등으로부터 보면 ‘老糟坊’은 사실상 미등록
상표의 기능을 하였다. 항소인도 항소장에 ‘老糟坊’은 항소인의 백주 상품의 브랜드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인용상표 등록증상의 ‘老槽房’의 문자 배열, 크기, 글꼴 등이 항소인이
백주 상품에 사용한 ‘老糟坊’ 문자와 어느 정도 다르지만 ‘老槽房’과 ‘老糟坊’ 세 글자 사
이에 모두 동일한 ‘老’자를 포함하고 ‘槽’와 ‘糟’, ‘房’과 ‘坊’은 글자모양, 칭호가 유사하며
세 글자의 조합 순서 또한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통상의 주의력으로 양자
간의 차이를 혼동할 수 있고 양자의 상품 출처를 오인하기 쉽다.

구상표법 제38조 제1

호 및 현행 상표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항소인이 이와 같이 ‘老糟坊’ 상
표를 사용한 행위는 인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인용상표의 양도 여부는 양자가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인용상표의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막
론하고 항소인이 ‘老糟坊’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법률의 금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항소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확하다. 다만 항소인의
술 명칭이 ‘迎驾贡酒’이고 항소인의 ‘老糟坊’ 문자는 미등록상표 등의 표시로 사용한 것이
므로 1심 판결이 ‘老糟坊’를 술명칭으로 보고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법률 적용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상
표국은 항소인의 ‘老糟坊’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와 《’老糟坊’과 ‘老槽房’ 등록
상표가 유사한지에 대한 회답》에서 양자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인도 항소
장에서 양자가 유사하다고 승인하였다. 비록 상표국의 회답 의견을 법원이 상표의 유사성
을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으나 상표국이 법원과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
을 판단하였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상표국의 결론은 법원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로 이용될 수 있다. 항소인은 상표국의 회답이 피항소인이 제공한
허위 재료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 항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또한
법률상 법원이 상표의 유사성을 독립 판단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로 되지 않으므로 항
소인의 이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은 본 사건의 구체 상황에 근거하여 항소인
이 피항소인에게 경제 손실 1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정하였는데, 항소인은 이 배상액에
대해 충분한 항소 이유와 사실을 제기하지 못했으므로 본 법원은 이를 유지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으므로 항소 청구를 기각한다. 1심 법
원의 사실인정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법률 적용에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결론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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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훙치융허식품발전유한공사(上海弘奇永和食品发展有限公司) vs
쉬밍넝(徐明能)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6; A10

172

사건번호

(2005)롄지초자제14호((2005)连知初字第1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피 고

상하이훙치융허식품발전유한공사
(上海弘奇永和食品发展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쉬밍넝(徐明能)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법령

청구 인용

판결법원

장쑤렌윈강화더변호사사무소
(江苏连云港华德律师事务所)
왕잔빙(汪占兵)
장쑤밍훙법률사무소
(江苏明弘律师事务所)
리펀(李芬)
장쑤성롄윈강시중급인민법원/
2005. 10. 24.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5호
《상표해석》 제1조 제1호, 제11조 제3항, 제19조.

2심 사건

172

A6; A10

사건번호

(2006)소민삼종자제0054호((2006)苏民三终字第005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대리기구

(1심 피고)

쉬밍넝(徐明能)

대리인
피항소인

상하이훙치융허식품발전유한공사

(1심 원고)

(上海弘奇永和食品发展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장쑤밍훙법률사무소
(江苏明弘律师事务所)
리펀(李芬)
장쑤밍샤변호사사무소
(江苏鸣啸律师事务所律师)
황치(黄琦)
장쑤성고급인민법원/
2006. 5. 21.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5호
《상표해석》 제1조 제1호
2005. 10. 24.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원고가 상표국에 등기한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2005. 2. 20. 에 종
료하는데, 상표권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유효기간은 2006. 12. 30.까지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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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05. 8. 8. 소를 제기하였다. 소 제기 당시 원고에게 독점사
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원고의 권리는 상품에 관한 상표권이고 피고는 ‘永和’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하였다. 상표권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데 적극
에도 미치는가?
▪ 피고의 회사 명칭은 ‘连云区墟沟永和豆浆店’으로서 ‘永和’는 피고 회사
명칭 가운데 상호이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였다. 원고의 적극
상표권이 이러한 피고의 상호 사용에 미치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 730628)

사용상표1

永和豆浆

사용상표2

永和

사용상표3

台湾永和豆浆

<법원의 인정 사실>
1995. 2. 21. 타이완훙치융허식품발전유한공사는 ‘永和 + YUNG HO + 도형’ 으
로 구성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제30류의 두유, 차 등에 등록하였고 상표등록번
호는 제730628호이다. 미국사모아의 융허국제발전유한공사는 2001. 12. 30. 인용상
표를 대만훙치융허식품발전유한공사로부터 양도받았다. 원고 상하이훙치융허식품발
전유한공사는 2002. 11. 21.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중국 독점
사용권을 허가 받았는데 이 사용권의 범위에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권리도
포함되었고, 그 사용 기간은 2001. 12. 30. ~ 2006. 12. 30. 까지이며, 상표국에 상
표사용권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永和’ 두유중식식당체인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상
표를 사용하였다.
쉬밍넝은 1999. 12. 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영업 형식의 ‘렌윈구쉬고우융허두
유점 (连云区墟沟永和豆浆店)’를 오픈하고 두유 등을 팔았다。간판상에 ‘永和豆浆(융
허두유)’라 표시하였고, 매장내 벽면에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판을 붙였고 이 홍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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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측에 각각 ‘永和’, ‘豆浆’이라 표기하였으며, 가게 메뉴판에도 ‘台湾永和豆浆’이
라고 표시하였다.

2. 소송경과
장쑤성고급인민법원

2006. 5. 26.

(2006)수민삼종자

항소 기각

제0054호

(원고 승)

2005. 8. 8.

장쑤성렌윈강시중급인민법

2005. 10. 24.

상표권 침해

원(2005)롄지초자제14호

원고 승

2006.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쉬밍넝은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점포의 간판, 홍보 도안 및 자료,
메뉴판 상의 ‘永和’ 표장 사용을 중지하라.
2. 피고 쉬밍넝은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인민폐 15,000위안을
배상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상표해석 》제19조에 의하면,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
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소 제기 시점인 2005. 8. 8. 당시 상표국 등기상의 상표권 유효기간
은 이미 도과하였지만 원 상표사용허가 계약상으로는 사용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
였다. 또한 위 해석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 발생시 독점사용권자는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자기의 명의로 소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
<쟁점2>
위 해석 제11조 제3항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란 상품과 서비스 간에 특정한 관
계가 있어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을 말한다. 피고가 제공한 두유를
포함하는 식당서비스업은 원고의 ‘永和’ 두유 상품과 유사하다.

원고의 자기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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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식은 체인점 경영이고, 특정 장소에서 ‘永和’표 두유를 판매함으로써 실현되
며, 소비자는 주로 점포 내의 서비스표를 통해 식별한다. ‘永和’는 인용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 공중이 이를 쉽게 식별하며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
낸다. 피고의 ‘永和’ 표장 사용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의 체인점이라고
오인하게 만들거나 또는 피고의 서비스와 원고의 상품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쟁점3>
위 해석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를 기업의 상호로 하여 동일 도는 유사한 상품에 돌출하게 사용하여 관련 공중에게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 규정의 ‘기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피고가 원고의 인용상표의 문자를 자사 기업의 상호로 삼
아 동일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관련 공중에게 오인을 일으키므로 그 행위
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1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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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체육여행공사(中国国际体育旅游公司)
vs 베이징시 스자스포츠의류공장(北京市十佳运动衣厂)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0

038

사건번호

(1994)중지초자제1358호((1994)中知初字第135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대리기구

중국국제체육여행공사
(中国国际体育旅游公司)

피 고

대리인

베이징시 스자스포츠의류공장

대리기구
대리인

(北京市十佳运动衣厂)

소송결과

청구 인용

판결법원

관련 규정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2심 사건

베이징시헝핑변호사사무소
(北京市衡平律师事务所)
자오용린(赵永林)
‐‐
장푸루(张福如)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1995.12.19선고

A10

038

사건번호

(1996)고지종자제13호((1996)高知终字第1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대리기구

베이징시 스자스포츠의류공장

대리인
대리기구

중국국제체육여행공사

대리인

소송결과

항소 인용

판결법원

관련 법령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1심 판결일자

1995.12.19

재심사건

‐‐
장푸루(张福如)
제이징시헝핑변호사사무소
자오용린(赵永林)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1996.8.12. 선고

1심 승패

원고 승

A10

038

사건번호

법지(1997)제30호(法知(1997)第30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재심신청인

대리기구

(1심 원고;

중국국제체육여행공사
대리인

피항소인)
재심피신청인
(1심 피고;

‐‐

베이징시 스자스포츠의류공장

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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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대리인

소송결과

항소심 판결 취소; 환송

관련 법령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판결법원

최고인민법원/
1997. 선고

쟁 점
▪ 상표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상표권 양도 전의 상표권자로부터 구두로 상표
사용권을 얻어 상표를 사용하여 온 피고가 상표권 양도 후에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 원고가 상표권을 양도 받을 당시 피고가 해당 상표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양수시 이전 상표권자와 피고의 사용권 문제
를 협의 처리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十佳”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는 원래 중국체육서비스공사(中国体育服务公司)의
소유였으나, 해당 회사는 베이징시 스자스포츠의류공장(北京市十佳运动衣厂, 개명 전
에 순이시엔 마포운동공장(顺义县马坡运动厂), 이하 피고)이 무상으로 인용상표를 사
용하도록 구두로 허가하였다. 1987. 3. 부터 1991. 8. 까지 중국체육서비스공사로부
터 “十佳” 가슴표장, 깃 표장, 소매표장 등 “十佳”상표 표장을 구매하여 이를 “十佳”
표 스포츠 의류에 사용했다. 1992. 8. 30.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중국국제체육여행
공사(中国国际体育旅游公司, 이하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는 스자(기업)그룹
을 조직하였고, “十佳”그룹 조직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이 회의에서《“十佳”스포
츠시리즈용품그룹 정관》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원고의 인장이 찍힌 상표사용허가
계약을 나누어 주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당시 원고는 그룹 내 계열기업에게 인용상표를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피고
의 공장장 장위루(张玉如)는 조직회의에 참가했지만 스자(기업)그룹에 합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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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와 인용상표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체결하지 않았다. 1994. 8. 4. 원
고는 《베이징일보》에서 피고가 생산한 스자 스포츠 의류를 보도하는 글을 발견했
다. 1994. 8. 17. 과 26일 원고는 피고의 직매점에서

“十佳”상표 스포츠의류를 구

매했다.
1992. 9. 부터 1994. 10. (원고 기소전) 동안 피고는 줄 곧 인용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의 재무장부에 근거하면 이 기간에 “十佳”표 스포츠의류와 “奥星”표 스
포츠 의류를 판매한 매상은 1,200만여 위안으로 이윤은 10% 이상이었다. 하지만 두
상표의 스포츠의류의 각각의 매출액은 확정할 수 없다. 상기 사실은 양측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로 증명한다.
또한 피고가 중국체육서비스공사로부터 산 “十佳”상표 표지의 구매 영수증에 중국
체육서비스공사 스포츠용품공사의 재무전용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중국체육서비스
공사 스포츠용품공사는 중국체육서비스공사 산하의 회사이다. 해당 회사는 중국체육
서비스공사 무역부의 대외적 명칭이다. 중국체육서비스공사 무역부는 줄곧 중국체육
서비스공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구두 상표사용허가 계약을 이행해왔다. 따라서 피고
가 중국체육서비스공사가 ‘十佳’상표 표지를 살 때, 영수증에 모두 중국체육서비스공
사 스포츠용품공사 재무전용 인장을 찍었다.

2. 소송경과

1996

최고인민법원
법지(1997)제30호

1996.8.12
원고 승
(2심판결 취소, 환송)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1996.8.12

(1996)고지종자제13호

피고 승

1994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1995.12.19

상표침해중지/배상

(1994)중지초자제1358호

원고 승

1996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본 판결 효력 발생 10일 이내에, 피고 베이징시 스자스포츠의류공장은 원고 중국
국제체육여행공사의 상업적 명성에 끼친 손실과 기타 경제적 손실 20만 위안을 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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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권은 법에 따라 고유한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권자가 변경된 후에 등록상표를 사용하
려면 새로운 상표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인용상표의 상표권이 중국체
육서비스공사에서 원고로 바뀐 상황에서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 행위는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마땅히 그에 따른 민
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인용상표를 사용한 이유
는 모두 법률규정에 위배된다. 피고의 재무장부에 1992. 9. 이ㅜ 판매한 ‘十佳’표 스
포츠의류와 ‘奥星’표 스포츠의류의 각자 매출금액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것과 피고
가 이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원은 의류업의 일반
적인 영업 이율과 원고가 침해를 입은 정도를 참고하여 판결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1994)중지초자제1358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베이징시 스자 스포츠의류공장은 ‘十佳’상표의 사용을 중지한다.
3. 원고 국제체육여행공사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피항소인)는 중국체육서비스공사로부터 인용상표를 양도받아 인용상표의 상표
권을 가졌다. 중국체육서비스공사는 피고(항소인)와 상표사용허가 구두협의를 이루었
고, 비록 법률이 규정하는 상표허가사용계약의 형식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양측
이 계속 계약을 이행해왔으며, 사실상 상표허가 사용관계를 형성했다. 피고(항소인)
는 사실상 인용상표 사용권을 취득했다. 중국체육서비스공사는 원고(피항소인)에게
인용상표를 양도하기 전에 양도 후 상표사용 문제를 피고와 협의하지 않았다. 원고
(피항소인)는 인용상표를 양도 받을 때 피고(항소인)와 중국체육서비스공사 사이에
존재하는 인용상표의 사용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체육서비스공사 및
피고(항소인)와 양도 후의 인용상표 사용 문제와 상표 표지 처리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피항소인)는 자기가 인용상표를 양도받은 후 피고(항소인)
가 중국 체육서비스공사로부터 구매한 ‘十佳’상표 표지를 사용해서 피고(항소인)가
‘十佳’상표 스포츠 의류를 생산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항소
인)가 이 기간에 ‘十佳’상표 표지를 사용하여 ‘十佳’표 운동복을 생산한 것이 원고(피
항소인)의 인용상표 전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항소인)가 앞으로 계

232

분류코드 : A10

속 인용상표를 사용하려면 원고(피항소인)와 상표허가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원고(피항소인)의 상표권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피고(항소인)는 인용상
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5. 재심 법원의 판단
5.1. 재심청구 이유
원고가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한 뒤 상표를 사용하던 공장들에 상표사용허가계
약을 맺을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의사표시
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인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관계는 성립
되지 않았으며,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다.
5.2. 쟁점에 대한 판단
최고인민법원은 “法知(1997)30号函”를 통해 2심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하
여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31).

31)

출처: http://news.9ask.cn/sbq/sbfl/sbfzs/200910/2597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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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시햄유한공사(金华市火腿有限公司) vs 저장성식품유한공사
(浙江省食品有限公司) 상표권 불침해 확인사건
1심 사건

A9

035

사건번호

(2004)항민삼초자제391호((2004)杭民三初字第39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불침해 확인

원고

대리기구

진화시햄유한공사
(金华市火腿有限公司)

피고

소송결과
관련 규정

대리인

저장성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浙江省食品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저장이젠변호사사무소
(浙江一剑律师事务所)
푸젠정(傅坚政)
저장저징변호사사무소
(浙江浙经律师事务所)
쉬광(徐光)
저장성항저우시중급인민법원/
선고 2005. 6. 9.

《상표법》제52조 제2호, 제53조; 《상표법실시조례》제52조

2심 사건

A9

035

사건번호

(2005)절민삼종자제163호((2005)浙民三终字第16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불침해 확인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진화시햄유한공사
(金华市火腿有限公司)

저장성식품유한공사
(浙江省食品有限公司)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저장이젠변호사사무소
(浙江一剑律师事务所)
푸젠정(傅坚政)
저장저징변호사사무소
(浙江浙经律师事务所)
쉬광(徐光)
저장성고급인민법원/
선고 2005. 9. 4.

《상표법》제52조 제2호, 제53조; 《상표법실시조례》제52조
2005. 6. 9.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상표권 불침해 확인의 소의 요건
▪ 직접 권리주장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여 판
매한 판매상이 타인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벌을 받
은 경우 상품 생산자는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극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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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사용상표

인용상표

(등록 130131)

(등록 915051)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진화햄유한공사(金华火腿有限公司，이하 ‘원고’)는 ‘金字’상표(이하 ‘인용상표’)의 합
법적 상표권자이다. 인용상표의 등록번호는 제915051호이고, 지정상품은 제29류의
햄, 소시지이며, 존속 기간은 1996. 12. 14. ~ 2006. 12. 13. 이며 현재 유효하다.
저장성식품유한공사(浙江省食品有限公司，이하 ‘피고’)는 1983. 3. 14. ‘金华火腿’
에 대한 상표권(이하 ‘사용상표’)을 획득하였고 등록번호는 제130131호이며 지정상
품은 제29류의 햄이며 아직 유효하다.
2004년 상반기, 피고는 상위시공상행정관리국(上虞市工商行政管理局)에 서신을 보
내 “당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귀 시(市)의 일부 상점과 마트에서 ‘金华XX火腿’，’XX
金华火腿’ 등의 상품(리스트 첨부)이 판매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상품 표시에 ‘金华
火腿’ 문자를 뚜렷하게 사용하고 있어 ‘金华’ 햄의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소비
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국이 법에 의해 이러
한 모조 침해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하여 당소의 상표권과 신용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2004. 7. 12. 및 2004. 7. 26., 상위시공상행정관리국은 각각 우공상처자제
[2004]116호, 우공상처자제[2004]134호 행정 처벌 결정서를 내어, 원고가 생산한
‘金字’ 金华火腿(진화 햄)을 구매하여 판매한 판매상의 행위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2004. 7. 원고는 상위시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위시공상행정관리국의 우공상처자제[2004]116호 행정 처벌 결정서가 원고가 생산
한 ‘金字’ 金华火腿(진화 햄)이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요구했다. 그 후 원고는 소를 취하했다.
2004. 12. 16. 원고는 피고가 공상국에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해 달라고 청구한 행
위로 인해 원고의 상품이 공상국의 조사, 처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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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2005.

2004.

저장성고급인민법원

2005. 9. 4.

(2005)절민삼종자제163호

피고 승

저장성항저우시중급인민법원

2005. 6. 9.

(2004)항민삼초자제391호

피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기소를 기각한다. 사건수리비 50위안은 원고가 부담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915051호 ‘金字’ 등록상표의 합법적인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제130131호
‘金华火腿’의 상표권자이며 양 당사자는 모두 각자 취득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합법적
인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상표법》제52조는 “아래 행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2)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
53조는 “제52조 각 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
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
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품 및 침해품의 제조,
등록상표 표시의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를 몰수, 폐기하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
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상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사용상표권에 대한 불침
해 확인 청구와 원고의 인용상표권에 대한 피고의 침해를 금지할 것에 관한 소송청
구는 법률 및 사실적 근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는 시장에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하였으며 이 청구는 상기 법률 규정이 상표권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피고의
청구 행위는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행위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피고의 이 정당한 청구 행위는 이미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수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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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시장에서 피고의 상표권
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인정은 이미 행정주관부서의 행
정행위로 격상되었으며 피고 자체의 행위가 아니다. 셋째, 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상품이 침해 확인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률은 원고
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경로를 부여하였고, 원고 또한 이 구제 권리와 경로에
따라 관련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민사소송법》제
1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상위시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
기 규정에 부합한다. 넷째, 사법실무에서도 관련 주체에게 ‘불침해 확인의 소’ 제기라
는 권리를 부여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 남용으로 인해 관련 주체가 손해를
받는 결과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침해 확인의 소’ 제기는 일반적으로 관련 요
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 관련 요건에는 권리자가 관련 주체에게 침해경고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리자가 법률이 규정한 경로를 통해 보호를 청구하지 않은 것
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첫째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침해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피
고가 법률이 규정한 경로를 통해 보호조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
한 ‘불침해 확인의 소’의 소권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원고가 제기한 소
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쟁점에 대한 판단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 제기는 관련 민사 주체가 소권을 주동적으로 행사하
여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가 불명확한 상태를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법 구제 경로이며 확인의 소 범주에 속한다. 이
사법 구제 방식은 이미 최고인민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한 회답 형식으로 사법 실무
에서 확정되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
우 반드시 《민사소송법》제108조에 규정된 제소 및 수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일 것; 명확한 피
고가 있을 것; 구체적인 소송 청구 및 사실, 이유가 있을 것;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수리범위와 소 제기를 수리한 법원의 관할 하에 속할 것.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에 있어서,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함은 원고가 침해 경고를 받았으나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에 따라 분
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본안에서는 원고 또는 그 판매상이 피
고의 침해 경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판매상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
서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였다. 피
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 제53조에 규정된 상표권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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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의 합법적인 경로이며 부당하지 않다. 원고가 만약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
정 집행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면 《행정소송법》 또한 원고에
게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사실상 원고 또한 관련 행정 소송을 제
기하였다. 원고가 행정 소송을 취하한 것은 원고 자신이 이 사법 해결 경로를 스스
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오씽시중급인민법원에 관련 상표권 민사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생산, 판매한 ‘金字’브랜드 진화 햄이
피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는 이미 사법 소송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원
고는 불확정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안 상표권 불침해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
진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제108조에 규정된 입건 및 수
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심 법원이 원고의 제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 않
다.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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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민성약업그룹유한공사 (杭州民生药业集团有限公司)
vs 장시 난창쌍하이제약공장(江西南昌桑海制药厂)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9; A11

047

사건번호

(2001) 환민삼초자제03호 ((2001)皖民三初字第0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안후이룬톈변호사사무소

원고

항저우민성약업그룹유한공사

대리기구

(杭州民生药业集团有限公司)

피 고

소송결과

(江西南昌桑海制药厂)

청구 인용

저장천장변호사사무소
(浙江钱江律师事务所)

대리인
장시 난창쌍하이제약공장

(安徽润天律师事务所)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리리(李利), 치우즈량(裘子良)
장시런민변호사사무소
(江西人民律师事务所)
가오샹(高翔)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2002.10.16선고

《민사소송법》제138조
관련 규정

《상표법》11조 제1항 제2호, 56조 제2항
《민법통칙》 제118조 제134조 제1항 제7호

2심 사건

A9; A11

047

사건번호

(2003)민삼종자제4호((2003)民三终字第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

장시 난창쌍하이제약공장

대리기구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항저우민성약업그룹유한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화해

판결법원

장시런민변호사사무소

가오샹
저장첸장변호사사무소
안후이룬톈변호사사무소
치우즈량, 리리
최고인민법원/2003.4.10 선고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2002.10.16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민사 법원이 상표권 침해사건을 심리하면서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심리 판단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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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민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심리
판단을 무효심판에서의 재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하는가?
▪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위생청과 약품관리감독국의 사용 허가를 받았
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소극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297849호)

21 SUPER‐VITA金维他
인용상표2
(등록595941)

1987년 항저우민성약업그룹유한공사(이하 ‘원고’)은 국가상표국에 ‘21金维他’상표
(이하 ‘인용상표1)를 출원하여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등록(등록 제297849호)되었다.
1992년 5월 원고가 영문 알파벳상표 ‘21SUPER‐VITA’(이하 인용상표2)를 출원하였
고,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등록(제595941호)되었다.
1988년 인용상표1이 《중국약품표준품종총집》과 《장시성약품표준총집》에 수록
되었다. 2000. 5. 22. 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2000)국약표자XG‐005호 국가약품
표준(약전, 국가표준) 배포집에서 원고가 생산한 “복합비타민정(21)”(多维元素片（2
1）)라고 통칭되는 약품의 사용 상품명은 ‘21金维他’ 이며, 장시 난창쌍하이제약공장
(이하 ‘피고’)이 생산한 ‘복합비타민정(21)’로 통칭되는 약품의 사용 상품명칭은 ‘桑海
金维’이며, 이 규정은 2007.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는 약품의 포장과
라벨에 여전히 ‘21 SUPER‐VITA金维他’ 를 사용하였고 ‘桑海’라는 등록상표도 표시
했다.
피고가 해당 약품에 사용한 ‘21金维他’와 ‘21SUPER‐VITA’상표가 장시성 위생청과
장시성 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거쳤다.
2007. 7. 27. 피고는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의 등록이 부당하다고 국가상
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 했으며, 접수되었다.
2001. 10. 30., 원고는 피고가 인용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해 끼친 경제손실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명
령을 내릴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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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2003.4.10

(2003)민삼종자제4호

화해

2001.10.30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2002.10.16

상표권침해중지

(2001)환민삼초자제03호

원고 승

2003.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남창쌍하이제약공장은 원고 항저우민성약업그룹유한공사에게 손실 50만 위
안을 배상하라(본 판결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 이행).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누리며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국민이나 법인도 상표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의 상
표권자로서 해당 상표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인용상표1은 원고가 여러 해 동안 생산활동을 거쳐 만들어낸 브랜드이다. 상표의
권한 부여 및 유지 및 취소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기관이 범위를 확정하
는 것이다. 상표권 민사소송 중에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혹은 등록이 부
당한지 여부에 대해 직접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 당시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용상표1은 아직 존속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인용상표1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인용상표1과 인
용상표2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가 접수된 것이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피고가 판매하는 약품 포장과 라벨에

‘21 金维他 SUPER‐VITA’를 사용한 것은

비록 관련 약품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거치기는 했지만, 약품행정관리부문의 허가는
업계 관리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지,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에게 있어 일종의 절대권으
로 법정 절차에 따르거나 혹은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권리는
어떠한 행정결정, 명령 등 행정행위로 인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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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桑海’표 ‘21SUPER‐VITA 金维他’약품은 비록 관련 행정수속을 이행했지만 이것으로
원고의 상표권에 대항할 수는 없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00)국약표자XG‐005호
국가약품표준(약전, 국가표준)의 배포집은 행정규칙으로 본 건의 참고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배포집이 정한 기간에 따라 등록상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
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지지한다. 피고가 약품에 사용하는 상품명칭이 관련 약품행
정관리부문의 허가를 거쳤다는 이유로 해당 명칭을 약품의 통용명칭으로 여겨야 한
다는 항변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본 안 2심 심리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주재 하에 화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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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둥팡메이디야부동산유한공사(北京东方梅地亚置业有限公司) vs 메이디야
텔레비전센터유한공사(梅地亚电视中心有限公司) 상표권 침해 가처분사건
1심 사건

A1.1; A11

057

사건번호

(2006)이중민보자제5064호((2006)二中民保子第506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대리기구

원고

메이디야텔레비전센터유한공사
대리인

(梅地亚电视中心有限公司)

피 고

베이징둥팡메이디야부동산유한공
사(北京东方梅地亚置业有限公司)

소송결과

신청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숭저(宋哲)
자오언잉(赵恩颖)
베이징시지자변호사사무소
(北京市集佳律师事务所)
戴福堂(다이푸탕)
江早云(장자오윈)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상표법》57조
관련 규정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증거보전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해석》제4조
《민사소송법》제99조, 제140조제1항 제(4)호 52조 제1항제(1)호

쟁 점
▪ 피신청인이 자신이 분양하는 건물의 명칭을 ‘东方梅地亚中心’라고 명명하여 이를
광고 판매한 것은 신청인이 제38류의 방송업, 제42류의 요식업, 제41류의 ‘텔레
비전 프로그램 제작업’에 대해 등록한 ‘梅地亚’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

소극

는가?
▪ 신청인의 서비스표가 저명한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다투는 경우 가처분절차에서
신청인의 서비스표가 저명한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소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778637)

东方梅地亚中心
인용상표2
(등록77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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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3
(등록776734)

<신청인의 주장 사실>
신청인

메이디야텔레비전센터유한공사(梅地亚电视中心有限公司(이하

신청인))는

1989년에 설립되었고, 산하에 메이디야센터빌딩(梅地亚中心大厦)이 있다. 해당 빌딩
은 CCTV(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동문 쪽에 있고, 총 면적은 4만 평방미터이며 텔레
비전 제작 전송구역, 호텔, 오피스 빌딩, 아파트 등이 모여 있는 일체형 빌딩이다. 빌
딩이 완공되고 사용된 뒤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중국에 온 뉴스, 방송, 텔레비전 기
자, 비즈니스 맨, 여행객들에게 비즈니스, 협상, 숙소 및 오락을 제공하는 국내 제일
의 종합서비스 시설이다. 1990. 9. 13. 신청인이 제11회 아시안게임 프레스센터 세
트를 시작으로 정식 개업한 이래로 32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온 55개 텔레비전 기
구 총 1,334명의 해외 텔레비전 방송 기자들을 맞았다. 중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로 ‘메이디야센터’의 명칭이 세계 각지에 알려졌고,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신청인은 상표국에 ‘梅地亚’ 와 ‘MEDIA’ 문자상표를 서비스업류 38, 41, 42류를
지정하여 출원하였고, 1995년에 등록되었다. 여러 해 동안 신청인은 국내 여행업계
최고상인 ‘수도여행자금상’을 수상하였고, 뛰어난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였을 뿐아니
라, 여러 가지 정치임무도 원만하게 완수하였다. 2004년 신청인은 국가올림픽위원회
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숙박 영접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베이징 2008년 올림픽
71개 영접호텔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기업명칭 및 ‘梅地亚’ 등록
상표는 국내 각 업계에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기업명칭에 사용하였
고 동시에 CCTV(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신 주소 북측에 위치한 ‘티에인센터’(铁印中
心)의 사업 명칭을 ‘둥팡메이디야센터’(东方梅地亚中心)로 변경하고 대외적으로 판매
를 했으며, 피신청인의 매물 광고 가운데 널리 홍보했고, CCTV의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한 의도가 있으며, 관련 대중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본다. 피신청인이 이
미 ‘둥팡메이디야센터’의 명칭으로 매물을 판촉 광고했으며 베이징시 동삼환로 도로
변에 대형 ‘둥팡메이디야센터’ 광고판을 대량으로 설치한 것으로 볼 때, 즉각 피신청
인의 침해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아래와 같은 재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한다.
피신청인이 계속 기업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신청인이 ‘둥팡메이디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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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명칭을 매물 판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신청인이 ‘둥팡메이디야센터’명칭
을 매물 광고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게시한 매물 광고를 회수하라.
신청인은 본원에 신청인의 상표권 제778637호, 제779223호, 제776734호 등 상표
등록증서와 신청인의 기업명칭과 등록상표가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자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
명하는 공증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
본 원은 질문을 통해 다음 사실을 파악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침해행위라고 주
장한 행위를 실시했음을 인정했으나 실시한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주요한 이유는 신청인이 본 건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한 ‘梅地亚’ 와 ‘MEDIA’상표의 지정 서비스류는 제38류, 제41류, 제42류이
다. 반면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종사하는 서비스 항목은 부동산 개발 경영(주택 건
설, 주택매매 등)으로, 신청인의 등록상표 지정 서비스류 항목과는 서로 다르므로 유
사하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 소송경과
2006.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6.3.7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2006)이중민보자제5064호

신청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메이디야텔레비전센터유한공사(梅地亚电视中心有限公司)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
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상표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임을 증거를 들어 증명할 수 있고, 만약
즉각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 권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와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상기 신청에 대해 먼저 피신청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위
혹은 앞으로 실시할 행위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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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건 관련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
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 건에서 주장한 ‘梅地亚’ 와 ‘MEDIA’상
표의 등록상표 지정서비스업과 피신청인이 종사하는 주택건설, 주택 매매의 서비스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충
분한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상표 ‘梅地
亚’ 와 ‘MEDIA’가 관련 대중 가운데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명상표
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원은 해당 사실의 인정은 양 측 당사자
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대질 등의 기초로 해야 하며 소 제기 전 과정에서 심사
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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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헝스공무유한공사(北京恒氏工贸有限公司) vs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三河五丰福成食品有限公司) 상표권 관할이의
1심 사건

A11

045

사건번호

(2000)고지초자제21호((2000)高知初字第2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관할이의

원고

베이징 헝스공무유한공사

대리기구

(北京恒氏工贸有限公司)

대리인
대리기구

피 고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
(三河五丰福成食品有限公司)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 완보변호사사무소
(北京市万博律师事务所)
가오징빙(高警兵)
베이징시 톈위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元律师事务所)
왕후이(王辉)
우차오후이(吴朝晖)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6조, 140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28조

2심 사건

A11

045

사건번호

(2000)지종자제5호((2000)知终字第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관할이의

대리기구

항소인
(1심 피고)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

베이징 헝스공무유한공사

대리기구

위빙(于兵)
베이징시 톈위안변호사사무소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왕후이,우차오후이
최고인민법원/2000.8.6. 선고

《민사소송법》제29조, 제36조, 제153조 제1항 제(2)호
2000. 6. 8

1심 승패

피고 승

쟁 점
▪ 피고가 베이징에서 침해품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원고는 베이징을 침해행위지
로 하여 베이징 소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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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인용상표

사용상표1

(국제등록
995093)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본원이 베이징 헝스공무유한공사(이하 원고)가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이하 피
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수리한 후, 피고가 답변 기한 내에 본 건 관
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가 증거를 제공하여 주장한 상표권 침해 행
위는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거 역시 피고가 베이징에서 침해 행위를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을 관할 법원이 심리하도록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상표가 등록된 후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잡지 등에 광고를 싣고, 베이징
에 연 식당 간판, 제품 포장비닐, 회사 직원의 명함 및 운송차량의 적재함 등에 인용
상표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고, 이는 원고가 법에 의거하여 누려야 할 상표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8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베이징에서 원고가 등록한 상표 혹은 원고가 생산, 판매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피고 회사의 광고물 몇 개와 제품 광고만을 제공했다.

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2000.8.28

(2000)지종자제5호

피고 승

2000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0.6.8

상표권 관할이의

(2000)고지초자제21호

피고 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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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가 관할권에 대해 제기한 이의는 성립하며 본 안은 허베이성 랑팡시 중급인
민법원 관할로 이송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분명
히 규정하고 있다. 침해행위로 인해 제기한 소송은 침해행위 지역 또는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원고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베이징 소재 법원에 소를 제
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베이징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상품을 생산, 판매할 때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나 도형을
상품 포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침해 행위를 했어야 하며, 이때에야 본 원
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본 안을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 관할로 이송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원심 원고)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8개의 증거와 본 원에 제출한 증거는 피
항소인(원심 피고)이 베이징시에서 한 광고에 항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상품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한 종류는 피항소인이 베이징시에서 침
해로 주장된 상품을 판매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광고는 피항소인의 광고책자이든
식당 광고간판 등이든 간에 비록 베이징시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피항소인이 베이
징시에서 이러한 광고를 제작, 배포, 유포하거나 피항소인이 제작, 배포, 유포하도록
위임받았는지를 직적접으로 나타낼 수 없다. 《식품상정》(食品商情)과 차오하이롱
(曹海龙) 등의 명함에 비록 피항소인의 베이징시 영업 주소가 인쇄되어 있지만 항소
인이 피항소인이 베이징에서 침해 쇠고기 제품을 판매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인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광고에 사용한 명칭은 어떤 것은 ‘우펑푸청식
품유한공사(五丰福成食品有限公司)’로, 어떤 것은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三河五
丰福成食品有限公司)로 되어 있고, 회사주소는 어떤 것은 ‘본사 주소: 중국 허베이성
산허시 가오로우전’(总公司地址中国河北省三河市高楼镇)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다. 광고 중 회사 명칭 가운데 어떤 것은 본 안의 피항소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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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기업명칭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三河五
丰福成食品有限公司)에서 ‘산허’(三河) 두글자가 빠져 있고, 기업법인 사업자 등록증
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허베이성 산허시 옌자오 경제기술개발구’(河北省三河市燕
郊经济技术开发区)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항소인 광고책자가 우펑푸청식품유
한공사의 위치 안내에서 수도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인 산허시 시내에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광고 중에서 언급한 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가 산허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
를 가리킨다는 것, 즉 본 안건의 피항소인이라는 것(한 도시에 경영범위가 같고 기업
명칭이 같은 두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인이 피
항소인이 베이징에서 광고를 제작, 배포, 유포하거나 침해 혐의 제품을 판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언급한 우펑푸청식품유한공사가
본 건의 피항소인이라고 해도 원심법원의 본 건 관할이의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법원이 피항소인이 베이징에서 항소인의 등록상표
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 건을 피항소인의 소재지
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이송한다는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 하지만 본건이 상표침
해 사건이며, 소송 목표가 1,000만 위안에 달하여 이송 전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본 안을 접수했으므로 본안을 허베이성 랑팡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이송하지
않고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여 말하면 원심법원이 본 안을 피항소인의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
원이 관할하도록 이송한다는 판단은 정확하다. 하지만 허베이성 랑팡시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정한다.

252

분류코드 : B

장쑤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江苏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
vs 베이징디탄의원(北京地坛医院)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2심 사건

B1; D2

048

사건번호

(2002)민삼종자제1호((2002)民三终字第1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장쑤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

(1심 피고1)

(江苏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피항소인

베이징디탄의원

(1심 원고)

(北京地坛医院)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1심 피고2

1심피고3

진후현아이터푸화공유한책임공사

대리기구

(金湖县爱特福化工有限责任公司)

대리인

베이징칭위약품경영부

대리기구

(北京庆余药品经营部)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 법령

항소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 후이중변호사사무소
(北京市惠中律师事务所)
지다주(吉达珠)
베이징중톈종루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众天中瑞律师事务所)
웨이다링(魏大凌),왕양(汪洋)
베이징시하이퉈변호사사무소
(北京市海拓律师事务所)
펑진웨이(冯锦卫)

최고인민법원
/2003.3.23선고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민사소송법》제153조 제1항 제(3)호

1심 판결일자

1999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84’라는 명칭의 소독액을 원고가 처음 사용하였고 소독액 생산 기술을 여러 기
업에 이전하면서 ‘84’명칭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이들 기업이 ‘84’라는 명칭을
다른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84’가 널리 소독액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

소극

고 있는 경우 ‘84’ 명칭을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인의 지명상품의 명칭이었다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
▪ 원고가 상표분쟁 과정에서 ‘84’ 명칭이 보통명칭임을 인정한 경우 이러한 사실
은 본 사건 분쟁에도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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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84

84

1984년 베이징디탄의원(北京地坛医院)의 전신인 베이징제1전염병의원(北京第一传
染病医院)이 ‘84’간염정화제 연구제조에 성공한 후 전국적으로 30여 기업에 해당 기
술을 양도했다.

해당 기술을 양도받은 각 기업은 해당 제품에 상표와 ‘84’간염 정화

제 혹은 ‘84’소독액 명칭을 표기했다. 1987. 8. 21. 원고는 진후현아이터푸화공유한
책임공사(金湖县爱特福化工有限责任公司) (이하 ‘피고2’)와 《‘84’간염정화제 공동생
산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가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본 기술 성과의
소유권과 양도권은 유지하기만, 장쑤성 창장(長江)북쪽과 난징시 범위내에서 양도와
공동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했다. 피고2는 과학연구비 1만 위안을 지불하
고 매년 해당 제품의 순 이율 10%를 떼서 원고 공동생산의 분배이윤으로 하기로 하
고, 매년 12월에 결산하기로 했다. 그 공동생산 계약은 ‘84’간염정화액 기술 성과의
권리소유에 대한 약정이고, 해당 제품의 기타 지식재산권등 및 기타소유에 대한 약
정은 아니다. 1988. 3. 14. 피고2는 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기술양도비 1만
위안을 지불하고 ‘84’소독액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2 및 여러
기업은 흩어져 있던 ‘84’제약기계그룹을 조직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진행했고

‘84’소

독액 생산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상품시장 유통을 확대했다. 1990년 2월 피고2는 약
정에 따라 원고에게 2310위안의 이윤 분배액을 지불했다. 1992. 7. 2. 피고1은 홍콩
리창싱과 합자하여 장쑤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江苏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
를 설립하여, ‘84’소독액을 생산 판매했다.
1996. 8. 29. 피고1은 5류를 지정하여 상표국에 ‘84’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상표국
의 심사를 거쳐 해당 상표가 본 상품의 모델, 특징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1997년 8월
해당 출원을 거절했다.
1999. 1. 29. 원고가 출자 설립한 베이징 룽안의학기술개발공사(北京龙安医学技术
开发公司)가 상표국에 제5류 소독제를 지정하여 ‘龙安84’상표를 출원하였다. 해당상
표 중 ‘84’가 본 상품의 모델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는 이유로 상표국은 1994.
4. 8.

룽안공사에 의견제출 통지를 했고, 보정을 요구했다. 룽안공사가 답변을 제출

하지 않아, 해당 출원은 거절되었다.
1993년 3월 원고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피고1에게 제5류(소독제류)상품에 지정하여
등록된 1104561호 ‘84’상표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8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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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액 기술은 국내 38개 업체에 양도되었고 소독액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종류 제품은 모두 ‘84소독액’이라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
장했다.
1999. 12. 6.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평자(1999)제2759호

《‘84’상표 거절불복심판

최종결정서》를 통해 피고1이 제5류 소독제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84’상표 출원
에 대한 복심청구를 기각했다.
위생부는 2001년 발표한 《건강관련 제품 명명규정》제4조 제(3)호에서 건강관련
제품 명칭은 반드시 상품명, 보통명칭 명, 속성명칭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002년9월까지 위생부의 위생허가를 받아 허가 유효기한내에 있는 ‘84소
독액’은 모두 다섯 종류이며 모두 ‘**상표 84소독액’으로 명명하고 있다.

2. 소송경과

2006

부정경쟁행위

베이징시 최고인민법원

2003.3.23

(2002)민삼종자제1호

피고 승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2001)고지초자제79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는 생산 판매한 소독액에
‘84’를 상표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각 매체에 ‘84’소독액을 명칭으로 광고
선전을 하는 것을 중단한다.
2. 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는 본 판결 효력 발생30
일 이내에 《신민석간》, 《베이징석간》에 디탄의원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
3.

아이터푸약품건강품유한공사(爱特福药物保健品有限公司)는

디탄의원(北京地坛医

院)에 경제손실 25만 위안을 배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84’소독액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있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에 속
하여 지명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84’는 소독액의 명칭으로 원고가 가장 먼저 사
용했고, 원고가 사용해서 유명해졌으며, 또한 원고와 원고가 연구 제조 및 생산을 한
소독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상품의 대표와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84’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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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른 관련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 ‘84’를 원고가 생산한 소독액의
고유 명칭임을 인정한다. 피고1이 무단으로 ‘84’소독액을 해당 제품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 제품에 대한 혼동과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므로 부정경쟁에 해당하
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베이징 고급인민법원(2001)고지초자 제79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 2심 사건 접수비 56020위안은 베이징 디탄의원이 부담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는 지명상품의 고유명칭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누구라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지명상품의 고유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관련 ‘84’소독액은 지명상품으로, 피항소인(1심 원고)와
항소인(1심 피고1)은 이에 대한 이의가 없다. 하지만 양측이 ‘84’가 해당 상품의 고
유명칭인지 여부에 대해, 누구의 경영활동이 ‘84’소독액을 유명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는 각자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본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지명상품의 고유명칭은 관련 상품에 대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하며 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다른 경영인의 동
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상품명칭을 가리킨다. 지명상품의 고유명칭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권리자는 타인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당 지명상품 고유명칭을 사용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고유명칭은 상품의 보통명칭과는
다른데, 상품의 보통명칭은 지명상품의 고유명칭 독점사용권을 획득할 수 없다. 보통
명칭을 판단할 때, 국가 혹은 업계표준 및 전문 참고서적, 사전 가운데 열거된 상품
명칭을 보통명칭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 업계 경영자 사이에서 오랜 사용
으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상품의 명사도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으로 인정한다.
피항소인이 1984년부터 전국의 여러 기업에 기술을 양도하고, ‘84’소독액 생산을
허가하였고, 그 기간에 ‘84’명칭에 대해 특수한 약정을 하지 않아, ‘84’소독액을 해당
상품의 명칭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현재 시장에서 위생부 허가를 거쳐
생산 판매되는 ‘84’소독액의 제품명칭은 모두 각 생산기업의 상표와 ‘84’소독액 문자
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84’소독액 명칭은 해당 제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
다. 게다가, ‘84’소독액 생산 중개와 관련된 위생부, ‘84’상표의 등록 분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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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가 ‘84’를 소독제의 보통명칭으로 관리하여, ‘84’가 본 상품
의 모델 특징을 표현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양측 당사자가 ‘84’가 소독액 상품 명칭으로 사용되는 상황은 분명히 알고
있다. 특히 피항소인은 ‘84’가 소독제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
회에 타인이 제5류에 등록한 ‘84’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다. 피항소
인이 상표분쟁과정에서 ‘84’가 해당 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84’명
칭이 사용되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고 유명상표
고유명칭을 이유로 타인이 자신의 민사권익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항소인이 ‘84’가 동류 소독액 제품의 보통명칭이라
는 항소이유는 성립하며 본원은 지지한다. 종합하면, 본 건 소송의 쟁점인 ‘84’소독
액이 지명상품의 고유명칭이 아니므로 한 곳에서 독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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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자좡시 푸란더사업발전공사(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vs
베이징미톈자예기술무역유한공사(北京弥天嘉业技贸有限公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A8; B1; D1

044

사건번호

(1999)일중지초자제48호((1999)一中知初字第4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스자좡시 푸란더사업발전공사

대리기구

(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대리인

베이징미톈자예기술무역유한공사

피 고

(北京弥天嘉业技贸有限公司)

소송결과

청구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
법률고문 자오옌후이(赵延军)
베이징시 위안둥 변호사사무소
北京市远东律师事务所
차오둥성(乔冬生), 리즈(李直)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1999.7.10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제41조

관련 규정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호

쟁 점
▪ ‘PDA’는 컴퓨터에 대하여 보통명칭인가?

적극

▪ CNNIC이 정한 《중국인터넷 도메인 등록 임시시행 관리방법》은 침해 사건을
판단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에 해당하는가?
▪ pda.com.cn 도메인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타인의 컴퓨터를 판매한
경 우 컴퓨터에 대한 ‘PDA’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가?

소극

소극

소극

1. 사실관계
사용도메인이름

인용상표(등록970474)

pd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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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자좡시 푸란더사업발전공사(石家庄市福兰德事业发展公司, 이하 ‘원고’)가 제9류
(컴퓨터 및 외부장치, 중영문 노트북 등)를 지정하여 출원한 ‘PDA’상표(이하 인용상
표)는 1997년3월 등록(등록 제970474호)의 되었고, 상표존속기한은 2007년 3월까
지이다.

피고베이징미톈자예기술무역유한공사(北京弥天嘉业技贸有限公司)는

1998.

10. 12.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pda.com.cn’ 도메인을 신청했고, 중국인터넷
정보센터는 981012005037호 ‘pda.com.cn’ 도메인 등록증을 발급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근거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여러 상품류에 ‘小秘书’상표를
등록했고, 그 상표는 ‘小秘书’문자와 도형 및 영문 ‘portable secretary’을 포함한다.
원고는 ‘小秘书’상표 홍보를 위해 광고를 실시했다. 원고는 인용상표가 ‘小秘书’의 영
어 ‘Personal data assistant’의 이니셜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인용상표가 실제 사용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해당 상표 지명도 및 영향 범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쉐위안출판사가 출판한 《표준영한‐한영컴퓨터 상해
사전》, 《영한 마이크로컴퓨터

소백과사전》과 베이징희망전자출판사가 출판한

《마이크로소프트한영컴퓨터백과사전》등 공개출판물 중에서 ‘PDA’는 모두 영문
‘personal data assistant’의 이니셜이며, 가볍고 정교한 팜톱(palmtop) 컴퓨터라고
정의되어 있다.
피고는 1999. 5. 17. 원고의 상표가 부당하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 무효심판을 신청했으며, 평심위원회는 이미 접수했다.
피고의 인터넷 주소 www.pda.com.cn은 주로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소개하
고 판매하는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의 웹페이지에 PDA표시를 사용했으며, 해당사
이트가 소개하고 판매한 제품은 모두 다른 회사의 팜톱 컴퓨터이다.
본 안 소송 중 원고는 피고가 부당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상기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 제970474호 ‘PDA’상표등
록증, 제852588호, 제895775호, 883840호, 883958호 ‘小秘书’상표등록증, 중국인
터넷정보센터 981012005037호 ‘pda.com.cn’도메인등록증, 쉐위안출판사가 출판한
《표준영한‐한영컴퓨터 상해사전》, 《영한 마이크로컴퓨터 소백과사전》, 베이징희
망전자출판사가 출판한 《마이크로소프트한영컴퓨터백과사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99)상평종자(S)제N274호 통지, 피고 웹사이트 현장검증, 당사자 진
술 등을 증거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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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1999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

1999.7.10

상표권 침해중지

(2001)환민삼초자제03호

피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 스자좡 푸란더사업발전공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원은 본 건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상표법》
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인용상표는 상품상표로,
《상표법》제38조 규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타인의 등록상
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pda’표시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행
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표법》제38조에 비록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끼치는 것도 침해행위에 해
당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표법 실시세칙》제41조가 해당 ‘항’이 포함하는 침해행
위를 명확하게 열거 했는데 원고가 지적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이 규정한 침해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피고가 사용한 ‘pda’ 도메인 사이트 웹
페이지에 ‘pda’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해당 웹사이트가 소개하고 판매하는 상품은 피
고 자신의 제품이 아니며 다시 말해서 피고는 ‘pda’를 서비스표로 사용한 것이며 원
고의 상표는 상품상표로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驰名商标)임을 증명할 방법
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PDA’표시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용상표가 만든 명성을 이용했는지,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정한 공평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원고는 ‘PDA’상표
의 사용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상표의 영향 범위와 지명도에 대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는 인용상표가 자신의 ‘小秘书’상표의 영문 이니
셜이며, ‘小秘书’상표의 홍보를 위해 대량 광고를 진행 했지만 인용상표와 ‘小秘书’상
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小秘书’상표를 잘 아는 대중이 두 상표를 인식함에 있어
필연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상표는 일정한 영향력과 지명도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컴퓨터 업계에서 ‘PDA’가 가볍고 정교한 팜톱 컴퓨
터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고, 해당 표시는 원고의 회사나 제품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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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에서, 대중이 피고의 도메인을 보고 해당 도메인을 사용한 사이트가 원고
와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행위는 대중을 혼동하게 하지 않았고, 이것으로 원고상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중국인터넷 도메인 등록 임시시행 관리방법》제23조 도메인 분쟁에 대한 처리에
대해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해당 방법은 부문 규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 등록 회사에서 이러한 분쟁을 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건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속해 피고의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
으며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기 이유

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가 ‘PDA’도메인을 등록한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은 침해하고,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법률의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해당 소송
청구를 본 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인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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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후이청주류업기술개발공사(北京汇成酒业技术开发公司) vs
베이징롱취안쓰시양조유한공사(北京龙泉四喜酿造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B1

087

사건번호

(2002)일중민초자제8465호((2002)一中民初字第846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대리기구

베이징후이청주류업기술개발공사
(北京汇成酒业技术开发公司)

피고

베이징룽취안쓰시양조유한공사

(北京市义信律师事务所)
왕쉬화(王续华)，천커눙(陈克农)

대리기구
대리인

(北京龙泉四喜酿造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대리인

베이징이신변호사사무소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 4. 16.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상표법실시조례》제49조

2심 사건

087

B1

사건번호

(2003)고민종자제543호((2003)高民终字第54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베이징후이청주류업기술개발공사
(北京汇成酒业技术开发公司)
베이징롱취안쓰시양조유한공사
(北京龙泉四喜酿造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항소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이신변호사사무소
(北京市义信律师事务所)
왕쉬화(王续华)，천커눙(陈克农)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 8. 27.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상표법실시조례》제49조

1심 판결일자

2003. 4. 16.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甑馏’는 특정 공법에 따른 백주의 속칭인가?

소극

▪ ‘甑馏’가 북방 일부 지역에서 특정 공법에 따른 백주의 속칭으로 사용되
었다는 베이징양조협회의 확인서가 실제로 원고의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관련 공중 사이에서 ‘甑馏’가 백주를 일컫는 속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소극

증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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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인용상표

北京甑馏

(등록 715810)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 양 당사자의 공동 인정 사실
(1) 1994. 11. 21. 원고는 상표국을 통해 ‘甑流32)’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하
였다. 인용상표는 초서체로 쓴 ‘甑流’ 2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등록번호는 제715810
호，지정상품은 제33류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맥주 제외)이며, 존속기간은 2004.
11. 20. 까지이다.
(2) 2002. 피고는 자사 상품의 병 라벨에 4개의 중문 문자로 이루어진 ‘北京甑
馏33)’ 를 상품명칭으로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甑(쩡)’자의 발음이 ‘赠(쩡)’자와 유
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사용한 ‘甑(쩡)’자의 발음이 방언 때문에 ‘静
(징)’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3) ‘甑’은 양조 도구로서 예로부터 존재하였으며 증류 도구이기도 하다.
2.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사실
피고는 ‘甑馏’ 2 글자는 원래 백주 양조 방법의 명칭을 뜻하나 특정 지역의 보통명
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3부의 증거를 제출하였
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1) 중국 경공업출판사의 2000. 9. 제1판 및 제2판 《백주 제조 매뉴얼》에 관하
여상기 책의 제12장에 ‘甑桶蒸馏(시루 증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기재되었는데 다
음과 같았다. ‘고체 발효는 알코올과 향 성분을 가진 거르지 않은 술을 성분의 서로
다른 휘발특성을 이용하여 나지막한 甑桶(시루)에 넣고 증류 분리하는 것으로서 중국
백주 제조의 독특한 형식이며 백주의 특색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원고

는 피고의 상기 증거 출처의 진정성, 합법성에 대해 이의를 가지지 않았으나 상기
증거는 단지 백주 양조에 대한 학술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해석일 뿐이고, 문장에는

32)

‘쩡류’로 발음된다. 한자 "甑"은 고대에 밥을 찌는 데 사용했던 토기의 한 종류로 ‘시루’에 해당한다.

33)

‘베이징쩡류’로 발음된다. 한자 "馏"는 ‘뜸들이다’는 뜻으로 이 한자는 현대 중국에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蒸馏"(증류)라고 할 때에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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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甑馏’ 용어와 이 용어에 대한 그 어떤 해석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甑馏’가 양
조 공정의 명칭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보통명칭은 더구나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양 당사자가 상기 증거 출처의 진정성 및 합법성에 대해 모두 이의를 가지지 않
은 점을 감안하여 1심 법원은 상기 증거를 채택하였다. 관련성 측면에 있어서 피고
는 상기 증거에 의해 백주의 양조 공정으로서 시루(甑具)로 백주를 증류한다는 이 사
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 사실과 ‘甑馏’ 용어의 유래에 관련성이 존재함을 증명
하였으나 ‘甑馏’ 용어가 특정 지역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2) 피고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리스전(李时珍)의 《본초강목》에 기재된, 시루
(甑)에 의한 백주 제조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甑馏’의 원래 의미가 한가지 백주 양
조공법임을 증명하고자 했으나 당해 자료가 등재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출처를 증명
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1심 법원은
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3) 베이징 양조협회가 제출한 확인서 《’甑流’ 제품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甑
馏’은 백주 제조의 마지막 단계 공정을 거쳐 증류해내고 다른 술과 혼합하지 않은
고농도 원주(原酒)로서 북방의 일부 지역의 보통명칭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 증거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진정성이 없으며 베이징 양조 협회의 증언도 한 개 학파
의 견해일 뿐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은 베이징 양조협회가 제출한 《’甑流’ 제품에 대한 설명》은 사회공중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증거이므로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고 2003.
2. 21. 베이징 양조협회로부터 아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1) 원고 및 피고는 모두 베이징 양조 협회 회원이 아니다.
(2) ‘甑馏’의 칭호는 베이징, 허베이 등 지역에서 시루(甑具)로 백주를 증류 양조할
때 흘러나온 술에서 초기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제거하고 중간 단계의 술에서 유래
한 것인데, 이 술이 다른 술과의 혼합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주이므로 ‘甑馏’로 불리
운다. 또한 ‘甑’의 발음이 방언으로 ‘静’으로 발음되므로 북방 일부 지역의 보통명칭
으로 되었다.
원고는 베이징 양주 협회가 원고의 ‘甑流’ 2글자의 상표등록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
증언에 편향성이 있으며 사실의 진면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베이징 양조협회의 상기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반대증거를 제출
하지 못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추가 인정 사실>
The Commercial Press(商务印书馆)이 1998. 5. 에 출판한 《新华字典(신화자
전)》수정본 제616페이지에 ‘‘甑’의 옛날 칭호는 ‘静’과 같으며 (1) 고대에 밥을 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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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를 가리켰으나 현재는 밥을 찌는 목조 통상물(木造 筒狀物)을 가리킨다. (2) 증
류 또는 물체 분해용의 식기를 가리킨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 양조협회가 2002. 6. 21. 에 제공한 《’甑流’제품에 대한 설명》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백주 제조에서 거르지 않은 술을 시루(甑锅)로 증류하여 흘
러나온 원주는 알코올 농도가 70도 안팎으로 비교적 높다. 해방전, 중국 북방의 일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지역)에서는 직접 이런 술을 판매하였고 속칭으로 ‘清
流(칭류)’ 또는 ‘甑流(쩡류)’, ‘甑馏(쩡류)’로 불러 다른 술을 섞지 않고 품질이 우수함
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술은 많은 소비자의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甑流’는 특정 지

역의 보통명칭에 속하며 백주 양조 공정의 명칭이며 다른 술을 혼합하지 않은 고농
도 백주의 품질 개념으로서의 지역성 보통명칭에 속한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3.

(2003)고민종자제543호

2003. 8. 27.
항소 인용
(원고 승)

2002. 10. 29.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 4. 16.

상표권침해

(2002)일중민초자제8465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甑馏’가 백주의 보통명칭인지이다. 다시 말하면 피고의 항변이
유가 성립되는지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백주 제조 매뉴얼》과, 양 당사자의 진술
및 법원의 확인을 거친 베이징 양조협회의《’甑流’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甑
馏’의 의미가 양조 방법, 다시 말하면 시루(甑桶)로 백주를 증류 양조하는 양조 방법
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이 확인된다. 이 방법은 예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백주 양조 업
계에서 잘 알려져 있고 상기 양조 방법으로 형성된 술의 특징과 유래도 그 술의 소
비자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베이징 양조협회가 업계의 협회조직으로서 술 문화 분
야의 상식에 대해 상대적인 권위성을 가지며 베이징 양조협회의 증언이 객관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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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베이징 양조협회의 상기 설명
의 진정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며, ‘甑馏’가 보통명칭이라는 사실에 대한 상기 설명의
증거력을 인정한다.
원고는 주류 회사이며 원고의 인용상표는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이런 백주의 ‘甑
馏’ 술명칭과 유사하므로 인용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원
고는 인용상표의 등록범위 내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인용상표권에
의해 공중이 보통명칭 사용권과 같은 공유 영역의 기존 성과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
는 것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가 ‘甑馏’ 2글자를 자신의 상품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보통명칭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에 속하며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
라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결여되므
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의 (2002)일중민초자제8465호 민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1심 피고)는 즉각 침해를 중지하고 자신의 백주 상품에 항소인(1심 원
고)의 인용상표와 문자 및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1심 및 2심 사건 수리비 각각 1,000위안은 모두 피항소인(1심 피고)이 부담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1심 원고)는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향유한다.
피항소인(1심 피고)은 항소인의 인용상표가 등록된지 수년 후에 항소인의 상품과 동
일한 상품에 칭호가 같고 글꼴이 유사한 ‘甑馏’문자를 사용한 것은 양 회사 상품에
대한 관련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항소인은 ‘甑流’ 또는 ‘甑馏’는
백주 업계와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일종의 고농도 백주의 양조 공정과 백주 명칭
이라고 항변하였으나, 피항소인이 제출한 중국 양조협회와 베이징 양조협회의 서면
자료는 본 사건 소송 기간에 상기 두 협회가 ‘甑流’ 상품에 대한 상황 설명일 뿐, 항
소인이 인용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백주 제조업계와 관련 공중이 이미 ‘甑馏’가 양조
공정과 백주 보통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 관련 저서에서는
시루(甑桶)에 의한 양조 공정을 ‘甑馏’라고 해석하지 않았으며, 자전 또는 사전에도
‘甑馏’가 고농도 백주의 양조 공정이며 고농도 백주의 명칭이라는 기재와 해석이 없
다. 따라서 피항소인은 현재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자신의 상품에 사용한 ‘甑
馏’가 공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고농도 백주의 양조 공정이고 고농도 백주의 보통명
칭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항소인의 인용상표 등록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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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민사 권리로서 법정절차에 의해 행정 승인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그
리고 합법하게 취득한 상표권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즉
항소인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사건외 당사자인 베이
징시후아두양주식품공업공사(北京市华都酿酒食品工业公司)와 베이징훙싱주식유한공사
(北京红星股份有限公司)가 본 사건 소송기간(2002. 8. 2. )에 상표 등록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인에 인용상표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나, 인
용상표는 아직 무효확정 전이므로 항소인은 여전히 인용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진
다. 피항소인이 자신의 상품에 항소인의 인용상표와 유사한 ‘甑馏’ 2글자를 사용한
행위는 항소인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항소인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요에 착오
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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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서훙퉈표취주공장(四川省射洪沱牌曲酒厂) 등
vs 쓰촨성이빈구기자술공장(四川省宜宾杞酒厂) 손해배상 사건
1심 사건

B4

043

사건번호

(1995)천고법경일초자제14호 ((1995)川高法经一初字第14号)

사건의 분류

손해배상
쓰촨성서훙퉈표취주공장

원고

대리기구

(四川省射洪沱牌曲酒厂)
대리인

외 10곳

대리기구

피 고

쓰촨성이빈구기자술공장
(四川省宜宾杞酒厂)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소송결과

청구 인용

판결법원

서훙현변호사사무소
(射洪县律师事务所)
리지아취안(李加泉)
쓰촨헝허변호사사무소
(四川恒合律师事务所)
딩즈위안(丁志远)
청두시제1변호사사무소
(成都市第一律师事务所)
쑨보(孙波)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1996.12.23선고

《민사소송법》제138조
관련 규정

《상표법(1993)》제27조 제1항
《상표법실시세칙(1993)》제2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5항

2심 사건
사건번호

(1997)지종자제제2호((1997)知终字第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대리기구
항소인
(1심 피고)

쓰촨성이빈구기자술공장
(四川省宜宾杞酒厂)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피항소인
(1심 원고)

쓰촨성서훙퉈표취주공장
(四川省射洪沱牌曲酒厂)
외 10곳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궈룽변호사사무소
(国荣律师事务所)
리궈룽(李国荣)
쓰촨성이빈지구변호사사무소
四川省宜宾地区律师事务所
리젠(李建)
쓰촨성잉지변호사사무소
(四川省英济律师事务所)
리자디(李家弟)
서훙현변호사사무소
자오융린(赵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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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인용

판결법원

최고인민법원/
1998.6.16. 선고

《민사소송법》제1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1996.12.23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무효되었다면
상표권의 행사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표국을 속였다면 상표등록 후의 상표
권의 행사는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소극

소극

1. 사실관계
인용상표(등록683437)

1985. 5. 이빈 우량예2분공장(宜宾五粮液二分厂)이 정부 허가를 거쳐 설립되었다.
1987년 이 공장은 이빈지구 제2술공장(宜宾地区第二洒厂)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1988년 이빈지구 제2술공장은 고정자산 120만 위안, 유동자금 40만 위안, 총160만
위안으로 쓰촨성 이빈구기자술공장(四川省宜宾杞酒厂, 이하 ‘피고’)을 설립하였다. 피
고와 이빈지구 제2술공장은 비록 서로 다른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생산영업주소, 법
인대표, 경제성질, 등록자금 및 구조가 서로 일치하며, 실제로는 하나의 생산 경영체
가 2개의 기업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2년 7월 이빈지구 제2술공장은 아직
출원등록증인 ‘豪雅’상표로 ‘中国杞酒’라는 명칭의 기주(杞酒)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술의 병에 부착하는 배합 원료표에 쌀, 수수, 옥수수, 밀가루, 찹쌀, 구기, 대추, 얼음
설탕을 주요 성분으로 한다고 표시했다. 피고는 1992년 7월 24일 중국 전리국에 ‘구
기자술’ (杞酒) 발명특허를 출원했고, 출원 과정에서 해당 규기자술은 구기자를 ‘기본
배합원료’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1993년 ‘豪雅’상표가 등록되었다. 같은
해 11월 피고는 ‘中国杞酒’제품이 후에 다른 상표의 구가지술 상품으로 인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杞’상표를 주류 상품에 대해 출원등록하기로 결정하였
다. 피고는 상표등록 출원서 양식 주요 원료 란에 ‘구기자’를 써넣지 않고 다른 주요
원료는 써 넣었다. 1994. 5. 28. 해당 상표는 등록되었다. 1995. 3. 17. ‘기주(杞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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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획득했다. ‘杞’상표가 등록된 후 피고는 기주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 인쇄된
‘中国杞酒’ 제품 설명서와 판촉광고, 제품소개 중에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현대과학기
술을 사용하여 연구 제작한 신세대 구기자술’이라고 밝혔다.
피고가 ‘杞’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본 안건 원심의 각 원고는 ‘구지자술’을 생산 판
매하지 않았고 ‘杞’자를 사용하여 구기자 주류 제품을 부르지 않았으며 ‘杞酒’ 혹은
‘杞’자를 해당 주류상품 홍보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는 구기자 제품
시장에서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쓰촨성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 ‘杞’자
상표가 등록된 후 피고는 즉각 쓰촨성서훙퉈표취주공장(四川省射洪沱牌曲酒厂, 이하
‘원고1’)이 ‘杞酒’명칭을 사용하여 ‘퉈표 기주’(沱牌杞酒)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빈
지구 중급인민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법원의 주재로 화해를 이루었고
원고1은 피고에게 사과하고, ‘퉈표 기주(沱牌杞酒)’ 판매를 중지하였고 피고에 손실
11만 위안을 배상하였으며 소송비용 20,530위안을 부담하였다. 그밖에도 원고1을
비롯한 11곳 원심 원고는 피고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발하고 행정단속을 청구하
고, 스스로 사람을 보내거나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기주의 생산 판매를 중지하게
하고, 포장 표지를 폐기하게 하여 원심 원고에게 각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쓰촨
성 고급인민법원은 11곳 원심 원고의 실제 손해액은 5645470.78위안이라고 했다.
1994년 8월 20일 쓰촨성 청두시럼주공사 시내 분공사(四川省成都市糖酒公司城中分
公司, 이하 ‘원고2’로 약칭)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평심위원회에 ‘杞’상표의 《부당등
록상표 무효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杞’는 한약명칭 ‘구기자(枸杞)’이며, “杞酒”의
주요 원료는 구기자이고, “杞酒”가 양조업계에서 보통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라고 했다. ‘杞’는 허난성 현(縣)의 명칭이다. 따라서 피고가 출원등록한 ‘杞’상표는
상품의 주요 원료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고 현급 이상의 행정구획 지명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상표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
를 청구했다. 피고는 ‘杞’가 (1) 식물명칭; (2) 고대 국가 명칭; (3) 성(姓) 이렇게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식물명칭 중에서
‘杞’는 ‘枸’와 함께 구기자(枸杞)를 나타내고, 또한 ‘柳’와 함께 고리버들(杞柳)이 된
다. 따라서 ‘杞’자는 ‘枸杞’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구기자(枸杞)’의 의미를 직접적
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당사가 ‘杞’자를 회사명칭의 일부분으로 삼았는데 이는 회사
소재지 곳곳에 고리버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의 제품 중에 구기자가 차지
하는 부분은 2%이며, 구기자는 부재료이지 주요 원료가 아니다. 청구인이 ‘杞’와 ‘枸
杞’, ‘杞酒’와 ‘枸杞酒’의 서로 다른 개념을 혼동한 것이므로, 그 청구는 성립할 수 없
으므로, 청구인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1995년 8월 21
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종국재정을 했다. ‘‘杞’는 식물명칭으
로 구기자(枸杞)를 가리키기도 하고 ‘고리버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글자
를 약주에 사용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고리버들’이 아니라

‘구기자’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피신청인이 ‘杞’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공장 주변에 고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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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杞’를 상표로 사용한
것은 본 상품의 주요 원료(주요원료는 성분함유의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라, 주요 작용을 하는 원료를 가리키는 것이다)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를 술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가 구비해야 할 식별력이 결여
되어 있으며 해당 상표는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가 아니
라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등록 이유는 성립되며,
쓰촨성 이빈구기자술공장이 등록한 상표 제683437호 ‘杞’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
‘杞’ 상표등록이 무효된 뒤 원심 각 원고는 피고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자시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여, 피고가 사과를 하고, 경제적 손실 총600만 위안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
다고 청구했다.

2. 소송경과

1997

1996

최고인민법원

1998.6.16

(1997)지종자제2호

피고 승

쓰촨성 고급인민법원

1996.12.23

(1995)천고법경일초자제14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쓰촨성이빈구기자술은 쓰촨성서훙퉈표취주공장에게 1994년 5월 쓰촨성 이빈이
빈구기자술이 침해를 시작한 때부터, 1995년8월 상표국이 ‘杞’상표를 취소한 때까지
끼친 경제손실 5645470.78위안을 본 판결 효력 발생 10일 내에 모두 지불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杞酒’와 ‘枸杞酒’는 상품명칭으로서 대중의 소비영역에서 구별이 없고, 피고가 생
산한 구기자술은 원래 ‘豪雅’를 등록상표로 했었지만 후에 구기자주 판촉에 있어서
타인의 다른 브랜드 구기자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杞’ 상표를
등록출원했고 출원시에 ‘中国杞酒’가 구기자를 기본 배합원료로 한다는 사실을 숨기
고 ‘杞’상표의 등록을 편취했다. 등록된 후 상기 구기자를 주요원료로 하여 기주를
생산하는 기업과 영업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표권을 남용하여, 동류 제품 생
산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과 경제질서에 해를 끼쳐, 주관적인 악의가 성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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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쓰촨성 고급인민법원(1995)천고법경일초자제14호 판결을 취소한다.
2. 2심 안건 접수비 40,010위안과 기타 소송비 8,002위안, 총계 88,022위안은 쓰촨
성서훙퉈표취주공장 등 11곳 회사에서 각각 8,002위안씩 부담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원심 피고)은 ‘杞’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전에 이미 먼저 구기자주를 생산판매
하고 있었고, 구기자술이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얻게 했으며, 시장에서 아무도
구기자술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을 때, 모조품 발생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杞’
상표를 출원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1995) 상평자 제964호 《 ‘杞’
상표 부당등록 종국재정서》에서 ‘杞’상표의 무효사유로 ‘杞’상표를 약주에 사용한 것
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기자’를 떠올리게 하므로, ‘杞’상표를 약주에 쓰는 것은 본 상
품의 주요 원료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인용상표
는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없어, 인용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
정은 ‘杞’상표 등록이 악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항소인
(원심 피고)이 등록할 당시 고의로 ‘杞’상표가 약주에 사용할 것이며, ‘구기자’가 약주
의 주요 원료라는 사실은 숨겼으나 이 행위는 악의를 가지고 특정한 기타 경영자에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조치가 아니며, 《상표법실시세칙》의 ‘악의’ 관련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상표법실시세칙》 제25조에 따르면, 상표등록 무효 결정 혹은 재정
은 무효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이미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의 판결이나 재
정,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 처리결정에 대해 소급
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빈지구 중급인민법원의 조해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되어 집행
되었고, 공상행정관리기구가 본 건 원심 관련 원고에 대한 처리가 이미 집행되었으
므로, 상표평심위원회가 ‘杞’상표를 무효로 한 결정은 상기 조해서와 처리결정에 소
급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항소인(원심피고)이 상표 출원 등록시 시장에서 ‘杞’상표
술을 생산, 판매, 선전한 타인이 없으므로, 타인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후에 비록 퉈표취주공장(이하 피항소인1) 등 피항소인이 일정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
러한 손실의 발생과 항소인(원심피고)의 출원등록행위와는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杞’상표 등록 후에 아무도 바로 해당 상표 무효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항소인이
이 기간에 구기자술 제품을 맹목적으로 생산하여 비롯된 것이다. 피항소인1이 1992
년 10월 ‘沱牌杞酒’를 명칭으로 하여 구기자술을 생산 판매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는
해당 상품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광고한 증거가 써 있는 위생검사부문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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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독검측부분에서 실시한 검사 증서 사본만을 제출하였다. 심사를 거쳐 해당 증서
사본 위의 제품 명칭란에 명확한 수정 후 복사한 흔적이 있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하면, 항소인(원심피고)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했음을 인정하고
각 피항소인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충분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항소인의 상기 청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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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Motor Co., Ltd. 등 vs 차오야원(曹亚文)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110

A1.3; A7.1; C1

사건번호

(2003)이중민초자제06284호((2003)二中民初字第06284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원고1

Honda Motor Co., Ltd.

대리기구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日本本田技研工业株式会社)

专利商标事务所)
대리인

우양혼다모터싸이클(광저우)
원고2

신저성(辛哲生), 정웨(郑悦)

대리기구

위와 같음

대리인

위와 같음

대리기구

위와 같음

대리인

위와 같음

대리기구

위와 같음

대리인

위와 같음

유한공사
(五羊－本田摩托(广州)有限公司)
신다저우혼다모터싸이클

원고3

전리상표사무소

유한공사
(新大洲本田摩托有限公司)
자링혼다엔진유한공사

원고4
(嘉陵－本田発動機有限公司)

피고1

대리기구
차오야원(曹亚文)
대리인

베이징시무밍변호사사무소
(北京市木铭律师事务所)
이나(伊娜), 저우쥔우(周俊武)
베이징시진청변호사사무소

피고2

충칭리판실업(그룹)유한공사

대리기구

충칭시쉐위안변호사사무소

(重庆力帆实业(集团)有限公司)

(重庆市学苑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청구 인용

(北京市金诚律师事务所)

판결법원

팡정중(庞正中), 우중린(吴中林)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4. 12. 20.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2호; 《상표법실시조례》제50조 제1호
관련법령

《상표해석》제9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쟁 점
▪ 사용표장 “HONGDA”,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은 각각 인용상표 ‘HONDA’와 유사한가?
▪ 상표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상표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적극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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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인용상표가 저명한가를 판단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하여야 하는가?
▪ 침해품의 판매 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침해품의 제조 수량에 기초하여 손해배
상을 산정할 수 있는가?
▪ 침해품의 판매 수량에 상표권자의 이윤률을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
는가?

적극

적극

▪ 침해품에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외에 다른 상표도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침해품의 판매에 대한 등록상표의 기여도를 한정하여 손해

적극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 중국어 상호를 영문으로 표현하여 사용하였을 때 타인의 등록상표와 오

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표장 사용은 상호로서의 소극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사용표장1
사용표장2
사용표장3
사용표장4

인용상표(등록314940)

HONGDA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Honda Motor Co., Ltd. (日本本田技研工业株式会社, 이하 ‘원고1’)는 1948년 9월

24일 일본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자동차, 모터싸이클, 엔진 등 제품을 제조한다.
1988년 5월 29일，원고1은 중국 상표국에 ‘HONDA’상표(이하 ‘인용상표’)를 등록
하였으며, 지정상품은 제19류의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타 운송도구이며, 갱신후
존속기간은 2008년 5월 29일까지이다. 갱신후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12류이고 등
록번호는 제314940호이다.
1988년 5월 29일，원고1은 중국 상표국에 ‘本田’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
19류의 항공, 선박, 차량 및 기타 운송도구이며, 갱신후 존속기간은 2008년 5월 29
일까지이고, 갱신후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12류이며, 등록번호는 제31494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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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 및 ‘本田’상표는 1999년 및 2000년에 중국 상표국에 의해 중국 중점 보호
상표로 인정되었다.
우양혼다모터싸이클(광저우)유한공사(五羊－本田摩托(广州)有限公司, 이하 ‘원고2’)
는 원고1과 광저우모터그룹회사가 1992년 7월 14일에 중국에 등록한 합자기업이며
경영범위는 모터싸이클과 그 부품의 제조 및 판매, A/S서비스이다.
2000년 10월，원고1은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을 통해 원고2에게 인용상표의 사용
권을 허가하였으며, 사용권 설정기간은 2000년 6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
지이다.
신다저우혼다모터싸이클유한공사(新大洲本田摩托有限公司, 이하 ‘원고3’)는 1992년
12월 18일에 중국에 설립된 중외합자기업으로 경영범위는 주로 모터싸이클, 전동자
전거, 모페드, 엔진 및 부품 등의 제조이다. 2001년 11월 19일，원고1은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을 통해 원고3에게 인용상표의 사용권을 허가하였으며, 사용권 설정기간은
2001년 11월 2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이다. 원고3은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모
터싸이클 제품을 위해 광고 홍보를 진행하였다.
자링혼다엔진유한공사(嘉陵－本田发动机有限公司, 이하 ‘원고4’)는 원고1과 중국 자
링공업주식유한공사가 1993년 1월 12일에 중국에 설립한 중외합자기업이며 경영범
위는 주로 가소린 엔진, 통용 엔진 및 완성차, 모터싸이클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이
다. 2002년 8월 14일，원고1은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을 통해 원고4에게 인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사용권 설정기간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8년 5월 29일
까지이다.
피고2는 1997년 12월 1일에 설립된 회사로 원래 명칭은 충칭리판훙다실업(그룹)
유한공사이다. 피고2의 경영범위는 주로 차량 부품, 모터싸이클 부품 등의 연구, 개
발, 제조 및 판매이다. 피고2의 기업명칭 변경일은 2001년 11월 6일이고, 이 회사는
충칭시훙다차량부품연구소, 충칭시리판모터싸이클제조유한공사, 충칭리판모터싸이클
공장, 충칭리판모터싸이클유한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1은 개인 상공업자로서 업체 명칭은 베이징시자립자강모터싸이클상점(北京市
自立自强摩托车商店)이며 등록일은 2000년 2월 1일이다.
1998년

10월

8일，상표국은

충칭시차량부품연구소가

출원한

‘轰达SINO‐

HONGDA’상표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용상표가 이미 중국 소비자에게 잘 알
려져 있어 ‘HONGDA’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1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
인하기 쉽다는 것이었다((1999)상표이자제3547호재정서).
2001년 10월 29일，상표평심위원회는 상기 (1999)상표이자제3547호 재정서에 대
한 이의복심청구에 대하여 최종 재정을 하여, 충칭시차량부품연구소가 출원한 ‘轰达
SINO‐HONGDA’상표에서 ‘SINO‐’는 ‘중국의’를 의미하고，’HONGDA’는 ‘HONDA’와
유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중국의’ ‘HONGDA’(훙다)로 오해하고 상품의 출처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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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케 할 수 있으므로 ‘HONDA’와 유사상표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당해 상표출원을
최종 거절하였다(상평자(2001)제4487호).
2002년 3월 2일，상표국은 (2002)상표이자제00280호 재정을 통해 피고2가 출원
한 ‘LIFAN‐HONGDA’상표는 ‘HONDA’가 중국 소비자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HONGDA’와 ‘HONDA’가 문자 결합 및 칭호에서 매우 근접하여 소비자가 이 출원
상표와 원고1을 부적절하게 연관시키고 오인하거나 상품을 잘못 구매하기 쉽다는 이
유로 거절하였다.
2002년 6월 9일，상표국은 (2002)상표이자제00281호 재정을 통해 피고2가 출원
한 ‘力帆轰达LIFAN‐HONGDA’상표는 ‘HONDA’가 중국 소비자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HONGDA’와 ‘HONDA’가 문자 결합 및 발음에서 매우 근접하고 ‘轰达’와
‘HONDA’의 발음이 거의 동일하며 ‘轰达’를 ‘HONDA’의 중문 음역으로 인식하기 쉬
우며 소비자가 이 출원상표와 원고1을 부적절하게 연관시키고 오인하거나 상품을 잘
못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996년 12월 7일，충칭시훙다차량부품연구소가 상표국에 ‘轟達’ 문자상표를 등록
하였고 지정상품은 제 12류의 기차 및 그 부품, 자동차, 전동차 및 그 부품 등이다.
등록번호는 제910005호, 존속기간은 1996년 12월 7일부터 2006년 12월 6일까지이
다.
1996년 9월 7일，상하이중모실업회사 충칭리파모터싸이클공장 (上海中摩实业公司
重庆力发摩托车厂)이 상표국에 ‘力帆’문자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12류의
모터싸이클, 모터싸이클 엔진, 모터싸이클 부품(타이어를 제외)이고，등록번호는 제
868524호이고, 존속기간은 1996년 9월 7일부터 2006년 9월 6일까지이다. 2002년
4월 18일，상기 제868524호 ‘力帆’문자상표의 상표권자는 피고2로 변경되었다.
1996년 9월 7일， 상하이중모실업회사 충칭리파모터싸이클공장은 ‘LIFAN’문자상표
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12류의 모터싸이클, 모터싸이클 엔진, 모터싸이클 부품
(타이어를 제외)이고，등록번호는 제868501호이고, 존속기간은 1996년 9월 7일부터
2006년 9월 6일이다. 2002년 4월 18일，제868501호 ‘LIFAN’문자상표의 상표권자
는 피고2로 변경되었다.
2000년 12월 27일，베이징시 공증처의 공증하에 사건외 당사자 한덩잉이 베이징
지역의 한 상점에서 ‘HONGDA’표장이 표시된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
클 한대를 구매하였다. 이 모터싸이클 엔진번호는 Y0013374이고 차번호/차량 식별
번호는 LF3PCH0BXYC001206이다.

이 모터싸이클의 판매 영수증에는 피고1이 사

장으로 있는 베이징시자립자장모터싸이클상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상기 구매
한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의 A/S카드, 합격증 및 차체상 제품 마크
에 표시된 이 모터싸이클의 제조상은 피고2의 전회사인 충칭리판 훙다실업(그룹)유
한공사이고, 출하일은 2000년 3월 15일이다. 이 모터싸이클의 핸들과 연결된 세로축
상의 금속 라벨에는 ‘충칭 리판훙다실업(그룹)유한공사’, ‘브랜드: 力帆(리판)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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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LF110－B，배기량: 106ml，출하일: 2000년 3월’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모터싸
이클상의 오일탱크 양측에는 ‘LIFAN HONGDA’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고, 엔진의 좌우
측 뚜껑에는 ‘LIFAN HONGDA’문자가 각인되어 있었고, 엔진 시동용 모터 베이스의
우측에는 ‘HONGDA’문자가 각인되어 있었고, 배기관 양측에는 ‘LIFAN HONGDA’문자
가 각인되어 있었다. 이 모터싸이클의 단가는 5,050위안이었다.
2002년 12월 11일，창안공증처의 공증하에 사건외 당사자 우사오쥔이 저장성리
수이시룽다자동차모터싸이클유한공사로부터 피고2가 제조한 ‘力帆’브랜드의 ‘LF150‐
A’형 모터싸이클 1대를 구매하였다. 이 모터싸이클의 엔진번호는 Y0048128이고, 차
번호/차량 식별번호는 LF3PCK0AXYA002422이었다. 이 모터싸이클에는 ‘LIFAN’
‘力帆 轰达’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엔진의 좌우측 뚜껑에는 ‘LIFAN－
HONGDA’문자가 각인되어 있었고, 엔진의 상부 전단에는 ‘LIFANHONGDA’문자가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 모터싸이클의 합격증상의 출하일은 2000년 5월
24일이고 단가는 6,000위안이었다.
또한, 2001년에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와 중국 자동차산업협회가 편집하여 발행
한 《중국 자동차산업 연도보고서》에는 2000년 모터싸이클

생산량이 상위 50권

이내인 기업을 배기량에 따라 통계한 데이터가 기재되었다. 그 중 피고2가 2000년에
생산한 110ml 모터싸이클은 78,338대이고, 150ml 모터싸이클은 13,612대였다. 모
터싸이클 배기량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은
110ml배기량

모터싸이클에

해당되고

‘力帆’브랜드의

‘LF150‐A’형

모터싸이클은

150ml배기량 모터싸이클에 해당된다.
원고1은 본 사건 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30,050위안이고, 조사
비, 대리인 수수료 등을 합계하면 144,741.54위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1이 제출
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원고1이 1999년에 생산한 모터싸이클의 이윤률은 10.2％이
고，2000년에는 6.6％，2001년에는 7.0％이었다. 다만, 원고1은 본 사건에서 자사
모터싸이클의 이윤률이10％라고 주장하였다.
네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의 출하일을
2000년 3월 15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
를

책정한

결과는

78,338(2000년

피고2의

110ml

배기량

모터싸이클

생산

량)÷9(110ml 배기량 모터싸이클의 전체 기종)÷366(1년 날짜수)×838(침해 날짜
수)×5,050(계쟁 모터싸이클의 판매 단가)×10%(원고 모터싸이클 제품의 이윤률)＝
10,064,316.39위안이다. 네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力帆’브랜드의 ‘LF150‐A’형
모터싸이클 출하일을 2000년 5월 24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책정한 결과는 13,618(2000년 피고2의 150ml배기량 모터
싸이클 생산량)÷7(150ml 배기량 모터싸이클의 전체 기종)÷366(1년 날짜수)×768
(침해 날짜수)×6,000(계쟁 모터싸이클의 판매 단가)×10%(원고 모터싸이클 제품의
이윤률)＝2,448,274.31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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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는 상기 배상액의 책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2가 제조한
110ml배기량의 모터싸이클은 17개 기종이고, 중국 국내 모터싸이클의 평균 이윤률
은 5％ 이내이며, 중국 충칭지역의 모터싸이클 이윤률은 2％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응하는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다.

2. 소송경과
2003.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4. 12. 20.

상표권침해금지

(2003)이중민초자제06284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인용상표를

침해한

‘HONGDA’,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가 표시된 모터싸이클을 제조, 판
매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2.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인용상표를

침해한

‘HONGDA’,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가 표시된 모터싸이클을 판매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3.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 경제적
손실 1,468,602.80위안을 배상하고, 본 사건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68,000위안을 배상할 것.
4.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내에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 경제적
손실 4,000위안을 배상하고, 본 사건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2,000위
안을 배상할 것.
5.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1은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그 상표권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상표법은 2001년 10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1일부터 개정법
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에서 네 원고가 주장한 피고1과 피고2의 침해행위 실
시기간은 2000년 3월 15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이다. 여기서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을 공증 구매한 날짜가 2000년 12월 27일이고 ‘LF150‐A’형
모터싸이클을 공증 구매한 날짜가 2002년 12월 11일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침해
혐의행위는 개정 상표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였고 개정 상표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까지 연속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개정후 상표법을 적용한다. 피고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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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본 사건에 있어서 개정전 상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법 규정에 따라 원고1은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며, 타인은 상표권자
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용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서도 안된다.
중국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표 통상사용권의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명확한
수권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2, 원고3, 원고4는 모두 인용상표
의 통상 사용권자이므로 원고1의 명확한 수권을 통해 본 사건 소송에 참가할 수 있
다. 원고 주장에 따른 피고2의 침해행위 실시기간, 즉 ‘HONGDA’표장이 표시된
‘LF110‐B’, ‘LF150‐A’모터싸이클을 생산, 판매한 기간이 2000년 3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11일까지이고, 상기 세 원고가 이 기간내에 이미 인용상표에 대한 사
용권을 얻은 점을 감안하면 상기 세 원고는 본 사건에서 청구권을 가진다. 피고1과
피고2는 원고2, 원고3, 원고4가 인용상표 사용권을 확보한 시간이 각각 2000년 6월,
2001년 11월 및 2001년 12월이므로 공통의 권리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
원고로서 본 사건에 참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1과 피고2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모터싸이클을 제조, 판매한 행
위가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네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한다.
1997년 1월 1일에 시행한 《차량 식별번호(VIN)관리규칙》에 따르면，차량 식별
번호는 제조업자가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 지정한 17자리의 글자 및 부호를 가리킨
다. 계쟁 모터싸이클의 차량 식별번호는 각각 LF3PCHOBXYC001206(LF110‐B형)
및 LF3PCKOAXYA002422(LF150‐A형)이다. 상기 관리규칙에 따르면 1‐3 자리는 제
조상 식별번호인데 계쟁 모터싸이클의 식별번호는 LF3이다. 4‐8자리는 엔진 모델,
배기량 등 차량 특징을 표시하는데, 여기서 P는 일반차량, C는 4행정 차량, H는
110ml 배기량, K는 150ml 배기량, OB는 모델번호‐B，OA는 모델번호‐A를 가리킨
다. 9번째 자리는 검증번호를 표시하고, 10번째 자리는 차량 제조 연도를 표시하며,
11번째 자리는 조립공장을 표시하며, 12‐17자리는 제조 일련번호를 가리킨다. 차량
식별번호는 일반적으로 차체프레임 조향 파이프의 우측 상단에 프린트하며 쉽게 모
방할 수 없다. 계쟁 공증서에 기재된 상기 2가지 모델의 모터싸이클 의 엔진번호, 차
량 식별번호 등 특징은 상기 모터싸이클 실물과 일치하고 표시가 규범화되어 있으
며, 계쟁 모터싸이클 실물과 대조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침해를 주장당
한 ‘LIFAN HONGDA(사용표장2)’,
용표장3)’,

‘HONGDA(사용표장1)’, ‘LIFAN－HONGDA (사

‘LIFANHONGDA(사용표장4)’ 표장은 일부가 라벨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

는 것 외에 일부 표장은 기계식으로 모터싸이클의 엔진 등 관련부분에 각인되어 있
었다. 따라서 피고2가 조립식으로 기타 브랜드의 모터싸이클을 모방한 사례가 있다
는 신문보도와 모터싸이클 상에 표시된 표장이 접착 또는 해당 표장이 표시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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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체하기 쉽다는 이유로 조립방식에 의해 계쟁 모터싸이클을 모방했을 가능성
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또한 증거가 결여되
어 있다.
피고2는 비록 상당한 수량의 증거를 제출하여 동 회사가 제조한 ‘力帆’브랜드의
‘LF100‐B’, ‘LF100‐A’형 모터싸이클에는 상기 원고 상표권을 침해한 표장이 표시되
지 않았고, 관련 부품 제조상이 상기 표장이 표시된 관련 부품을 제조하지 않았으며,
일부 모터싸이클 구매자가 구매한 동일 모델의 모터싸이클에는 모두 상기 표장이 표
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부품 제조상이 제공한 《확인서》는 동 회사가
제조한 관련 부품 외관과 모터싸이클 조립후 관련 부품의 외관이 일치함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일부 모터싸이클 구매자가 공증형식으로 제공한 확인서 및 첨부된 모터싸
이클 사진도 동 모터싸이클의 출하 및 구매 당시로부터 공증형식으로 확인하기 전까
지 기간 내의 모터싸이클 표장상태를 충분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상기 증거
자료는 관련 증거에 의한 검증이 결여하여 본 사건에서 공증 구매한 ‘力帆’브랜드의
‘LF110‐B’, ‘LF150‐A’형 모터싸이클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력을 갖추지 못했다. 마
찬가지로 공증 구매한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의 판매 영수증에는 피
고 차오야원 개인상공업자의 상호 ‘베이징시자립자강모터싸이클상점’이라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1이 제공한 변호사 조사 필록도 상기 공증 구매한 계쟁 모터싸
이클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의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1이 ‘力帆’브랜드
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2는 상기 네 개의 사용표장이 표시된 ‘力帆’브랜드의 ‘LF110‐B’,
‘LF150‐A’형 모터싸이클을 제조, 판매하였고, 피고1은 사용표장이 표시된 ‘力帆’브랜
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최고
인민법원의 《상표해석》에 따르면, 상표가 유사하다고 함은 침해를 주장당한 상표
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할 때 문자의 글꼴, 칭호, 관념 또는 도형의 구성 및 색
채, 또는 이들 각 요소를 결합한 후의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거나, 또는 입체 형상,
색채결합이 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또는 상품의 출처가 원
고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
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관련 공중의 통상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
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하여야 하
며, 이러한 비교는 비교대상을 이격시킨 상태에서 각각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호를
청구한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지명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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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12류이고, 지정상품은 항공, 선박, 차량 및 기
타 운송도구이다. 상기 지정상품 범위는 국제분류 제12류의 대분류에 속한다. 국제분
류에 따르면， 모터싸이클은 제12류에 속하므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속한다. 따
라서 모터싸이클은 인용상표와 동일 유형의 상품에 속한다. 인용상표의 지정 상품에
모터싸이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두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 및 그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고의
인용상표가 중국에서 등록, 사용 및 홍보된 상황과, 중국 상표국에 의해 중점보호상
표로 인정된 사실로부터 볼 때 인용상표는 일정한 지명도와 식별력을 가진다. ‘力帆’
브랜드의

‘LF110‐B’,

‘LF150‐A’형

모터싸이클에

표시된

‘HONGDA’,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표장과 인용상표를 비교
하면, 관련 소비자의 통상의 주의력으로 전체 및 주요부분을 이격 대비할 때
‘HONGDA’와 ‘HONDA’는 중간의 한 개 문자에서 서로 다르고, ‘HONDA’가 유동성
이 비교적 강한 차량 등 상품에 광범하게 사용된 등록상표로서 일본어 발음으로 이
루어진 특유한 문자와 중문 ‘轰达’가 서로 유사한 발음을 가진다는 것은 관련 소비자
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관련 소비자는 ‘HONGDA’와 ‘HONDA’의 문자 모양 및
칭호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나아가 ‘HONGDA’가 표시하는 상품의 출처를
쉽게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HONGDA’표장과 등록상표’HONDA’ 양자를 유사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LIFAN HONGDA’ 및 ‘LIFAN－HONGDA’와 ‘HONDA’를 비
교하면, ‘HONGDA’와 ‘HONDA’는 문자의 외관, 칭호가 유사하며, ‘LIFANHONGDA’
와 ‘HONDA’를 비교하면, ‘LIFANHONGDA’와 ‘LIFAN HONGDA’가 문자 모양, 칭
호가 동일하고 후자는 문자 칭호에 따라 2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비록 하
나의 문자열로 이루어 졌으나 칭호는 변하지 않으므로 ‘LIFANHONGDA’의 문자 표
기와 결합후 칭호에 ‘HONDA’와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표장에 있어서 ‘LIFAN’
과 ‘HONGDA’를 결합 사용하였으나, 관련 소비자에게 있어서 인용상표 ‘HONDA’가
가진 지명도와 식별력에 의하여, ‘HONGDA’를 상기 결합 표장의 주요부분으로 보기
쉬우며, 또한 ‘HONGDA’와 ‘HONDA’의 유사성에 의해 관련 소비자는 상기 표장과
인용상표가 표시하는 제품 및 제조상 사이에 합작 생산, 사용허가, 관련 기업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연상하기 쉬우며, 나아가 인용상표의 식별력
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표장과 인용상표 ‘HONDA’가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力帆’브랜드의

‘LF110‐B’,

‘LF150‐A’형

모터싸이클에

‘HONGDA’,

‘LIFAN HONGDA’, ‘LIFAN－HONGDA’, ‘LIFANHONGDA’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인
용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며, 피고2가 상기 표장이 표시된 모터싸이클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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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행위는 원고1의 상표권 및 원고2, 원고3, 원고4의 상표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1이

‘HONGDA’,

‘LIFAN HONGDA’표장이 표시된 ‘力帆’브랜드의 ‘LF110‐B’형 모터싸이클을 판매한
행위는 네 원고의 인용상표권 또는 상표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상응한 법
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
는 행위는 상표권를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두 피고는 이 사건 모터싸이클에 사용한
‘HONGDA’, ‘LIFAN HONGDA’표장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장식으
로 사용하였으며 상기 표장은 피고의 전회사인 충칭 리판 훙다실업(그룹)의 기업명칭
중 ‘力帆’와 ‘轰达’의 중국어 병음이므로, 상기 사용방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또한 ‘HONGDA’와 ‘HONDA’가 칭호 표현상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LIFAN’과 ‘HONGDA’의 결합과 ‘HONDA’는 명백하게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LF110－B’형 모터싸이클상의 ‘HONGDA’표시가 원고의 상품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
이 적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力帆’‘轰达’는 비록 피고2의 전회사인 충칭리판훙다
(그룹)실업유한공사의 상호이나, 이 상호는 중문 ‘力帆’과 ‘轰达’에 한정되어야 하며,
관련 소비자가 ‘HONGDA’ 또는 ‘LIFAN－HONGDA’와 인용상표를 오인 혼동할 가능
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2가 ‘HONGDA’,

‘LIFAN

HONGDA’를 모터싸이클에 사용

한 것은 상호에 대한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 그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1은 비록 피고2
의 중개상이 아니고 그 자신이 판매한 이 사건 모터싸이클의 표장이 침해를 구성하
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자신이 판매한 모터싸이
클의 출처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침해중지,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1은 자신은 침해표장이 표시된 모터싸이클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충분하
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원고의 손해 배상액 청구에 관하여, 《상표해석》에 따르면, 침해로 인한 상표
권자의 손해는 침해로 인한 권리자 상품의 감소량 또는 침해제품의 판매량에 인용상
표를 사용한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 사건에서 네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두가지 모델을 포함하여 모두 12,512,563.70위안이나(산정 방식은 사
실관계 부분을 참조), 상기 산정 방식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먼저 두차례 공증
을 거쳐 피고2의 두가지 모델 모터싸이클을 구매한 시간은 각각 2000년 12월과
2002년 12월이나, 상기 두 모델의 모터싸이클은 모두 2000년에 제조되었으며, 피고
2가 2001년과 2002년에 모두 사용표장이 표시된 상기 두 모델의 모터싸이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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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네 원고는 피고2가 2000년 이후 ‘HONGDA’를 사용
하지 않았고 ‘力帆LIFAN’상표를 사용하였다는 피고2 측 증인의 확인서를 채택하였
다. 따라서 이 확인서는 피고2가 2000년 또는 그 이전에 사용표장1 ‘HONGDA’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사용표장1이 표시된 두가지 모델의 모터싸
이클 수량은 실제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실제 판매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제조수량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본 사건 원고가 피고의 실제 판매량
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2가 이 사건 두가지 모델 모터싸이클의 판매량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심리에서 조사한 상기 두가지 모델의 모터싸이클 제조량을 침해
제품의 수량으로 한다. 따라서 본 법원은 2000년 피고2가 제조한 상기 두가지 모델
의 모터싸이클 수량을 본 사건 침해 상품의 수량으로 한다. 즉 78,338(2000년 피고
2가 제조한 110ml 배기량 모터싸이클의 수량)÷9(110ml 배기량 모터싸이클의 전체
기종)=8,704대；13,618(2000년

피고2가

제조한

150ml배기량

모터싸이클의

수

량)÷7(150ml 배기량 모터싸이클의 전체 기종)= 1,945대. 다음으로 원고1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동 회사의 1999년 모터싸이클 제품 이윤률이 10.2％이고，2000년의
이윤률이 6.6％이며，2001년의 이윤률이 7.0％이다. 네 원고가 본 사건에서 원고의
모터싸이클 제품 이윤률이 10％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고2가 사용표장이 표시된 두가지 모델의 모터싸이클을 제조한 연도의 원고 모터싸
이클의 이윤률 6.6％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본 사건 구체 상황을
결합하고 사용표장이 표시된 두가지 모델의 모터싸이클에 모두 ‘力帆’, ‘LIFAN’상표
가 동시에 부착되어 있고 당해 모터싸이클에 첨부한 사양서, A/S카드, 합격증 등 자
료에

모두

‘力帆’브랜드임이

표시된

점을

고려하면,

‘力帆’표장과

사용표장1

‘HONGDA’ 또는 사용표장2 ‘LIFAN HONGDA’는 모두 상표 표시로서 모터싸이클
상품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실제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표장이 피고가 이 사건 모터싸이클
의 경제이익을 얻은 유일한 요소가 아니므로 본 사건에서는 두가지 모델의 모터싸이클
의 제조수량, 원고 모터싸이클의 합리적인 이윤률을 정한 조건에서 사용표장의 실제
영향력을 고려하여 네 원고가 침해 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고1은 자신이 판매한 사용표장이 표시된 모터싸이클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
로 침해금지,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네 원고와 피고1은 모두 피

고1이 판매한 이 사건 모터싸이클의 수량, 이윤 등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
로 법원은 피고1의 침해행위의 성질, 경영규모 등 상황을 고려하여 그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산정한다. 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가 손해배상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원고1이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청구에 관해서는, 법원은 다음
과 같이 판단한다. 중국 상표법은 저명상표의 보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법률은 저명상표에 대하여 일반 등록상표보다 특별한 보호를 하며, 인용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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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관련 공중을 오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등록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법원이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1의 인용상표는 저명상표로서의 특별한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없
다. 그 이유는 피고의 침해행위와 관련된 모터싸이클 제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형의 상품에 속하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표장이
관련 소비자를 오도하는지와 당해 사용표장이 인용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
용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달라
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2, 피고1이 사용표장을 표시한 모터싸이클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네
원고의 상표권, 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며 손해 배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원고의 소송청구는 이유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두 피고에게 침해행위중지
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하는 것으로 피고의 침해행위를 제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침해 상품을 폐기하고 판매상, 시장 및 사회에 이미
유통된 침해 상품을 회수하고 관련 침해표장, 광고 홍보자료 등 관련 자료 및 침해
상품 제조용 금형, 인쇄판 등 침해행위 실시용 도구를 폐기할 것에 대한 소송청구는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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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Morris Products INC vs 상하이라이터공장(上海打火机总厂)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C1

068

사건번호

(1995)갑경초자제1438호((1995)闸经初字第143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

대리기구
Philip Morris Products INC
대리인

피고1

피고2

피고3

상하이라이터공장

대리기구

(上海打火机总厂)

대리인

상하이환룽공예공장

대리기구

(中国航空技术进出口上海公司)

관련 규정

《상표법(1993)》제3조, 제38조

2심 사건

타오신량(陶鑫良)
상하이시중광변호사사무소
(上海市中广律师事务所)
스중웨이(史忠伟)

대리인

중국항공기술수출입상하이공사

청구 인용

(上海市天成律师事务所)

대리기구

(上海环龙工艺厂)

소송결과

상하이시톈청변호사사무소

대리인
판결법원

상하이쉬후이변호사사무소
(上海市徐汇律师事务所)
리자린(李家麟)
상하이시자베이구인민법원/
1996. 12. 19. 선고

C1

068

사건번호

(1996)호이중경종(지)자제1589호((1996)沪二中经终(知)字第158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

상하이라이터공장

(1심 피고1)

(上海打火机总厂)

대리인

대리기구

피항소인
(1심 원고)

대리기구

상하이시중광변호사사무소
(上海市中广律师事务所)
구젠주(顾建竹)
상하이시톈청변호사사무소
(上海市天成律师事务所)

Philip Morris Products INC
대리인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 법령

《상표법(1993)》제3조, 제38조

1심 판결일자

1996. 12. 19

판결법원

1심 승패

타오신량(陶鑫良)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1997. 4. 15.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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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손해배상액의 산정1] 침해품의 케이스가 제작된 수량이 조사된 상황에서 침해
자의 재고품이 없다면 침해품은 모두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1] 침해품의 출고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
격의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1] 인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부가된 가치만을 손해액으로 인
정해야 한다는 것의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 587074)

“라이터 케이스 도안에 본 소송과 관련된
흑백 바탕의 원고의 인용상표를 사용하였
다.”

<1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87. 2. 원고는 자신의 ‘Marlboro万宝路’ 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상표국에 등록
하였고, 존속기간은 2002. 3. 까지이며, 지정상품은 담배, 흡연도구, 라이터 등이다.
1991. 6. 상하이광밍라이터공장(上海光明打火机厂, 이하 ‘광밍공장’)은 T902 시리
즈 중유 라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리즈 라이터 케이스 도안에 본 소송
과 관련된 흑백 바탕의 원고의 인용상표를 사용하였다. 광밍공장은 같은 해에 시험
생산을 하였고 1993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이 시리즈 제품의 케이스 도안은
광밍공장의 의뢰를 받고 피고2가 인쇄 가공한 것이다.
1995. 1. 1. 광밍공장은 다른 공장과 합병하여 상하이라이터공장 즉 피고1이 되었
다. 1991에서 1995. 8. 까지 피고2는 광밍공장을 위해 인용상표가 표시된 상기 시
리즈 라이터 케이스 577,327개를 인쇄 가공하였으며, 모든 케이스는 이미 광밍공장
에서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든 후 판매하였다. 광밍공장은 자영 수출권이 없기 때문
에 이 시리즈의 일부 제품은 피고3을 통해 수출되었고 피고3 또한 직접 광밍공장에
이 시리즈의 제품을 생산해 주도록 주문한 적이 있다. 피고3이 대리 수출 및 직접
주문한 제품 수량은 100,000개이며 나머지 477,327개는 광밍공장이 자체 판매하였
다.
피고3이 광밍공장으로부터 구입한, 인용상표를 사용한 T902 시리즈 중유 라이터의
평균 가격은 2.2위안이다. 광밍공장이 1심 법원에 제출한, 광밍공장 산하 판매상점인
상하이밍광판매부(上海明光经销部)34)의 T902 시리즈 중유라이터 판매에 관한 일부
영수증 부본에 따르면 판매가가 가장 높은 것은 1개당 4.5위안이고 가장 낮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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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개당 2.1위안이었다. 1심 심리에서 세 피고는 모두 자신의 행위가 원고 등록상
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함을 인정하였고 일부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다. 1심 법원은
상하이화선자산평가사무소(上海华审资产评估事务所)에 의뢰하여 광밍공장이 생산한
T902시리즈 중유 인용상표 라이터 생산 원가를 심의한 결과 국내 판매용 생산 원가
는 1개당 2.04위안이었다.

2. 소송경과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1997. 4. 15.

(1996)호중경종(지)자제1589호

원고 승

1995.

상하이시자베이구인민법원

1996. 12. 19.

상표권 침해

(1995)갑경초자제1438호

원고 승

1996.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세 피고는 원고의 인용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고, ‘Marlboro万
宝路’상표를 사용한 라이터의 생산, 인쇄 가공 및 판매를 중지하라.
2. 세 피고는 상하이《新民晚报》를 통해 원고에게 공개 사죄를 하여야 하며, 사죄내
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 피고1은 원고에게 570,464.46위안을 배상하라.
4. 피고3는 원고에게 29,535.54위안을 배상하라.
5. 피고1과 피고2는 피고3의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6. 피고2는 피고1의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T902 시리즈
중유‘万宝路’상표 라이터 생산 원가 감정비 3,500위안은 피고3이 부담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2는 광명공장을 위해 577,327개의 인용상표 라이터 케이스를 생산하였고, 광
명공장은 이미 이들 라이터 케이스를 전부 완성품으로 조립한 후 판매하였으며 현재
저장품이 없다. 피고3은 그 중 10만개 인용상표의 라이터를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광

34)

판결문 상에는 상하이밍광판매부(上海明光经销部)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상하이광밍판매부(上海光明
经销部)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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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장이 자체 판매하였다. 피고1은 자신은 인용상표를 사용한 T902시리즈 중유 라
이터를 단지 10만개만 생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인용상표는 이미 중국에 등록되었으므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고1
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생산한 라이터 케이스에 원고의 인용상표를 사
용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2는 확인을 거치지 않고 피고1을 위해 원고의 등록상표를 무단 인쇄 가공하였는
데 이 역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3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
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는데 이 역시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세 피
고는 침해행위를 공동 실시하였으므로 상응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1은 전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2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3은 자신의
침해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원고)의 인용상표는 이미 중국에 등록하였으므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
는다. 항소인(피고1)은 피항소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항소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라이터 케이스에 무단 인쇄하였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상응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항소인이 1심 피고2에게 의뢰하여 인쇄

가공한, 인용상표 표시를 한 T902 시리즈 중유 라이터 케이스의 수량이 이미 조사
되었고 항소인 거처에는 이 케이스의 재고가 없으므로 1심 법원이 침해제품 케이스
의 수량에 근거하여 침해 제품의 수량을 정한 것은 정확하므로 본 법원은 이를 지지
한다. 항소인은 침해제품의 가공, 생산 수량이 단지 100,000개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은 항소인이 판매한 침해 제품의
평균 가격 및 이 가격과 침해 제품의 생산 원가의 차액, 그리고 항소인이 생산, 판매
한 침해 제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책정한 것도 정확하므로 이를 지지한다.
항소인은 ‘생산 원가는 판매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응한 증거가
없고 또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법정 심리에
서 본 사건의 배상액은 침해 제품이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에 근거하
여 적절히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인이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
았으므로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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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WS, INCORPORATED vs 베이징카이페이식품유한공사(北京凯菲食品
有限公司)의 Garfield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C1

069

사건번호

(1998)일중지초자제113호((1998)一中知初字第113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PAWS, INCORPORATED

원고

(미국) (鲍斯有限公司)

베이징카이페이식품유한공사

피고

(北京凯菲食品有限公司)

소송결과

청구 인용

관련 규정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류선지식재산권변호사사무소
(柳沈知识产权律师事务所)
장후이(张慧)，
위젠양(俞建扬)
베이징퉁융법률사무소
(北京通用法律事务所)
우칸(武堪)
베이징시중급인민법원/1998.12.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4호; 《저작권법》제46조 제1항 제2호

쟁 점
▪ 피고의 미국 본사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의 침해행위
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소극

▪ 피고가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점에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광고 홍보에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

적극

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가?
▪ 피고가 침해품을 판매한 결과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
임을 부담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1. 피고의 자영점 및 상점 내에
원고의 ‘加菲猫’ 형상 및 문자가
표시된 사진을 부착하였다. 사진
은 케이크를 품에 안은 ‘咖菲猫’
를 표현하였고 케이크 가운데에

인용상표1
(등록 934405)

는 ‘咖菲猫’의 얼굴 형상이 표현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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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1997. 6. 의 《精品购
物指南》(명품구매 가이드라인)에

인용상표2

광고를 게재하여 ‘GARFIELD’,

(등록 927594)

‘咖菲猫’ 문자 및 케이크를 품에
안은 ‘咖菲猫’ 형상을 사용하였다.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1997. 1. 7. 원고는 중국에 제927594호 ‘加菲猫’ 중문 문자 상표를 등록하였고 지
정상품은 제30류이며 존속기간은 1997. 1. 7. ~ 2007. 1. 6. 이다(이하 ‘인용상표
1’). 1997. 1. 21. 원고는 또한 제934405호 ‘GARFIELD’ 영문 문자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30류이며 존속기간은 1997. 1. 21. ~ 2007. 1. 20. 이다
(이하 ‘인용상표2’).
1심 심리 중 원고는 미국 저작권국에 등록한, ‘加菲猫 연재 만화 주간 제44기, 제
74기, 제94기’라는 명칭으로 된 저작물(이하 ‘인용 저작물’)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
였는데, 이들 저작물의 등록 효력 발생일은 각각 1995. 5. 31., 1995. 12. 4., 1996.
5. 30. 이며, 저작물 완성 시기는 각각 1995년, 1994년이었다.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加菲猫’ 형상 및 자신의 등록상표를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자영점 및 상점 내에 원고의 ‘加菲猫’ 형
상 및 문자를 인테리어 및 판촉 자료로 사용한 것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
다. 사진은 케이크를 품에 안은 ‘咖菲猫’를 표현하였고 케이크 가운데에는 ‘咖菲猫’의
얼굴 형상이 표현되어 있고, 포스터의 아래 부분에는 중문 및 영문으로 ‘Carvel…开
飞’，‘我叫咖啡 家住凯菲’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는 1997. 6. 의 《精品购
物指南》(명품구매 가이드라인)에 광고를 게재하여 ‘GARFIELD’, ‘咖菲猫’ 문자 및
케이크를 품에 안은 ‘咖菲猫’ 형상을 사용하였다. 피고가 점포 내에 진열한 홍보물과
광고 자료로부터 볼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의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한 咖菲猫 캐릭터의 얼굴 특징, 사지, 손발 등의 조형 및
외부 윤곽 또한 원고가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는 작품과 동일하고 색채도 유사하다.
이에 대해 피고도 부인하지 않았다.
1997. 9. 23. 원고의 대리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고 피고 회사에 경고장을 발송하
여,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문점

및

각

대형

상점에서

대규모로

원고의

GARFIELD 형상 및 문자를 사용하고 신문을 통해 광고 홍보를 한 행위는 원고의 저
작권 및 상표권에 대한 침해임을 경고하고 침해 행위의 중지, 영향의 제거, 사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1997. 9. 30. 까지 승낙서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7. 10. 5. 피고는 답변 서신을 보내왔으며 ‘加菲猫’가 등록된 상표임을 생각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서신을 받은 후 즉각 조치를 취해 ‘加菲猫’ 형상을 포함한 모든
제품, 홍보 자료를 전부 회수하였고 매스컴상에서 ‘加菲猫’ 문자 및 형상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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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홍보 행위를 중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재무 장부 및 대외적으로 체결한 계약서를 보
전하였고, 회계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피고의 재무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였
다.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이윤은 적자상태였다.

2. 소송경과
1998.

베이징시중급인민법원

1998. 12.

상표권침해

(1998)일중지초자제113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의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및 인용 저작물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北京晚报》(베이징 일보)，《精品购
物指南》(명품구매 가이드라인)를 통해 원고에게 공개 사죄하라(내용은 본 법원의 심
사를 거쳐야 함)
3. 피고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10만 위안을 지
불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는 각각 중국 상표권을 획득하였고 현재 여전히 보
호 기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원고가 보호를
요구한 咖菲猫 캐릭터는 미술 저작물에 속하며 원고는 미국 저작권국에 이미 이 저
작물의 연재 만화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저작권자에 속한다. 중
국과 미국은 모두 《베른 협약》의 회원국이므로 이 미술 저작물은 중국 법률의 보
호를 받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관련 제품의 표시에 원고의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자영점, 상점, 판매대에 전시하였고,
《精品购物指南》(명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광고 홍보 활동을 한 행위는 원고 상표권
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GARFIELD’
형상을 제품의 표시, 인테리어로서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고 광고 자료로 사용하였는
데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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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에 대하여>
피고는 미국 본사도 원고의 상표 및 咖菲猫 캐릭터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고 하나 이러한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
고는 독립적인 법인기업이고 미국 본사는 원고의 상표 및 咖菲猫 캐릭터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해 주의 의무가 있다.
<쟁점2에 대하여>
상품 분류 제30류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포함하나 피고는 아직 그 제품의 포장 및
장식에 원고의 인용상표 및 咖菲猫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의 인용상표 및 咖菲猫 저작물을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장소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광고 홍보로서 이용하였으므로 이 역시 상표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쟁점3에 대하여>
민사침해소송에서의 배상은 행위자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얻었는지는 단지 배상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요소이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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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모터주식회사 vs 저장화톈공업유한공사(浙江华田工业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2심사건

096

A6, C1

사건번호

(2006)민삼종자제1호((2006)民三终字第1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피고1)

피항소인
(1심 원고)

1심 피고2

1심 피고3

저장화톈공업유한공사
(浙江华田工业有限公司)

야마하모터주식회사
(雅马哈发动机株式会社)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타이저우화톈오토바이판매유한공

대리기구

사(台州华田摩托车销售有限公司)

대리인

타이저우자지오토바이판매유한공

대리기구

사(台州嘉吉摩托车销售有限公司)

대리인

난징시롄룬자동차오토바이판매유
1심 피고4

대리기구

한공사
(南京市联润汽车摩托车销售有限
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훙판변호사사무소
(北京市洪范律师事务所)
쉬보(徐波)
베이징시스쩌변호사사무소
(北京市世泽律师事务所)
지쥔(姬军), 화레이(花雷)

장쑤난징중성변호사사무소
(江苏南京众盛律师事务所)
쑨빙(孙兵), 주린(朱林)
최고인민법원/
2007.4. 25. 선고

《상표법(1993)》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법(2002)》제56조 제1항;
관련 법령

《상표 해석》제13조, 제14조;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 제9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75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 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경우 동일 모델의 제품에 동일한 표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가?
▪ 침해자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정하여

적극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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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원고가 아닌 다른 일본기업의 명칭이 ‘日本YAMAHA株式会社’이고 피고들이 이 일
본기업으로 ‘日本YAMAHA株式会社’명칭의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 피고들이 제
품 및 제품 설명서 등에 ‘日本YAMAHA株式会社’이 잘 보이도록 표시한 행위가

적극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 1255404)

오토바이에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표
시하고, 그 중 일부 오토바이의 후측 장식판
양측에는 ‘FUTURE’ 문구를 표시.

인용상표2
(등록 1337138)
인용상표3
(등록 868533)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등록상표 ‘YAMAHA’(이하 ‘인용상표1’), ‘雅马哈’ (이하 ‘인용상표2’)，
‘FUTURE’ (이하 ‘인용상표3’)의 상표권자이며, 이들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는 각각 제
1255404호, 제1337138호, 제868533호이다.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은
제12류의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 모터싸이클용 엔진, 오토바이 부속품, 오토바이
용 오일 탱크 등의 각종 교통운송수단 및 그 부속품이고 인용상표3의 지정상품은 제
12류의 오토바이 및 그 부속품, 선박 및 그 부속품, 비행기 및 그 부속품 등이다.
1999. 4.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는 국가공상관리총국이 작성한 《전국중점
상표보호명단》에 뽑혔다.
2001. 7. 31. 타이저우시(台州市) 공상국은 피고1과 피고2를 단속하였는데 처벌결
정서에 따르면 피고1이 2000. 12. ~ 2001. 2.까지 생산한 ‘华田摩托·日本YAMAHA
株式会社(화톈오토바이.일본 야마하 주식회사)’ 문구가 표시된 오토바이는 모두 534
대이고 그 중 후측 장식판 양측에 ‘FUTURE’ 문구가 표시된 오토바이는 379대, 경
영액은 3,263,486.09위안이다. 또한 전체 534대 오토바이 가운데서 피고2가 판매한
수량은 338대이고 판매액은 2,136,273.09위안이었다. 타이저우시공상국은 피고1과
피고2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두 회사를 처벌하였다. 이 처
벌결정은 저장성공상국(浙江省工商局)의 행정심판을 거친 후 타이저우시자오장구(台
州市椒江区)인민법원의 행정판결을 통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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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저우시 공상국이 피고1을 단속할 때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华田(화톈)’브랜드
의 HT125T‐5형 오토바이 사양서의 잘 보이는 위치에 ‘日本YAMAHA株式会社’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이 제품의 포장박스 중앙에는 큰 글꼴로 ‘日本YAMAHA株式会
社’를 뚜렷하게 표시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작은 글꼴로 ‘联合制造(공동제조)’업체의
명칭을 ‘日本YAMAHA株式会社 台州华田摩托车有限公司(일본야마하주식회사 타이저우화
톈오토바이오한공사)’로

표시하였다.

화톈오토바이유한공사(华田摩托车有限公司)는

2001. 1. 19. 에 피고 1의 현재 명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2001. 4. 16. 난징시 공상국이 피고4를 단속하였는데 처벌결정서에 따르면 피고4
가 2001년 구정 전후에 피고1로부터 ‘华田’브랜드의 YAMAHA 오토바이 122대를
구입하였으며 그 가치가 47만 위안에 달하였다. 이 오토바이 외포장에는 ‘日本
YAMAHA株式会社’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차체에는 ‘日本YAMAHA株式会社’ 및
‘FUTURE’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난징시 공상국은 피고4의 상기 행위가 상표권 침해
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행정 처벌을 하였다. 2001. 3. 21. 피고2(당시 명칭은 타이
저우야마하오토바이판매유한공사(台州雅马哈摩托车销售有限公司), 2001. 4. 9. 피고
2의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음)는 피고4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피고4에게 발송한
122대 오토바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1. 4. 22. 피고2는 피고4에게 수령
증을 발행하여 반환한 ‘华田’브랜드 오토바이 122대를 수령하였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저장성의 창싱현(浙江省长兴县), 더칭현(德清县) 공상국의 단속에 따르면
2000. 11. 27. 창싱진잉오토바이판매유한공사(长兴金鹰摩托车有限公司)가 피고2로부
터 11대의 ‘华田’브랜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2000. 11. 부터 2001. 3. 27. 사이
에 저장성더칭현솽파오토바이유한공사(浙江省德清县双发有限公司)가 피고2로부터 30
대의 ‘华田’브랜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이들 오토바이의 램프 박스, 배기관, 댐퍼
에는 모두 ‘日本YAMAHA株式会社’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솽파오토바이유한공사
매장 에 진열된 6대의 ‘华田’브랜드 오토바이에는 ‘日本YAMAHA株式会社’문구가 표
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 커버에는 ‘FUTURE’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처벌결
정서는 또한 상기 제품은 모두 저장자지공사(浙江嘉吉公司)가 생산한 것으로 인정하
였다.
2000. 12. 12. 《摩托车商情(오토바이 시세)》제95기에는 《郑重声明(정중한 성
명)》이 게재되었는데 이 성명을 실은 자는 ‘日本雅马哈株式会社，台州华田摩托车有
限公司’이다. 이 성명의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이전에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는 《严正声明(엄정한 성
명)》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일본야마하주식회사 타이저우화톈오토바이오한공사

는) 법률 경로를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摩托车商情》
2001. 1. 2. 제663기에 게재된 HT125T‐5 新讯风(신쉬펑)오토바이 광고에는 ‘日本
YAMAHA株式会社，华田摩托’문구가 사용되었고, 광고중의 오토바이 댐퍼에는 ‘日本
YAMAHA株式会社’문구가 표시되었고, 광고 게재인은 ‘台州华田摩托车有限公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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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소, 연락번호, 팩스번호는 2001. 5. 29. 제702기 《摩托车商情》에서의 피고1
의 연락처와 완전히 같았다.
2004. 8. 22. 회계감사기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에 따르면 피고1은 2000.12. 부
터 2001. 3.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8종 모델(이하 ‘감정 모델’)의 오토바이 2,113
대를 생산, 판매하였고 피고1의 회계장부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반영된, 피고1이 생산
한 8종 감정 모델 오토바이의 판매이익은 ‐37,921.49위안, 영업이익은 ‐152,195.84
위안, 이익 총액은 ‐152,195.84위안이었다. 피고1이 피고3에게 판매한 감정 모델의
오토바이는 모두 2,094대이며 매출은 8,403,495.76위안, 판매이익은 ‐30,106.16위
안, 영업이익은 ‐143,522.27위안, 이익 총액은 ‐143,522.27위안이다.
2000. 9. 25. 일본야마하주식회사는 ‘吉吉设备株式会社(지지설비주식회사)’로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회사의 이사 및 이사장은 리수퉁(李书通)이다.
2001. 1. 1. 일본야마하주식회사와 타이저우화톈오토바이유한공사는 《기술합작,
기업관리, 상호사용협의서》를 체결하였고, 그 중 제5조 약정은 다음과 같았다. ‘(일
본야마하주식회사)는 을방(타이저우화톈오토바이유한공사)이 일본국 지방 법무국이
비준한 ‘日本YAMAHA株式会社’ 및 ‘日本雅马哈株式会社’의 상호를 (1) ‘华田’오토바이
및 엔진 제품 및 광고 홍보자료; (2)타이저우야마하오토바이판매유한공사; (3)화톈오
토바이판매상 및 매장내 장식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2001. 1. 24. 원고는 일본 카나자와(金沢)지법 고마쯔(小松) 분원에 소를 제기하여
일본야마하주식회사가 상기 상호를 등록하고 업무에 사용하면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크며 중국 및 일본에서의 원고의 영업이익에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
하였다. 2001. 9. 12. 일본 카나자와지법 고마쯔분원은 피고의 불참 및 답변서 미제
출 등 이유로 하여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회사의 설립, 변경 상황에 대한 조사:
1997. 7. 7. 저장자지회사가 설립되었다. 2000. 5. 10. 피고3의 법정 대표는 리수
퉁이다. 2002. 5. 26. 전까지 리수퉁은 저장자지회사의 최대 주주였다.
1997. 7. 14. 피고3이 설립되었고, 법정 대표는 리수퉁이다. 2001. 4. 9. 저장자지
회사는 피고3 에 대한 자신의 전체 주주권을 전부 피고1에게 양도하였다.
2001. 1. 19. ~ 7. 23. 리수퉁은 피고1의 법정 대표로 있었다.

298

분류코드 : C

2. 소송경과
2007. 4. 25.

최고인민법원

2006.

(2006)민삼종자제1호

항소 기각
(원고 승)

2002.

장쑤성고급인민법원

2006.

상표권 침해

(2002)소민삼초자제006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 피고2, 피고3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오토바이
및

그

부속품,

제품

사양서,

합격증,

포장박스

등에

‘日本YAMAHA株式会社,

‘FUTURE’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라.
2. 피고1, 피고2, 피고3은 《摩托车商情》에 사죄성명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라.
3. 피고1은 원고에게 8,300,400.34위안을 배상하고, 피고3은 그중 8,227,977,03위
안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지고 피고2는 그 중 72,463.4위안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
을 져야 한다.
4. 피고4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본 사건 수리비, 회계감사비, 재산보전료는 모두 133,779위안이며, 그중에서 피고1
이 66,000위안을 부담하고 피고2가 7,779위안을 부담하고 피고3이 60,000위안을
부담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침해 기간은 2000. 12. 부터 2001. 3. 이다.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조,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은 개정전 《상표법》

35)및

그 실시세칙 등의 상응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배상액수의 확정 및 책임 부담에 관해서는 개정후 《상표법》36)
제56조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피고1는 자신이 생산한 오토바이에 원고의 ‘FUTURE’ 등록상표(인용상표3)를 사용

35)

1993년 상표법.

36)

2001년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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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외적으로 판매한 것은 《상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한 경우’ 에 해당하며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원고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1은 자신이 생산, 판매한 오토바이에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사용하
였는데 이 또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사용한 오토바이는 일찍 2000년 이전부터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었으며 상기 인용상표는 이미 상당히 높은 식별력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2. ‘日本YAMAHA株式会社(일본야마하주식회사)’는 일본과 중국에서 기업명칭 또
는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야마하주식회사는 기업명칭권,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지 않으며 ‘日本YAMAHA株式会社’라는 명칭을 피고1, 피고2에게 사용
하도록 허가할 권리가 없다. 일본야마하주식회사의 기업명칭은 일본 법원에 의해 불
법 등록으로 판정되었고 등록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사용이 금지되었다. 동
시에 타인에게 표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선권리와 저촉되거나
관련 공중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일본야마하주식회사가 피고가 생
산, 판매하는 오토바이 및 그 포장 또는 기타 경영 영역에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허가하면 원고와 피고의 상품 출처 및 경영활동에 대한
관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관련
공중이 오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원고의 상표 이익 및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타 경영 이익이 침탈당하고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3. 피고1이 ‘日本YAMAHA株式会社’, ‘YAMAHA’문구를 돌출 사용한 것은 관련공
중의 오인 혼동을 쉽게 일으킨다. 피고는 제품 사양서, 합격증, 외포장 박스의 관련
부분에 제조원의 기업명칭을 표시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의 주요 부분과 그 외포장 박
스, 사양서 등의 뚜렷한 위치에 비교적 큰 글꼴로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단독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였다. 상기 표시에서 영문 ‘YAMAHA’ 문자의 식별력이
가장 강하며 쉽게 소비자의 주목을 끄는 부분으로서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돌출하게 사용한 것이며 ‘YAMAHA’ 표시를 돌출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발생하였다.
따라서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과 원고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향유하는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 및 원고의 경영을 오인 혼동하도록 하며 잘못된 연상을 하도
록 하여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를 받도록 한다.
4. 피고1의 상기 문구의 사용은 인용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관적 악의를 가지고 있
다.

2001. 1. 1. 일본야마하주식회사와 피고1의 계약 체결시 일본야마하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있었던 리수퉁(李书通)은 피고1의 최대 지배 주주이며 그후 얼
마 되지 않아 피고1의 이사장으로 되었다. 장기간 오토바이를 전문 경영해온 리수퉁
은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가 업계의 지명상표임을 알고 있어야 했으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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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야마하주식회사와 피고1의 사용허가 계약 방식으로 피고1과
피고2이 ‘日本YAMAHA株式会社’와 ‘日本雅马哈株式会社’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의도가 상당히 명백하다. 《상표법》 제
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행위도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속한다.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도
형을 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 포장으로 사용하여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표
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침해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인용
상표1과 인용상표2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민법통칙》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1은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1이 《摩托车商情》에 행한 《郑重声明》은 소비자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침해자인지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원고의 상업 신용에도
일정한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일정한 정도에서 원고의 상업 신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민법통칙》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摩托车商情》을 통
해 원고에게 사과해야 한다.
피고3은 피고1이 생산한 90%이상의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으나 그 자신이 소비 및
사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
고3은 경영의 목적으로 상기 구매 행위를 하였고 중계 판매의 사실이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리수퉁이 피고1, 피고2, 저장자지회사의 대표이고 피고1과 저장자지회사
의 경영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통해 피고3을 지배하였고 피고1이 침해 제품을 생
산하고 피고3이 침해 제품을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3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피고1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2가 《摩托车商情》에 게재한 광고와 피고1이 표시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는 완전히 같았는데 이는 두 피고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전체
로서 대외적으로 관련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피고2는 피고1과 함
께 일본야마하주식회사의 공동 피허가인으로서 피고1이 생산, 판매한 오토바이에 ‘日
本YAMAHA株式会社’ 침해표시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
및 제4호에 규정된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상표법실시세칙(1999)》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
표권을 침해한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함에도 판매한 행위’도
《상표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침해행위에 속하므로 피고2 및 피고3이
이 사건과 관련된 오토바이를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고1은 침해제품을 생산하여 피고2, 피고3에 판매한 후 피고2와 피고3을 통해 대
외로 판매하였다. 피고1, 피고2, 피고3은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에 대하여
주관상에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민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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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130조의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동침해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
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2, 피고3은 자신들의 판매한 행위에 대해 피
고1과 공동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4는 구매한 오토바이를 피고2에게 전부 반환하였고, 대외 판매한 사실을 입증
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해책
임을 지지 않는다.
침해 수량 및 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피고1이 제출한 회계 자료가 불완전하고
피고1과 피고3은 관련 회사로서 이익을 전이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회계감
사보고에 기재된, 피고1이 오토바이 2,113대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중 2,094대를 피
고3에게 판매하고 피고2에게 19대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회계감사보고
중 결손 부분에 관한 결론을 채택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이해와 관례에 따르면 동일
한 모델의 제품은 동일한 외관을 가지며 동일한 문구가 표시된다. 피고1, 피고2는 비
록 2,113대 모든 제품에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하였으나 상응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1이 생산, 판매한 8종 모델의
2,113대 오토바이의 주요 부분에는 모두 ‘日本YAMAHA株式会社’ 문구를 표시하였
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의 후측 장식판 양측에는 ‘FUTURE’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추
정한다. 피고1은 2,113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3은 그 중 2,094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2는 그 중 19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
피고1이 법원에 제출한 회계자료가 불완전하고 피고2는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피고3은 두번에 걸쳐 법원이 보전한 회계자료
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리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75조의 ‘입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 일방이 증거를 소지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당해 증거의 내용이 증거
소지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은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
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주장 및 산정한 피고1, 피고3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성
립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한 배상액의 산정방법은 합리하
다. 《상표법》 제56조 및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침해이익
액을 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진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원고는 현재 증거에 의해 산정 가능한 경영 비용을 공제하였고, 가능한 한 양 당사
자가 인정하는 회계감사보고에 따른 원가, 판매량 등 관련 데이터를 채택하였다. 비
록 저장성 창싱현, 더칭현 공상국의 처벌결정에서 인정된 피고2가 판매한 침해 제품
은 저장자지공사가 생산하였으나, 그 제품의 모델번호, 외관 및 상표가 이 사건의 침
해 제품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동일 제품에 속한다. 원고는 피고2가 판매한 동일 제
품의 평균 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이 사건 침해 제품의 판매가격을 산정하였는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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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피고1이 이 사건 관련 오토바이를 생산, 판매하고 피고2, 피고3이 판매
한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상기 세 피고는 침해행위를 공동
으로 실시하였고 주관상 공동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
다. 피고4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
1심 판결의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2) 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단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범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
석》 제8조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이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상기 결정 시행시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후 상표
법37)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심 법원이 개정후 상표법 제56조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한 것은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3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의 배상책임을
정할 때에는 권리자가 선택한 산정 방법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해석
제14조에 따르면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침해로 인한 이익은 침해제품의 판
매량과 이 제품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제품의 단위당 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단위당 이익에 따라 산정한다. 피항
소인(1심 원고)이 세 피고의 침해 이익액을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그 산정방
법에 있어서 제조상과 판매상을 하나의 침해 고리로 하여 현재 증거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경영 원가를 공제한 것은 합리적이므로 이를 채택한다.

저장성타이저우시

공상국의 행정처벌결정에서 인정한 침해기간은 2000. 12. 부터 2001. 2. 까지이며
회계감사보고에 기재된 2000. 12. 부터 2001. 3. 까지의 기간보다 1개월 적다. 1심
법원과 본 법원의 심리 기간에 항소인(1심 피고1)은 534대 이외의 제품에 ‘日本
YAMAHA株式会社’ 및 ‘FUTURE’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37)

즉 2001년 개정 상표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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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1심 법원이 항소인(1심 피고1)이 생산, 판매한 침해 제품 수량이
2,113대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항소인(1심 피고1)이 침해 제품 수량을
534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항소 이유는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저장성창싱현, 더칭현 공상국의 처벌결정에 관
련된 제품은 창싱진잉오토바이판매유한공사, 더칭현솽파오토바이유한공사가 1심 피
고2로부터 구매하고 저장자지회사가 생산한 것이나 동일 제품에 속하고 제품 모델,
외관, 상표가 본 사건 침해 제품과 완전히 일치하다. 1심 법원이 1심 피고2가 판매
한 동일 제품의 평균 시장 가격에 의해 이 사건 침해 제품의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
은 부당하지 않다. 항소인(1심 피고1)의 침해 고의가 명백하고 1심 법원 및 본 법원
의 심리 기간에 완전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심 법원이 상기 방법에 따
라 피항소인(1심 원고)이 주장한 배상액이 성립된다고 추정한 것은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 이 사건 침해 제품의 단위당 이익과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항소인(1심 피고1)은 비록 본 사건은 침해 제품 수량에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이익을 곱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거나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항소 이유는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침해자의 위법소득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판매 이익, 영업 이익 및 순 이익에 관련
된다.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
해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산정하고, 침해를 업으로 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 이
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항소인(1심 원고)은 침해 이익에 따라 배
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피항소인이 주장한 침해 이익은 영업
이익이지 판매 이익과 순 이익이 아니며 관련 제품의 판매 세금 및 부가, 판매 비용,
관리 비용 및 회계 비용을 공제하였으나 기업 소득세는 공제할 필요가 없다. 1심 피
고2, 1심 피고3이 1심 법원에 영업 이익과 원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
하였고 또한 본 법원에 항소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항소인(1심 원고)이 주
장한 산정방법에서 경영 원가, 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항소인(1심 피고
1)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본 법원의 심리 기간에 피항소인(1심 원고)은 답변시 항소인(1심 피고1)이 1심 피
고3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는 최종적으로 1심 피고2에게 판매되었고 1심 피고2가 대
외

판매하였으므로

1심

피고2는

1심

판결이

인정한

72,463.4위안이

아니라

8,300,440.43위안의 배상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
항소인(1심 원고)은 이 주장에 대해 항소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1심 법원 및
본 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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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广东省汕尾市保美西装厂) vs
진장헝다의류유한공사(晋江恒达服装有限公司) “大科大”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3; C1

039

사건번호

(1993)악경초자제5호((1995)鄂经初字第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광둥성산웨이시산청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원고

광둥성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

우한정신변호사사무소

(广东省汕尾市保美西装厂)

(武汉正信律师事务所)
대리인
대리기구

피 고

소송결과
관련 규정

(广东省汕尾市汕城律师事务所)

청자오후이(曾招辉),
류후이링(刘慧玲)
‐‐

진장헝다의류유한공사
(晋江恒达服装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청하이청(曾海澄),
궁젠신(龚建新)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1995. 8. 29. 선고

《상표법(1993)》 제37조, 제38조 제1호, 제39조

2심 사건

A1.3; C1

039

사건번호

(1995)경종자제215호((1995)经终字第215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대리기구

항소인
(1심 피고)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 규정
1심 판결일자

(北京市共和律师事务所)

진장헝다의류유한공사
대리인

피항소인

베이징시궁허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숭쉐청(宋学成)
저우치(周琦)
광둥성산웨이시산청변호사사무소

광둥성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청자오후이(曾招辉)
최고인민법원/2000.8.6. 선고

《상표법(1993)》제37조, 제38조 제1호, 제39조
《민사소송법》153조 제1항 제1호
1995.8.29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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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인용상표 ‘大科大’와 사용상표 ‘大哥大’는 유사한가

적극

▪ 원고가 생산한 양복 1벌로 얻는 이윤에 피고가 생산한 침해품의 수량을 곱하여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를 계산할 수 있는가?
▪ 피고의 등록상표가 무효된 경우 무효 재정 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
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적극

소극

1. 사실관계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상표국은 광둥성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广东省汕尾市保美西装厂, 이하 ‘원고’)은
제25류 의류 상품을 지정하여 ‘大科大’상표(이하 인용상표1)를 출원하여 1991. 3.
30. 등록(등록번호547742호)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생산 판매한 양복에 인용상표1를
사용하였다. 진장헝다의류유한공사(晋江恒达服装有限公司, 이하 ‘피고’)가 제25류 의
류를 지정하여 출원한 ‘大哥大’상표(이하 ‘사용상표’)도 1992년 3월 등록(등록번호
586610호)되었다. 피고는 자신이 생산 판매한 양복에 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 1992.
11. 11. 원고는 인용상표1과 피고의 등록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상표
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는 1993. 1. 21. (1993)상평자제29호 종결재정에서 이렇게 재정하
였다. 원고가 선등록한 인용상표1은 상표등록출원을 통해 ‘大科大’ 세 글자를 상표로
서 등록하여 보호하여 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 바 있으며, 상표국은 이 상표에 대
해 출원공고 및 등록하였고, ‘大科大’ 세 글자를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하여 원고가
‘大科大’ 세글자에 대해 지정상품 범위에서 전용권을 누린다.

계쟁상표 ‘大哥大’는

‘大科大’상표와 중간에 한 글자 차이로 문자의 조합방식과 발음이 유사한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하며, 같은 상품류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로서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사용상표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은 성
립되며, 피고가 제25류 의류상품에 등록한 ‘大哥大’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
본 재정은 이미 피고와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되었다. 원고가 제25류 의류를 지
정하여 출원한 ‘大哥大’상표(이하 인용상표2)는 1994. 7. 28. 등록(등록번호 699923
호)되었다. 1993. 1. 21. 부터 소 제기까지 피고는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양복에 이
미 무효된 ‘大哥大’상표를 사용하였고, 생산한 ‘大哥大’양복은 17,778벌이다. 소송 중
에 원고는 대차대조표와 산메이시 회계사무소(汕尾市会计事务所), 산메이시 홍하이완
감사사무소(汕尾市红海湾审计事务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도 달성한 이윤과 1991년 달성한 이윤과 비교하여 볼 때 총
21261189.30위안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1993년과 1994년에 원고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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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大科大’양복 1벌당 이윤이 각각 97.2위안과 97.5위안이었다. 원고의 소재지가
홍하이만 경제개발실험구로 해당 기업의 명칭이 원래 ‘산웨이시청구저량진바오메이
양복공장’(汕尾市城区遮浪镇保美西装厂)에서

‘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汕尾市保美

西装厂)으로 변경되었고, 1994. 5. 3. 산웨시 공상행정관리국 스옌구 분국에서 기업
명칭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의 상표권자 명의는 변경신청 중
이었다.

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1996. 3. 27

(1995)지종자제5호

원고 승

1995

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

1995. 8. 29

상표침해중지

(1995악경초자제5호

원고 승

1995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즉각 ‘大哥大’상표 표시가 있는 양복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라.
2. 피고는 기존의 ‘大哥大’상표 표시와 ‘大哥大’상표 표시를 제작하는데 쓰인 틀 등의
공구를 철거하고 폐기하라.
3. 피고는 전국적인 신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과성명 내용은 본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손실 173만688.3위안을 배상한다.
상기 2,3,4항은 본 판결 효력 발생 후 1개월 안에 실행한다.

4. 2심 법원의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 2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사용상표는 원고
의 인용상표1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로서 소비자
가 오인하기 쉬워,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피고가 등록한 ‘大哥大’상
표의 무효결정을 내린 뒤에도 피고는 계속 무효된 사용상표를 사용하여 상표법의 규
정을 어겼고,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
만 원고가 그 이윤의 손실이 모두 피고의 침해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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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침해배상액은 ‘大哥大’ 양복의 생산량, 판매량과 원고의
양복 1벌당 이윤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원고가 출원 등록한 인용상표1와 인용상표2는 상표국의 허가를 거쳐 등록된 후,
상표권을 획득했다. 원고가 비록 원래 명칭 ‘산웨이청구저랑진바오메이양복공장’(汕尾
市城区遮浪镇保美西装厂)에서 ‘산웨이시바오메이양복공장’(汕尾市保美西装厂)으로 변
경되었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스스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원고
는 이미 상표국에 상표권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상표권을 상
실하지 않았다. 피고가 사용한 사용상표는 비록 이미 등록되었지만 원고의 인용상표
1과 문자 조합방식과 발음상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상표평심
위원회는 무효를 최종 결정했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생산 판매
하는 양복에 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원 심판은 원고가 생
산한 양복 1벌로 얻는 이윤에 피고가 침해한 수량을 곱하여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
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이는 법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항소인의 항소이유는 성립될 수 없으며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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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퉁궈(欧通国) 등 vs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无锡明星服装有限公司) 등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C1

037

사건번호

(1993)중경지초자제990호((1993)中经知初字第990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원고1

대리기구
어우퉁궈(欧通国)
대리인

원고2

피 고1

피 고2
소송결과

선전진둔의류유한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深圳金盾服装有限公司)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

대리기구

(无锡明星服装有限公司)

대리인

중청지식산권보호서비스유한공사
(中诚知识产权保护服务有限公司)
리양톈(李养田), 장밍(张明)
중청지식산권보호서비스유한공사
리양톈, 장밍
중국법률사무센터
中国法律事务中心
쉬충(徐冲)

장젠궈(张建国)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1997. 5. 23. 선고

《민법통칙》 제118조
관련 규정

《상표법(1993)》제38조 제1호, 제4호
《상표법실시세칙》 제41조 제1호, 제4호

2심 사건

037

C1

사건번호

(1998)고지종자제8호((1998)高知终字第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대리기구
항소인
(1심 피고)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
(无锡明星服装有限公司)

대리인
대리기구

베이징시 궁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公诚律师事务所)
쉬충(徐冲)
우시둥화변호사사무소
(无锡东华律师事务所)
쉬천밍(徐晨明)

피항소인1
(1심 원고)
피항소인2
(1심 원고)

어우퉁궈(欧通国)

선전진둔의류유한공사

대리기구

베이징시다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成律师事务所)

대리인

리펑(李鹏), 쉐쥔숭(薛峻松)

대리기구

베이징시다청변호사사무소

대리인

리펑(李鹏), 쉐쥔숭(薛峻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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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기각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1998.7.29 선고

《민사소송법》153조 제1항 제(3)호
1997.5.23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피고1은 위탁을 받고 원고의 인용상표를 침해하는 모조품을 생산하였는데, 모
든 상표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1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한가?
▪ 피고2 장젠궈는 판매한 KINDON 모조품 양복이 원고의 인용상표를 침해하는
모조품인지 모른 상태에서 판매를 했는데, 상표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한정 적극

적극

▪ 사법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2 장젠궈가 베이징에서 판매한 완제품이 피고1 밍
싱공사가 생산한 반제품과 동일한 가공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원고

한정 적극

가 베이징에서 제소한 것이 성립될 수 있는가?
▪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모두 피고1 밍싱공사의 침해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
도, 모든 배상책임을 피고1 밍싱공사가 부담해야 하는가?

소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554883)

원고 어우퉁궈(欧通国)는 ‘KINDON+배 모양 형’ 상표(이하 ‘인용상표’)를 제25류
의류에 지정하여 등록하였고 상표등록번호는 554883호이며, 상표존속기한은 1991.
6. 10 ‐ 2001. 6. 10이다. 진둔의류유한공사(金盾服装有限公司)(이하‘원고2’)는 1991.
7. 10. 에 설립된 민영기업으로 원고1이 법인대표이다. 1998. 8. 1. 원고1은 인용상
표를 원고2가 소유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1993. 11. 5. 우시공상국(无锡工商局)은 원고2의 제보로 우시밍싱의류유한공사(无
锡明星服装有限公司, 이하 ‘피고1’)가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양복을 제작하는 것을 현
장에서 발견했다. 1993. 11. 29. 원고는 베이징 둥청구 룽마오백화점(北京市东城区
隆贸百货店, 이하 ‘룽마오 백화점’)의 장젠궈(张建国)(이하 ‘피고2’)가 있는 곳에서
2,580위안을 지불하고 ‘KINDON’상표의 양복 한 벌을 구입하여 국가공증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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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양복에 대해 공증을 진행했다. 1994. 2. 26.

원고2는 룽마오 백화점에서 또

‘KINDON’상표의 양복 한 벌을 구입했고, 가격은 2,580위안이었다. 룽마오백화점 피
고2가 판매한 ‘KINDON’양복은 피고2가 1993. 11. 19.

우한바오창명품점(武汉保昌

精品店)에서 들여온 물건이며, 영수증 인장은 우한시 바오청로 쇼핑센터(武汉市保成
路商场)였다.
피고1은 1993. 2. 8.

설립된 중외합자회사로 등록 자본은 60만 달러이며, 경영범

위는 각종 의류의 생산 및 판매이다. 피고1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광공업 제품
구입 및 판매 계약”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계약 체결 장소는 피고1의 회사이며 계
약한 시점은 한 부는 1993. 7. 27. 이고, 다른 한 부는 1993. 10. 12. 이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공급자는 피고1이고 수요자는 ‘우한훙파명품패션성(武汉鸿发精品时装
城)’이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3. 7. 27. 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수위
탁가공 순모 베네시안 양복 860벌, 남자바지 650벌; 클라이언트가 직물, 상표, 울마
크등 제공; 생산자가 안감, 어깨 패드, 포장재료 등 제공; 계약 총 금액은 RMB
157,100위안; 직물 수에 맞추어 생산하고, 계약 수량은 증감이 있으며 1993년 9월
에 납품한다. 1993. 10. 12. 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수량은 양복 900벌이며
계약 금액은 144,000위안이고, 납품기한은 1993. 11. 15.이고, 기타 내용은 첫번째
계약과 거의 같다. 피고1은 1993. 7. 27. 에 가공계약을 이행한 후, 우시시 팡즈쉰다
방직품공사(无锡市纺织迅达纺织品公司)가 전부(轉付)한 금액 17,000위안과 10,000위
안을 받았으며, 1993.

11. 5. 우시시 공상국에 압수되어 처리되었다.

1993. 8. 15. 선전국제부동산컨설팅주식유한공사(深圳国际房地产咨询股份有限公
司)는 원고2의 1991년~1993년 경영상황(1991년 이래로 인용상표의 광고홍보비용에
쓰인 1800만 위안도 포함)에 근거하여, 인용상표의 가치에 대해 평가를 했고, 결과
는 1993. 8. 1. 현재 상표 가치가 RMB 7,013만 위안이었다.
원고2는 인용상표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이윤 손실은 1618.2만위안(1993년7~11
월 판매감소량이 53,940벌, 1벌당 이윤 300위안)이며, 반품 손실은 157.2만 위안(반
품7,860벌, 1벌당 이윤 200위안)이며 또한 회사에 막대한 무형적 손실 및 제품재고
등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본 건 접수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본원은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유
효함을 확인했고, 1993. 12. 10. 피고1에 대한 재산보전결정을 내려 집행했다. 후에
피고1은 역담보를 제공했고, 본 원은 심사를 거쳐 역담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동
결 및 압류 해제를 결정하였다.
심리 과정에서 피고1이 원고가 법정 심문 중에 제시한 KINDON양복 모조품에 대
해 피고1이 생산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사법감정을 진행했고, 사법감정 대
상은 원고2가 법정 심문 중에 제시한 KINDON양복 모조품과 피고1이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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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ON양복 반제품의 차이점이다. 국가의류품질감독감정센터는 1994. 8. 29. 기술
감증보고를 했는데, 결론은 반제품과 완제품이 동일한 가공기술에 의한 생산이 아니
라는 것이었다. 양측 당사자는 감정보고에 대해 각자의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
는 그 감정과 결론이 의류 2벌을 피고1이 생산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고자 한 목적
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것인지는 더욱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피고1은 감정 결론에 따라 원고가 침해라고 지적한 의류가 피고1이 가공한
것이 아니며 피고1은 본 건의 적합한 피고가 아니라고 하였다.
본 건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2는 우시공상국에 행정단속을 청구했었고, 1993. 12.
21. 서면으로 경제 배상에 대한 행정처리 철회를 요구했었다. 원고는 인민법원에 피
고가 침해한 상표권에 대한 배상문제를 포함한 민사책임을 처리하도록 청구했다. 본
건의 심리 과정 중에 우시공상국은 1993. 12. 27. ‘KINDON상표권 침해 처벌결정에
관하여’ 공상안(93)제453호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기
침해인이 즉각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2. ‘KINDON’상표 로고를 거두어
들이고, 폐기한다. 3. 압류한 의류의 ‘KINDON’침해상표를 없앤다. 4. 류중차오(刘宗
桥)가 원고1에게 경제손실 86,000위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벌금 43만 위안을 부
과한다. 5. 피고1이 원고1에게 경제손실 29,700위안을 배상하고, 벌금 59,400위안을
부과한다.
상기 사실은 기업법인사업자등록증(企业法人营业执照), 원고KINDON상표등록증,
상표사용협의, 상표사용증명, 국가공증처(93)국증내경자 제0139호 공증서, 판매영수
증, 피고가 제작한 KINDON 양복 사진, 광공제품 매매계약 대체수표, 수입 증빙, 부
기사본(Bookkeepinig copy), 자재출고서, 피고2가 구매한 가짜 KINDON양복 영수
증, 당사자 진술, 판매상 증언, 우시시 공상국 석공상안(93)제453호 처벌결정서 등의
증거들로 증명된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1998.7.29

(1998)고지종자제8호

원고 승

1993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1997.5.23

상표권 침해

(1993)중경지초자제990호

원고 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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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밍싱의류공사, 장젠궈는 즉각 어우퉁궈, 진둔의류유한공사의 상표권 침해를 즉각
중단한다.
2. 밍싱공사, 장젠궈는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법제일보》에 공개적으로
어우퉁궈와 진둔의류유한공사에 사과를 하고, 사과내용은 본한 합의 법정 심사를 통
해 결정한다.
3. 밍싱의류공사는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어우퉁궈, 진둔의류유한공사에
431,960위안을 배상한다. 장젠궈는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어우퉁궈와 진
둔의류유한공사에 8,800위안을 배상한다.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원고1은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로 원고2는 해당 상표의 합법적인 사용자이다. 중국
상표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권리는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허가를 거치지 않고 타인
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피고1은 원고가 인용상표의 상표권자라
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주관적 과실이 있으며, 그 행위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
해에 해당하므로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침해정지,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다. 피고1은 본인은 단지 위탁을 받은 쪽으로 위탁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1이 이번 위탁 가공의 연결을
책임지고 있는 ‘우한훙파명품패션성(武汉鸿发精品时装城)’의 류중차오(刘宗桥)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공위탁계약 성립을 인
정한다 해도 피고1은 먼저 그 법률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피고1이 책임을 부담한
다음 가공을 위탁한 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2>
피고2는 의류판매상으로 영업 중에 신중히 심사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타인
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본인이 주
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쟁점3>
감정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부분의 감정 결론이 감정을 보낸 완성품과 반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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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가공기술이 아니라는 것인데, 본원은 이 결론이 피고2가 판매한 진둔양복 모
조품이 피고1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1이 제기
한, 원고가 베이징에서 소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쟁점4>
현재 증거들을 근거로는 원고의 손실이 모두 피고1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원고의 배상청구는 높으며, 본 원은 전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
피고1의 침해행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본원은 가공 및 납품한 양
복 850벌과 바지 650벌을 근거로 원고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침해행위가 원고의 명성과 상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적절한 경제적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2는 침해행위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1심 주문 제1, 2, 4항을 지지한다.
2. 1심 주문 3항을 취소한다.
3. 밍싱의류유한공사는 본 판결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어우퉁궈, 진둔의류유한공사
에 402,260위안을 배상한다. 장젠궈는 어우퉁궈와 진둔의류유한공사에 8,800위안을
배상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법률적용도 정확하여 유지한다.
하지만 우시시 공상행정 관리국 처벌결정에서 이미 밍싱공사에게 어우퉁궈에게 배상
을 명령한 29,700위안을 공제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심 <쟁점3>에 대한 판단
항소인(원심 피고)이 주장하기를, 사법감정 사법감정의 결론이 명백히 동일기술에
의해 가공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항소인(원심 원고)이 위탁 가공 가정에서 벌
어진 침해행위가 북경에서 일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본원은 이렇게
피고가 답변 기간 내에 관할이의를 하지 않고 2심에 이르러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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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주식회사 vs 닝보우볜샹쑤유한공사(宁波无边橡塑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135

C1

사건번호

(2008)절민삼종자제88호((2008)浙民三终字第88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

항소인1
(1심 원고)

항소인2
(1심 피고)

NOK주식회사
(NOK株式会社)

닝보우볜샹쑤유한공사

관련법령

항소 인용

(君合律师事务所上海分所)

대리인

류광밍(刘光明) 황웨이(黄巍)
닝하이현톈허법률사무소

대리기구

(宁波无边橡塑有限公司)

소송결과

쥔허변호사사무소상해지사

대리기구

(宁海县天河法律服务所)

대리인

차이원쭝(蔡文宗) 진궈진(金国进)
저장시닝보시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2008. 7. 14. 선고

《상표법》 제52조 제1호, 제2호, 제56조 제1항, 제2항
《상표 해석》 제16조 제1항, 제2항

1심 판결일자

2007. 12. 28.

1심 승패

원고 승(일부 승소)

쟁 점
▪ 행정처벌단계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어 침해품은 폐기되었으나 침해제품 제
조용 금형은 폐기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는 법원에 다시 금형의 폐기를 청구할

적극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870203)

NOK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NOK’ 문자상표의 상표권자이며, 등록번호는 각각 제137143호, 제870203
호(이하 ‘인용상표’), 제1180250호이다.
2006. 9. 6., 원고는 컨설팅회사를 통해 공증기관의 공증하에 피고의 판매점에서
‘NOK’문자가 표시된 오일실 부품 몇 개를 구매하였다. 또한 원고가 침해행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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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출한 조사비용은 7,130달러 및 인민페 57,040위안이다.
2006. 9. 27. 닝보시품질감독국에서 피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창고
에서 NOK 문자가 표시된 각종 모델의 에어실 제품 89,339개 및 각종 모델의 오일
실 제품 26,833개를 발견하였는 바, 이들 제품의 가치는 17,430.40위안에 달하였다.
이들 제품은 모두 검사에 통과되어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판매 직전의 것이었다.
2006. 11. 2, 닝보시품질감독국은 (용)질기감벌자(2006)012200호((甬)质技监罚字
(2006)012200号)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고 피고의 원고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
였으며, 전체 침해 제품을 몰수하고 15,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상
기 처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동 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소송경과

2008.

저장닝보시고급인민법원
(2008)절민삼종자제88호

2008. 7. 14.
항소 인용
(원고 승)

2007.

저장닝보시중급인민법원

2007. 12. 28.

상표권침해

(2007)용민사초자제111호

원고 승(일부 승소)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을 배상하라.
3. 제조용 금형은 이미 행정단속의 대상으로 되었으므로 폐기할 필요가 없다.
4. 피고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한 오일실, 에어실 등 제품에 원고의 상
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상
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제품, 제조용 금형 등은 이미 행정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폐기요청을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다.
피고의 공개 사죄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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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신용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
는 인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인2(1심 피고)는 항소인1(1심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2. 항소인2는 항소인1의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을 배상하라.
3. 항소인2는 침해제품 제조용 금형을 폐기하라.
4. 항소인2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1은 ‘NOK’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그 상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항
소인2는 항소인1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한 오일실, 에어실 등 제품에 항소인
1의 인용상표와 일치한 표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항소인2의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시킬 것에 관한 항소인1의 소송청구는 1심 판결에
서 인용되었으며 항소인2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인2는 침
해제품 및 금형을 회수 폐기할 의무가 있다. 항소인2는 제품 및 금형은 모두 행정법
률 집행시 단속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는 단지 침해제품이 모두 행정기관에 몰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관련 금형
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인2의 금형 폐기에 대한 항소인1의 항소 청구는 이
유가 있다.
《상표법》 제56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
간에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산정한다. 피침해자의 손해액은 침
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침해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금액을 포함한다. 양자를 확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책정한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1은 항소인2에게 800만 위안과 조사비용 8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손해와 항소인2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1심 법원이 항소인2의 침
해제품 수량, 판매현황 및 항소인1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손해
배상액을 30만 위안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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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中国国际信托投资公司) vs
쓰촨중신여행사(四川中信旅行社)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A6, D1

148

사건번호

(1999)성지초자제59호((1999)成知初字第5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원고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
(中国国际信托投资公司)

피고

쓰촨중신여행사(四川中信旅行社)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법령

청구 인용

판결법원

청두시우허우구후이민법률사무소
(成都市武侯区惠民法律事务所)
위융(余勇); 류샤오어우(刘小欧)
쓰촨성청두시중급인민법원/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상표법(1993)》 제38조 제1호, 제4호

쟁 점
▪ 피고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상호로 삼아 원고 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침해에

적극

속하는가?
▪ 피고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상호로 삼아 원고 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침해에

적극

속하는가?
▪ 원고의 손해액과 피고의 이익액을 정할 수 없을 때 법정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제3자의 원고 상표 사용료는 참고할 수 있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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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상표

인용상표1

사용표장1

CITIC

(등록 777052)

인용상표2

사용표장2

中信

(등록 778849)

인용상표3
(등록 810821)

인용상표4
(등록 833945)

인용상표5

사용상표3

CITIC中信

(등록 841822)

인용상표6
(등록 891816)

인용상표7
(등록 948252)

<법원의 인정 사실>
1993. 9. 20. 원고는 상표국에 ‘CITIC’ 상표를 출원하였고 상표출원서 상표설명
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원고

회사의

영문

전체

명칭은

‘China

International Trust Investment Corporation’이고 각 영문 영어의 두음 문자를 조
합하여 ‘CITIC’로 약칭하며, 도형은 대칭되어 두 개의 문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
외 개방을 뜻한다. ‘中信’ 등록상표의 ‘中信’ 2글자는 원고 회사의 초대 회장인 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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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荣毅仁) 선생의 친필 서체로 그 중 ‘中’은 정직함을 뜻하고 ‘信’은 자신감, 신용 등
을 뜻한다.
1995. 2. 7. , 1995. 2. 28. , 1996. 1. 28. , 1996. 4. 21. , 1996. 5. 21. ,
1996. 10. 28. , 1997. 2. 21. ，상표국은 원고의 ‘CITIC’상표를 제35류(광고 홍보
등), 제39류(여행, 여행 예약 등), ‘CITIC中信’상표를 제29류(식용유 등), 제16류(카
드, 우편엽서, 인쇄품 등)에 각각 등록하였고，’中信’상표를 제35류(광고 홍보 등),
(여행사 등), 제42류(여관, 사교 동반 등) 서비스업에 등록하고 상표 등록증을 발급
하였다.
1999. 3. 15.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中信’ 등록상표를 베이징시 유명상표
로인정하였고, 1999. 12. 29. ，상표국은 상표감(1999)645호《’中信’상표를 저명상
표로 인정함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금융업에 등록한 원고의 등록상표 ‘中信’, ‘CITIC’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1996. 4. 30. 피고는 쓰촨성 공상행정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등록된 기
업명칭은 ‘四川中信旅行社’이고, 등록금은 30만 위안이고 주로 여행업무를 경영하고
문화 사무 용품을 겸하여 경영하였다.
1998. 12. 31. ，피고가 제작한 자산부채표에 날인된 회사 직인상의 영문 명칭은
‘SICHUAN CICIC TRAVEL SERVICE’이였다.
1998년 피고가 인쇄하여 발행한 홍보물에 ‘四川中信旅行社SICHUAN CICIC TRAVEL
SERVICE九八奉献38)‘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2000. 1. 18. 피고가 본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날인된 회사 직인상 영문명칭은
‘SICHUAN CICIC TRAVELSERVICE’이다.
1999년 피고는 쓰촨중신여행사 1999년도 수가표, 여행 스캐줄 및 수가 홍보자료
를 인쇄 발행하였는데 수가표 표지에는 ‘CITIC’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이 표시되
어 있었고, 충칭, 양자강, 우한 4일 여행，일등석 1,980 위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1999. 1. 6. 피고는 저장성 핑양현 텅자오후아펑 종이플라스틱 오금공장(浙江省平阳
县腾蛟华丰纸塑五金厂)에 의뢰하여 노트 1,000권을 인쇄하였는데 노트 표지에는 ‘开心
假期(유쾌한 휴가)’ 문자와 ‘CITIC’ 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이 표시되어 있었다.
1999. 8. 30. 피고가 원고 산하의 중신여행총공사(中信旅游总公司)에 우송한 여행
스캐줄과 수가표 및 편지봉투에는 모두 ‘四川中信旅行社’ 문자와 ‘CITIC’으로 이루어
진 원형 도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수가표에는 어메이러산(峨眉乐山) 4일 여행, 1인당
수가 680위안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1999. ，피고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인 정충(郑琼)의 명함에는 ‘CITIC’ 문자로 이
루어진 원형 도형이 표시되어 있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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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15. 원고와 중신싱예신탁투자회사(中信兴业信托投资公司)는 상업 허가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중신싱예신탁투자회사에 원고의 제35류,
제36류, 제42류에 대한 ‘中信’ 등록상표와 제35류, 제36류, 제42류상의

‘CITIC’ 등

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 기간은 1년, 사용료는 180만 위안으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원고와 중신여행총공사는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르
면 원고는 중신여행총공사(中信旅游总公司)에 원고의 제36류, 제39류에 대한 ‘中信’,
‘CITIC’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 기간은 1년이고 사용료는 50만 위안으로
약정하였다.
1999. 9. 1. 상표국은 상기 사용 계약을 등록하였다.
원고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항공권, 항공여객 인신 의외 상해 보험, 민용 공항 관
리비, 청두시 여관업 영수증 상의 금액은 모두 11,708위안이었다.
1995. 6. 8. 원고 회사가 기업등기를 할 때의 등록금은 30억 위안이다.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경영 이윤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소송경과
1999.
상표권침해, 부정경쟁 중지/
손해배상

쓰촨성청두시중급인민법원
(1999)성지초자제59호

2000. 6. 13.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CITIC’, ‘CITIC中信’, ‘中信’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기업명칭에 ‘中信’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즉각중
지하고 쓰촨성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 상호의 변경을 신고하라.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제일보》, 《공상시보》及《쓰촨
일보》에 원고에 대한 사죄 성명을 게재하라. 게재 내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의 주요내용을 게재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손실 30만 위안을 배상하라.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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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 7, 1995. 2. 28, 1996. 1. 28, 1996. 4. 21, 1996. 5. 21, 1996. 10.
28, 1997. 2. 21，상표국은 원고의 ‘CITIC’상표를 제35류, 제39류 상품에 등록하고,
‘CITIC中信’상표를 제16류, 제29류에 등록하고, ‘中信’상표를 제35류, 제39류, 제42
류에 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CITIC’, ‘CITIC中信’, ‘中信’ 등록상
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는 ‘CITIC’, ‘CITIC中信’, ‘中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을 가진다.
1999. 3. 15.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원고의 ‘中信’ 등록상표를 베이징시 유명
상표로 인정하였고, 1999. 12. 29. ，상표국은 원고가 금융서비스업에 등록한 ‘中
信’, ‘CITIC’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中信’, ‘CITIC’ 등록상표
는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비
교적 높은 저명도를 향유하고 있다.
1993. 9. 20. ，원고는 상표국에 ‘CITIC’상표를 출원할 때 설명 기재란에 원고 회
사의 영문 전체 명칭은 ‘China InternationalTrust Investment Corporation’이고 각
영문 영어의 두음 문자를 결합하여 ‘CITIC’로 약칭하며, 도형은 대칭되어 두 개의 문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외 개방을 뜻한다고 기재하였다. ‘中信’ 등록상표의 ‘中信’
2글자는 원고 회사의 초대 회장인 룽이런(荣毅仁) 선생의 친필 서체로 그 중 ‘中’은
정직함을 뜻하고 ‘信’은 자신감, 신용 등을 뜻한다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中

信’, ‘CITIC’ 저명상표는 독창성을 가지며, ‘中信’, ‘CITIC’ 저명상표의 인정일로부터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외의 비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독점권
을 가진다. 2000. 1. 21. 상표국은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업중 제39류의 여행
사업 등의 서비스에 사용된 ‘CITIC’가 문자 및 도형 등록상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원고가 자신의 영어 명칭의 약칭인 ‘CITIC’로 조합한 원형 도형 및 문자는 모두
법적 보호를 받는다.
1996. 4. 30. 쓰촨성 공상행정광리국이 승인 및 등록한 피고의 기업명칭은 ‘四川中
信旅行社’이고 등록금은 30만 위안이며 주로 여행업무를 경영하고 문화 사무 용품을
겸하여 경영하였다. ‘四川中信旅行社’의 ‘四川’는 행정구역이고 ‘中信’은 상호이며 ‘旅
行’은 업종이고 ‘社’는 조직 형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피고 명칭중 서로 다른 시장 주
체를 구분하는 주요 표시인 상호 ‘中信’과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中信’
등록상표는 동일하다. ‘中信’ 상표권과 ‘中信’ 기업명칭은 서로 다른 법정절차에 따라
확립된 것이나, 원고의 ‘中信’ 문자상표는 1996. 4. 21. 에 상표국을 통해 등록되었
고 피고는 1996. 4. 30. 에 쓰촨성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해 설립되었다. 원고의 ‘中
信’ 상표는 피고의 설립일보다 일찍 등록되었으므로 중국에서 배타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며 따라서 원고는 선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 안 심리과정에서 독창성을 가진
‘中信’, ‘CITIC’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中信’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등록하였고 그후

‘中信’ 등록상표 또한 저명상

표로 인정되었으므로 관련공중이 피고와 상표권자인 원고 사이에 특별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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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오인하거나 동일한 시장 주체라고 오해할 소지가 크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
처에 대한 타인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피고의 시장 거래 행위는 자원, 평등, 공
정, 성실, 신용의 원칙과 공인하는 상업적 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반부정당경
쟁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선권리자 및 저명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주었고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였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정경
쟁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성실 신용의 원칙과 상업적 도덕을
위반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당 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충
분하고 이유가 정당하며 법률 적용이 적절하므로 본 법원은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자신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등록된 회사이므로 부정당 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1998. 12. 31. ，피고가 제작한 자산부채표에 날인된 회사 직인의 영문 명칭은
‘SICHUAN CICIC TRAVEL SERVICE’로 ‘CICIC’를 사용하였다.
1998. ，피고가 인쇄하여 발행한 홍보물에 ‘四川中信旅行社SICHUAN CICIC
TRAVEL SERVICE九八奉献39)‘이 기재되었으며 ‘CICIC’를 사용하였다.
2000. 1. 18. 피고가 본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날인된 회사 직인상 영문명칭은
‘SICHUAN CICIC TRAVELSERVICE’이며, ‘CICIC’를 사용하였다.
1999년 피고는 쓰촨중신여행사 1999년도 수가표, 여행 스캐줄 및 수가 홍보자료
를 인쇄 발행하였는데 수가표 표지에는 ‘CITIC’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이 표시되
어 있었고, 충칭, 양자강, 우한 4일 여행，일등석 1,980 위안 등의 문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CICIC’를 사용하였다.
1999. 1. 6. 피고는 저장성 핑양현 텅자오후아펑 종이플라스틱 오금공장(浙江省平
阳县腾蛟华丰纸塑五金厂)에 의뢰하여 노트 1,000권을 인쇄하였는데 노트 표지에는
‘开心假期(유쾌한 휴가)’ 문자와 ‘CITIC’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이 표시되어 있었
으며 ‘CICIC’를 사용하였다.
1999년 피고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인 정츙(郑琼)의 명함에는 ‘CITIC’ 문자로 이루
어진 원형 도형이 사용되었다.
피고가 여행 서비스를 경영하기 위해 여행 서비스 수가표, 노트, 명함 등의 홍보물
에 사용한 ‘CITIC’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을 원고가 제35류의 광고(홍보) 및 제
조 등과, 제39류의 여행사 및 여관 예약 등에 등록한 ‘CITIC’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 상표와 비교하면 문자 및 도형은 모두 일치하므로 동일한 표장에 속하고, 원고
가 제16류 우편엽서 및 인쇄물 등에 등록한, 상부가 ‘CITIC’문자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과 하부가 ‘中信’중문 문자로 이루어진 상하 구성의 상표와 비교하면 상부는 동
일하고 하부는 다르며 상하 구성의 상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피
고가 직인상의 영문 명칭 및 회사 명칭에 사용한 ‘CITIC’ 문자를 원고가 제16류, 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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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제39류에 등록한 ‘CITIC中信’, ‘CITIC’ 등록상표와 비교하면 피고는 ‘CITIC’으
로 이루어진 원형 도형 상표의 ‘CITIC’문자를 사용하였고, 피고의 회사 명칭을 영문
으로 번역하여도 ‘CITIC’가 되지 않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원고의 ‘中信’, ‘CITIC’ 등
록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된 후 법적 보호 범위는 타인이 이들 저명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로 확대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와 문자 및 도형을 광고(홍보), 여행사, 여
행 예약, 인쇄물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
일하고 또한 ‘CITIC’ 등록상표의 제29류 지정상품과 비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 범위
에 해당된다. 피고가 상표권자 및 저명상표권자인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 및
비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상
표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고 이유가 정당하며 법률 적용이 적절하므로 이를 인용한
다. 피고는 자신의 침해 실시 시간이 1999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없으
므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침해 기간 내에 침해로 인해 얻은 이윤과 자신이 침해로 인해 받은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피고는 법원의 지정 기간 내에 침해로 인해 얻은 이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본 안은 손해액, 이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법정배상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책정한다. 피고가 침해한 지식재산권 유형
이 상표권이고 그후 ‘中信’, ‘CITIC’ 등록상표가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점과, 원고 회사가 등록
금이 30억 위안인 중국 대형 전민소유제 다국적 회사인 점과, 원고의 ‘CITIC’ 등록
상표의 사용료가 180만 위안, ‘中信’, ‘CITIC’ 등록상표의 사용료가 50만 위안인 점
과, 부정경쟁행위가 1996. 4. 30. 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1998
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점, 그리고 원고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출장비가 11,708위
안인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를 당한 등록상표의 가치가 높고 침해기간이 길며 원고
가 침해로 인해 받은 상업적 명성 손해가 크고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크다. 다
만, 피고는 등록금이 단지 30만 위안인 내륙의 소형 기업이고 소송 중 원고에게 구
두 및 서면으로 사죄하고 성실하게 반성한 점을 보아 원고는 피고를 양해해야 할 것
이다. 상기 요소를 종합하여 손해 배상액을 30만 위안으로 책정한다. 피고는 자신의
경영 규모가 작고 ‘CITIC’ 등록상표를 사용한 홍보물의 인쇄량이 적으며 상표 사용
계약에서 약정한 사용료를 침해 배상의 유일한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손해 배상액을 100만 위안을 청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
가 성립되므로 이를 지지한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 사용 사용료에 근거하여 손해 배
상액 100만 위안을 청구하였으나, 상표 사용료는 사용 지역 범위, 적용 규모, 기간
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상이하고 상표 사용료는 일종 계약 행위로 계약 주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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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협상하는 것이고 사후에 유리한 방식과 가격을 선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표 사용료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본 안 상표의 사용료는 원고와 산하

회사가 베이징 시장에 대해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는 본 안에서 상표 사용료는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참작 요소로 될 수 있으나 상표 사용료만을 손해 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하는 것은 피고의 침해 책임을 가중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비용 전액을 지지하지
는 않는다. 피고는 자신의 부정당 경쟁과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상업적
명성의 손해와 불안을 조성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원고에게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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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샤오페이양요식업체인유한공사(内蒙古小肥羊餐饮连锁有限公司) vs
네이멍구화청과학기술이전유한공사(内蒙古华程科贸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1; D2

053

사건번호

(2003)일중민초자제7908호((2003)一中民初字第7908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네이멍구샤오페이양요식업체인유

원고

한공사
(内蒙古小肥羊餐饮连锁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네이멍구청위변호사사무소
(内蒙古诚誉律师事务所)
덩롄거(邓连戈)，쉬커(徐珂)
베이징시중보스다지식재산권대리

피고1

네이멍구화청과학기술이전유한공

대리기구

理事务所)

사(内蒙古华程科贸有限公司)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사무소(北京中博世达知识产权代

청구 인용

판결법원

선젠(申健)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 11. 28.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2호

2심 사건

D1; D2

053

사건번호

(2004)고민종자제138호((2004)高民终字第138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피고1)

네이멍구 화청과학기술이전유한

대리기구

공사(内蒙古华程科贸有限公司)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1심 피고2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네이멍구샤오페이양요식업
체인유한공사(内蒙古小肥羊餐饮
连锁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시룽안변호사사무소
(北京市隆安律师事务所)
쉬자리(徐家力)，
밍싱난(明星楠)
네이멍구청위변호사사무소
(内蒙古诚誉律师事务所)
덩롄거(邓连戈)，쉬커(徐珂)

베이징시스징산화롄상사유한공사
(北京市石景山华联商厦有限公司)
항소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4. 3. 15. 선고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1항, 제3항, 제5조 2호
2003. 11. 28.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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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원고의 ‘小肥羊’이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 ‘小肥羊’을 1~2세의 작은 양을 부르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
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小肥羊’이 원고가 제공하는 지명서비스의 특유 명칭

적극

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원고의 ‘小肥羊’이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
서 피고가 ‘小肥羊’을 자신의 상품명칭으로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특유명칭권을

적극

침해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인용표장

小肥羊火锅汤料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전통식 훠궈솬양러우(火锅刷羊肉, 일종의 양고
기 샤브샤브)에 대하여 ‘소스가 필요 없는 양고기 샤브샤브’라는 독창적인 요리법을
형성하였다. 원고의 기업 상호가 ‘小肥羊’이므로 ‘小肥羊’은 상기 요리법의 대표
및 상징으로 되었으며 ‘소스가 필요 없는 양고기 샤브샤브’의 특유 명칭이 되었다.
현재 원고는 전국 각지에 40여 개의 지사, 1곳의 물류배송센터, 7개의 성급 총대리,
6개의 시급 총대리, 606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설립 후 잇따라 다수의
명예 칭호를 얻었고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연속해서 중국상업연합회, 중국요리
협회, 중화전국상업정보센터조직의 전국요식업 100위 기업 평가에서 제2위를 차지하
였다. 2002년 영업액은 25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비록 원고의 회사가 요식업시장에
진출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깊은 사랑을 받아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판로를 넓혔으며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
‘小肥羊’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브랜드로 되었으며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小肥羊’은 이미 원고의 특유 상호가 되었다. 피고1은 2000년부터 ‘小肥羊火锅汤料’
를 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小肥羊’ 명칭의 사용 중지를 구하며 소를 제
기하였다.
<2심법원의 조사 인정 사실>
1999. 9. 13. 바오터우시샤오페이양식당(包头市小肥羊酒店)이 설립되었고 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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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주식 합작 기업이며 주주는 장강(张钢)、리윈춘(李云春),천홍카이(陈洪凯)이
며 법정 대표는 장강(张刚)이며 등록자본금은 8만 위안이다.
2000. 12. 1. 바오터우시샤오페이양식당은 법인 명칭을 바오터우시샤오페이양체인
본부(包头市小肥羊连锁总店)로 변경하였고 바오터우시공상행정관리국을 거쳐 등록변
경되었으며 2000. 11. 1.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으며 그 경영성질은 주식 합
작기업이며 법정 대표는 장강(张刚)이고 등록자본금은 8만 위안이다.
2001. 6. 바오터우시샤오페이양식당(包头市小肥羊酒店)은 이사회를 열고, 기업성질
을 유한공사로 변경하였고 원 등록자본금을 8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변경하였
으며 리윈춘(李云春)은 주식을 장강(张刚)에게 양도하였다.
2001. 6. 26. 장강(张刚)은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원고의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설립일은 2001. 7. 11.
이고 법정 대표는 장강이며 기업유형은 유한책임공사이며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
안이며, 경영범위는 요식업, 양(洋)상품, 유(乳)상품, 향신료의 가공판매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원고는 베이징시, 선전시, 상하이시, 청두시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간쑤성，허
난성 및 동북 삼성에 총판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가맹 체인점 600여개를 두
고 있으며 2002. 3. 에는 중국상업연합회, 중국요식업협회, 중화전국상업신용센터가
공동 평가한 ‘2001년도 중국요식업 100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2. 4. 원고는
중국품질검사협회에 의하여 ‘打假扶优重点保护企业40)’로 선정되었다. 2002. 7. 원고
가 제작한 ‘小肥羊’는 중국식당협회가 수여한 ‘중국 유명 훠궈‘증서를 받았다. 2002.
8. 원고의 ‘소스가 필요 없는 양고기 샤브샤브, 샤오페이양’은 ‘2002. 네이멍구 민족
미식절’에 네이멍구자치구 경제무역위원회와 네이멍구자치구 요리식당사업협회가 공
동 평가한 ‘네이멍구 맛집’으로 선정되었다. 2002. 12. 원고는 중국기업발전연구센터
에 의해 ‘중국성실경영기업’증서를 받았다. 2003. 4. 3. 의 《바오터우완바오(包头晚
报)》보도에 근거하여, 2002. 전국에서의 원고 매출은 25억 위안을 돌파하였고, 이
윤과 세금 총액은 7,500만 위안이다. 2003. 1. 16. 의 《经济日报》, 2003. 2. 22.
의《中国经济导报》에 원고의 경영 실적에 관한 문장이 게재되었다. 2003. 3. 24.
중국요식협회가 중팽임[2003]10호 공문을 인쇄 발행하여 2002년도 전국요식업 랭
킹 100위 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원고는 제2위를 차지하였다.
2002. 원고는 잇따라 네이멍구텔레비전방속국, 바오터우 텔레비전방송국, 《包头晚
报(바오터우 석간신문)》에 광고비 40만 위안을 지불하였다.
2001. 1. 22. 피고1은 상표국에 ‘小肥羊’ 문자 상표를 출원하여 출원 공고되었으나
아직 등록 받지 못했다.

40)

‘모조품을 단속하고 우수 상품을 보호하는 중점 보호대상 기업’ 정도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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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4. 3. 15.

(2004)고민종자제138호

원고 승

2003. 6. 26.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 11. 28.

부정경쟁행위

(2003)일중민초자제7908호

원고 승

2004. 2. 3.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经济日报(경제일보)》에 성명을
발표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준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라(성명 내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본 판결의 주
요 내용을 공개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경제손실과 소송 비용 15만
위안을 배상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현재의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전 두 회사의 경영 실적을 이어받았고 현재는 이미
비교적 큰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성, 시, 자치구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
고 있고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2년 전국에서의 매출은 25억 위안을 돌파
하였고 이윤 및 세금 7,500만 위안을 창출하였으며 경영 실적이 뛰어났다. 아울러
원고는 고객에게 우수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업계협회, 자치구정부부
문의 인정을 받았으며 다수의 영예 칭호를 얻었다. 원고는 이미 전국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상업 신용을 갖는 체인기업이 되었으며, 원고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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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필요 없는 양고기 샤브샤브’라는 독특한 요리법과 관련 요식업 서비스 또한
기업명칭과 더불어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게 되었고 상당한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다.‘小肥羊’을 언급하면 관련 소비자는 먼저 원고 또는 원고가 제공하는
‘소스가 필요 없는 양고기 샤브샤브’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小肥羊’은 일정한 소비
자 집단에서 이미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였으며 ‘小肥羊’과 원고가 제공하는 요식업
서비스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그러므로 ‘小肥羊’은 이미 요식업에 관한 지명 서비
스의 특유 명칭을 이룬다.
피고는‘小肥羊’은 1~2세의 작은 양을 부르는 일종의 관용적인 칭호이며 통용명칭
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1. 피고의 대리인이 촬영한 각지의 ‘小肥羊’ 식당 사진. 이러한 사진은 단지 각 지
역에 상호에 ‘小肥羊’을 포함한 식당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나 이러한 식당의 설립 시
간이 원고의 설립 시간보다 빠른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향유하는 기업 명
칭권을 부정하지 못한다.
2. 피고의 대리인이 씨린궈레이멍 현지 목민, 고용일군, 요리사, 도살업자 및 음식
점 경영자를 인터뷰한 기록(공증을 거쳤음). 본안 심리에서 원고는 이 증거에 대해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증거는 형식상 타당치 않은 점이 없으므로 이를
채택한다. 상기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네이멍구자치구 씨린궈레이멍 지역에서
는 1~2세의 작은 양을 ‘小肥羊’라고 관용적으로 부른다. 다만 이러한 관용적인 호칭
은 단지 일반적인 작은 양에 대한 것이고 ‘小肥羊’에 대한 현지에서의 해석으로만 볼
수 있으며, 시장 환경에서 이러한 해석과 앞에서 언급한 원고의 경영 실적으로 형성
된 시장 의미는 서로 다르다. 원고의 경영 지역의 소비자에게 있어서‘小肥羊’은 원
고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것이지 1~2세의 작은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관련 증거는 비록 ‘小肥羊’이 씨린궈레이멍 현지에서 1~2세의 작은 양을 부
르는 관용적인 호칭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이 명칭과 원고의 지명 서비스의 특유 명
칭 사이에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쟁점2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생산한 ‘小肥羊火锅汤料’의 포장 봉투에 ‘小肥羊’을 자신의 상품명칭
과 상품 표시로 사용하였고 상품 소개에서도 소비자에게 ‘먹을 때 소스가 필요 없다’
고 알렸다. 피고의 이러한 사용 방식이 소비자에게 전달한 정보와 1~2세의 작은 양
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비록 포장 봉투에 원고의 기업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는 충분히 피고의 상품과 원고가 제공하는 요식업 서비스를 연결시키거나 피
고와 원고가 특정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사용
방식은 관용적 호칭의 정상적인 사용에 속하지 않으며 원고의 음식 서비스의 지명도
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상품 포장에 ‘小肥羊’을 자신의 상품 명칭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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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표시로 사용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요식업서비스와의 혼동을 일으
키고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서 지켜야 하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지명 서비스의 특유 명칭권을 침해했으므로 침해금지, 사죄,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
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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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헝타이구기자건강음료유한공사(宁夏亨泰枸杞保健饮品有限公司)
vs 닝샤샹산주류업유한공사(宁夏香山酒业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사건
2심 사건

D2

075

사건번호

(2006)녕민지종자제4호((2006)宁民知终字第4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피고)

닝샤헝타이구기자건강음료유한공사
(宁夏亨泰枸杞保健饮品有限公司)

피항소인

닝샤샹산주류업유한공사

(1심 원고)

(宁夏香山酒业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 법령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1심 승패

궈신자화변호사사무소
(国信嘉华律师事务所)
선바오핑(沈保平)
쥔위안변호사사무소
(君元律师事务所)
완쥔(万军)
닝샤회족자치구고급인민법원/
2006. 5. 19. 선고

원고 승

쟁 점
▪ 원고의 宁夏红•枸杞酒는 지명+색채표시+보통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의 원고의 구기자주 명칭이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원고가 자신의 宁夏红•枸杞酒에 사용하는 병 라벨 도안은 지명상품의 특유장식
이 될 수 있는가?
▪ 피고가 사용한 병 라벨 도안이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도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적극

적극

적극

1. 사실관계
<2심 조사 사실>
宁夏红·枸杞酒(닝샤 붉은 구기자술‐편자)는 피항소인(1심 원고)이 속하는 닝샤샹산
중닝구기자제품유한공사(宁夏香山中宁枸杞制品有限公司)가 생산한 제품이며, 2001.
9. 18. 출시되었다. 출시된 후 피항소인은 3,300만여 위안을 투자하여 대중매체에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고 제품은 국내의 28개 성, 구, 시에서 팔렸으며 한국, 일
본에도 진출하였다. 2002년 이후, 이 술의 판매량은 날로 상승하였고 잇따라 닝샤
‘베스트셀러 식품’, ‘안심 식품’, ‘명품 제품’ 등의 많은 명예를 획득하였고 구(区) 안
팎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
2001. 4, 2002. 6, 피항소인은 ‘宁夏红•枸杞酒’의 병, 포장 박스, 병 라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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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하였다.
2002. 12. 30. ‘宁夏红•枸杞酒’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지명 상품으로 인정되
었고 그 명칭, 포장, 장식이 특유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후 피항소인은 항소인(1심 피고)이 생산한 ‘李泉牌宁夏红枸杞酒(리취안 브랜드
닝샤 붉은 구기자술)’가 피항소인의 제품 명칭, 포장과 장식을 모방하였음을 발견
하고 중웨이현(中卫县)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003. 5. 20, 중웨이현 법원은 (2003)위민초자제158호 민사 판결을 내려 ‘李泉牌宁夏
红枸杞酒’의 술병이 피항소인의 ‘宁夏红•枸杞酒’의 술병을 모조한 것으로 인정하고 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후 항소인은 아래로 처진 어깨를 가진 형태의 타원형 술병을 수평 어깨
를 가진 형태의 타원형 술병으로 바꾼 후 계속 ‘宁夏红枸杞酒’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2003. 7. 11., 피항소인은 중웨이치룽위안 슈퍼마켓(中卫琪隆圆超市)에서 판매하는
‘李泉牌宁夏红枸杞酒’이 피항소인의 지명 상품의 특유 명칭, 포장 및 장식을 모조하
였다는 이유로 중웨이치룽위안 슈퍼마켓과 항소인을 중웨이현 법원에 제소하였다.
그후 항소인은 답변 기간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였고 우중시(吴忠市) 중급인민법
원은 본 사건을 인촨 (银川) 중급인민법원 관할로 이송하기로 재정하였다.
항소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을 받은 주류 생산 판매 기업이
다. 항소인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구기자술이며, 병 라벨과 포장 박스상의 술 명칭
의 글꼴 배열은 피항소인 구기자술의 글꼴 배열과 차이는 있으나 피항소인의 것과
동일하다.
2004. 2. 6. 항소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세 가지 스타일의 술병, 두 가지 스타일의
병 라벨, 3종 포장 박스에 대해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디자인 등록을 하였다.
2003. 3, 및 2004. 7, 항소인과 닝샤인촨나싸이룽주류업유한공사(宁夏银川纳赛龙
酒业有限公司)는 중국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위원회에 피항소인의 ‘병’ 디자인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003.9.2. 및 2005. 2. 4., 중국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위원회는 무효심판청구를 기
각하고 피항소인의 디자인등록을 유지하였다.

2. 소송경과
닝샤회족자치구
2006.

고급인민법원
(2006)녕민지종자제4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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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촨시중급인민법원
(2005)은민지초자제9호

2006. 5. 19.
원고 승

원고 승

분류코드 : D2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宁夏红枸杞酒’의 사용 또는 ‘宁夏红’, ‘枸杞酒’ 문구를 포함한 구기자술 명
칭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상기 문구가 표시된 병 라벨과 포장 박스를 폐기하라.
2. 피고는 바탕색 전체가 붉은색인, 원고가 사용하는 병 라벨 및 포장 박스와 서로
유사한 병 라벨과 포장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3. 피고는 원고의 경제손실 5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며,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전부 지불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사건수리비 2,960 위안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생산한 宁夏红•枸杞酒는 ‘지명 상품’이며 그 명칭, 포장, 장식은 특유한 것
이다. 피고의 구기자술은 원고의 동종 상품의 명칭과 동일하다. 전체가 구기자의 붉
은색을 띤 것은 두 회사 상품의 공통점이며 피고의 포장 박스, 병 라벨과 원고의 동
종 제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술병에 있어서, (2003)위민초자제158호 민사판결
에서 이미 처리하였고 원고는 더욱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바꾼 술병이 확실히 모조품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술병
에 대해서는 원심을 따라야 하며 모조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술병, 병 라벨, 포장 박스에 대해 모두 디자인 등록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보다 늦게 디자인 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宁夏红•枸杞酒’의 명칭, 포장, 장식
을 피고보다 먼저 사용하였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 규정한 선사용자의 보호 원칙에
따라 원고의 ‘宁夏红•枸杞酒’이 먼저 사용한 명칭, 포장, 장식은 우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지명상품은 특정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공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피항소인이 생산한 ‘宁夏红•枸杞酒’는 출시된 이후 각종 매체를 통
해 대량의 광고 판촉과 광범한 홍보 보도를 진행하였는데 2002년의 광고 홍보 비용
은 3,300만 위안이며, 상품은 국내의 28개 성, 구에서 판매되고 한국, 일본 등에도
수출되었으며 일정한 판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 품질 또한 정부의 품질감독부문
의 인정을 받았고 소비자의 환영 및 신뢰를 얻었다. 이 상품은 일정한 범위의 시장
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공중에게 알려졌으므로 지명상품으로 인
정해야 한다.
‘宁夏红•枸杞酒’는 지명, 색상, 보통명칭의 조합이며 피항소인이 시장에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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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사용한 이래 광고 판촉, 홍보 보도, 상품 전시 등에 있어서 ‘宁夏红•枸杞
酒’ 명칭을 부각하였다. 아울러 이 상품 또한 소비자의 인정을 받았고 소비자는 점
차 ‘宁夏红•枸杞酒’를 그 생산 경영자와 연결시켰으며 宁夏红•枸杞酒’는 특정 생
산 경영자의 상품 표시로 되었으며, 기타 동종 상품과 구별되어 현저한 식별력을 형
성하였다. 따라서 이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의 특유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인이 생산한 ‘宁夏红枸杞酒’와 피항소인이 생산한 ‘宁夏红•枸杞酒’를 비교하
면 양자는 명칭이 동일하고 양자의 명칭에서 주로 식별기능을 하는 것은 모두 ‘宁夏
红’ 이며 격리 상태에서 두 상품을 비교하면 양자는 소비자의 혼동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두 상품의 명칭의 글자수, 구성요소는 완전히 같고 다른 점이라면 명칭사이
에 점을 포함한 것과 글꼴 배열에만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통상의 주의력으로 이러
한 차이는 쉽게 무시되는 것이므로 오인하기 쉽다. 장식에 있어서 피항소인의 ‘宁夏
红•枸杞酒’ 외포장 박스와 병 라벨의 바탕색은 포장 박스와 술병 전체에 있어서 붉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며 뚜렷한 식별기능을 가진
다. 항소인의 ‘宁夏红枸杞酒’의 외포장 박스와 병 라벨도 포장 박스와 병 전체를 덮
는 붉은색 바탕색을 사용하였고 색도가 서로 비슷하다. 피항소인 상품의 병 라벨과
포장 박스상의 ‘宁夏红‘ 세 글자의 글꼴은 비교적 크고 색상은 검은색이며 수서체로
되어 있고 가로로 배열되었다.

피항소인의 상품도

‘宁夏‘ 2자를 돌출하게 하였고

색상은 검은색이고 흰색 테두리를 가졌으며 글꼴은 수서체로 되어 있고 가로로 배열
되었다. 피항소인 상품의 외포장 박스의 ‘宁夏红‘ 주변에 흰색 라인의 도형이 결합되
어 있었고 항소인 상품의 외포장 박스와 병 라벨상의 ‘宁夏’주변에도 담황색 라인
으로 된 동일한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피항소인 상품의 병뚜껑은 세로 이(tooth)를
가진 회전형 뚜껑으로 황금빛 색상을 띠었으며 병뚜껑 상부 중간에 ‘香山’ 표장이 인
쇄되었다. 항소인 상품의 병뚜껑 상부 중간은 상표 표시를 제외하고는 기타 조형, 색
상, 라인의 결합은 원고의 것과 유사하였다. 피항소인 상품의 외포장 박스와 병 라벨
아래에 비교적 연한 검은색 산수 배경이 있다. 항소인 상품의 외포장 박스와 병 라
벨 아랫부분에도 검은색 산수 배경이 있다. 장식 설계 구상에 있어서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주관적인 근접 고의가 존재하며, 글꼴, 산수 배경, 라인도안, 병뚜껑 등에 존
재하는 차이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격리상태에서 정확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없도
록 하였으므로 양자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 포장에 있어서, 양자의 외포장 박스
의 치수, 규격, 재질, 색상, 구도가 서로 비슷하고 두 상품의 술병 병체는 모두 타원
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혼동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생산, 판매한 ‘宁夏红•枸杞酒’는 지명 상품에 속하고, 그 명칭,
포장, 장식은 피항소인만이 가진 특유한 것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항소인
이 생산, 판매하는 ‘宁夏红枸杞酒’의 명칭은 피항소인의 ‘宁夏红•枸杞酒’와 완전히
같고, 포장, 장식은 전체적인 인상, 요부 특징, 색상 결합 등 면에서 피항소인이 생
산, 판매하는 ‘宁夏红•枸杞酒’와 유사하여, 일반 구매자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식별하

336

분류코드 : D2

기 어렵고 오인 또는 혼동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므로 그 행위는 피항소인이 생산,
판매한 ‘宁夏红•枸杞酒’의 명칭, 포장, 장식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상응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양 당사자가 사용한 술병, 병 라벨,
포장 박스가 모두 디자인등록을 하였으나 피항소인은 먼저 디자인 등록을 하였고 항
소인은 후등록하였으므로 피항소인은 ‘宁夏红•枸杞酒’의 명칭, 포장, 장식에 대해
선사용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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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뉴란산술공장(北京市牛栏山酒厂) vs
허베이성쉬수이현스린쭈이양주공장 (河北省徐水县诗林醉酿酒厂)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2

006

사건번호

(1997)일중지초자제89호 ((1997)一中知初字第89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피고1

베이징시뉴란산술공장

대리기구

(北京市牛栏山酒厂)

대리인

허베이성쉬수이현스린쭈이양주공

대리기구

장(河北省徐水县诗林醉酿酒厂)

대리인

베이징시환야변호사사무소
(北京市环亚律师事务所)
왕리치(王力奇)
베이징시진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诚律师事务所)
팡정중(庞正中), 궈유쥔(郭友军)
허베이성정번변호사사무소

피고2

베이징시다싱현우탄양식장

대리기구

(北京市大兴县物探养殖场)

관련법령

베이징시광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光大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河北省正本律师事务所)

청구 인용

판결법원

쉬구이춘(许贵淳),니쩌런(倪泽仁)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1998. 5. 26.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호

2심 사건

006

D2

사건번호

(1998)고지종자제45호 ((1998)高知终字第45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1
(1심 피고1)

허베이성쉬수이현스린쭈이주류공
사(河北省徐水县诗林醉酿酒厂)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시진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诚律师事务所)
팡정중(庞正中), 궈유쥔(郭友军)
허베이성정번변호사사무소

항소인2

베이징시다싱현우탄양식장

(1심 피고2)

(北京市大兴县物探养殖场)

대리기구

(1심 원고)

베이징시뉴란산술공장
(北京市牛栏山酒厂)

베이징시광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光大律师事务所)

대리인
피항소인

(河北省正本律师事务所)

대리기구
대리인

쉬구이춘(许贵淳),니쩌런(倪泽仁)
베이징시환야변호사사무소
(北京市环亚律师事务所)
왕리치(王力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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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화해

관련법령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판결법원

1998. 5. 26.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호

1심 판결일자

1993. 12. 13.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원고의 인용상품은 지명상품으로 인정되는가?

적극

▪ 인용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은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에 속
하는가?
▪ 지명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이용
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인가?

적극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품 및 사용포장
사용상품

‘诗林(스린)’브랜드의 北京醇
(베이징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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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灯(화덩)’브랜드의 北京
醇(베이징춘)술
전체적으로 자홍색 바탕색

그 정면의 중간위치에는 ‘北

을 사용하였고 인용포장의

京醇’ 문자가 세로로 표시되

정면 상부에는 금빛색 ‘天

었는데 그 글꼴은 인용상품

安门(톈안먼)’과

에 표시된 ‘北京醇’과 완전히

의

같았다. 사용포장의 정면 하

‘华灯’도형과 함께 베이징

부에는 금빛색의 ‘天安门’과

을 대표하였고 北京醇(베

바탕색을

‘华表’의 결합도형이 배치되

인용포장

결합도형을

‘华表41)’
배치하여

이징춘)술이 수도 명주(名

뒷면에는

酒)라는 관념을 표시하였

병에 담은 ‘诗林’브랜드 北京

다. 인용포장의 자홍색 바

醇술의

탕색과 휘황찬란한 등불이

었고

41)

인용상품

사용하고

자홍색

사용포장

인용상품 및 인용포장

사용포장의

도형이

표시되었다.

상기 병에 담은 ‘诗林(스린)’

비추는

야경이

융합되어

브랜드 北京醇 도형은 상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부분이 ‘诗林’으로 표시된 것

‘北京醇(베이징춘)’ 이 세

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글자는 미술체로 표시하였

화표(華表)[고대의 궁전, 능묘 등의 큰 건축물 앞에 장식용으로 세우던 거대한 돌기둥], ‘화뱌오’로 호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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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모두

인용포장상의

해당부분과 같았다.

다. 인용포장의 전체 장식
은

유기적으로

선명한

특색을

인용포장의

결합되어
나타냈다.

뒷면은

병에

담은 ‘华灯’브랜드의 北京
醇(베이징춘)술의 정면 도
형이 표시되었다

<2심 조사 사실>
피항소인(1심 원고)는 1986. 4. ‘华灯42)’ 문자 및 도형 결합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
상표를 北京醇(베이징춘)술의 외포장(이하 ‘인용포장’)에 사용하였다. 인용포장은 전
체적으로 자홍색 바탕색을 사용하였고 인용포장의 정면 상부에는 금빛색 ‘天安门(톈
안먼)’과 ‘华表43)’의 결합도형을 배치하여 ‘华灯’도형과 함께 베이징을 대표하였고 北
京醇(베이징춘)술이 수도 명주(名酒)라는 관념을 표시하였다. 인용포장의 자홍색 바
탕색과 휘황찬란한 등불이 비추는 야경이 융합되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北京
醇(베이징춘)’의

세글자는 디자인된 서체로 표시하였다. 인용포장의 전체 장식은 유

기적으로 결합되어 선명한 특색을 나타냈다. 인용포장의 뒷면은 병에 담은 ‘华灯’브
랜드의 北京醇(베이징춘)술의 정면 도형이 표시되었다.
1992년 피항소인은 ‘华灯’브랜드 北京醇(베이징춘)술(이하 ‘인용상품’)을 출시하였
고 이 술은 우수한 품질과 신뢰도로 소비자의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문
으로부터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인용상품은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되었으
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1996년 베이징시공상행정관리국은 인용상품을 지명상품으로 인정 및 공고하였으
며 1997년에는 중국공상행정관리국 공평교역국(公平交易局)이 각 지역에 도용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2년 인용상품이 출시될 때 주류 시장에는 인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장식
을 사용한 상품이 없었다. 피항소인은 인용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1996년
및 1997년에 중국공영방송 CCTV 및 각 지방 방송국에 지불한 광고비용만 해도
6,662만 위안에 달하였다.
1996. 2. 항소인1(1심 피고1)과 항소인2(1심 피고2)는 양자가 각각 출자하여 베이
징스린쭈이술공장(北京诗林醉酒厂, 이하 ‘제3자’)을 설립할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였다. 잠정 계약기간은 1996. 2. ~1997. 2. 까지였다.

42)

등불이라는 뜻으로 ‘화덩’으로 호칭된다.

43)

화표(華表)[고대의 궁전, 능묘 등의 큰 건축물 앞에 장식용으로 세우던 거대한 돌기둥], ‘화뱌오’로 호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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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외 제3자는 설립된 후 항소인1이 생산한 백주를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였다. 당
해 백주의 포장 케이스(이하 ‘사용포장’)는 자홍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그 정면의 중
간위치에는 ‘北京醇’ 문자가 세로로 표시되었는데 그 글꼴은 인용상품에 표시된 ‘北
京醇’과 완전히 같았다. 사용포장의 정면 하부에는 금빛색의 ‘天安门’과 ‘华表’의 결합
도형이 배치되었고 사용포장의 뒷면에는 병에 담은 ‘诗林’브랜드 北京醇술의 도형이
상기 병에 담은 ‘诗林(스린)’브랜드 北京醇 도형은 상표부분이 ‘诗林’으로

표시되었다.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부분은 모두 인용포장상의 해당부분과 같았다.
1996. 10. 베이징시공상국은 제3자 등 14개 업체에 대해 北京醇술의 불법 생산
및 판매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였고, 1996. 12. 부터 1997. 1. 까지 제3자를 포함
한 5개 업체에 대해 영업 허가증 취소 또는 말소 결정을 하였다.
1997. 1. 30. 제3자는 기업 말소 절차를 밟았으며 제3자의 채권채무는 항소인1에
게이전되었다.
1996. 12. 부터 1997. 2. 까지 항소인1이 자신과 허베이스린쭈이양주유한공사(河
北诗林醉酿酒有限公司)의 명의로 제작한 北京醇술의 외포장케이스는 모두 1,155,417
개였으며, 1997. 1. 부터 1997. 3. 사이에 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이 조사 및 압류
한 ‘诗林’브랜드의 北京醇술(이하 ‘사용상품’)은 모두 60,256병이었다.
피항소인이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조사 및 증거 수집 비용은 모두 54,960위
안이다.
1997. 3., 피항소인은 항소인1과 항소인2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998.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8.12. 18.

(1998)공지종자제45호

1997. 3.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1998. 5. 26.

부정경쟁

(1997)일중지초자제89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은 인용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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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1과 피고2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5,486,756위안을 배상하라.
3. 피고1과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소송비용
54,960위안을 지불해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공정한 경쟁은 경영자가 지켜야 하는 법칙이다.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르면 타인
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지명상
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
하여 지명상품으로 오인케 하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시장거래를 하여 경쟁자에게 손
해를 입히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지명상품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가 있고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지명상품의 인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아는지를 필수 요건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 상품이 관련 거래시장에서 높은 지명도가 있는지를 인정 요건으로 해야
한다. 인용상품은 시장에 출시된 이후 폭넓은 광고와 대량의 광고투자를 통해 베이
징 지역에서 집집마다 아는 정도로 공중에게 알려졌으며, 우수한 품질로 인해 소비
자의 각광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지명 상품으로 인정되었다. 인용상품은 이미 시장
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얻었고 관련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지명상품으로 인정
된다. 인용상품의 명칭, 장식은 관념이 명확하고 디자인이 독특하므로 인용상품의 특
유한 명칭, 장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용상품의 특유한 명칭, 장식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인용상품과 사용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을 비교하면, 양자의 명칭은 모두 ‘北京醇
(베이징춘)’이다. 두 상품의 외포장케이스의 바탕색은 모두 자홍색이나 사용포장의
바탕색은 인용포장의 바탕색보다 짙다. 포장케이스의 정면에는 모두 금빛색 ‘天安门’
과 ‘华表’의 결합도형이 표시되었고 중문 ‘北京醇’의 글꼴도 거의 동일하고 포장케이
스의 뒷면에는 모두 술병의 정면 도형이 표시되었고 병의 상부에는 중문 ‘北京醇’이
표시되었는데 라벨의 모양 및 위치가 동일하다. 상기 요소는 인용상품과 사용상품을
혼동하기에 충분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
경쟁행위에 속한다.
피고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혼란시켰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을 뿐
만 아니라 원고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피고1과 제
3자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이미 말
소되었으므로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은 그 주관업체인 피고2가 부담해야 한
다. 피고2는 자신은 제3자의 사실상의 주관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적 근거
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배상액에 관하여, 피고는 소송과정에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한 침해 상품의 수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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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따라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인1(원심 피고1)은 민사배상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라.
2. 본 조정서의 확정일로부터 항소인1은 인용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
하는 것을 중지하고 보관하고 있는 사용포장을 폐기하라.
3. 항소인1은 피항소인에게 100만 위안을 배상하되, 조정서의 확정일에 50만 위안을
지불하고 1999. 3. 31. 이전에 25만 위안을 지불하고 1999.6. 30. 이전에 25만 위
안을 지불하라.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5/10000를 체
납금으로 하여 지불해야 한다.
4. 각자는 각자 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비용을 부담한다.
5. 1심 소송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하고, 2심 소송비용은 항소인1이 부담한다.(이미
납부).
6. 양 당사자는 본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분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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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타이산기업주식유한공사(台湾泰山企业股份有限公司)
vs 푸젠성 창러시 타이푸식품유한공사(福建省长乐市台福食品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2

042

사건번호

(1996)민지초자제02호((1996) 闽知初字第02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대리기구

타이완타이산기업주식유한공사
(台湾泰山企业股份有限公司)

대리인

쥔리변호사사무소
(君立律师事务所)
랴오카이잔(廖开展)
푸젠성전리사무소

피고

푸젠성창러시타이푸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福建省长乐市台福食品有限公司)

푸저우완허변호사사무소

(福州万和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청구 인용

관련규정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2심 사건

(福州省专利事务所);

탕슈친(唐秀琴)

판결법원

푸젠성고급인민법원/
1997. 6. 17. 선고

042

D2

사건번호

(1998)지종자제1호((1998)知终字第1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창러타이푸식품유한공사

(1심 피고)

(长乐泰福食品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타이완타이산기업주식유한공사

대리기구

(台湾泰山企业股份有限公司)
항소 기각

대리인
판결법원

관련 법령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1심 판결일자

1997. 6. 17.

베이징시디핑셴변호사사무소
(北京市地平线律师事务所)
장푸충(姜服丛)
베이징아오루이전리사무소
(北京奥瑞专利事务所)
주리광(朱黎光)
최고인민법원/1998. 7. 27. 선고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경제특구 외화면세점에서의 판매를 중국 대륙에서의 표장의 사용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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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디자인

인용상표

사용디자인1
인용상표1

(전리번호:ZL9431
2074.8)

사용디자인2
(전리번호:ZL9431

인용상표2

207.X)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950년 타이완성 장화현(台湾彰化县)에 설립되었다. 1986년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仙草蜜(셴차오미)’44) 음료에 사용하는 ‘포장도안 + 泰山’을 대만에서 상표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八宝粥(바바오저우)45)’상품을 생산하였다. 1993년 말부터 1994
년 초 원고는 상기 포장장식을 사용한 두 음료를 홍콩을 통해서 대륙에 수출하였는
데 이 상품은 샤먼(厦门)경제특구 국영외화면세점에서 판매되었고 그후에는 산터우
(汕头)경제제특구 국영외화면세점에서도 판매되었다.
1994. 8. 피고는

‘仙草蜜’와 ‘八宝粥’를 생산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두 음

료 상품에 사용된 포장도안, 색채, 문자는 원고의 것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피고가
생산한 ‘仙草蜜’ 음료포장캔에 기재된 영문 제조원과 주소는 원고의 명칭과 주소와
같았다.
1994. 10. 17. 피고는 자신이 ‘仙草蜜’ 상품에 사용하는 포장디자인을 ‘음료캔판재’
에 출원하여 1996. 1. 7. 에 등록받았으며, 디자인권 번호는 ZL94312074.8이다. 피
고는 또한 1994. 10. 17. 에 ‘八宝粥’ 상품의 포장디자인을 출원하여 1995. 11. 26.
에 등록받았으며, 디자인권번호는 ZL9431207.X이다.
1심 심리 기간에 원고는 중국전리국전리복심위원회에 피고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였고, 1997. 3. 28. 전리복심위원회는 피고의 상기 두 디자인
등록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46).
원고는 자신의 지명상품 ‘仙草蜜’와 ‘八宝粥’ 두 음료의 특유포장장식을 피고가 무

44)

선초로 만든 달콤한 음료.

45)

여러 가지 식재료로 만든 죽.

46)

2000년 개정 전 1992년 중국전리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전리복심위원회의 심결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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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최고인민법원

1998.

(1998)지종자제1호

1998. 7. 27..
항소 기각
(원고 승)

1996.

푸젠성고급인민법원

1997. 6. 17.

부정경쟁행위

(1996)민지초자제02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泰山’브랜드 ‘仙草蜜’와 ‘八宝粥’음료제품의 포장캔 외관도안과 유
사한 제품의 생산을 즉각 중지하라.
2. 피고는 원고의 경제손실 21,000위안, 변호사 수수료 20,000위안을 본 판결의 확
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괄 배상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생산한 ‘仙草蜜’와 ‘八宝粥’음료는 피고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이미 타이완
에서 생산, 판매되었으며, 20세기 90년대 초 중국 대륙에 진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 포장도안, 색채, 문자결합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
여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피고가 취득한 디자인권은 이미 무효
로 선고되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이
미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며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고, 원고에게 일정한 손
해를 초래하였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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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1심 원고)은 1986년부터 계속하여 ‘泰山’브랜드 ‘仙草蜜’, ‘八宝粥’ 음료를
생산, 판매하였고 전술한 포장장식을 사용하였으며 두 제품은 타이완에서 비교적 높
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1993년 말 피항소인(1심 원고)은 두 제품을 샤먼경제특구
국영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함으로써 항소인(1심 피고)보다 먼저 대륙시장에서 두
제품의 포장장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항소인(1심 원고)은 두 제품의 특유포장
장식에 대하여 중국 대륙에서 전용권을 향유하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항소
인(1심 피고)은 피항소인(1심 원고)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자신이 생산한 동일한 제품
에 피항소인(1심 원고)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며 이미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으므로 상응한
민사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항소인(1심 피고)이 피항소인(1심 원고)의 ‘仙草蜜’와 ‘八
宝粥’음료가 1995. 4. 에 최초로 합법적으로 대륙시장에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자
신이 먼저 중국 대륙에서 ‘仙草蜜’와 ‘八宝粥’ 이 두 음료의 포장장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또한 경제
특구의 국영외화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감독과 제한을 받으므로, 면세점에서
판매한 제품은 이미 중국경내시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사용 디자인1의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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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 D2

사용 디자인2의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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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양난밍라오간마풍미식품유한책임공사(贵阳南明老干妈风味食品有限公司)
vs 후난화웨식품유한공사(湖南华越食品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사건
2심 사건

011

D1; D2

사건번호

(2000)고지종자제85호((2000)高知终字第85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구이양난밍라오간마풍미식품유한

항소인1
(1심 원고)

대리기구

책임공사
(贵阳南明老干妈风味食品有限责

대리인

任公司)
항소인2

후난화웨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1심 피고1)

(湖南华越食品有限公司)

대리인

피항소인

베이징옌사왕징쇼핑센터

대리기구

(1심 피고2)

（北京燕莎望京购物中心）

소송결과
관련 법령

항소 인용(원고 승)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3.20. 선고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1항, 제5조 제2호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지명상품의 특유명칭과 보통명칭을 구별하는 방법
▪ 피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사용한 결과 원고의 지명상품의 특유명칭 및 장식
과 혼동을 일으킨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老干妈

老干妈

<2심 조사 사실>
구이양난밍스후이식당(贵阳南明实惠饭店)은 1994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창시자는
타오화비 여사이다. 이 식당은 1994년 11월에 구이양난밍타오시풍미식품점(贵阳南明
陶氏风味食品店)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1997년 5월에 구이양난밍타오시식품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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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贵阳南明陶氏食品厂)으로 변경하였고，1997년 11월 원고(贵阳老干吗公司)로 변경되
었다. 1994년 11월 원고는 ‘老干妈’를 상품명칭으로 한 특색 있는 맛의 식품을 출시
하였고, 그 중 ‘老干妈’ 더우츠47)는 특히 소비자의 환영을 받았다.
1996년 8월, 원고는 자신이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 외포장에 원고 회사의 매니저
가 설계한 병포장 라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병 라벨은 붉은색을 기본 색조로
하였고, 전체적 도안의 중심부에 이 상품을 발명한 타오화비 여사의 초상이 있다. 초
상 아랫부분은 ‘老干妈’ 3자를 독특한 필체로 선명하게 표시하였고, 초상의 좌우 양
측에 위에서 아래로 각각 ‘实惠饭店48)’, ‘风味豆豉’49) 8자가 적혀있고, 이 8자는 모
두 황색 타원형 도안 내부에 위치하였다. 전체 도안의 왼쪽 부분에는 제품 설명 문
자가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제품의 배합 및 실행기준 등 문자가 있고, 이러한 문자
의 상하 양측에 각각 ‘香辣突出’, ‘优雅细腻’, ‘贵州特产’, ‘精工酿造’50) 등 글자가 있
고, 이러한 글자는 황색 타원형 도안 내부에 위치하였다.
1997년 12월 원고 회사의 매니저는 자신이 설계한 병 라벨에 대해 중국전리국에
디자인출원을 하였고, 1998. 8. 22. 에 등록 받았다. 이 매니저는 또한 1997. 12.
30.에 이 병 라벨에 대해 구이저우성(贵州省) 판권국에 제품설계도면 저작권 등기를
하였다.
1999년 1월 구이양시(贵阳市)인민정부는 ‘老干妈’ 더우츠를 구이양시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인정하였고, 구이저우성 경제무역위원회와 구이저우성 기술감독국은 ‘老干
妈’ 더우츠를 구이저우성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인정하였다.
1999년 11월 중국식품공업협회는 원고에게 선진기업증서를 수여하였다.
원고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老干妈’ 연간 매출 및 국가에 납세한 증거를 제
출하여, 1998년의 매출이 4,548만 위안이고, 납부 세금이 329만 위안이며, 1999년
의 매출이 1.07억 위안이며, 납부 세금이 1,500만 위안에 근접하며, 2000년의 매출
이 1.315억 위안이며, 납부 세금이 2,400만 위안임을 증명하였다.
피고1은 1997년 9월에 설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피고1과 구이양난밍탕멍식품공
장(贵阳南名唐蒙食品厂)은 공동경영협의서를 체결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老干妈’ 더
우츠를 개발 생산하고, 구이양난밍탕멍식품공장은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1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쌍방이 공동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가 출시되었고, 이 제품에 사용
한 병포장 라벨과 원고가 사용한 병포장 라벨을 비교하면, 제품로트번호, 제조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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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콩을 소재로 한 일종 중국식 음식물.

48)

"실속 식당" 정도로 번역된다.

49)

"독특한 맛의 더우츠"로 번역된다.

50)

이 네 가지 문구는 모두 성질표시 문구이다.

분류코드 : D2

장주소 전호번호, 우편번호는 다르지만, 타오화비여사의 초상을 류샹츄(刘湘球)여사
의 초상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색채, 도안, 상품명칭 및 ‘老干妈’ 3글자의 글꼴은
모두 동일하였다. 그 중, ‘老干妈’ 세 글자의 글꼴은 서예가 스무(史穆)선생이 써 준
‘祝愿湖南华越老干妈风味豆豉飞黄腾达51)’ 중에서 발췌한 것이고, 제품의 외포장에 사
용하였다. 스무선생은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써 준 ‘老干妈’ 세글자는 피고1
이 제공한 글꼴에 따라 본뜬 것이며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였다.
1998년 1월 피고1은 대표가 설계한 ‘老干妈’ 더우츠의 병 라벨에 대해 전리국에
디자인출원을 하였고, 1998년 10월에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이 병 라벨과 원고가 사
용한 병 라벨을 비교하면 단지 문자의 타원형 도안을 마름모 도안으로 바꾸었을 뿐
이었다. 그 후 피고1와 구이양난밍탕멍식품공장은 공동 생산한 더우츠의 병 라벨을
변경하였고, 변경 후의 병 라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도안을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원고 제품 병라벨의 글자체와 동일한 ‘老干妈’ 3글자를 사용하였다.
1998년 4월, 피고1와 구이양난밍탕멍식품공사는 ‘계약해지협의서’를 체결하여 공동
경영관계를 종료하였다. 피고1는 ‘老干妈’ 더우츠 등의 식품을 단독 생산하기 시작했
고, 여전히 ‘老干妈’를 상품명칭으로 하여 원래의 포장, 장식을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피고1는 자신이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의 홍보를 위해서 일정한 광고 비용을 지출하
였다.
1999년, 피고2와 베이징시싱수롱푸난식품유한공사(北京市兴蜀蓉府南食品有限公司)
는 상품대리판매관계를 맺었다.
1999년 5월, 베이징시싱수롱푸난식품유한공사는 피고1와 구매 및 판매계약을 체결
하여, 피고1로부터 ‘老干妈’ 더우츠를 포함하여 7만여 위안 가치의 관련 제품을 구매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피고2는 베이징싱수롱푸난식품유한공사를 위하여 피고1이
생산한 ‘老干妈’ 식품을 대리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원고는 베이징얜사왕징판매센터로부터 피고1이 생산한 ‘老干妈’ 더우
츠 및 ‘老干妈’ 라산딩52)을 구매하였다. 이들 상품의 외포장에 사용한 것은 모두 피
고1이 디자인등록을 한 라벨이었다.
1998. 12. 1. 피고1는 상표국에 ‘刘湘球老干妈 및 도형’상표를 출원하였고, 지정상
품은 제30류이다. 이 상표는 이미 출원공고되었다. 같은 해 12월 30일, 원고는 상표
국에 ‘陶华碧老干妈 및 도형’상표를 출원하였고, 지정상품은 제30류이다. 이 상표는
이미 출원공고되었으며, 이의 기간 내에, 쌍방은 각각 상대방의 상표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2000년 8월, 상표국은 각각 상표이의에 대해 재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
의를 모두 기각하였다. 쌍방은 모두 법정 기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

51)

"후난화웨라오간마 풍미더우츠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52)

고추, 두부부스러기 및 땅콩으로 만든 매운맛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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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현재 심리중이다.
1998년 5월 내지 1999년 1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老干妈’ 계열 제품이 나타났고, 구이양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각지의 공상행정관
리국에 서신을 보내어 조사 처리를 요청하였다. 각지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이미 조사
처리를 진행하였다.
1999. 11. 30. 원고는 피고1이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가 자사 제품의 특유명칭을
도용하고 병라벨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과 오인을 일으켜 합법적 권익을 침해
하였다는 이유와, 피고1이 생산한

‘老干妈’ 모방제품을 피고2가 위법하게 판매하여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
였다. 소송 청구는 다음과 같았다. 침해의심물품에 원고의 병 라벨과 유사한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老干妈’ 상품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며; 침해
의심물품 및 그 표시, 병 라벨을 폐기하며; 사죄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경제손실 40
만 위안 및 소송 비용을 배상할 것.

2. 소송경과

2000.

1999.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1. 3. 20.

(2000)고지종자제85호

원고 승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0.

(1999)이중지초자제132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은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전 원고의 것과 유사한 병포장 라벨의 사용을 중지
하고, 폐기하라.
2. 피고1은 원고의 경제손실 15만원을 배상하라.
3.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생산한 ‘老干妈‘더우츠는 일정한 역사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老干妈’는 이
공사가 생산한 더우츠의 상품명칭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이미 많은 소비자의 인정과
이해를 얻었다. ‘老干妈’는 상품명칭으로서, 이미 이 기업 및 이 기업에서 생산한 더
우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일체화되었다. 이 제품은 동종 상품 영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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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높
은 지명도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품은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
로 그 합법적 권익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원고가 사용하는 ‘老干妈’
더우츠 병 포장 병 라벨 디자인은 일정한 독창성을 가지므로, 보호를 해야 한다.
피고1이 최초로 이 상품의 명칭을 사용할 때, 원고가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는 이
미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1이 이 제품명
칭을 사용하게 된 역사적 근원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런 사용 방식은
분명한 ‘편승’ 고의를 가지고 있다. 피고1의 이러한 사용 방식은 소비자의 혼동을 쉽
게 일으키며, 오인을 초래한다. 피고1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므로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1은 이미 디자인권을 등록한 ‘老干妈’ 더우츠 병포장 라
벨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에, 원고의 것과 유사한 ‘老干妈’ 더우츠 병포장 라
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높은 편이므로 본 사건의 실
제상황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상표국이 이미 ‘刘湘球老干妈 및 도
형’상표를 출원공고하고 등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1에게 ‘老干妈’ 상품명칭의 사용
을 중지하고, 공개사죄하라는 소송청구는 인용하지 않는다. 피고2가 판매한, 피고1의
제품 ‘老干妈’ 더우츠에 사용한 병포장 라벨은 이미 디자인권을 획득하였으므로, 피
고2의 판매는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의 (1999)이중지초자제132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항소인2(1심 피고1)는 더우츠 제품에 ‘老干妈’ 상품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
3. 항소인2(1심 피고1)는 항소인1(1심 원고)이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 병 라벨과 유
사한 병 라벨 사용을 중지하라.
4. 항소인2(1심 피고1)는 항소인1(1심 원고)에게 경제손실 40만 위안을 배상하라(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피항소인(1심 피고2)는 항소인2(1심 피고1)가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 판매를 중
지하라.
6. 항소인2(1심 피고1)는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국적 범위의 신문을
통해 항소인1(1심 원고)에게 사죄하라. 사죄내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본 법원이 신문에 본 판결을 게재하고 관련 비용은 항소
인2(1심 피고1)가 부담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지명상품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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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본 사건의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항소인1(1심 원고)이 생산한 ‘老干妈’식
품은 시장에 출시된 이래 소비자의 인기를 얻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품은
전국적으로 잘 팔렸으며, 판매량은 계속 상승 추세였으며, 납부 세금이 천만 위안에
달하였다. 시장에서 침해 제품이 발견된 상황하에서도 그 판매량은 여전히 상승 추
세를 보였다. 그 제품의 품질이 좋고 지명도가 높은 관계로, 전국 각지에서 그 제품
을 모방한 다수의 기업이 연이어 나타났고, 많은 소비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주
었다. 1998년, 1999년, 구이양시공상행정관리국은 여러 번에 걸쳐 전국각지 공상행
정관리국에 서신을 보내, 조사처리를 요구하였다. 이 상품이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
를 가지고 있고, 관련공중에게 잘 알려진 제품에 속하므로 이 제품을 지명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은 보통명칭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명상품 특유의 상품명칭
을 가리킨다.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은 그 어떤 부서의 인정이나 수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경영자의 시장 성과이며, 상품명칭이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구분하
는 작용을 하기만 한다면 특유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 ‘老干妈’는 일종의 지방 특색
의 더우츠의 상품명칭으로서 항소인1(1심 원고)이 창조하여 선사용하였고, 또한 항소
인1(1심 원고)의 사용에 의해 유명해진 것이다. ‘老干妈’ 3글자는 비록 독특한 창의
성은 없으나, 항소인1(1심 원고)의 사용으로 인하여 ‘老干妈’ 3글자는 이미 항소인
1(1심 원고) 및 동 회사가 생산한 더우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리할 수 없
고, 이 상품의 대표 및 상징이 되었고, 세간에서 ‘老干妈’를 언급하면 사람들은 자연
스럽게 항소인1(1심 원고)이 생산한 더우츠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老干妈’는
이미 기타 관련 상품과 구분하는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老干妈’를 항소인
1(1심 원고)이 생산한 더우츠의 특유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
‘老干妈’ 더우츠 제품의 포장, 장식은 더우츠 제품이 통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
품의 외부 병포장 라벨의 색상은 붉은색이며, 전체도안의 중심부에는 타오화비여사
의 초상이 있고, 초상 아랫부분에는 독특한 필체로 된 ‘老干妈’ 세 글자가 쓰여져 있
으며, 기타 유사한 제품의 포장, 장식과 서로 구별되는 개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老干妈’ 더우츠 제품의 포장, 장식의 특유함을 인정해야 한다.
항소인2(1심 피고1)와 피항소인(1심 피고2이 공동 경영하여 생산한 ‘老干妈’

더우

츠 제품의 병포장 라벨과 항소인1(1심 원고)의 병포장 라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
듯이, 양자가 사용한 초상, 제품루트번호, 실행기준, 제조원, 공장주소, 전화번호, 우
편번호가 다른 것 외에는, 그밖의 도안의 색채, 도형, 문자 배열, ‘老干妈’ 3글자의
글꼴이 완전히 일치한다. 항소인2(1심 피고1)와 피항소인(1심 피고2)이 공동 경영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에 사용한 명칭, 포장, 장식은 항소인1(1심 원고)이 생산한
‘老干妈’ 더우츠에 사용한 명칭, 포장, 장식과 유사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였고,
항소인1(1심 원고)이 향유하는 지명상품 특유명칭, 포장, 장식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
다. 항소인2(1심 피고1)는 항소 청구에서 동 회사와 구이양난밍탕멍식품공사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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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구이양난밍탕멍식품공장이 병라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공동
경영하여 생산한 제품과 항소인1(1심 원고) 제품의 포장, 장식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는 자신의 주관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老干妈’ 더우츠

는 지명상품이고 이 제품이 전국에서 많이 판매되었으므로, 항소인2(1심 피고1)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항소인2(1심 피고1)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병 라벨로 고쳐 사용하였는데, 제품의 명
칭은 여전히 ‘老干妈’였고,

제품에 사용한 이전의 병 라벨과 비교할 때, 포장, 장식

의 전체적인 스타일, 설계법 및 ‘老干妈’ 3글자의 글꼴이 완전히 동일하고, 도안의 구
성, 색채사용 및 그 배열조합 또한 완전히 일치한다. 차이점은 단지 원래의 병 라벨
의 황색 타원형도안을 황색 마름모도안으로 바꾸었고, 도안중의 문자 내용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소비자는 여전히 이 제품과 항소인1(1심 원
고)의 동종 제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이 제품이 사용한 명칭, 포장, 장식은 여
전히 항소인1(1심 원고)의 동종 제품과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므로,
침해를 구성한다. 현재 항소인2(1심 피고1)은 동 회사가 사용하는 병 라벨이 이미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이 병 라벨에 동 회사 제품의 포장, 장식을
사용한 행위는 항소인1(1심 원고)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은 부정경쟁에 관한 분쟁이므로, 권리자가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명상품의 특
유명칭, 포장, 장식에 대한 권리이며, 이 권리와 전리권은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
산권에 속한다.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이 충돌하였을 경우, 법원은 민사통칙에 규정한
성실신용의 원칙과 공민, 법인의 합법적 민사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선사용자
가 계속해서 사용할 합법적 민사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인2(1심 피고
1)가 자신이 디자인권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항소인1(1심 원고)의 권리에 대한 침해
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항소인1(1심 원고)이
항소인2(1심 피고1)보다 먼저 풍미더우츠 제품에 ‘老干妈’ 특유명칭 및 그 포장, 장
식을 사용하였으므로 항소인2(1심 피고1)가 병라벨을 제품의 포장, 장식으로서 사용
하고 ‘老干妈’를 상품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이미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는 부정경쟁에 속하고, 항소인1(1심 원고)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침해중지,
사죄,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항소인2(1심 피고1)는 항소 이유에서 정보
교류가 결핍한 것이 두 성의 동종 기업의 제품 포장, 장식이 서로 유사해진 진정한
원인이며, 부정당경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과 법
률근거가 부족하므로, 본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각각 출원한 상
표가 현재 상표평심위원회의 심리 중에 있고 아직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한 점을 감
안하여, 원심법원이 항소인2(1심 피고1)가 이미 ‘刘湘球老干妈 및 도형’상표권을 등
록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한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칙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해 권
리자가 받은 손실 혹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배상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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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1(1심 원고)이 침해로 인해 받은 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
인2(1심피고1) 또한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원은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히 확정한다. 항소인2(1심 피고1)는 1998년
~1999년에 이 제품을 위해 160만 위안에 가까운 광고비용을 지출하였다. 상업관례
에 따르면, 경영자가 획득한 이윤은 통상적으로 광고에 투자한 금액보다 높으므로,
항소인1(1심 원고)이 항소인2(1심 피고1)에 4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지
지해야 한다. 피항소인(1심 피고2)은 항소인2(1심 피고1)가 생산한 침해제품을 판매
하였으므로, 항소인1(1심 원고)이 침해제품의 판매행위 중지를 요구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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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뎬훙의약유한공사(昆明滇虹药业有限公司)
vs 후베이청톈제약유한공사(湖北成田制药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2; C1

134

사건번호

(2007)동민초자제07515호((2007)东民初字第07515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피고1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쿤밍뎬홍의약유한공사

대리기구

(昆明滇虹药业有限公司)

대리인

후베이청톈제약유한공사

대리기구

(湖北成田制药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안딩먼한의원

대리기구

(北京安定门中医医院)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상타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商泰律师事务所)
궈화(郭华) 마오옌성(毛燕生)
후베이루이퉁톈위안변호사사무소
(湖北瑞通天元律师事务所)
류후(刘虎)
베이징진두변호사사무소선전지사
(北京金杜律师事务所深圳分所)
장류젠(张柳坚)
베이징시둥청구인민법원/
2008. 6. 16.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부정경쟁행위 해석》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4호, 제4조 제2항, 제3항

2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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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이중민종자제12880호((2008)二中民终字第12880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후베이청톈제약유한공사

(1심 피고1)

(湖北成田制药有限公司)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쿤밍뎬홍의약유한공사
(昆明滇虹药业有限公司)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후베이루이퉁톈위안변호사사무소
(湖北瑞通天元律师事务所)
류후(刘虎)
베이징시상타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商泰律师事务所)
궈화(郭华) 마오옌성(毛燕生)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8. 10. 20.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관련법령

《부정경쟁행위 해석》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4호, 제4조 제2항, 제3항
《구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1심 판결일자

2008. 6. 16.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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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원고의 약품은 지명상품으로 인정되는가?

적극

▪ 원고 약품의 명칭 및 포장은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및 포장으로 인정되는가?

소극

▪ 원고 약품 포장에 사용된 장식은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으로 인정되는가?

적극

▪ 피고1의 약품 포장에 사용된 장식은 원고 약품의 장식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 공상행정관리국의 처벌결정에서 인정된 피고의 위법소득은 민사소송에서 직접
증거로 될 수 있는가?

적극

소극

1. 사실관계
사용포장 및 장식

사용포장
및 장식1

사용포장
및 장식2

인용포장 및 장식

인용포장 및
장식1

인용포장 및
장식2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연고(이하 원고 약품)를 7g 포장과 10g 포장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산하였다. 7g 포장은 1997. 12. 부터 베이지색 종이박스(외포장)
를 사용하였으며, 10g 포장은 2004. 3. 부터 적황색 종이박스를 사용하였다. 이 두
포장은 모두 디자인권 등록을 하였다. 원고 약품은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었고 다수
의 상을 받은 지명 브랜드이다.
2003. 4. 피고2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케토코나졸 연고를 등록하였으며,
2004. 12., 후베이성약품감독국의 승인을 받아 비처방약으로서 생산하였다.
2005. 3. 피고1의 약품 포장은 바형 종이박스로서 10g 포장용이며, 남색과 흰색을
메인 색조로 하였다.
2005. 11. 부터 피고1의 약품은 20g포장용 바형 종이박스를 사용하였고, 메인 색
조는 적황색이다.
2006. 1. 부터 피고1은 7g 포장 복처방 케토코네졸 연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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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품은 바형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메인 색조는 베이지색이다.
2007. 4., 원고는 베이징주저우스추지식재산권감정센터(北京九州世初知识产权鉴定
中心)에 의뢰하여 약품 포장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 감정결론은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2007. 6. 28. 피고1은 원고에게 서면으로 피고1이 생산하는 케토코네졸 연고의 포
장 장식이 원고가 먼저 생산한 동종 약품의 포장 장식 및 디자인과 유사하며 더는
그 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였다.
2007. 7. 원고는 피고2로부터 이 사건 포장을 사용한 약품을 구매한 후 또 다른
약방에서 동일한 약품을 구매하였다. 2008. 5. 원고는 또 20g포장의 약품을 구매하
였는데 생산일은 2007. 2. 26. 이었다.
2007. 5. 원고는 후베이성 공상국에 피고1의 약품 포장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
해를 구성한다고 투소하였다. 피고1은 공상국의 조사를 받을 때, 케토코나졸의 생산
준비에 앞서 피고1의 관계자가 시장에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참
고하면서 이 사건 포장을 자체 디자인하였다는 것과, 피고1의 7g 포장박스는 2006.
1. 에 제작되고 2월에 생산에 투입되었으며, 20g 포장박스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제
작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5. 부터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다.
2007. 10. 후베이성 공상국은 ‘지명상품과 유사한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하여 타
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그 지명상품으로 오인하도
록 한 피고1의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며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 장식을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행정결정을 내렸다.
피고1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 대해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모방, 위조하
였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 10. 9. 1심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소송경과

2008.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8)이중민종자제12880호

2008. 10. 20.
항소 기각
(원고 승)

2007. 10. 9

베이징시둥청구인민법원

2008. 6. 16.

부정경쟁행위

(2007)동민초자제07515호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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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피고1이 생산한, 원고의 것과 유사한 포장을 사
용한 케토코나졸 연고의 판매를 중지할 것.
2.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것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한 케토코나졸
연고를 생산하는 것을 중지할 것.
3.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에게 150만 위안 및 합리적인 비용 3만 위
안을 배상할 것.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경영자가 지명상품과 유사한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그 지명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행위는 지명상품의 경영자의 합법
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쟁점1> 원고의 약품은 지명상품으로 인정되는가?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은 지명상품에 속한다. 본 사
건에서 원고의 약품은 1997년 생산에 투입된 후 11년 가까이 판매되었다. 이 약품
의 판매대상은 광범하고 판매 범위는 전국 각지를 포함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의 연
간 매출은 각각 1천만 위안을 초과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국적, 성급 장려상을 받았
으며, 유명상표에 해당된다. 피고1의 약품은 원고의 약품과 기능, 용도가 완전히 같
고 동일 유형의 상품에 속하며 그 판매 범위는 교차되며, 판매 대상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와 경쟁관계를 가진다.
상품의 특유한 포장, 장식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장으로서 상품의 중
요한 구성부분이며 관련공중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원고 약품이 획득한 각종 상과 약품 포장, 장식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피고1의 주장
은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2> 원고 약품의 명칭, 포장 및 장식은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및 장식
으로 인정되는가? 피고1의 약품 포장에 사용된 장식은 원고 약품의 장식에 대한 부
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원고 약품에 사용된 명칭은 보통명칭이고, 포장에 사용된 것은 통상의 직사각형 및
바형 종이박스로서 양자는 모두 독창성이 없으므로 특유한 명칭 및 포장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약품이 지명상품으로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점은 주로 그 특
유한 장식에 있다. 원고의 약품 장식의 독창성은 주로 기초 색조(즉 메인 색, 바탕색

362

분류코드 : D2

등), 문자, 라인과 도형의 사용 및 결합, 그리고 상기 요소들의 조합 및 그로부터 얻
어진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서 구현된다. 피고1의 약품 포장과 원고 약품 포장은
기초 색조가 동일하고 색채 결합도 서로 유사하며 라인과 도형이 서로 유사하고 각
요소들의 결합 또한 유사하며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관련 공중
으로 하여금 양자의 약품을 혼동하여 피고1의 약품을 원고의 약품으로 오인케 할 소
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원고의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을 모방한 행
위를 구성한다.
<쟁점3>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전액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을 모방한 행위는 침해중지,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중지의 방식은 원고의 소송청구와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정한다.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원고는 비록 피고1이 관련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한 기간에
자신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매출 감소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
고1의 침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과
다하다. 피고1은 법원의 지정기간에 입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1이
제출한 장부 또한 객관성이 떨어지며 피고1 자신이 진술한 사실과 서로 저촉되기 때
문에 침해행위로 인한 피고1의 이익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약품의 판매현
황, 지명도, 평균 판매 이익율, 피고1의 침해기간, 정도 및 과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고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고려하여 손
해배상액을 책정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4> 공상행정관리국의 처벌결정에서 인정된 피고의 위법소득은 민사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될 수 있는가?
공상처벌결정에서 인정된 위법 소득 액수는 공상행정집법절차에서 관련 부문이 자
체 수집한 증거에 근거하여 정한 액수이며 본 사건에서 피고1의 위법 소득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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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 D2

FERRERO S.p.A vs 멍터사장자강식품유한공사(蒙特莎(张家港)食品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2

109

사건번호

(2003)이중민삼초자제63호((2003)二中民三初字第63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대리기구
FERRERO S.p.A
대리인

피고1

멍터사(장자강)식품유한공사

대리기구

(蒙特莎(张家港)食品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시쥔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
바이타오(白涛), 텅웨(滕悦)
베이징시퉁하오린변호사사무
소(北京市同昊林律师事务所)
저우몐(周缅)

대리기구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톈진경제기술개발구정위안판매유한공사
(天津经济技术开发区正元行销有限公司)
청구 기각

대리인

판결법원

톈진시제2중급인민법원/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2심 사건

109

D2

사건번호

(2005)진고민삼종자제36호((2005)津高民三终字第36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1
(1심 피고1)

대리기구
FERRERO S.p.A
대리인
멍터사장자강식품유한공사
(蒙特莎(张家港)食品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시쥔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
바이타오(白涛), 텅웨(滕悦)
베이징시퉁하오린변호사사무
소(北京市同昊林律师事务所)
저우몐(周缅)

대리기구
피항소인2

톈진경제기술개발구정위안판매유한공사

(1심 피고2)

(天津经济技术开发区正元行销有限公司)

대리인

소송결과

항소 인용

판결법원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톈진시고급인민법원/
2006. 1. 9.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2호
《파리조약》 제10조의 2, 3
1심 승패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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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109

D2

사건번호

(2006)민삼제자제3호((2006)民三提字第3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재심신청인

멍터사장자강식품유한공사

(1심 피고1)

(蒙特莎(张家港)食品有限公司)

FERRERO S.p.A
대리인
톈진경제기술개발구정위안판매유

1심 피고2

대리인
대리기구

재심피신청인
(1심 원고)

대리기구

베이징시퉁하오린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同昊林律师事务所)
저우몐(周缅)
베이징시쥔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
바이타오(白涛), 텅웨(滕悦)

대리기구

한공사
(天津经济技术开发区正元行销有

대리인

限公司)
소송결과

재심청구 기각

관련법령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2심 판결일자

2006. 1. 9.

판결법원

최고인민법원/
2008. 3. 24. 선고

2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원고의 ‘FERRERO ROCHER’ 쵸콜릿은 지명상품으로 인정되는가?
▪ 원고의 ‘FERRERO ROCHER’ 쵸콜릿의 포장 및 장식은 지명상품 특유의

포장인가?
▪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지명상품’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알려진 상품
이어야 하는가?

적극
적극

적극

▪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혼동’, ‘오인’이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
동만이 아니라 양 출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오인, 혼동을 포함

적극

하는가?
▪ 부정경쟁행위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포장, 장식
‘金莎TRESOR DORE’ 시리즈 쵸콜릿의 포장,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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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포장, 장식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의 포장,
장식

분류코드 : D2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1946년에 이태리에서 성립된 회사이다. 1982년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을 판매하였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 및 지역의 텔레비전, 신
문 잡지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였다.
대만 및 홍콩 시장에서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은 ‘金莎53)’쵸콜릿으로
명명되고, 1990. 6. 및 1993년에는 대만 및 홍콩에서 ‘金莎’상표를 등록받았다.
1984. 2., 원고의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은 중국량유식품수출입총공
사(中国粮油食品进出口总公司)를 통해 중국 대륙 시장에 진출하였고, 당시 중국의 관
련 정책에 따라 주로 면세점과 공항 매점 등 정책상 허용되는 장소에서 판매되었다.
1993년전까지 원고는 주로 중국량유식품수출입총공사를 통해 중국 대륙 시장에서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을 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포장에는 ‘金莎’ 상표
(중문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의 상품 포장, 장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1) 매 한알의 구형 쵸콜릿을 각각 금색 종이로 포장.
2) 금색 구형 포장에 ‘FERRERO ROCHER’ 상표가 인쇄된 타원형 금빛 테두리 태그
를 장식품으로서 결합.
3) 매 한알의 금빛 구형 쵸콜릿은 모두 장식용 커피색 종이로 받침.
4) 다수 형상의 플라스틱 투명 포장을 이용하여 금색 구형 내포장을 보여줌.
5) 플라스틱 투명 포장에 장식용으로 타원형 금빛 테두리 도형을 결합. 타원형 내부
에는 상품의 도형과 상표가 결합되고, 상표가 표시된 부분으로부터 적금색(red
gold)의 어깨띠 형상의 도형이 결합됨.
그중에서 8개입, 16개입, 24개입 및 30개입 입체 포장은 1984년에 WIPO를 통해
입체상표 등록을 출원하였다. 1986. 10. 원고는 중국 상표국에 ‘FERRERO ROCHER’
와 도형(타원형 레스 모양) 시리즈 상표를 등록하였고 중국 대륙에서 판매되는 제품
에 사용하였다.
1993년 이후, 원고는 중국 대륙에서 총대리를 통해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였
고, 광둥, 상하이,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신문, 간행물 및 실외광고 등을 통해
‘FERRERO ROCHER’ 쵸콜릿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점차 증가하였다. 아울러, 일부 대
형, 중형 도시의 상업 장소에 전문 코너를 설치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상업 및 체
육활동에 대한 협찬을 통해 제품 지명도를 높였다.
2000. 6. 원고의 ‘FERRERO ROCHER’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의해 전국
중점 상표로 인정되었다. 1984년에 원고의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부터 당해 상품의 전체 포장, 장식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원
래의 특징을 계속 유지하였다. 광둥성, 허베이성 등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여러 차

53)

‘진사’로 호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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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거쳐 ‘FERRERO ROCHER’ 쵸콜릿의 포장, 장식을 모방한 행위를 단속하였다.
피고1는 1991. 12. 에 성립되었고, 장쑤성장자강시우유제품제1공장(이하’제1공장’)
과 벨기에의 한 회사의 합자회사이며, 쵸콜릿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1공장
은 1990년부터 쵸콜릿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중문 ‘金莎’상표를 등록 사용하였다.
제1공장의 쵸콜릿의 포장, 장식은 원고의 인용포장 및 장식의 주요 특징과 동일하였
다. 제1공장은 1990. 6. 에 ‘金莎’와 ‘타원형 레스 도형’의 결합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의신청기간에 원고는 당해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상표평심위원
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세계에서 유명한 쵸콜릿 제
조사중 하나이며,

‘FERRERO ROCHER’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는 비교적 높은 지명

도를 갖고 있으며 1986년에 중국에 등록되었다. 또한 ‘타원형 레스’ 도형상표도 피신
청인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의 상표와 신청인의 상표는 비록 문
자는 서로 다르나 두 상표의 도형은 구성 및 시각적 효과에서 유사하다. 이의신청인
의 상표가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때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신청인의 상표를 등록해서는
안된다.

그후 제1공장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도형을

자신의 상품 포장에 계속 사용하였다. 제1공장이 생산한 ‘金莎’ 쵸콜릿은 1990년에
장자강시경제위원회에 의한 시급(市级) 신상품 등 다수의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2002년 제1공장은 피고1에게 ‘金莎’상표를 양도하였고, 피고1은 ‘金莎 TRESOR
DORE’ 쵸콜릿을 생산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당해 쵸콜릿 상품의 포장 및 장식은
제1공장의 ‘金莎’ 쵸콜릿 상품의 포장 및 장식에서 ‘金莎’상표를 ‘金莎 TRESOR
DORE’ 결합상표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것을 계속 사용하였다.. 2003.
7., ‘TRESOR DORE’ 상표는 등록되었다.
피고2는 ‘金莎TRESOR DORE’ 쵸콜릿의 톈진시 지역의 판매상이다. 톈진시공증처
의 공증에 따르면 피고2는 2003. 1. 부터 침해를 주장당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2. 소송경과

20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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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2006)민삼제자제3호

톈진시고급인민법원
(2005)진고민삼종자제36호

2008. 3. 24.
재심 인용
(원고 승)

2006. 1. 9.
항소 인용
(원고 승)

분류코드 : D2

2003.

톈진시제2중급인민법원

2005.

부정경쟁행위

(2003)이중민삼초자제63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 및 피고2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지명상품이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가리
킨다. 지명상품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지명도가 있다고 해서
중국 대륙에서도 지명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품의 주지 여부 및 지명도는 상품
이 존재하는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1
의 행위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지명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무
단 사용하거나 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
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그 지명상품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인용포장 및 장식을 사용한 ‘FERRERO
ROCHER’ 쵸콜릿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지명상품으로 되었음이 인정된다. 당해 쵸
콜릿의 포장은 통용 포장으로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이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한다.
‘FERRERO ROCHER’ 쵸콜릿의 장식은 원고가 1988년 중국 대륙에 진출할 때 사
용한 것으로 다른 유사 상품의 포장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피고1이 생산하
고 판매한 ‘金莎’ 쵸콜릿은 제1공장의 장식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金莎’ 쵸콜릿에 그
장식을 최초로 사용한 시간은 1990년으로 원고보다 늦다. 또한 피고1이 제출한 다른
증거도 원고 상품의 장식의 특유성을 부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
4), 5)항 장식54)은 ‘FERRERO ROCHER’ 쵸콜릿의 특유한 장식임이 인정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하나의 요건
으로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지명상품인 것으
로 오인하도록 해야 한다. ‘金莎’ 쵸콜릿은 1990년에 출시된 후 줄곧 침해를 주장당

54)

원심 조사 사실에서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의 상품 포장, 장식의 주요 특징 설명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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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쵸콜릿 상품의 장식과 일치하고 원고의 ‘FERRERO ROCHER’ 쵸콜릿과 유사한
장식을 사용하여 왔으며 쵸콜릿 상품 가운데서 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에 들었고 정부
및 관련 협회의 상도 받았으며 중국의 지명상품으로 되었다.
원고와 피고1의 상품이 모두 중국에서 지명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양자의 지명 시
점의 전후 및 지명도는 일반 소비자가 피고1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으로 오인하는지
에 대한 판단 요소로 하여야 한다. 두 당사자의 쵸콜릿 상품의 지명 시점을 볼 때,
피고1이 생산한 ‘金莎’ 쵸콜릿은 1990년 제1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이래 브랜드 수립
을 중시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왔으며, 90년대 중반에는 지방정부
및 소비자가 인정하는 상품으로부터 전국 지명상품으로 거듭났으며 2004년에는 중
국 유명브랜드 상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FERRERO ROCHER’ 쵸콜릿은
1993년이후 광둥, 상하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여 홍보 및 판매하였으며, 이들 지역
을 중심으로 점차 판매 범위를 확장하여 최근에 중국 국내에서 지명상품으로 되었
다. 따라서 원고의 ‘FERRERO ROCHER’ 쵸콜릿의 지명 시점은 피고1의 ‘金莎’ 쵸콜
릿보다 늦다.
원고와 피고1의 상품의 지명도와 관련하여, 피고1이 제출한 최근 몇 년간의 시장
매출 점유율 랭킹으로부터 볼 때 ‘金莎’쵸콜릿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
았으며 상위권에 들었으나 랭킹에는 ‘FERRERO ROCHER’ 쵸콜릿을 찾아볼 수 없었
다. 이 사실은 ‘金莎’ 쵸콜릿의 지명도가 ‘FERRERO ROCHER’ 쵸콜릿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金莎’ 쵸콜릿은 지명도가 높고 지명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른 브랜드의 쵸콜릿에 비해 더욱 강한 식별력을 갖게 되었으며, 상품 모양에 의한
식별력도 점점 강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피고1의 ‘金莎’쵸콜릿을 원
고의 ‘FERRERO ROCHER’쵸콜릿으로 오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양 당사자의 쵸콜릿 상품이 중국 대륙 시장에서 10여년간 병존하고 홍보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상품은 품질, 가격, 맛, 소비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
응하여 각각 자신의 소비자군을 형성하였다. ‘FERRERO ROCHER’와 ‘金莎’ 상표는
모두 상품 포장의 현저한 위치에 표시되었는데, 소비자는 상표와 제조원 등에 의해
상품을 식별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므로 서로 유사한 장식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상품의 장식이 서로 유
사해도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고1이 생산한 ‘金莎’쵸콜릿에 사용된 포장, 장식은 원고에 대한 부정
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피고2가 ‘金莎’쵸콜릿을 판매한 행위도 침해를 구성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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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톈진시제2중급법원의 (2003)이중민삼초자제63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1(1심 피고1)은 ‘金莎TRESOR DORE’ 시리즈 쵸콜릿 상품에 침해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3. 피항소인1은 항소인(1심 원고)에게 인민페 700,000위안을 배상하되, 본 판결의
확정후 15일 내에 이행하라.
4. 피항소인2(1심 피고2)는 침해 포장, 장식을 사용한 ‘金莎TRESOR DORE’ 시리즈
쵸콜릿을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5. 항소인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1심 수리비 25,010위안은 피항소인1이 20,000위안, 항소인이 5,010위안을 각각 부
담한다.
2심 수리비 25,010위안은 피항소인1이 20,000위안, 항소인이 5,010위안을 각각 부
담한다.
본 판결은 종심 판결이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는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며 중국과 이태리는 모두 파리협약의 회원
국이므로 중국 법률과 파리협약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파리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반부정당경쟁법상의 지명상품이란, 특정 시장에서 판매하여 관련 공중에게 알
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상품의 지명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그 상품의 국내외 특정시
장에서의 지명도에 따라 종합 판단해야 하며, 중국 대륙에서만 지명한 상품만을 가
리키지 않는다. 항소인(1심 원고)은 쵸콜릿 상품의 전문 생산업체로서 국제적으로 유
명하다는 것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항소인이 제출한 대량의 증거에 따르
면, 항소인이 생산한 ‘FERRERO ROCHER’시리즈 쵸콜릿은 중국 대륙에 진출하지 전
에 이미 쵸콜릿 시장에서 관련 공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상품은 1984년부터 중국 대륙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중국시
장에서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 상품은 특유한 포장과 장식이 일체를 이
루어 뚜렷한 시각적 특징과 효과를 형성하였다. 그후 항소인의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은 중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판매되었고,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졌으므
로 지명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항소인의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 상품의 포장, 장식은 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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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관념을 표현하였으며 특유한 포장, 장식을 형성하였다. 피항소인1의 ‘金莎
TRESOR DORE’ 쵸콜릿은 항소인의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과 실질적
으로 동일한 포장, 장식을 사용하였으며, 피항소인1은 자신의 포장, 장식이 자신의
독립적 디자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피항소인1은 또한 제1공장의 포장,
장식을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공장의 포장, 장식 역시 199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피항소인1은 자신의 포장, 장식이 자신의 독립적 디
자인 또는 선사용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본 사건에서 피항소인1의 ‘金莎
TRESOR DORE’ 쵸콜릿은 원고의 ‘FERRERO ROCHER’ 시리즈 쵸콜릿의 특유한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명상품은 성실신용의 원칙과 상업윤리에 따라 성실한 경영의 성과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경영 성과물을 제품의 지명도를 평가하는 근거
로

해서는

안된다.

피항소인1이

‘金莎TRESOR

DORE’

쵸콜릿에

항소인의

‘FERRERO ROCHER’시리즈 쵸콜릿의 특유한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항
소인의 ‘FERRERO ROCHER’시리즈 쵸콜릿의 판매 및 지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피항소인1의 ‘金莎TRESOR DORE’ 쵸콜릿이 중국 대륙에서의 지명도
가 항소인 상품의 지명도보다 높다는 이유로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면 사실상 부정
경쟁행위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4) 파리조약 제10조의 2에 따라, 본 사건에서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를 적
용할 때 법률에 규정한 일반 상황에 한정해서는 안된다. 본 사건에서 피고1의 행위
는 원고의 상품 및 상업 활동을 교란하는 부정경쟁을 구성하며 법에 따라 제지하여
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 심리는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관련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용과 공정경쟁에 기한 상업활동을 보호해야 하므로 1심
판결의 법률 적용이 부당하고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항소인의 주요 항소이유는
성립되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항소인1은 항소인의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하였으므로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항소
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양 당사자 상품의 역사 및 ‘金莎
TRESOR DORE’ 쵸콜릿의 판매 현황과 판매 범위, 그리고 항소인이 권리보호를 위
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한다. 항소인이 피항소인1의 사죄
를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하였으나, 피항소인1의 행위가 항소인의 상업적 신용을 침
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항소인2는 침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침해중
지의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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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심 법원의 판단
5.1. 3심 주문
1. 톈진시고급인민법원의 (2005)진고민삼종자제36호 민사판결의 제1항, 제5항을 유
지한다.
2. 톈진시고급인민법원의 (2005)진고민삼종자제36호 민사판결의 제2항을, ‘피항소인
1은 본 사건 ‘金莎TRESOR DORE’ 시리즈 쵸콜릿에 항소인의 ‘FERRERO ROCHER’
쵸콜릿의 특유한 포장 및 장식과 유사한 포장 및 장식을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로 변경한다.
3. 톈진시고급인민법원의 (2005)진고민삼종자제36호 민사판결의 제3항을, ‘피항소인
1은 본 판결의 확정후 15일 내에 항소인에게 인민페 500,000위안을 배상하라.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기간 연기에 따른
채무이자를 배가하여 지불한다.’로 변경한다.
4. 톈진시 고급법원의 (2005) 진고민삼종자제36호 민사판결의 제4항을,’정위안사는
상기 ‘金莎TRESOR DORE’ 시리즈 쵸콜릿 제품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으로 변경한
다.
5.2. 쟁점에 대한 판단
조사를 거쳐 인정한 사실:
1) 침해를 주장당한 상품 ‘金莎TRESOR DORE’ 쵸콜릿의 포장 및 장식은 다음과 같
다. 매 하나의 ‘金莎TRESOR DORE’ 쵸콜릿은 구형을 이루고 금박지로 포장됨.
2) 매 하나의 금빛 구형 포장의 상부에 ‘金莎TRESOR DORE 상표가 인쇄된 타원형
금빛 테두리 태그가 부착.
3) 매 하나의 금빛 구형 쵸콜릿에 하부가 매끄럽고 주름이 없으며 측면에 파형 주름
이 있는 커피색 종이 트레이가 있음.
4) 외포장은 투명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임.
5) 외포장의 중심에 타원형 금빛 테두리 도형이 있고, 내측에는 상품의 도형 및 ‘金
莎TRESOR DORE’ 상표가 표시되고 그 표시부분으로부터 적금색의 어깨띠가 연장
됨. 이러한 특징은 원고의 포장, 장식과 비교할 때 전체적 인상 및 주요부분이 서로
유사하다.
최고법원의 판단:
<쟁점1> ‘FERRERO ROCHER’ 쵸콜릿이 선행 지명상품인지에 대한 판단:
중국량유식품수출입총공사와 원고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등의 관련 증거에 따르
면 ‘FERRERO ROCHER’ 쵸콜릿이 1984년부터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는 사실에 대한 2심법원의 인정은 착오가 없다.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지명상품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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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내에서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중국 법률에 따라 보호받
고자 하면 중국 경내에서 관련공중에게 알려져야 한다. 인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
명도는 통상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어
야 한다. 지명상품을 인정할 때에는 그 상품의 판매 시점, 판매 영역, 매출 및 판매
대상, 그 어떤 홍보의 연속 진행시간, 정도 및 지역 범위, 지명상품으로서 보호를 받
은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에서 이미 알려져 있
는지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2심 판결에서 ‘상품의 지명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
외 특정시장에서의 지명도에 의해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중국 경내에서만 주지한
상품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정확하지 않다. 다만, ‘FERRERO
ROCHER’ 쵸콜릿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시점, 판매 상황 및 각종 홍보 활동에 근거
하여 중국 경내의 관련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는 지명상품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확하다. ‘FERRERO ROCHER’쵸콜릿이 중국 경내 시장에서 주지한 시점이
‘金莎TRESOR DORE’ 쵸콜릿보다 늦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2> ‘FERRERO ROCHER’ 쵸콜릿에 사용된 포장, 장식이 특유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
상품을 담거나 보호하기 위한 용기 등의 포장, 및 상품 또는 포장에 부대한 문자,
도형, 색채 및 그 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장식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포장 또는 장식을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특유한 포
장 또는 장식이라고 한다.
재심피신청인(1심 원고)이 보호하고자 한 ‘FERRERO ROCHER’ 쵸콜릿에 사용된
포장, 장식은 다수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단순하게 은박지로 구형 쵸콜릿을 감싸고
투명한 플라스틱 외포장을 사용하고 쵸콜릿 내포장을 볼 수 있도록 한 구성을 조합
한 것이라면 이로부터 형성된 포장, 장식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므로 특유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 각 요소 또한 식품 포장업에서 통용
하는 포장 또는 장식으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은박지, 종이 트레이,
플라스틱 박스 등 포장의 재료와 형상, 색채의 결합은 선택의 여지가 매우 크며 상
표 태그를 포장에 부대할 때 태그의 사이즈, 모양, 구성 또한 매우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포장, 장식 등의 요소의 결합을 통해 상품의 출
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을 형성하면 상품의 특유한 포장, 장식으로 된다. ‘FERRERO
ROCHER’쵸콜릿에 사용된 포장, 장식은 문자, 도형, 색채, 형상, 크기 등의 각 요소
를 결합함에 있어서 독창성을 가지며, 일체로서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상품
의 기능성과는 무관하다. 장기간의 사용과 대량의 홍보 활동을 통해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재심피신청인(1심 원고) 상품의 포장, 장식의 전체적 이미지와 ‘FERR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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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ER’쵸콜릿을 충분하게 연결시키도록 하였으며 상기 포장, 장식은 상품의 출처
에 대한 식별력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1심 원고)의 인용 포장, 장식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에 따른 특유한 포장, 장식에 해당된다.
<쟁점3>관련공중이 ‘FERRERO ROCHER’ 쵸콜릿과 ‘金莎TRESOR DORE’ 쵸콜릿을
쉽게 오인 혼동하는지에 대한 판단:
상품의 포장, 장식과 관련하여, 경영자는 서로 타인의 포장, 장식을 참고한 후 그것
을 토대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식별력이 있는 자신만의 포장, 장식을 형성한다. 이
것은 시장 경영과 경쟁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본 사건에서 재심신청인(1심 피고1)은
쵸콜릿 포장, 장식중의 통용 요소를 충분하게 이용하여 타인이 선사용하고 있는 특
유한 포장, 장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포장, 장식을 디자인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진 타인의 특유한 포장, 장식을 관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충분
히 일으킬 정도로 전면적인 모방을 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반부정당경쟁법상의 오인 혼동이란, 관련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지명상품의 경영자와의 사이
에 사용허가, 관련 기업 등의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포함
한다. 본 사건에서 ‘FERRERO ROCHER’ 쵸콜릿에 사용된 포장, 장식의 전체 이미지
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을 가지며, 재심신청인(1심 피고1)이 자신의 쵸콜
릿 상품에 사용한 포장, 장식과 ‘FERRERO ROCHER’ 쵸콜릿의 특유한 포장, 장식은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설사 두 당사자의 상품의 가격, 품질, 맛, 소비자층 등 면
이 서로 다르고 기업명칭, 상표가 다르다고 해도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金莎
TRESOR DORE’쵸콜릿과 ‘FERRERO ROCHER’ 쵸콜릿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관련
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 장식은 영업 표시의 범주에 속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5
조 제2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의 손해
배상액의 산정방식을 참고한다. 재심피신청인(1심 원고)는 재심신청인(1심 피고1)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 또는 재심신청인(1심 피고1)가 부정경쟁행위
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상표법상의 법정 배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고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인민페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심 법원이 재심신청인(1심 피고1)에게 인민페 70만 위안의 배상금
을 책정한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본 법원은 ‘FERRERO ROCHER’
쵸콜릿의 지명도와, 재심신청인(1심 피고1)이 부정경쟁행위를 실시한 시간, 규모 등
을 종합 고려하여 재심신청인(1심 피고1)이 재심피신청인(1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인민페 50만 위안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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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중국)식품유한공사(乐天(中国)食品有限公司) vs Orion Food Co，Ltd 등
상표권 침해사건
2심 사건

114

D2

사건번호

(2005)고민종자제319호((2005)高民终字第319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롯데(중국)식품유한공사
(乐天(中国)食品有限公司)

항소인

Orion Food Co，Ltd

(1심 피고1)

(好丽友食品有限公司)

항소인
(1심 피고2)

베이징광차이웨이예상업유한공사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北京光彩伟业商业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시유니탈렌변호사사무소
(北京市集佳律师事务所)
다이푸탕(戴福堂), 량융(梁勇)
베이징시하오톈변호사사무소
(北京市浩天律师事务所)
마샤오강(马晓刚), 텅리(滕莉)
베이징시샹스변호사사무소
(北京市翔实律师事务所)
루타오(鲁涛), 류즈훙(刘志宏)

베이징화롄종합슈퍼마켓주식유한
공사칭타지사
1심 피고3

(北京华联综合超市股份有限公司
青塔分公司)
중국농목어업국제합작회사

1심 피고4

대리기구

(中国农牧渔业国际合作公司)

소송결과

(피고의) 항소 인용

관련법령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1심 판결일자

2004. 12. 20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 11. 25. 선고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원고의 ‘乐天牌’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은 지명 상품인가?

적극

▪ ‘木糖醇(자일리톨)’은 원고의 지명 상품의 특유한 명칭인가?

소극

▪ 인용포장은 지명 상품의 특유한 포장인가?

소극

▪ 인용포장의 장식은 지명 상품의 특유한 장식인가?

적극

▪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에 부착된 라벨은 서로 유사한가?

적극

▪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에 부착된 라벨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포장의 적극
라벨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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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포장 및 장식

인용포장 및 장식

<2심 조사 사실>
원고는 2002. 8. 부터 ‘乐天牌(롯데 브랜드)’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을 출시하였으며, 동년 9월에 전국 치아병 예방 및 치료 지도 그룹(이하 ‘전국 치
아병 예방 그룹’)과

‘자일리톨 충치예방계몽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홍보를 진행하였다.
2003. 9.

원고는 다시 전국 치아병 예방 그룹과 함께 ‘치아 사랑의 날. 자일리톨

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전국순회 전시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동안 원고는 본 사건
인용포장인 플라스틱 포장의 ‘乐天牌’ ‘木糖醇无糖口香糖‘ 상품을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1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好丽友牌(오리온 브랜드)’ ‘木糖醇无糖口香糖(자
일리톨 무설탕 껌)’이 포함되었으며, 이 상품은 피고4가 한국에서 수입하여 피고2가
중계 판매하였다.
2004. 3. 피고1은 타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포장병을 포함하는 모든 ‘木
糖醇3+无糖口香糖(자일리톨3+무설탕껌)’ 상품의 포장을 디자인하였다.
원고는 ‘木糖醇3+无糖口香糖’포장 및 장식(이하 ‘사용포장 및 장식’)을 사용한 피고
1의 ‘好丽友牌’의 껌을 구매하고 피고1의 웹사이트로부터 해당 종류의 제품에 관한
홍보 내용을 프린트하였다. 피고3은 베이징둥완마오 상업무역유한책임공사 北京东万
晟商贸有限责任公司, 이하 ‘둥완마오회사’ )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들여왔으
며, 둥완마오회사로부터 피고1의 위생 품질에 관한 증서의 사본을 입수하였다. 피고4
는 베이징징두리더식품유한공사(北京京都利德公司，이하 ‘징두리더회사’)와 체결한
협의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好丽友牌’ ‘木糖醇无糖口香糖’(대포장)을 수입하였으나 피
고4는 당해 상품의 개별 포장에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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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

(2005)고민종자제319호

2005. 11. 25.
항소 인용
(원고 패)

2004.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4. 12. 20.

부정경쟁행위

(2004)이중민초자제12016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와 피고2는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을 판매함에 있어서 사용
포장의 장식을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2. 피고1와 피고2는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원고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10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할 것.
3. 피고3은 사용포장을 사용한 ‘好丽友牌’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을
판매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
4. 피고4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乐天牌(롯데 브랜드)’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은 판매 범
위가 넓고 판매량이 많으며 상품의 품질이 양호하고, 신용, 평판이 좋다. 또한 ‘乐天
牌(롯데 브랜드)’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은 다수회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소비자들가운데서 지명도가 높으므로 지명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자일
리톨은 감미료 명칭으로서 소비자들 가운데서 ‘乐天牌’의 껌의 대명사로 인식되지 않
으므로 ‘木糖醇(자일리톨)’이 지명 상품의 특유한 명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
지 않는다. 원고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병(이하 ‘인용포장’)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에 이미 인용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병이 다른 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인
용포장은 원고 상품의 특유한 포장이 아니다. 피고1의 사용포장의 라벨과 원고가 먼
저 사용한 인용포장의 라벨은 서로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구매자는 원고의 시리즈 껌 상품의 다른 맛을 가진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피
고1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피고1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가벼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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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주로 사용포장의 장식의 사용을 중지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배상
액에 관해서는 본 사건의 구체적 상황 및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위채 지출한 필요
한 비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피고1이 실시한 부정경쟁행위가 원고의 상
업적 신용에 손상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개적으로 영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 원고의
소송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3은 판매상으로서 사용포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민사책
임을 져야 한다. 피고2는 피고1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 상품의 중
개업자로서 변론에 응하지 않았고 합법적 경영을 증명하는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법적 결과를 져야 하며 피고1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4는
피고1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 상품의 수입업자이나 피고4가 수입
한 상품은 대포장 상품이며 피고4는 상품의 개별 포장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2004)이중민초자제12016호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경영자는 경영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를 해
서는 안되며 지명 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하거나 지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
여금 지명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경영자가 사용한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이 지명 상품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과 유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
용한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이 타인의 지명 상품의 특유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면 타인의 지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그
지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쟁점1> 원고의 ‘乐天牌’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이 지명 상품인가?
본 사건에서, 원고가 경영하는 ‘乐天牌’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은
출시한 후 원고의 대대적인 광고 홍보에 의해 중국의 각 대도시에서 판매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이 높고 소비자들가운데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해 상품
을 지명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쟁점2> ‘木糖醇(자일리톨)’은 원고의 지명 상품의 특유한 명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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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糖醇(자일리톨)’은 식품 감미료의 명칭으로서 ‘木糖醇(자일리톨)’ 제품의 통용
명칭이다. 자일리톨은 발효하지 않고 쉽게 용해되고 감미도가 높고 식용후 혈당치가
높아지지 않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자일리톨은 식품, 의약품 등 영역에 광범히 이용
된다. 원고는 2002. 9. 부터 자일리톨을 껌에 첨가하고 ‘木糖醇无糖口香糖 (자일리톨
무설탕 껌)’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木
糖醇(자일리톨)’ 과 자신의 ‘木糖醇无糖口香糖 (자일리톨 무설탕 껌)’을 1 대 1의 대
응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소비자는 여전히
‘자일리톨’을 식품 감미료로 이해하고 있으며 ‘木糖醇无糖口香糖 (자일리톨 무설탕
껌)’을 자일리톨을 첨가한 껌 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木糖醇(자일리톨)’
은 원고의 ‘乐天牌’ ‘木糖醇无糖口香糖 (자일리톨 무설탕 껌)’ 상품의 특유한 명칭이
아니다.
<쟁점3> 인용포장은 지명 상품의 특유한 포장인가?
피고1 은 원고의 인용포장이 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의 통용 포장임을 입증하
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거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다. 피고1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사용한 인용포장은 일반적인 형상을 가
지고 원고의 ‘乐天牌’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이 출시하기 전에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 포장병이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
용한 인용포장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한 특유한 포장이 아니며 지명 상품의 특
유한 포장이 아니다.
<쟁점4> 인용포장의 장식은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인가?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의 장
식은 서로 유사한가?
원고의 인용포장의 장식과 피고1의 사용포장의 장식은 모두 병 뚜껑에 부착된 라
벨과 병 몸체에 부착된 라벨을 포함한다.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의 병 뚜껑에 부착된
라벨을 비교하면 두 라벨은 모두 원형 라벨이나, 인용포장의 병뚜껑 라벨은 거의 동
일한 폭을 가지고 윤곽선이 없는 3개의 칼라 띠로 구성되고, 중간 부분의 띠는 흰색
이고, 다른 두 부분은 상품의 맛을 표시하는 동일 색채의 칼라 띠이다. 사용포장의
병뚜껑 라벨은 하나의 칼라띠로 테두리를 이루고, 라벨의 몸체 부분은 몸체에서 대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흰색 상부와 상품의 맛을 표시하는 색채로 된 칼라 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두 상품 포장의 병뚜껑 라벨에 사용한 도형, 문자의 형상과 문자 내
용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의 병뚜껑 라벨은 동일하지도 유사하
지도 않다.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의 병 몸체에 부착된 라벨은 모두 3개의 칼라띠가 결합되어
이루어졌는데 중간은 흰색 띠이고, 상하 두 부분은 흰색을 제외한 동일한 색채로 된
칼라띠를 사용하여 상품의 맛을 표시하였다. 양자의 구별점은 다음과 같았다. 인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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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상하 두 부분의 칼라띠는 거의 동일한 폭을 가지고 중간 부분의 칼라띠의 폭은
상하 두 칼라띠보다 눈에 띄게 크다. 사용포장은 윗부분의 칼라 띠의 폭이 가장 좁
고, 중간부분의 칼라 띠의 폭이 가장 크며, 아랫부분의 칼라 띠의 폭은 상, 하 칼라
띠의 중간 정도이다. 상품의 맛을 표시하는 상, 하 칼라 띠의 색채에 있어서 인용포
장과 사용포장은 서로 달랐다. 또한, 인용포장의 병 몸체에 부착된 도형, 문자 형상
및 문자 내용은 사용포장과 서로 달랐다. 비교결과,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의 장식은
동일하지는 않으나 서로 유사한 장식에 속한다.
<쟁점5> 피고1이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에 ‘木糖醇(자일리톨)’명칭
과 사용포장 및 장식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비록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이 동일하고 그 병몸체에 부착한 라벨이 서로 유사하
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 상품의 소비자는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소비자는 주로 상품 브랜드에 의해 상품을 식별하며 상품의 포장, 장식에 의해 상품
을 식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포장과 사용포장이 서로 동일하고 포장병 몸체에
부착된 라벨이 서로 유사하지만 소비자는 그로 인해 두 상품을 오인하지 않는다. 따
라서 피고1이 자신의 ‘木糖醇无糖口香糖(자일리톨 무설탕 껌)’ 상품에

‘木糖醇(자일

리톨)’명칭과 사용포장 및 장식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하지 않는다.
피고1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1의 대리상인 피
고2 가 ‘木糖醇(자일리톨)’명칭과 사용포장 및 장식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
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82

분류코드 : D2

장시캉메이의약보건품유한공사(江西康美医药保健品有限公司) vs
장시텐유이약과학기술유한공사(江西天佑医药科技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2

095

사건번호

(2005)의중민삼초자제15호((2005)宜中民三初字第15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피고1

피고2

소송결과
관련법령

장시캉메이의약보건품유한공사

대리기구

(江西康美医药保健品有限公司)

대리인

장시텐유이약과학기술유한공사

대리기구

(江西天佑医药科技有限公司)

대리인

장시야오두순파생물보건유한공사

대리기구

(江西药都顺发生物保健有限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장시훙양광변호사사무소
(江西红阳光律师事务所)
완쥔펑(万俊锋)
장시양시변호사사무소
(江西杨西律师事务所)
양시(杨西)，위샤오광(余晓光)

장쑤성의춘시중급인민법원/
2005. 10. 25. 선고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제26조

2심 사건

095

D2

사건번호

(2005)감민삼종자제33호((2005)赣民三终字第33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행행위

항소인
(1심 피고1)

장시텐유의약과학기술유한공사
(江西天佑医药科技有限公司)

대리기구

장시밍다(江西名大)변호사사무소

대리인

리광만(李光曼)，성이춘(盛逸春)
장시톈이변호사사무소

피항소인

장시캉메이의약보건품유한공사

(1심 원고)

(江西康美医药保健品有限公司)

대리기구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장시위장변호사사무소
(江西豫章律师事务所)

대리인
1심 피고2

(江西天翼律师事务所);

장시야오두순파생물보건유한공사

대리기구

(江西药都顺发生物保健有限公司)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류신시(刘新熙) 투윈춘(图云春)

장쑤성고급인민법원/
2006. 1. 23. 선고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제26조
2005. 10. 25.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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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원고의 ‘妇炎洁’는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인가?

적극

▪ 피고1이 자신의 상품에 ‘妇炎洁’ 명칭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지명상품의 특유명
칭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등록3246617)

佑美 妇炎洁
<원심법원의 인정사실>
원고는 런허(그룹)발전유한공사(仁和(集团)发展有限公司)의 산하 기업으로 주로 외
용 소독약, 의료보건품의 생산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원고는 1999. 1. ‘妇炎洁(푸옌제)’ 표장을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으로서 위생용품에
가장 먼저 사용하였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왔다. 원고가 오랜시간에 걸쳐 중
국 공영방송 CCTV와 전국 각지의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홍보를 진행한 결과 관련공
중은 ‘妇炎洁’ 표장을 보거나 들으면 곧 제품의 출처를 런허의약업(仁和药业)으로 인
식할 만큼 ‘妇炎洁’ 표장은 사용과정에서 식별력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妇炎洁’ 표장
은 원고의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피고가 생산한 ‘佑美(유메이)’브랜드의 ‘妇炎洁’와 원고가 생산한 ‘伊康美宝(이캉메
이바오)’브랜드의 ‘妇炎洁’을 비교해보면 상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관련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켜 잘못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피고는 원고 상품의 특유명칭을 모방하였고 전국적 범위내에서 투자유치를 하여
침해가 비교적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크며 원고에게 일정한 경제손실을 초래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는
10,000위안이다.
<2심법원의 추가 인정사실>
원고가 생산 및 판매한 ‘伊康美宝(이캉메이바오)’브랜드의 ‘妇炎洁’ 세정액은 1999
년부터 현재까지 선후로 ‘우수신제품상’, ‘녹색 소비 품질 추적 합격제품’, ‘장쑤성 유
명브랜드 제품’ 등의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원고는 ‘伊康美宝(이캉메이바오)’브랜드
의 ‘妇炎洁’ 세정액의 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액의 광고비를 투입
하여 중국의 공영방송 CCTV 및 각 성시의 위성텔레비전과 기타 매체를 통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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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속적인 광고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2005. 7. 28. ‘佑美’상표를 등록하였고 2005. 4. 부터 ‘妇炎洁’ 세정액을 생
산하기 시작하였다. 2005. 6. 8., 장쑤성 상라오시 우위안현 공상행정관리국은 피고1
의 ‘佑美’브랜드의 ‘妇炎洁’ 제품이 원고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을 침해하여 부정경쟁행
위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우위안현 공상행정관리국은 2005. 7.
14. 행정처벌결정서를 내렸고 피고1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행정소송은 현재 계류중이다.
원고는 2002. 7. 8. ‘妇炎洁’상표를 제5류에 출원하였으나 상표국의 거절을 받았으
며, 그 후 거절불복심판청구를 통해 원고의 ‘妇炎洁’상표는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형
성하였다는 이유로 출원공고되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피고1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이 이의신청에 대한 상표국의 심리는 현재 진행중이다.

2. 소송경과
장쑤성고급인민법원

2006. 1. 23.

(2005)감민삼종자제33호

항소 기각

2005.

장쑤성의춘시중급인민법원

2005. 10. 25.

부정경쟁행위

(2005)의중민삼초자제15호

원고 승

2005.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伊康美宝’ 브랜드의 ‘妇炎洁’ 지명상품의
특유명칭 ‘妇炎洁’를 모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佑
美’브랜드 ‘妇炎洁’ 세정액의 전체 외포장박스와 내포장캔 및 전체 침해상품을 폐기
하고, 이미 시장에 유입된 전체 침해상품을 회수 및 처리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
라. 만약 본 판결 확정 이후에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지연시마다 원고
에게 이행 체납금 1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2. 피고1은 원고의 ‘伊康美宝’ 브랜드의 ‘妇炎洁’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을 침해하였으
므로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30만 위안을 배상하고 원
고의 변호사 수수료 1만 위안을 배상하라.
3. 피고2는 창고에 보관된 ‘佑美’ 브랜드의 ‘妇炎洁’ 세정액을 즉각 폐기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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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 수리비 7,310위안, 재산보전료 2,020위안을 포함하여 총 9,330위안(원고가
선불)은 피고가 부담하며,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납부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伊康美宝’브랜드 ‘妇炎洁’ 세정액은 본 법원이 2005. 9. 6. 에 판시한 (2005)의중
민삼초자제11호 민사판결에서 이미 지명상품으로 인정되었고, ‘妇炎洁’는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으로 인정되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
으며 본 법원 또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쟁점2에 대하여>
《반부정당경쟁법》제5조에 따르면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아래 열거한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거래를 함으로써 경쟁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2) 지명상품 특유한 명칭, 포장 또는 장식, 또는 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또는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조성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
금 해당 지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피고1이 생산한 ‘佑美’브랜드 ‘妇炎洁’
세정액의 상품 명칭은 원고가 생산한 ‘伊康美宝’브랜드의 ‘妇炎洁’ 세정액과 동일하므
로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고 잘못 구매하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원고의
‘伊康美宝’브랜드 ‘妇炎洁’ 상품의 특유명칭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쟁점3에 대하여>
피고2가 상품을 입수한 경로가 정당하고 침해 고의가 없었으므로 본 사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쟁점4에 대하여>
피고1은 원고의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원고의 수익에 일정한 손실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1의 위법 소
득과 자신의 실제 손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법정 배상의 방식에 따
라 배상액을 책정한다. 본 법원은 원고의 권리유형이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인 점과
침해행위의 연속시간, 침해범위 및 상응한 판매망 등의 사실적 요소를 종합 고려하
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300,000위안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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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반부정당경쟁법》상의 ‘지명상품’이란 특정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지명상품은 법정절차를 통해 형성된 영예칭호
가 아니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때 인정한 법률적 사실이
다. 법원은 지명상품을 인정할 때 개별사건 인정 및 종합 판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련 공중이 사건 관련 상품에 대한 인지도, 당해 상
품의 판매시간, 판매액 및 시장 점유율, 광고 및 기타 방식에 따른 홍보 자금 투입정
도, 연속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사건 관련 상품의 권위성 평가에서의 수상경력
등의 요소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항소인(1심 원고)의 ‘伊康美
宝’브랜드 ‘妇炎洁’ 세정액은 출시된지 6년이 넘었고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저명
가수를 통해 광고하고 전국 각지의 텔레비전방송국의 광고 및 다수의 매체를 통한 장
기간의 홍보활동을 통해 이 상품의 판매 규모와 시장 점유율은 전국의 동일 유형 상
품가운데서 상위권에 처하며 권위성 부문의 각종 상을 받은 경력이 있고 광범한 소비
자의 신뢰와 각광을 받았으며 양호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요소를 종합 고려하
면 피항소인(1심 원고)의 ‘伊康美宝’브랜드 ‘妇炎洁’는 장쑤성 및 전국에서 일정한 지
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 즉 지명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상품의 명칭은 상품에 대한 칭호로서 보통명칭과 특유명칭으로 구분된다. 보통명칭
은 모든 동일 유형 상품을 포괄한 명칭이며 동일 유형 상품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
을 구분할 수 없다. 특유명칭은 개별상품만이 가진 특유한 칭호로서 이 칭호는 동일
유형 상품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구분할 수 있다. 특유명칭은 법정절차를 통해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형성하며 관련공중이 이 명칭과 특정
경영자의 지명상품을 연관짓도록 하여 동일 유형 상품을 구분하는 ‘특유’성을 가진
다.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을 인정할 때 통상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이 명
칭은 일반적으로 독창성을 가지거나 동일 유형 상품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거나 또
는 비록 가장 먼저 사용되지는 않았어도 경영자의 상업 운행과 판매 책략에 따라 이
명칭이 지명성이 없던데로부터 지명성을 가지고 식별력이 없던데로부터 식별력을 가
지고 새로운 특정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 2)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보통명칭과 구
분할 수 있을 것. 이 명칭은 상품의 성분, 기능, 용도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관련 업
계 또는 상품목록 또는 백과사전에 이 상품명칭을 기재되지 않았으며, 특정 상품에
대하여 명칭상 유일성을 가지지 않을 것. 3) 관련 공중이 이 명칭과 상품의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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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짓는지를 판단. 경영자의 사용을 통해 관련 공중이 이 명칭을 보면 곧 특정 업
체의 특정 브랜드(업체의 확실한 명칭을 몰라도 됨)라고 인식하면 이 명칭의 ‘특유’
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경영자가 이 명칭을 사용한 이래 줄곧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관리를 통해 이 명칭이 희석화되어 특유명칭으로부터 보통명칭으
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였는지를 판단.
본 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위생용품류의 피부, 점막성 위생용품의 항균세정
액이다. 쓰촨다첸의약유한공사의 ‘妇炎洁泡腾片’은 의약품이며 위생용품과는 서로 다
르다. 《상표 해석》의 유사상품 및 유사상품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의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와 피항소인(1심 원고)가 제출한 ‘金圣(진
성)’ 및 ‘万达(완다)’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각각 위생소독제와 인체용 약품, 정제인
점을 고려하면 쓰촨다첸의약유한공사의 ‘妇炎洁泡腾片’과 피항소인의 ‘妇炎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상품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위생용품에 ‘妇炎洁’ 명칭
을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항소인이 위생용품에 사용한 명칭 ‘妇炎洁’은 상품명칭이며 이 유형 상품의 보통명
칭이 아니다. ‘妇炎洁’를 문언상에서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으
며 관련 위행용품 업계총서와 항소인이 제출한 국가의약품표준목록에는 이 3글자의 결
합이 기재되지 않았다. 장쑤성위생청이 항소인과 피항소인에게 발급한 위생허가증상의
항목은 모두 ‘위생용품, 피부점막 위생용품’이다. 상품의 성분, 성능, 용도를 직접 표시
하지 않는 명칭은 모두 보통명칭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본 사건에서 ‘妇炎洁’은 상품의
성분, 성능, 용도를 직접 표시하지 않았고, 항균 세정액 또한 다수의 주요성분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서 그 명칭은 유일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항균 세정액
은 이미 다수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妇炎洁’ 명칭은 또한 유일성을 가지지 않으며 다
른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는다.
피항소인의 상품 명칭 ‘妇炎洁’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형성하였는지를 보면, 피
항소인이 1999년에 ‘妇炎洁’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을 때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지
않았으나 피항소인이 위생용품에 먼저 사용하였고 다년간의 연속사용과 홍보과정에
서 식별력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이 상품 명칭이 가진 식별력은 ‘伊康美宝’ 등록상표
의 식별력을 초과하였으며 충분히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용을 통해 형성된 식별력은 소비자로 하여금 ‘妇炎洁’상품과 피항소인, 런허약업의
지명상품을 연관 짓도록 하므로 ‘妇炎洁’표장은 피항소인, 런허약업을 식별하는 중요
한 표장으로 되었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성공적인 상업 윤영과 판매책략으로 인해
‘妇炎洁’는 이미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였고 반부정당경쟁법 의미상의 지명상품의 특
유명칭으로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피항소인이 제출한 행정처벌결정서는 ‘妇炎洁’ 세정액이 출시된 이후 ‘妇炎洁’
표장은 지명상품의 특유명칭으로서 줄곧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유명칭이 보
통명칭으로 희석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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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중한천광문구제조유한공사(上海中韩晨光文具制造有限公司) vs
닝보웨이야다펜제조유한공사(宁波微亚达制笔有限公司)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140

D2

사건번호

(2008)호이중민오(지)초자제112호((2008)沪二中民五(知)初字第112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

원고

피고1

피고2

피고3

소송결과

관련법령

상하이중한천광문구제조유한공사
(上海中韩晨光文具制造有限公司)

대리인

닝보웨이야다펜제조유한공사

대리기구

(宁波微亚达制笔有限公司)

대리인

닝보웨이야다문방구유한공사

대리기구

(宁波微亚达文具有限公司)

대리인

상하이청숴공업무역유한공사

상하이시정촨번변호사사무소
(上海市郑传本律师事务所)
류쉰(刘逊), 왕둬린(王多林)
상하이궁스변호사사무소
(上海共识律师事务所)
양순하이(杨顺海)
상하이궁스변호사사무소
(上海共识律师事务所)
양순하이(杨顺海)

대리기구
대리인

(上海成硕工贸有限公司)
청구 인용

판결법원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2008.6. 19.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제20조
《부정경쟁행위 해석》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2심 사건
사건번호

대리기구

140

D2

(2008)호고민삼(지)종자제100호((2008)沪高民三(知)终字第100号)

사건의 분류
항소인
(1심 피고1)

닝보웨이야다펜제조유한공사
(宁波微亚达制笔有限公司)

피항소인

상하이중한천광문구제조유한공사

(1심 원고)

(上海中韩晨光文具制造有限公司)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상하이궁스변호사사무소
(上海共识律师事务所)
양순하이(杨顺海)
상하이시정촨번변호사사무소
(上海市郑传本律师事务所)
류쉰(刘逊),왕둬린(王多林)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8. 10. 20.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 제20조
《부정경쟁행위 해석》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2008. 6. 19.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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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원고가 생산한 K‐35형 누름식 중성펜의 디자인을 지명상품의 특유 장식으로 볼
수 있는가?

적극

▪ 세 피고의 중성펜의 형태에서 원고의 지명상품과 비교하여 케이스와 장식고리
와 동일한 케이스 및 장식고리가 동일한 경우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을 무단

적극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1. 사실관계
사용상품

인용상품(디자인등록 ZL02316156.6)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원심 조사 사실>
2002. 7. 19. 원고는 중국지식재산권국에 ‘펜(사무용 펜)’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출
원을

하였으며,

2003.

2.

19.

에

등록받았다.

이

디자인의

등록번호는

ZL02316156.6이며, 현재 이미 소멸되었다.
2004. 9. 22. 원고는 등록상표 ‘晨光’(천광)을 양도받았고, 이 상표의 등록번호는
제1815587호이며, 존속기간은 2002. 7. 28. 부터 2012. 7. 27. 까지이며, 지정상품
은 제16류의 펜, 필기장 등이다.
2005. 1., ‘晨光’ 상표는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상해시 유명 상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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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유명상표 인정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2005. 12. 30. 상표국은 원고가 제16류 펜 상품에 사용하는 ‘晨光’등록상표를 저
명상표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의 ‘晨光’브랜드 중성펜은 2003년, 2007년에 다수회
에 걸쳐 유명 브랜드 상품 칭호를 수여받았다. 원고는 또한 상기 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원고의

‘晨光’브랜드

K‐35형

누름식

중성펜의

외관은

상기

디자인등록

ZL02316156.6과 같다.
2007. 6. 4., 원고는 피고3으로부터 상기 ‘晨光’브랜드 K‐35형 누름식 중성펜의 구
조와 동일한 681형 수성펜 1박스를 구매하여 공증하였다.

2. 소송경과

2008.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2008)호고민삼(지)종자제100호

2008. 10. 20.
항소 기각
(원고 승)

2008.

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2008. 6. 19.

부정경쟁

(2008)호이중민오(지)초자제112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1과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원고의 지명상품 K‐35형 누름식 중성펜
의 특유한 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피고3은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81형 수성펜을 판매하는 행위를즉각 중지하라.
3. 피고1과 피고2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에게 합리적 비용을 포
함한 경제손실 10만 위안을 배상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원고가 생산한 K‐35형 누름식 중성펜의 디자인은 지명상품의 특유 장식으로
볼 수 있는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명상품이란 중
국 경내에서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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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명상품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품의 판매 기간, 영역, 매출 및 판매 대상
과, 연속 홍보기간, 정도 및 지역 범위, 그리고 지명상품으로서 보호를 받은 상황 등
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
고는 2002. 3. 부터 K‐35형 누름식 중성펜을 생산하고 그 펜에 등록상표 ‘晨光’을
사용하였다. ‘晨光’상표는 상해시 유명 상표로 인정되었고, 중국 상표국에 의해 저명
상표로 인정되었으며, ‘晨光’브랜드 중성펜도 여러번 펜 제조업계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으로 인정받았다.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식이란, 상품을 식별하고 미감을 주기 위해
상품 또는 포장에 부대한 문자, 모양, 색채 및 그 배열 조합을 가리킨다. 장식은 평
면 또는 3차원 입체형상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
유’한 장식이란 상품의 장식에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만 형성된 형상,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및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상은
모두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이 아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K‐35형 누름식 중성펜
의 외관은 누름버튼, 케이스, 장식고리, 튜브, 타이부, 보호커버, 팁으로 이루어졌으
며, 원고는 케이스와 장식고리 부분을 디자인하여 상품에 기능성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강한 장식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상품에 미감을 부여하였다. 여기
서 누름버튼, 튜브, 타이, 보호커버 및 팁 부분의 형상 설계는 펜 종류 상품의 기능
성 설계이며 이들 부품의 형상 및 전체적 색채 결합은 기타 동종 상품에 대해 현저
성이 떨어지므로 K‐35형 누름식 중성펜의 외관중 특유한 장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케이스와 장식고리 부분이다.
<쟁점2> 세 피고의 행위가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을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1과 피고2는 681형 수성 펜을 최초로 생산 및 판매한 시점이 원고의 K‐35형
누름식 중성펜보다 빠르므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고는 일찍 2002. 3. 26. 에 벌써 K‐35형 누
름식 중성펜을 생산 및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두 피고가 제출한 전자메일, 영수증 등
증거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볼 때 681형 수성펜의 생산 및 판매
시점이 원고보다 앞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상품을 비교해보면 케이스와 장식고리 부분의 형상은 거의 동일하
게 디자인되어 유사한 장식으로 인정된다. 또한, 두 상품의 다른 부분도 매우 흡사하
여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고의 지명상품의 특유한 장식을 사용한 681형 수성펜을 무단
사용 및 판매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므로 침해금지, 손해배상의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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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져야 한다. 두 피고는 법정 대표가 동일하고 관련 기업에 속하며 침해행위 실시
과정에서 공동의 주관 과실이 있었으므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3은 침해 상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2의 진술에 따라 피고3은 단지 판매행위만을 실시하였다는 것과 피고3이 판매
하는 681형 수성펜의 합법적 출처가 피고2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3은 침해
금지 책임만을 진다.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판단:
원고의 실제 손실 및 피고1과 피고2의 이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상품의 지명도, 피고의 침해 범위, 주관 과실 정도, 침해행위의 연
속기간 및 이윤 현황 등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배상액을 책정한다. 이 배상액에는
원고가 권리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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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TA Motors vs 저장지리자동차유한공사(浙江吉利汽车有限公司)
상표권 침해사건
1심 사건

A1.1, A1.3, A7.1

090

사건번호

(2003)이중민초자제06286호((2003)二中民初字第06286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리기구

원고

피고1

피고2

TOYOTA Motors

대리인

저장지리자동차유한공사

대리기구

(浙江吉利汽车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야전웨이예자동차판매센터

대리기구

(北京亚辰伟业汽车销售中心)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소송결과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3. 11. 24. 선고

《상표법》제52조 제1호, 제5호
관련법령

《상표법실시세칙》제50조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2항, 제9조 제1항
《상표해석》제1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2조

쟁 점

▪ 피고의 사용상표

,

는 원고의 인용상표
소극

과 유사한가?

▪ 피고1이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를 홍보하면서 “TOYOTA자동차회사
에서 생산한 8A‐FE4기통 전기분사엔진을 장착하였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 소극

고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피고1이 원고의 중국내 합자회사인 톈진도요타자동차가 생산한 엔진을
자신이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에 장착한 뒤 “TOYOTA자동차회사에서 생산
한 8A‐FE4기통 전기분사엔진을 장착하였다”고 광고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소극

에 해당하는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의 인
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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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표

인용상표

사용상표1

인용상표1

(등록 836611)

(등록 514114)

사용상표2

인용상표2

(출원 1621886)

(등록 506683)

사용상표3

인용상표3

(출원 1757344)

(등록 135092)

인용상표4
(등록 135095)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원고는 1937. 8. 27. 일본에서 설립되었으며 주로 자동차제조업에 종사한다.
1990. 3. 10., 원고는 ‘丰田’ 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1’)를 제12류의 자동차 및 그
조립부품, 자동차 타이어에 등록하였고 인용상표1의 등록번호는 제514114호이다. 갱
신등록을 거친 후 상표존속기간은 2010. 3. 9. 까지이다.
1989. 12. 10., 원고는 ‘丰田’ 문자상표(이하 ‘인용상표2’)를 제12류의 자동차 및
그 조립부품, 자동차타이어에 등록하였고 인용상표2의 등록번호는 제506683호이며
갱신등록을 거친 후 존속기간은 2009. 12. 9. 까지이다.
1980. 1. 20., 원고는 중국에 서로 다른 글꼴로 된 ‘TOYOTA’ 문자상표를 제19류
의 자동차와 제12류의 자동차 및 그 조립부품, 자동차타이어에 각각 등록하였으며
등록번호는 각각 제135092호(이하 ‘인용상표3’) 및 제135095호(이하 ‘인용상표4’)이
다. 갱신등록을 거친 후 인용상표3과 인용상표4의 존속기간은 2010. 1. 19. 까지 연
장되었다. 원고가 제조한 각종 모델의 자동차의 앞부분과 뒤부분에는 모두 인용상표
1이 표시되었다.
피고1은 2002. 2. 17.

닝붜메이르자동차제조유한공사(宁波美日汽车制造有限公

司)，저장하오칭자동차제조유한공사(浙江豪情汽车制造有限公司), 지리그룹린하이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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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업공사(吉利集团临海机车工业公司)가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상기 3 사의
채권, 채무는 모두 새로 설립된 피고1이 승계하였다. 피고1은 지리그룹유한공사의 자
회사이며 주로 자동차(吉利美日 승용차, 吉利美日 버스를 포함) 및 엔진, 부속품의
제조와 경영에 종사하였다.
‘美日’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이하 ‘사용상표1’)는 1996. 5. 7. 상표국을 거쳐 등
록되었고 지정상품은 제12류의 자동차, 오토바이이며 등록번호는 제836611호이며
존속기간은 2006. 5. 6. 까지이고 상표권자는 황옌시화톈오토바이총공장(黄岩市华田
摩托车总厂)이다.
1998. 6. 28., 사용상표1은 양도 등록을 거쳐 상표권자가 지리그룹유한공사로 변
경되었다. 2000. 4. 29. 및 2001. 1. 11., 지리그룹유한공사는 상표국에

두가지 형

태로 ‘美日’ 도형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출원번호는 각각 제621886호(이하 ‘사용상표
2’) 및 제1757344호(이하 ‘사용상표3’)이며 지정상품은 모두 자동차, 농업용 운송차,
화물차, 육상용 차량엔진, 자동차(차량), 자동차, 자동차 차체, 오토바이, 승합차이다.
상표국은 이 두 상표에 대해 각각 2001. 5. 21. 과 2002. 1. 28. 에 출원공고 결정
을 하였다. 지리그룹유한공사는 피고1에게 사용상표1, 사용상표2, 사용상표3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였다.
피고의 전회사 닝붜메이르자동차제조유한공사(波美日汽车制造有限公司)가 제조한
MR6370A형 ‘美日’자동차의 자동차 정면, 자동차 후단，핸들과 차륜축 외부에는 모
두 ‘美日’ 도형상표가 상감되어 있었다. 이 자동차에 대한 2005. 5. 버전의 사용설명
서 서언에는 ‘MR6370、MR6370A型轻型客车55)’, ‘分别装配我公司生产的MQ479Q型和丰田
汽车公司生产的8A－FE四缸电控汽油喷射发动机56)’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2001.
10. 버전의 사용설명서 서언에는 ‘MR6370A1、MR6370A1豪华型客车57)’, ‘分别装配我公
司生产的MQ479Q型和天津丰田汽车发动机公司生产的8A型四缸闭环电控汽油喷射发动
机58)’고

기재되어

있었다.

상기

모델의

홍보책자에는

이

차의

엔진은

‘TOYOTA8A’(8A‐FE)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닝붜메이르자동차제조유한공사가 2001.
3. 14. 《베이징완바오(北京晚报)》에 게재한 홍보 광고에는 ‘丰田动力动心价格59)’,
‘搭载日本TOYOTA8A－FE四缸电喷发动机60)’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55)

‘MR6370, MR6370A형 승합차’로 번역된다.

56)

‘당사에서 생산한 MQ4790형과 TOYOTA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한 8A-FE4기통 전기분사엔진을 각각 장
착하였다’로 번역된다.

57)

‘MR6370A1, MR6370A1 고급버스’로 번역된다.

58)

‘당사에서 생산한 MQ479Q형과 톈진도요다자동차엔진회사에서 생산한 8A형 4기통전기분사엔진을 각각
장착하였다’로 번역된다.

59)

‘도요다 동력, 마음을 움직이는 가격’으로 번역된다.

60)

‘일본TOYOTA 8A-FE 4기통 전기분사엔진을 탑재’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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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도요다회사는 원고와 중국톈진자동차공업총공사가 중국에 설립한 합자회사이
며, 중국 경내에서 TOYOTA 주식회사는 톈진도요다회사에 8A‐FE엔진 제품 기술을
독점 양도하였다. 2000. 1. 5., 피고1과 톈진도요다회사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톈
진도요다회사가 피고1에게 8A‐FE 가솔린엔진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0. 4.
12., 쌍방은 또한《공급상태협의서》를 체결하여 톈진도요다회사가 협의에서 약정한
완성품 및 부대물, 포장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1에게 8A형 가솔린 엔진을 공급하여
피고1이 제조한 승합차의 동력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1이 제조한 이 사건 ‘美
日’자동차에 사용된 엔진의 배전기(distributor), 엔진, 아이들링 조절용 벨트에는 모
두 ‘TOYOTA’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엔진 측면에는 ‘8A 가솔린엔진’, ‘天津丰田汽
车发动机公司(톈진도요다엔진회사)’, ‘TTME’ 및 톈진도요다회사의 이중 고리형 도형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2는 2000. 7. 20. 설립되었고 주로 자동차판매(소형자동차 포함), 자동차부품,
윤활유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2001. 1. 11., 피고2와 피고1의 전회사 닝붜메이르
자동차제조유한공사는 ‘美日’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피고2는
‘美日’ MR6370A자동차의 베이징 지역에서의 독점 중개판매업체로 되었다. 이 계약
의 유효기간은 2001. 12. 31. 까지이다. 피고2는 ‘美日’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홍보시
‘丰田8A‐FE电喷发动机61)’, ‘美日汽车搭载TOYOTA－8A引擎62)’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인용상표1은 외부가 타원형이고 내부는 횡방향 타원과 종방향 타원이 결합되어
‘TOYOTA’의 첫번째 자모 ‘T’를 나타내며 내부 선은 외부 선보다 굵고 진하다. 그러
나 원고가 ‘丰田(도요다)’ 자동차에 사용한 도형상표는 내부와 외부 선은 동일한 굵
기를 가지고 단일 금속색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美日’ 도형상표는 외부가 타원형이
고 내부 중간은 하나의 횡방향 호형선과 4줄의 종방향 호형선으로 이루어졌고 내부
및 외부의 선 굵기가 같고 색상 또한 단일 금속색이다.

2. 소송경과
2003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2003. 11. 24.

상표권침해/부정경쟁

(2003)이중민초자제06286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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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요타 8A-FE 전기분사엔진’로 번역된다.

62)

‘美日자동차에 TOYOTA-8A 엔진을 탑재’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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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1이 ‘美日’ 도형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의 인용상표1에 대
한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피고1이 ‘丰田‘ 및 ‘TOYOTA’ 문자를 사용한 행위는 인용
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피고1이 ‘美日’ 도형상표, ‘丰田’ 및‘TOYOTA’ 문
자를 사용한 홍보행위가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와, 피고2가 이 사
건 ‘美日’자동차를 판매한 행위와 판매 과정에서 실시한 홍보행위가 원고의 인용상표
권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와, 원고의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이다.
(1) 피고1이 美日자동차에 사용한 ‘美日’도형상표가 원고의 도요다 도형상표가 유사한
지, 관련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지, 원고의 도요다 도형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
는지에 대한 판단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최고인민법
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란 침해를 주장당한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할 때 그 문자의 모
양, 칭호, 관념 또는 도형의 구성 및 색채, 또는 그 각 요소가 결합된 전체적인 구조
가 유사하거나, 또는 그 입체적 형상, 색채의 결합이 유사하여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쉽게 오인케 하거나 또는 그 출처가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는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관련 공중의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주요부분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이러
한 비교는 이격된 상태에서 각각 진행해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과 지명도를 고려해야 한다.
상표의 기본 기능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및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1의 ‘美日’도형상표를 사용한 자동차 제품과 원고의 ‘丰田‘ 도
형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 상품에 속한다. 앞에서 말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유
사성 판단은 관련 공중의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다.
소위 관련공중이란 상표가 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소비자 및 전
술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거래업자를 말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상품은 자동차이므로 관련 소비자는 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사용
자를 가리키며 관련 경영자는 중개판매, 자동차 AS제공, 기타 서비스의 경영자를 가
리킨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관련 공중은 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 및 중개판매
또는 자동차 AS제공과 기타 서비스의 경영자를 말한다. 상술한 소비자는 구매계획을
가진 잠재적 소비자, 현재구매행위를 실시하는 소비자, 구매후의 소비자와 사용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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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고가제품에 속하며 자동차 소비자는 구매 또는 사용시에 자동차의 브랜
드, 기능, 가격, 제조공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이해하고 구매 전에
동일 또는 상이한 등급의 자동차 브랜드간에 충분한 비교와 검토를 행하고 심사 숙
고한 후에야 비로소 구매하게 되며 구매 후에는 자동차의 사용, 보양, 유지보수를 통
하여 자동차 브랜드와 제조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욱 심화되고 이 브랜드 자동
차의 후속 브랜드의 제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경영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식
을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 제품과 제조공장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고 비교적 강한 식별능력을 갖고 있다.
원고의 인용상표1과 피고1이 사용한 美日 도형상표를 비교하면 양자의 외부윤곽은
모두 타원형으로 동일하지만 전자의 타원형 내부는 3개의 호형선으로 구성되고 내부
선이 굵고 외부 선이 가늘며, 내부의 가로 및 세로 두 타원형 조형이 돌출되어있으
며 전체적 구성이 단순하다. 후자의 타원형 내부는 5개의 호형선으로 구성되고 내부
및 외부 선의 굵기가 동일하고 내부 및 외부 선의 결합은 ‘美’자 한어 병음의 두음자
‘M’과 중문 ‘日’을 예술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며 전체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양자를 이격 관찰 대비하면 관련 공중의 통상의 주의력으로 양자가 전체적으로 비교
적 큰 시각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두 도형상표의 주요부분의 선의 구성 또한 명백하
게 다르다는 것을 판단해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공중은 양자를 혼동 또는 오인할
염려가 없다.
실천속에서 인용상표1에 대한 원고의 장기간의 사용과 인용상표1로 표시되는 자동
차 제품에 대한 원고의 효과적인 시장 경영행위로 하여 인용상표1은 ‘丰田‘자동차의
표장으로서 비교적 높은 식별력과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제품의
관련공중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동차 제품의 외관형상, 배치, 성능 및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것인가, 외국 또는 합자기업에서 생산된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
지하고 있다. 또한 두 도형상표로 표시되는 자동차 제품의 시장에서의 위치, 내용,
가격 등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美日‘도형상표로 표시되는 美日
자동차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美日 자동차와 인용상표1로 표시되는 ‘丰田’자동차간에
특정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자동차 제품의 특징, 자동차 제품의 관련 공중이 시장에서 감
지하는 규칙과 주의력 정도, 이 사건 도요다 도형상표의 식별력과 지명도, 도요다 도
형상표와 美日 도형상표에 존재하는 차이 및 상술한 도형상표로 표시되는 자동차 제
품의 상이점 등 요소를 결합하여, 피고1의 美日 도형상표와 원고의 도요다 도형상표
가 유사하지 않음을 판단해낼 수 있고 관련공중은 혼동 또는 그 출처에 대해 오인할
염려가 없을 것이며 원고 상표권에 대한 불리한 연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
1이 자신이 제조한 美日 자동차에 美日 도형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 상표권에 대
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1의 상기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

400

분류코드 : D2

고의 주장은 사실과 법률 근거가 결여되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2) 피고1가 美日 자동차를 홍보할 때 ‘丰田’，’TOYOTA’ 문자를 사용한 것이 원고의
‘丰田’，’TOYOTA’ 문자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피고1이 美日도형상표를 사
용한 것과 이 사건과 관련된 홍보행위를 한 것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
다. 법률은 또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사건의 현재 증거로부터 볼 수 있는 바, 피고1은 이 사건과 관련된 美日 자동차를
홍보할 때 ‘丰田‘ 및 ‘TOYOTA’ 문자를 사용한 것은 美日 자동차 엔진이 가지고 있
는 성능, 출처를 설명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자동차에 배치된 주요 부품의 기술, 제조
원 등을 소개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제품의 기본 상황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제품 배치(distribution of resources)에 대한 소개를 하거
나 설명하는 방식은 상업적 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1은 ‘丰田‘ 및 ‘TOYOTA’
문자를 美日 자동차의 상품표시로 사용하지 않았고 ‘丰田‘ 및 ‘TOYOTA’ 문자는 여
기서 美日 자동차 제품과 피고1을 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용상표2
및 인용상표3, 인용상표4의 상표권에 손해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중국 법률에 규정된 상표권침해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에 따
르면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조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원산지 등에
대해 타인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법률이 규정하는
허위 홍보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고의로 배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1이 제작한 美日 자동차에 사용된 엔진은 톈진도요다회사가 제
작한 8A형 가솔린 엔진이며 톈진도요다회사는 원고가 중국에 설립한 합작회사이며,
8A형 가솔린 엔진 제작기술은 원고가 톈진도요다회사에 독점 허가한 것이다. 8A형
가솔린 엔진은 사실상 원고가 제공한 기술에 의해 톈진도요다회사가 제작한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1이 美日 자동차를 홍보할 때 ‘丰田‘ 및 ‘TOYOTA’
문자, 그리고 ‘丰田动力动心价格’, ‘搭载日本TOYOTA8A－FE四缸电喷发动机’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제품 설명서에 ‘도요다자동차회사 생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어느 정
도 과장되었으므로 이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의 성질은 아직
중국 법률에서 규정한, 제품의 성능, 용도 등에 대해서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허
위 홍보의 정도에 이르고 않았고 이 사건 관련 자동차 제품의 관련 공중은 이로 인
해 美日 자동차의 엔진이 일본 본토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8A형 가솔린 엔진 기술이 사실상 원고로부터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1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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丰田 자동차의 브랜드 명성 및 신용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초래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객관적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1이 美日 자동차에 美日 도형상표를 사용하고 상기 홍보행위를 하
였다 하여 관련 공중은 美日 자동차 또는 피고1과 丰田 자동차 또는 원고 회사를 오
인하거나 이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1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하지 않는다.
(3) 피고2가 이 사건 美日자동차를 판매한 행위와 피고2가 진행한 이 사건 홍보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부정당경쟁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2는 美日자동차의 판매상으로서 피고2의 판매 행위는 관련 법률, 법규에 부합
하며 피고1과 정당한 경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피고2가 판매한 이 사건 美日자동차
는 피고1이 제조 및 제공한 것이며 美日자동차에 대한 홍보 내용은 피고1이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1의 이 사건 관련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
쟁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2의 이 사건 관련 행위도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
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인용상표는 저명상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상표법은 저명상표의 보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은 저명상표에 대
해 일반 등록상표 이상의 특별한 보호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관련 공중
을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원이 상표분쟁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청구와 사
안에 따라 인용상표의 저명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용상표는
저명상표의 특별 보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침해를 주장당한 피고
의 행위에 관련된 자동차 제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한 상품에 속하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사용상표가 관련 공중을 오도하는지와
사용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상표의 저명성 인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용상표에 대해 저명 여
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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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팡보퉁여행문화발전유한공사(北京西方博通旅游文化发展有限公司)
vs 베이징후통문화여행유한공사(北京胡同文化游览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2심 사건

D2

020

사건번호

(2002)고민종자제84호((2002)高民终字第84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피고)

베이징시팡보퉁여행문화발전유한
공사(北京西方博通旅游文化发展
有限公司)

피항소인

베이징후퉁문화여행유한공사

(1심 원고)

(北京胡同文化游览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법령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쑤이윈펑(随云鹏)
베이징시하오톈변호사사무소
(北京市浩天律师事务所)
마샤오강(马晓刚)
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2. 3. 19. 선고

《반부정당경쟁법》제2조, 제5조 제2호, 제20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북경 후퉁 관광지에서 인력거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인력거 외관 및 인력거꾼의
복장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지명서비스의 장식’에 해당하는가?

적극

▪ 피고가 원고의 인력거 외관 및 인력거꾼 복장과 유사한 인력거 및 복장을 사용
하여 원고의 서비스 특유 장식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적극

속하는가?
▪ 피고가 원고의 후퉁 지역 관광노선을 자신의 관광노선으로 하여 유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가?

소극

1. 사실관계
<2심 법원의 인정 사실>
피항소인(1심 원고)은 1993. 3. 베이징시정부 외사사무실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었
고 후퉁유람, 후퉁문화기념품의 설계 제작, 후퉁문화 민속 이벤트를 조직 등을 경영
범위로 하는 회사이다. 그후 유관부문의 승인을 거쳐 이 회사는 1994. 10. 공식적으
로 ‘후퉁유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 4. 28. 이 회사의 기업명칭은
현재 피항소인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후퉁유람’ 서비스가 민속문화특색을 더욱 가지도록 하기 위해 피항소인은 ‘후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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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서비스 종사 초기에 일반 인력거 외관과 다른 인력거 외관 및 인력거꾼의 유니
폼을 설계하였다. 일반 인력거의 외관은 회색 차프레임, 남색 찻간, 남색 및 흰색 줄
이 엇갈린 차덮개로 표현되고 인력거꾼의 복장에는 통일된 형식이 없었다. 피항소인
과 항소인의 인력거의 외관 및 인력거꾼 복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사용 인력거 외관

원고 사용 인력거 외관

인력거의 차체는 검정색, 차체 후방에는 흰색 바 인력거는 검정색 차체, 붉은색 차덮개, 차덮
탕에 붉은색 전서체로 된 ‘四方博通’ 문구가 적 개 후면에는 흰색 글꼴로 ‘到胡同去64)‘, ‘TO
혀 있었고 차덮개는 붉은색이며 일부 인력거의 THE HUTONG’ 문구가 적혀 있다. 인력거
차덮개 후방에는 흰색 동전 도안이 있었고 그 꾼의 유니폼은 웃옷은 노란색 조끼이며 옷섶
도안의 내측에는 흰색글꼴로 ‘胡同观光63)‘이 표 에는 검정색 헝겊으로 만든 3열의 단추고리
시되어 있었다. 인력거꾼의 복장은 웃옷은 담황 가 있고 양측은 각각 검정색 천으로 만든 4
색 조끼이고 양측은 각각 노란색 천으로 된 3개 개의 줄로 연결되었으며 조끼 후면에는 붉은
의 줄로 연결되었고 아래옷은 남색 바지이며 모 색 바탕에 노란색 글꼴로 ‘胡同文化发展公司’
자는 통일되지 않았다.

및 검정색 인력거 모양이 표시되었다. 아래
옷은 검정색 니커보커스이고 모자는 겨울에
는 검정색 중절모이고 여름에는 밀짚으로 만
든 중절모이다.

피항소인의 ‘후퉁유람’ 서비스의 주요 노선은 베이하이 후문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주로 중구러우(钟鼓楼), 인딩차오(银锭桥), 궁왕푸(恭王府), 쓰허위안(四合院)의 거주
민 집 등이다.
1994. 10. 부터 2000. 12. 사이에 국내외 각 신문, 잡지에서 피항소인의 ‘후퉁유
람’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보도하였다. 그 중에는 《인민일보》（해외편）, 《중국 여
행신문》, 《중국일보》, 《베이징일보》, 《베이징 여행신문》, 《베이징 조간신
문》, 《베이징 석간신문》, 《남방 주말》, 《싱가폴 석간신문》, 《문회보》, 《베
이징 청년신문》 등이 포함된다.
항소인(1심 피고)은 1999. 3. 설립된 회사로 경영범위에는 ‘후퉁유람’ 서비스가 포
함된다. 1999. 4. 4. 항소인은 인력거 20대를 구매하였다. 1999. 4. 6. 선눙국제여행
사(神农国际旅行社)의 FTC—0402 덴마크팀이 항소인의 ‘후퉁유람’ 서비스를 받았고
참가인수는 38명, 가격은 1인당 180위안이었다.
항소인이 대외로 배포한 후퉁유람 홍보자료에서 인딩차오(银锭桥) 관광지에 대한
안내 도면에는 피항소인의 인력거 행열이 이 다리를 건널 때의 사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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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퉁유람’으로 번역된다.

64)

‘후퉁으로 가자’로 번역된다.

분류코드 : D2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자신의 지명 서비스의 특유 장식을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2. 3. 19.

(2002)고민종자제84호

원고 승

2001.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2.

부정경쟁행위/손해배상

(2001)일중지초자제23호

원고 승

2002.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인력거외관 및 인력거꾼 옷장식과 유사한 인력거 및 인력거꾼 복
장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손실 8만 위안을 배상하라.
3. 원고의 기타청구는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원고의 ‘후퉁유람’은 베이징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공중에
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지명 서비스로 인정해야 한다.
원고는 ‘후퉁유람’ 서비스를 위해 인력거 외관과 인력거꾼의 유니폼을 설계하였
는데 그 인력거의 외관은 동일한 후퉁 유람 서비스에 사용되는 일반 인력거의 외관
과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원고가 설계한 인력거 외관과 인력거꾼의 유니폼이 원고만
이 가진 특유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이 인력거 외관과 종업원의 유니폼은 원고가
제공하는 ‘후퉁유람’ 서비스와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서비스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 서비스의 특유 장식에 속한다. 피고가 원고
와 동일한 후퉁 유람 서비스에 종사할 때 사용한 인력거의 외관 및 인력거꾼의 옷차
림은 차체의 색상과 종업원의 옷차림 및 이로부터 형성된 전체적인 풍격 등 면에서
모두 원고에게만 특유한 인력거 외관, 종업원의 유니폼과 유사하며 나아가 피고가
배포한 홍보재료에는 원고의 인력거 행열이 인딩차오를 지날 때의 사진이 사용되었
다. 후퉁 유람 서비스에 있어서 특정의 인력거 외관과 종업원의 유니폼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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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함에 있어서 식별 기능을 한다. 원
고의 인력거 외관 및 인력거꾼의 유니폼은 지명 서비스의 특유장식에 속하므로 소비
자가 이 서비스 장식에 대하여 이미 특정 인상을 형성한 상황에서 피고의 행위는 소
비자로 하여금 피고의 서비스와 원고의 서비스를 혼동하거나 양자의 서비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고의 서비스와 동일한 품
질과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소비자의 서비스 선
택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 장식의 지명도와 영향력
을 위해 진행한 노력을 무상으로 점유한 것으로 된다.
<쟁점2에 대하여>
또한 피고의 사용행위는 피항소인 서비스의 특유 장식의 식별력을 저하시켰는바
이 역시 원고의 권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것과 유사한 인력거
외관 및 인력거꾼의 유니폼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므로 상응한 법
률 책임을 져야 하며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
는 양자가 유사하지 않다고 항변하였으나 항변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
하지 않는다.
<쟁점3에 대하여>
원고의 ‘후퉁유람’ 서비스의 각 노선 및 경로의 중요 관광지는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것으로 원고가 이러한 노선 및 관광지를 선택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사용을 금지
하는 독점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후퉁 유람 서비스에서 자신과
동일한 노선 및 관광지를 참관 내용으로 선택한 것이 부정당 경쟁을 구성한다는 원
고의 주장은 인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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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파리웨딩드레스촬영유한공사(北京巴黎婚纱摄影有限公司)
vs 베이징미란춘톈웨딩드레스사진관(米兰春天婚纱影楼)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1; D3

079

사건번호

(2000)일중지초자제76호((2000)一中知初字第76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베이징파리웨딩드레스촬영

원고

유한공사
(北京巴黎婚纱摄影有限公司)

피 고

소송결과

관련 규정

베이징미란춘톈웨딩드레스사진관
(北京米兰春天婚纱影楼)

청구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신리변호사사무소
(信利律师事务所)
한웨이(韩巍), 양나이궈(杨乃国)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옌뤄메이(阎若梅)，
푸리위안(傅李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5. 10. 24.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3호
《광고법》 제25조, 제47조 제4호

쟁 점
▪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명칭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광고에 돌출하게 사
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가?
▪ 전체 기업명칭 가운데 상호는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호의 ‘기업명칭’에
해당하는가?

적극

한정 적극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호의 ‘지명상품’의 지역적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사용표장

巴黎婚纱原店经理吴骏、薇薇新娘原店经理赵
永裕共同主持

인용표장

巴黎婚纱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원고의 명칭은 베이징파리웨딩드레스촬영유한공사
이며 1994. 5. 설립되었고 경영범위는 웨딩드레스 촬영 및 미용 관련 서비스이다.
1999. 11. 원고는 피고의 시단(西单) 지점과 첸먼(前门) 지점 문앞의 간판 광고를
촬영했다. 이 광고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글씨로 ‘台湾企业家协会协助，非以营利为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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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目的， 照顾广大的薪资顾客 (타이완기업가협회가 협찬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광범위한 샐러리맨을 우대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아래 부분에는 미술체로 ‘米
兰春天婚纱摄影’이 쓰여 있었고, 그 중 ‘米兰春天’글자는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로
쓰여 있었으며 아래 부분에 ‘巴黎婚纱原店经理吴骏、薇薇新娘原店经理赵永裕共同主
持(파리웨딩드레스 본점 매니저 우쥔, 웨이웨이신부 본점 매니저 자오융위 공동주
관)’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 중 ‘巴黎婚纱’ 및 ‘薇薇新娘’는 나란히 배치되고 글자가
비교적 크다. 광고 중 ‘米兰春天’의 버금으로 큰 글자로 된 ‘巴黎婚纱’의 바로 아래
에 고딕체의 작은 글씨로 ‘原店经理吴骏’(본점 매니저 우쥔)이 표시되어 있었고, ‘薇
薇新娘’ 아래에는 고딕체의 작은 글씨로‘原店经理赵永裕’ (본점 매니저 자오융위)
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 두 부분은 그 중간의 ‘共同主持’(공동 주관)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광고 하부에는 1행의 작은 글씨로 ’台湾企业家协助薪资阶层价、最高价位1680
元、最低价位980元(타이완기업가의 샐러리맨에 대한 협찬가, 최고 1,680위안, 최저
980위안)’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쥔은 타이완 출신의 사진사이며, 원래 원고 회사에서 매니저 직을 담당하였다.
1998년 우쥔이 원고 회사에서 이직한 후 현재 피고 회사에서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1999년 및 2000년에 원고가 지출한 광고비용은 모
두2,341,646.66위안이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는 또한 피고의 광고 중에 ‘台湾企业家协会协助(타이완기업가협
회협찬)’는 허위 광고이며, 광고 중의 가격을 비교한 내용은 광고법 규정을 위반하였
으므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위 광고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소송경과
2000.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0. 6. 20.

부정경쟁행위

(2000)일중지초자제76호

원고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精品购物指南(명품 쇼핑 가이드라
인)》신문에 자신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개 사죄하라. 사죄 내용은
본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원은 본 판결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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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원고의 경제손실 1만 위안을 배상하라.
4.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년부터 베이징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일정한 광고 홍보 활동도
진행하였다. 베이징 지역의 웨딩드레스 촬영 업계에서 원고는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
고 있으므로 그 서비스는 지명상품에 속한다.
원고의 전체 명칭은 ‘北京巴黎婚纱摄影有限公司(베이징파리웨딩드레스촬영유한공
사)’이며, 그 중 ‘巴黎婚纱’는 원고의 기업명칭 중 가장 돌출된 부분에 위치하며 원고
명칭 중 가장 뚜렷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에 속한다. 베이징 지역에서 원고를 알고
있는 일반 소비자에게 있어서 웨딩드레스 촬영 서비스업에서‘巴黎婚纱’는 원고를
대표하는 것이다. 피고는 전국 각지에 ‘巴黎婚纱’를 기업명칭으로 하는 촬영기업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베이징 지역에 ‘巴黎婚纱’ 명칭을 사용하고 원고와 동
일 수준의 지명도를 가진 촬영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본 사건
의 침해행위 지역은 베이징이므로 공중이 ‘巴黎婚纱’가 원고를 나타낸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베이징 지역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 지역에서 ‘巴黎婚纱’는 웨딩드레스 촬영기업의 명칭으로서는 원고만 가
지고 있는 특유의 명칭이다.
피고는 간판 광고 및 신문 광고에 ‘巴黎婚纱原店经理(或原巴黎婚纱店经理)吴骏’,
‘主持’와 같이 피고 업무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 용어는 비록 우쥔의 경력에 대한 기술이
지만 피고의 광고에서 이 용어의 기능은 단지 우쥔의 경력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
라 우쥔이 과거에 원고 회사에서 매니저를 담당했다는 신분을 특출하게 나타내어 공
중으로 하여금 그 신분이 원고의 관리 수준, 업무 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대표한 것
으로 인식하게 한다. 피고의 광고 용어는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와 같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며 또한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가 업무, 관
리 또는 종속관계 면에서 원고와 특정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원고의 서비스가 지명상품에 속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자연히 피고의 경영에
유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우쥔이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던 동안에 그 자체가
창조한 경영 실적은 비록 개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채용자로서 우
쥔의 경영 실적으로 인해 원고가 쌓은 상업적인 신용과 명성은 원고가 가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상기 광고 용어를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상업적인 명성을 무상으로
점유한 것으로서 공정 및 성실 신용의 경영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광고법》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광고에 사용한 행위
는 침해를 구성한다. 원고의 특유 명칭은 상기 규정에 따르는 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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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광고에 원고의 명칭을 사용하였는
데 그 행위도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광고주
로서 원고에 대해 상응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현실에서 개인의 경력을 소개할 때 다른 기업의 명칭을 사용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용 방식 및 다른 기업의 권익에 손
해를 주는지 등의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상업 광고
에 원고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명칭은 피고의 간판 광고에서 비교적 뚜렷한
위치에 표시되었다. 피고와 원고 또한 모두 웨딩드레스 촬영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갖는 경영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사용 행위는 객관적
으로 원고의 권익에 일정한 손해를 초래하므로 침해행위에 속한다.
원고는 피고의 광고 내용이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내용이 허위 내용이
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 광고
중 가격은 원고와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광고에 원고의 명칭
‘巴黎婚纱’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
였다. 피고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하고 법에 따라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공개 사죄 및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한 배상액에 대하여 유효한 증거를 제출
하지 않았고 피고의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손해 또한 한정적이므로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배상액에 대하여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본 법
원이 사정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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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韩国韩信机械工业株式会社)
vs 칭다오쥐싱기계유한공사(青岛巨星机械有限公司)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D3

176

사건번호

(2002)청민삼초자제6호((2002)青民三初字第6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피고

한국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대리기구

(韩国韩信机械工业株式会社)

대리인

칭다오쥐싱기계유한공사

대리기구

(青岛巨星机械有限公司)

소송결과

청구 기각

관련법령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3호

2심 사건

대리인
판결법원

산둥훙리변호사사무소
(山东弘力律师事务所)
탕궈쥐(唐国巨)
산둥장허하이변호사사무소
(山东江河海律师事务所)
위하이타오(于海涛)
산둥성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
2002. 12. 19. 선고

176

D3

사건번호

(2003)로민삼종자제20호((2003)鲁民三终字第20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원고)

한국한신기계공업주식회사
(韩国韩信机械工业株式会社)

피항소인

칭다오쥐싱기계유한공사

(1심 피고)

(青岛巨星机械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산둥원캉변호사사무소
(山东文康律师事务所)
퍄오광셴(朴光先);
순팡룽(孙芳龙)
산둥장허하이변호사사무소
(山东江河海律师事务所)
위하이타오(于海涛)
산둥성고급인민법원/
2003. 6. 6.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5조 제3호
2002. 12. 29.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한국에 등록한 기업명칭은 중국에서 기업명칭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 한국에 등록한 기업명칭이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상 기업명칭권으로 보호되려
면 중국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가?

적극
적극

▪ 원고의 韩信 상호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칭다오 지역의 한국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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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피고가 韩信 상호를 칭다오 지역에서 사용한 것은 원고의 기업명칭권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

적극

1. 사실관계
사용상호

인용상호

사용상호1

HANSHIN

인용상호1

HANSHIN

사용상호2

韩信

인용상호2

韩信

<원심 조사 사실>
원고는 HANSHIN MACHINERY CO. LTD 을 영문명칭으로 사용하는 한국 회사이
며 한국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韩信’을 기업명칭으로 사용하는 회사이며,
한국진흥회 회원기업중 압축기 생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韩信’을 기업명칭으로 사
용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또한 한국에 ‘HANSHIN’을 상표로 등록하였다. 1997년부
터 원고는 홍콩에 자신이 생산한 공기압축기를 수출하였다. 2001. 4. 1. 중국 칭다오
에 한신컴푸라이샤기계유한공사(韩信肯普来瑕有限公司)가 설립되었고 법정 대표는
원고의 법정 대표인 최영민이다.
칭다오쥐싱기계유한공사(青岛巨星机械有限公司，이하 ‘피고’)는 한국독자기업으로서
공기압축기를 생산한다. 2001년, 피고는 칭다오 지역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青岛导
游(칭다오 가이드)》제 6, 9, 10기 및《实业21(사업21)》, 《EASY》에 공기압축기
판매광고를 게재하였다. 《青岛导游(칭다오 가이드)》에 게재된 광고내용은 ‘HANSHIN
韩信空压机！！获得了实用新型专利，现在正在中国青岛巨星机械生产,
HANSHIN

巨星公司’65)이고,

《实业21(사업21)》,

《EASY》에

게재된

销售……
광고내용은

‘HANSHIN巨星压缩机作为韩信压缩机在青岛的新的事业，获得了实用新型专利，……巨星
公司’66) 이다. 상기 광고에 첨부된 피고의 공기압축기 사진을 보면 제품에 영문 기업

65)

‘HANSHIN 한신공기압축기! ! 실용신안권을 획득하였고 현재 중국 칭다오쥐싱기계가 생산하고 판매한
다… HANSHIN 쥐싱공사’로 번역된다.

66)

‘HANSHIN 쥐싱 압축기는 한신 압축기가 칭다오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이며, 실용신안권을 획득하
였다.… 쥐싱공사’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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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KEOSUNG(巨星)’ 이 표시되었다. 피고는 또한 자신의 공기압축기의 홍보 사
진에 영문명칭 ‘HANSHIN’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기업명칭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소
를 제기하였다.
1999. 8. 26. 피고는 상표국에 ‘韩信‘과 ‘HANSHIN’ 변형 영문문자로 이루어진 상
표를 출원하였으나 본 사건의 심리기간에 아직 등록 받지 못하였다.
한국에 등록한 기업 가운데 여러 기업이 ‘韩信’ 기업명칭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법
정 대표인 민덕현(闵德铉)도 한국에 ‘韩信空压机械(한신공압기계)’라는 기업명칭을
등록하고 공기압축기의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2. 소송경과

2003.

산둥성고급인민법원
(2003)로민삼종자제20호

2003. 6. 6.
항소 인용
(원고 승)

2002.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

2002. 12. 19.

부정경쟁행위

(2002)청민삼초자제6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기업명칭은 기업과 기업을 서로 구분하는 현저한 표시이다. 원고는 한국에 등록한
기업으로 ‘韩信机械工业株式会社’ (HANSHIN MACHINERY CO. LTD) 기업명칭을
적법하게 획득하였으며 ‘韩信’은 기업명칭에서 가장 식별력을 가진 부분이므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다. 원고는 비록 중국에 기업명칭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가입한 파리협약에 따라 원고의 기업명칭권은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
를 받는다.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기업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된다. 따라서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기업명칭권
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전제 조건은 피고의 행위가 관련 공중의 오인 혼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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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지이고 타인의 오인을 일으키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공중의 범위 및 원
고의 기업명칭이 그 범위 내에서 식별력과 주지성을 구비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
다. 본 사건에서 제소된 침해행위는 피고가 칭다오 지역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한글
판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한 행위이다. 따라서 관련 공중의 범위는 상기 지역에서 상
기 간행물을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공기압축기를 생산공구로 사용하는 공중으
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여러 기업이 ‘韩信’을 기업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韩信’은 한국에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의 상장사 및 공기압축기의 제조업체가운데서 원고는 유일하게 ‘韩信’을
기업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기압축기를 생산하는 기
업 가운데서 원고의 기업명칭은 일정한 정도로 식별력 및 주지성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명칭권은 지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고의 기업명칭이 한국에서 식별력
및 주지성을 구비하더라도 중국에서 본 사건에 관련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별
력 및 주지성을 구비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기업명칭권이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 기업명칭이 본 사건과 관련된
지역에서 식별력을 구비하고 관련 공중에게 일정한 주지성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중국 홍콩에 제품을 수출한 기록을 제출하였지만 이 증거는 원고의 제품이
본 사건과 관련된 지역에서 판매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칭다오 한신
컴퓨터라이샤기계유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광고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투자한
기업이 중국에서 공기압축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지만 이러한 증거
로는 상기 기업이 본 사건과 관련된 지역에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상기 지역에서 자신의 기업명칭 또는 제품에 대하여 홍보하였
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기업명칭이 칭다오 지역에서 관련공중
에게 있어서 식별력 및 주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
고의 광고선전행위가 상품이 출처에 대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青岛导游(칭다오가이드)》,《实业
21(사업21)》,《EASY》등에서 자사의 공기압축기 광고에 ‘HANSHIN’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3. 피고는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青岛导游(칭다오가이드)》,《实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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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업21)》,《EASY》성명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영향을 제거하라.
4. 피고는 원고의 경제손실 3만 위안을 배상하고, 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내
에 지불하라.
.
4.1. 2심 쟁점에 대한 판단
중문 ‘韩信株式会社’와 영문 ‘HANSHIN MACHINERY CO. LTD’는 항소인(1심 원
고)이 한국에서 등록한 기업명칭이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파리협약의 회원국이므로
항소인(1심 원고)의 기업명칭은 《민법통칙》, 《반부정당경쟁법》등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기업명칭은 서로 다른 시장 주체를 구분하는 표시이며, 그 중 상호는 서로
다른 기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상호와 기업의 상업적
신용,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강한 광고 효과와 영향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기업명칭권 보호의 핵심은 그 상호에 대한 보호이다. 타인이 부당
하게 상호를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
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며 법적으로 금지한다. ‘HANSHIN’은 원고의 영문상호이므
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항소인(1심 원고)는 한국에서 수년간 ‘HANSHIN’ 상
호와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한국 국내 상장사 가운에서 유일하게 ‘韩信(HANSHIN)’
을 상호로 사용한 회사이다. 공기압축기를 생산하는 기업가운에서 항소인(1심 원고)
만이 ‘韩信(HANSHIN)’ 상호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HANSHIN’과 항소인(1심 원고)
의 공기압축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HANSHIN’은 항소인(1심 원고)의 상호이며
한국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HANSHIN’은 항소인(1심 원고)가
한국에 등록한 상표이므로 공기압축기 제품에 ‘HANSHIN’를 사용할 권리는 항소인
(1심 원고)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HANSHIN’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일성은 항소인(1심 원고)에게 있다. ‘HANSHIN’은 한
국에서 지명도 및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HANSHIN’이 표시된 공기압축기는 항소인
또는 항소인이 투자한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칭다오 지역의 한국투자기업은 인력과 경영 등 면에서 한국시장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HANSHIN’이 한국에서 획득한 주지성은 자연히 칭다오 지역의 한국투자
기업 사이에서의 주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칭다오의 많은 한국기업은 항소인(1
심 원고)의 HANSHIN압축기를 익숙히 알고 있고 구매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HANSHIN 기업명칭이 칭다오 한국기업 가운데서 일정한 주지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항소인(1심

피고)는

간행물에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였고

‘HANSHIN’는 문구를 돌출하게 사용하였다. 간행물의 독자는 주로 칭다오 지역의 한
국기업이다. 이 지역의 한국기업에 있어서 ‘HANSHIN’과 항소인(1심 원고)가 생산한
공기압축기의 주지성으로 인하여 ‘HANSHIN’이라고 표시된 공기압축기가 항소인(1
심 원고) 또는 항소인이 투자한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피항소인(1심
피고)의 대표자는 한국에서 항소인(1심 원고)의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적이 있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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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HANSHIN’이 한국에서 향유하고 있는 주지성에 대하여 명백히 알 것이다. 피항
소인(1심 피고)가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압축기를 생산한 후 칭다오 지역에
서 발행되는 한글판 간행물에 ‘HANSHIN’을 돌출하게 사용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한
목적은 제품의 출처에 대한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항소인(1심 원고)
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볼 때 피항소인(1심 피고)의 행위는 이미 칭다오 지역의 일부
한국기업의 오인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항소인(1심 피고)의 행위는 항
소인(1심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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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바이성경공업발전유한공사(北京百盛轻工发展有限公司)
vs 베이징바이성건축재료그룹(北京百盛建材集团) 부정경쟁사건
1심 사건

D1; D3

021

사건번호

(2001)일중지초자제259호((2001)一中知初字第259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원고

베이징바이성경공업발전유한공사
(北京百盛轻工发展有限公司)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바이성건축재료그룹

대리기구

(北京百盛建材集团)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둥룬변호사사무소
(北京市东润律师事务所)
위안메이(袁梅), 리쥔(李军)
베이징시파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法大律师事务所)
위징보(余景博), 판펀서(范分社)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2. 3. 20.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2심 사건

021

D1; D3

사건번호

(2002)고민종자제441호((2002)高民终字第441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1심 판결일자

베이징바이성경공업발전유한공사
(北京百盛轻工发展有限公司)

베이징바이성건축재료그룹
(北京百盛建材集团)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수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纾绎律师事务所)
천제(陈洁), 후톄(胡铁)
베이징시파다변호사사무소
(北京市法大律师事务所)
위징보(余景博), 판펑서(范分社)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2. 8. 27. 선고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2002. 3. 20.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두 기업명칭의 충돌에 기인하는 분쟁에서 두 기업이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여야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소극

▪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
가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기업명칭 또는 상호가
공중의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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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용상호

인용상호

北京百盛建材集团

北京百盛轻工发展有限公司

<2심 조사 사실>
원고는 1993. 10. 설립되었고 쇼핑센터 및 오피스빌딩의 대여, 관리 및 전시판매;
객실, 식당, 칼라 인화, 미용, 오락시설, 헬스클럽, 상무서비스센터, 쇼핑센터, 배송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1994. 3. 원고
에 소속되고 소매업에 종사하는 바이성쇼핑센터(百盛购物中心)가 개업하였고 원고는
대중매체를 통해 바이성쇼핑센터에 대한 광고활동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1995. 4. 26. 설립되었고 주로 건축재료제조(시멘트 불포함), 건축재료판매
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피고의 기업명칭은 1995. 1. 4. 등록되었다. 1999년 피고의
‘百兴’브랜드 섬유보강 규산칼슘판은 건설부에 의해 1999년의 주택건설추천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공장건물 담벽, 공장건물 지붕에 ‘北京百盛建材集团’문구를 표시했
으나, ‘百盛’ 두 글자를 대외 홍보 및 제품 판매에 단독으로 사용한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원고가 본 소송을 위해 지출한 조사 비용은 160위안이다.

2. 소송경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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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2)고민종자제441호

2002. 8. 27.
항소 기각
(원고 패)

2001.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2. 3. 20.

부정경쟁행위

(2001)일중지초자제259호

원고 패

분류코드 : D3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잇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각자의 기업명칭을 등록하였으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기업명칭권을 향유하며, 타인이 자신의 기업
명칭을 도용 또는 모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가 표시한 ‘北京百盛建
材集团’은 피고의 완전한 기업명칭이므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
의 기업명칭 등록은 원고의 기업명칭에 대한 도용 또는 모방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
고가 주관하는 바이성쇼핑센터는 피고의 기업명칭이 등록된 시점에 이미 베이징지역
소매업계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크고, 베이징지역의 공중 가운데서 일
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양 당사자가 종사하는 업종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다르므로 양 당사자의 경영장
소, 소비대상, 경영방법은 모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원
고는 피고의 기업명칭이 공중의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하
나 원고는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기업명칭이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기업명칭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당사자는 기업명칭등록주관기관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구성여부와 부정경
쟁행위 구성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항소인(1심 원고)의 기업명칭은 공상행정
관리국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되었고 항소인은 자신의 기업명칭 및 상호 ‘百盛’에 대
해 등록범위내에서 독점권을 가지며 청구권을 가진다.
피항소인의 기업명칭도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피항소인의 자신의 기업명칭에 대
해 독점권을 가진다.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시장거래에 있어서 자발적 의지, 평등, 공
정,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경영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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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명칭과 기업명
칭, 기업명칭과 상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실 신용, 선권리자의 합법적 이익 보호와 혼동 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련기업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하는지, 동일 업종에 종사
하는지는 부정경쟁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혼동 또는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명칭을 전체로서만
보호해서는 안된다. 기업명칭의 상호는 서로 다른 시장 주체를 식별하는 핵심부분이
며 상호가 동일 또는 유사해도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항소인은 피
항소인의 기업명칭 또는 상호가 공중의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에 대
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1심 원고)과 피항소인(1심 피고)이 생
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로 연관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항소인은 자신의 기업명칭 또는 상호의 식별력과 지명도(기업의 규모, 광고홍보를
포함), 그리고 피항소인의 기업명칭 또는 상호가 공중의 혼동을 실제로 일으켰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항소인
이 제출한 증거로써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항소인의 항
소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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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훙허광밍주식유한공사(云南红河光明股份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1심 사건

F10.2

050

사건번호

(2002)일중행초자제508호((2002)一中行初字第508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윈난훙허광밍주식유한공사
(云南红河光明股份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피 고

제3자

소송결과
관련 규정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쉬후이(徐晖); 천빙(陈秉)
상표평심위원회
리시아오리(李晓力);
창바오칭(臧宝清)

지난훙허음료제제경영부
(济南红河饮料制剂经营部)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2.12. 선고

《상표법》제10조 제2항

2심 사건

F10.2

050

사건번호

(2003)고행종자제65호((2003)高行终字第65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통하오린변호사사무소

항소인
(1심 원고)

윈난훙허광밍주식유한공사

대리기구

(云南红河光明股份有限公司)

(1심 원고)

제3자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더허정변호사사무소
(德和政律师事务所)

대리인

피항소인

(同昊林律师事务所)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톈위안하오(田元昊)
덩진송(邓劲松)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
리시아오리(李晓力)
쉐홍션(薛红深)

지난훙허음료제재경영부
(济南红河饮料制剂经营部)
항소 기각

판결법원

최고인민법원/
2003.7.8. 선고

《상표법》제10조 제2항
2003.2.12

1심 승패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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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등록상표 ‘红河’는 중국의 현급 이상의 지명에 속한다. 이때 ‘红河’가 베트남의
강의 이름이기도 한 경우 ‘红河’는 상표법 제10조 제2항의 “지명에 다른 함의가

적극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중국의 관련 공중이 ‘红河’라는 강이 베트남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실제로
‘红河’라는 강이 베트남에 실재하지 않아도 ‘红河’는 상표법 제10조 제2항의 “지

적극

명에 다른 함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022719)

<원심 법원의 인정 사실>
제1022719호 ‘红河’상표(이하 인용상표)는 다싱안링베이치션보건품유한공사(大兴
安岭北奇神保健品有限公司)가 맥주, 음료제제를 상품으로 지정하여1995. 12. 4.에
출원한 것이며 1997. 6. 7.에 등록되었으며, 2000. 11. 28. 해당 상표는 상표국의
등록공고를 거쳐 지난훙허음료제제경영부(이하 제3자)에 양도되었다. 윈난훙허광밍주
식유한공사(云南红河光明股份有限公司, 이하 ‘원고’) 는 2001. 8. 13.에 상표평심위
원회에 인용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표가 현(縣)급 이상의 행정구획 지명에 해당한다.
(2) ‘红河’는 현(縣)급 이상의 행정구획 지명 이외의 기타 내포된 뜻이 없다.
(3) 해당 상표의 양도는 부당하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상하이사전출판사가 출판한 《사해(辞
海)》의 1,147페이지는 ‘红河’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 현(縣)명, 윈난성
훙허하니족이족자치구(云南省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의 서남부,······ (2) 타오장(滔江)
이라고도 부른다. 중국 윈난성 서부 중국 내 명칭은 위안장(元江)이며, 하구를 지나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가고, 훙허(红河)라고 부른다. 중국지도출판사가 편제한

《세

계지도책》제12페이지와 중국지도출판사가 편제한 《중국지도책》72페이지에도 베
트남 내에 ‘红河’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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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평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상기 3부의 증거에 의거하여 ‘红河’가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이고, 자연지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강의 명칭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급 이상의 행정 구역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2002〕제17호
재정을 내렸다.
〔2002〕제17호 재정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1022719호 ‘紅河’상표등록에대
해 원고가 제기한 무효심판에 대해 내린 재정이다. 원고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
〔2002〕제17호《제10227199호 ‘红河’와 관련된 상표분쟁 재정서》에 불복하여 본
원에 소를 제기했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03.7.8

(2003)고행종자제65호

원고 패(청구인 패)

2002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3.2.12

재정취소소송(상표 무효)

(2002)일중행초자제508호

원고 패(청구인 패)

2003.

2001. 8. 13
상표등록 제10227199호
‘红河’ 상표 무효심판

상평자[2002]제17호

청구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2002〕제17호《제10227199호 ‘红河’와 관련된
상표분쟁 재정서》를 지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제1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거나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로서 이미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 심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중국 윈난성에 윈난성훙허하니족이족자치구(云南省红河哈尼族彝族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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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州)와 훙허현(红河县)이 존재하며 ‘红河’는 현급이상의 행정구획 지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건 처리의 관건은 ‘红河’가 지명 이외의 다른 함의를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함의는 지명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红河’가
명확하고, 대중이 알고 있는 다른 뜻 혹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서 인정된 다른 용어
를 가리킨다. 피고가 제출한 《사해(辞海)》, 《세계지도책》, 《중국지도책》은 모두
중국의 권위있는 공개 출판물로 베트남 내에 ‘红河’라는 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따라서 ‘红河’는 지명 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베트남 내에 ‘红河’가 존재하지 않으며, ‘红河’가 다른 뜻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은 지명이 다른 뜻을 같기만 하면 등록될 수 있고, 그 다른 뜻이 어떤
사물의 정식 명칭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红河’는 베트남 내의 어떤
강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해도 대중이 ‘红河’라고 부르는 강이 있다는 인식만 있으
면 ‘红河’는 행정구획 지명 이외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중문에
서 ‘红河’는 ‘붉은 강’이라는 흔한 뜻을 가지고 있어 대중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红河’가 지명과는 구별이 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표의 표시성 효과가
있으며, 상표법이 요구하는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 이외의 다른 뜻을 갖고 있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상소 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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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리전(林丽贞)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행정사건
1심 사건

F10.1; F10.2

028

사건번호

(2003)일중행초자제559호((2003)一中行初字第559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대리기구

린리전

대리인

(林丽贞)
상표평심위원회

대리기구
대리인

제3자 1

상하이융허대왕음식유한공사

대리기구

(상표권자)

(上海永和大王餐饮有限公司)

대리인

제3자 2
(상표권자)

스지투자유한공사
(世纪投资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4. 3. 16. 선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쟁 점
▪ 이 사건 등록상표 ‘永和大王 및 도형’에서 ‘永和’가 현급 이상의 지명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이때 ‘永和’가 중국 사전상의 어휘로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

‘永和’라는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이 사건 등록상표 ‘永和大王 및 도형’이 비록 ‘永和’라는 지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명 ‘永和’와는 구별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법》 제10조 제2항의

소극

‘지명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이 사건 등록상표 ‘永和大王 및 도형’ 가운데 ‘大王’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
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

소극

장’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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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115146)

<법원의 인정 사실>
계쟁상표 ‘永和大王 및 도형’은 1996. 9. 12. 에 출원한 상표로서 출원인은 본 사
건

제3자1인

상하이융허두유대왕음식유한공사(上海永和豆酱大王餐饮有限公司)이다.

계쟁상표는 1997. 9. 28. 등록 공고되었고 등록번호는 제1115146호이며 지정 서비
스업은 제42류의 음식점, 스낵음식점업이다. 계쟁상표는 문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졌으
며 흰색 글꼴의 ‘永和大王’ 네 글자가 검정색 원형 중심에 위치하고, 이 원형 우측으
로부터 굵기가 서로 다르고 검정색으로 된 복수의 가로 평행선이 뻗은 형상을 이루
고 있다. 1998. 8. 28. 상표국의 승인을 거쳐 계쟁상표는 본 사건 제3자2에게 양도
되었다.
1998. 7. 24. 원고 등 9명은 계쟁상표의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청구
를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永和’는 타이완 타이베이 근처의 도시의 명칭으로 두유 음식으로 이름있다. ‘永和’
는 타이완 특히 타이베이에서 이미 매우 널리 사용되는 상호 명칭이다.
2. 계쟁상표에 ‘大王’ 2글자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표권자는 타이완에서
‘永和’두유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데도 대륙에 ‘永和大王’상표를 등록한 것은 자신을
과장하고 동종 업체를 비하하는 기망성 홍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
라서 계쟁상표의 등록을 허락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3.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永和’와 같이 타이완에서 공중에게 알려지고 또한 산시
성의 한 현급 행정구역의 명칭이기도 한 지명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계쟁상표의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시 정확하게 상표 등록한 도형 및 문자의 조합
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쟁상표는 상표법상의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은 상표로 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과 상표는 ‘과장된 홍보 및 기망성을 가진’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상표등록은 부당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원고 등은 증거 7건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들 증거에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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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永和豆酱의 사용 현황 사진(증거4); 타이완의 일부 ‘永和豆酱大王’ 매점의 명함(증
거5); 타이완 ‘永和豆酱’의 일부 홍보 광고 및 ‘永和’시 지도(증거6)가 있다.
상기 3건의 증거는 모두 ‘永和豆酱’이 보통명칭이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이용하였다.
제3자1은 원고 등의 무효심판 청구에 답변하였고 증거 8건을 제출하였다. 그 중
증거3은 ‘永和大王’ 두유 특색에 관한 광고 재료이고, 증거4는 ‘永和大王’ 중국식 스
낵 메뉴이다. 이 두 증거는 제3자1이 경영하는 상품의 특색을 증명하였다. 증거5는
신문 스크랩 사본으로 ‘永和大王’ 중식 스낵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보여주었고, 증
거6은 상하이, 베이징 등 10여개 대도시의 ‘永和大王’ 체인점 사진 및 지사 리스트이
고, 증거7은 융허그룹유한공사(永和集团有限公司)의 간략한 소개이며, 증거8은 융허
그룹유한공사(永和集团有限公司)의 1997년도 납세 보고서이다. 상기 4건의 증거는
모두 회사 규모, 역량 및 지명도를 입증하는데 이용하였다.
제3자2는 답변 의견을 추가하였으며 ‘永和’ 문자를 포함한 등록상표 리스트를 제출
하여 ‘永和’가 두유 원산지의 특별한 지리적 표시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했고 지역성
상표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2003. 5. 27. ，피고는 〔2003〕제0951호 재정을 하였다.
피고의 (2003)제0951호 재정 내용:
원고 등은 증거를 제출하여 ‘永和豆酱’ 용어가 타이완에서 일부 중식 스낵업체에
의해 기업명칭의 구성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永和豆酱’ 문자를 포함한 스
낵 음식점은 일정 정도 소비자에게 특정 맛을 가진 중식 디저트, 두유로 된 중식 스
낵을 경영함을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기 증거는 ‘永和’가 이러한
중식 스낵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3자1이 타이완
에서 ‘永和豆酱’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대륙에 현저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상표를
등록한 행위에 기망성이 있으며 계쟁상표를 무효화하여야 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쟁상표는 문자, 도형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문자 부분은
‘永和’와 ‘大王’ 두 단어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계쟁상표는 현급 이상의 행
정구역 명칭인 ‘永和’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永和豆酱’
문자와 비교할 때 일정하게 구별되며, ‘永和大王’ 단어는 제3자1이 먼저 대륙에서 홍
보 및 사용하였고 이미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표시로 인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상표의 기능을 이미 발휘하였고, 상표가 가져야
하는 식별력을 구비하였다. 또한 상표법에 따르면 독창성은 상표 등록의 요건이 아
니다. 원고 등은 계쟁상표가 특정 중식 스낵의 보통명칭이고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으로 독창성과 식별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쟁상표의 ‘大王’ 단어는 비록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이 훌륭함을 암시하나 계쟁상표의 등록 및 사용은 시장에서 과장 홍보 및 기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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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계
쟁상표의 ‘大王’ 단어가 동종 업체를 비하하고 과장 홍보하였으며 기망성이 있다고
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등이 제3자1이 등록 상표를 바꾸어 사용하였
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본 사건 심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
로 고려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
3자1이 등록하고 현재는 제3자2에게 양도된 제1115146호 ‘永和大王 및 도형’상표에
대한 원고 등의 무효심판청구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계쟁상표의 등록을 유지
한다.
원고는 피고의 재정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계쟁상표에서 실제로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은 ‘永和’ 두 글자이고 ‘大王’ 두 글자
는 상업적 용도로서 단지 품질을 표시하는 칭호이다. 계쟁상표의 식별력 부분은 그
어떤 실질적인 식별 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장 홍보 및 기망성을 띠고 있다. 그
리고 ‘永和’는 산시와 타이완에서 모두 현급 이상의 지명이고 ‘永和’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조합이 아니며 두유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중식 스낵 서비스업에서 공중
에게 잘 알려진 보통명칭이다. 이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인정은 정확하지 않다.

‘永和

大王’ 상표를 등록한 것은, ‘永和’ 지명과 관련하여 탕만 바꾸고 약은 바꾸지 않은 법
률에 대한 회피 행위이다. 상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행정구역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쟁상표를 무효되어
야 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永和’는 확실히 두유 원산지를 표시하는 특별한 지
리적 표시이다. 두유 음식 서비스는 많은 지방에서 매우 흔한 일이지만 타이완 ‘永
和’시의 두유 음식 문화는 가장 이름 있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의 유구한 역사와 특
별한 맛과 떼어놓을 수 없다. ‘永和豆酱’는 입맛이 매끄럽고 매우 향기로운 지방 이
색 음식으로서 독특한 두유 음식 문화의 대명사이며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리
적 표시이다. 두유 음식 서비스업에 전문 종사하는 제3자1은 이 점을 알지 못할 이
유가 없으므로 제3자1이 ‘永和’라는 이 지리적 표시를 독점하고자 한 악의는 명백한
것이다.

또한 제3자1은 타이완에서 ‘永和豆酱’업에 종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다. 따라서 원고는 상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1이 대륙에서 현저한 지역
성 특징을 가진 상표를 등록한 것에는 기망성이 있으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3) 피고가 제3자1이 제공한 증거에만 의존하여 계쟁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었고 상표의 식별력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고 타당치
않은 것이다. ‘永和豆酱’의 지명도는 주로 ‘永和’의 두유 음식 서비스의 유구한 역사
와 독특한 맛에 의한 것이며 이점에 대한 제3자1의 역할은 아주 작다. 제3자1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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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률을 회피해 악의로 ‘永和’상표권을 취득하여 수대에 걸쳐 ‘永和’라는 지리적 표
시를 위해 노력한 노동 결실을 빼앗은 것으로 서비스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하고 소비자와 동종 업체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2003〕제0951호 재정의 사실 인정이 정확하지 않고 법률 적
용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피고의 주장:
1) ‘永和大王’과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은 서로 다르므로 《상표법》 제10조 규
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계쟁상표는 제3자의 사용을 통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구비하였으며, ‘大王’도 과장 홍보 및 기망성에 따른 나쁜 결과 또는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낳지 않았다.
2) 원고가 제공한 증거는 ‘永和’가 두유 원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임을 증명하
지 못한다.
제3자1과 제3자2의 주장:
계쟁상표는 식별력이 강하여 소비자는 제3자와 기타 경영자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쟁상
표는 ‘永和大王’ 문자, 도형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도형과 문자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었다. 계쟁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인 ‘永和’와 구분
되며, 특히 중식 스낵에 대한 제3자의 몇 년간의 브랜드 홍보와 사용을 거쳐 중식
스낵 선도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원고는 계쟁상표의 식별력 부분이 ‘永和’라고 억단
(臆斷)하고 상표법의 의미를 왜곡하여 ‘大王’ 두 글자가 과장 홍보의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없다. ‘永和’ 또한 두유 원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가 아니
며 두유는 중국에서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어떤 지역 명칭도 특정 두
유 맛과 특징을 대표하는 지리적 표시로 되지 않았다. 제3자가 대륙에서 업무를 개
시하기 전에 ‘永和豆酱’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永和大王’의 성공은 제3자
의 적극적인 보급, 홍보 및 성공적인 경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계쟁상표는 이미 중
식 스낵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구비하였다. 원고가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을 남용하고 제3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준 행위
이다. 따라서 제3자1은 피고 재정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확하므로 이를 유지
할 것을 청구한다.

2. 소송경과
2003. 8. 11.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3)일중행초자제559호

2004. 3. 16.
원고 패
(심판청구인 패)

429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

1998. 7. 24.
상표등록 제1115146호

2003. 5. 27.
상평자[2003]0951호

“永和大王 및 도형” 무효심판

심판청구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피고의 상평자〔2003〕제0951호《제1115146호 ‘永和大王 및 도형’상표에 대한
쟁의 재정서》를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계쟁상표의 등록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永和’는 현급 이상의 지명으로 《상표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
2) 계쟁상표의 ‘大王’ 두 글자는 과장 홍보, 동종 업체를 비하하는 기망성 의미를 가
지고 있다.
3) ‘永和’는 두유 출처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상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
4) 제3자가 실제 사용시 등록상표의 모양을 바꾸었다.
피고는 상기 이유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계쟁상표의 유효를 유지하였다.
아래, 상기 문제에 대한 피고의 판단에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한다.
1) ‘永和’가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으로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상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할 수 없으나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 표장,
업무 표장의 조성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상표로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 상기 조항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지명은 상표 등록의 절대
적인 장애가 아니다. ‘永和’는 비록 산시성의 현급 이상 행정구역 지명이고 타이완에
도 ‘永和’라는 지명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계쟁상표는 ‘永和大王’ 문자와 도형 두 부
분으로 구성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지명으로서의 ‘永和’와 다르고 또한 ‘永和’는 중국
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따라서 계쟁상표가 상표법의 규정을 위반하
지 않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피고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다. 제3자가 상표
무효심판 절차와 본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永和’ 문자를 포함한 등록 상표 리스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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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증명한다.
2) 계쟁상표의 ‘大王’ 두 글자가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장’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단:
계쟁상표 상표권자가 계쟁상표에 ‘大王’ 두 글자를 포함한 것에는 상표권자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함을 표시하고자 한 의도가 확실히 존재한다.
다만 단지 이 점만으로 상표법상의 ‘과장 홍보 및 기망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 또한 계쟁상표의 등록과 사용이 위와 같은 그릇된 결과 또는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쟁상표에 ‘大王’ 두 글
자가 포함하였다 하여 상표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판단은 정확하다.
3) ‘永和’가 두유 출처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로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표장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1) 표장이 특정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하였음을 표시. (2) 당해 지역의 자연적
인 요소와 인문적인 요소가 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을 결정하여
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무효심판 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永和豆酱’이 타이완에서 중
식 스낵기업의 기업명칭 또는 기업명칭의 조성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을 증명할 수 있을 뿐 ‘永和’가 소비자 마음속에 이미 특정 지역을 출처로 하고 특정
맛 또는 기타 특징을 가지는 두유임을 대표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에서 이 쟁점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다.
4) 제3자가 사용중 스스로 등록상표의 모양을 바꾼 문제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스스로 바꾼 경우에는 상표국이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원고는 계쟁상표의 등록
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에서 다른
표지를 동시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등록상표의 모양을 바꾸었는지는 피고가 계쟁상표
의 등록이 부당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가 재정서에 이 문제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무효심판 심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원고 주장의 이유를 고
려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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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샤오페이양실업유한공사(陝西小肥羊実業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이의 사건
1심 사건

F11

121

사건번호

(2005)일중행초자제199호((2005)一中行初字第199号)

사건의 분류

상표 이의

원 고

산시샤오페이양실업유한공사

대리기구

(陝西小肥羊実業有限公司)

대리인
대리기구

피 고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네이멍구샤오페이양요식업체인유
제3자

대리기구

한공사(内蒙古小肥羊餐飲連鎖有
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산시화린상표사무소유한공사
(陕西华林商标事务所有限公司)
장리창(张立强), 예징(叶静)
상표평심위원회
쉬샤오젠(徐晓建)，
쉐인쥔(薛寅君)
네이멍구청위변호사사무소
(内蒙古诚誉律师事务所)
덩롄거(邓连戈)，황후이(黄晖)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5. 12. 20. 선고

《상표법》제11조

2심 사건

F11

121

사건번호

(2006)고행종자제92호((2006)高行終字第92号)

사건의 분류

상표권 침해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산시 샤오페이양 실업유한공사
(陝西小肥羊実業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네이멍구샤오페이양요식업체인유

피항소인
(제3자)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한공사(内蒙古小肥羊餐飲連鎖有
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산시화린상표사무소유한공사
(陕西华林商标事务所有限公司)
장리창(张立强), 예징(叶静)
상표평심위원회
쉬샤오젠(徐晓建)，
쉐인쥔(薛寅君)
네이멍구청위변호사사무소
(内蒙古诚誉律师事务所)
덩롄거(邓连戈)，황후이(黄晖)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 12. 20. 선고

《상표법》제11조
2005. 12. 20.

1심 승패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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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小肥羊’이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인

지 여부
▪ ‘小肥羊’이 내이멍구 지역에서 ‘1~2세의 새끼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

여 ‘小肥羊’이 새끼양에 대한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小肥羊’이 출원인의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여부

소극

소극
적극

1. 사실관계
출원상표(출원 제3043421호)

<원심 조사 사실>
1999. 12. 14, 바오터우시 샤오페이양 호텔이 제42류 외식 서비스업에 ‘小肥羊’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상표국은 ‘小肥羊’이 서비스의 내용 및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후 동 호텔의 규모는 점차 커진 후 내이멍구샤오
페이양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1. 12. 18. 내이멍구 샤오페이양은 제42류에
‘小肥羊 및 도형’ 상표를 출원하였고 출원공고되었다 (출원번호 제3043421호).
2003. 4. 15, 산시샤오페이양(이하 ‘원고’)이 제3043421호 상표출원에 대해 동 상
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2004. 4. 3, 상표국은 ‘小肥羊’은 음식업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내이멍구 샤오페이
양(이하 ‘피고’)이 음식 서비스업에 사용한 서비스 명칭으로서 이미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명칭으로서의 ‘小肥羊’과 피고가 밀접한 연관을 이루어 사실상 상품
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졌으며, 장기간의 사용과 홍보에 의해 상표로서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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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004. 4. 28, 산시 샤오페이양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2004. 12. 20, 상표평심위원회는 원고의 심판청구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정
((2004)제6394호 이의복심 재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상기 재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
였다.

2. 소송경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6. 5. 19.

(2006)고행종자제92호

원고 패(이의신청인 패)

2005.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5. 12. 20.

재정취소소송(상표이의)

(2005)일중행초자제199호

원고 패(이의신청인 패)

상평자[2004]제6394호

심판청구인 패

2006.

상표등록출원 제3043421호
‘小肥羊 및 도형’ 이의재정

(이의신청인 패)

불복 복심

2003. 4. 15.
상표등록출원 제3043421호

（2004）상표이의자

‘小肥羊 및 도형’ 이의신청

제 호

2004. 4. 3.
이의신청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상표평심위원회의 (2004)제6394호 ‘제3043421호 ‘小肥羊 LITTLE SHEEP 및
도형’상표 이의복심 재정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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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고제출한 증거로는 ‘小肥羊’이 출원인이 성립되기 전 또는 이의신청 대상
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보통명칭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설사 ‘小肥
羊’이 내이멍구 지역에서 1‐2세 되는 새끼양을 관습적으로 부르는 말이라고 해도 이
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고 보편성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小肥羊’이 보통명칭이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출원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장기간 광범하게 사용 및 홍보하여 ‘小肥羊’ 문자는 출원인이 제
공하는 서비스와 한층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더욱
강해지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의신청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36

분류코드 : F11

허난성저청현위펑종묘업유한책임공사 (河南省柘城县豫丰种业有限责任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2심 사건

F11; F100

056

사건번호

(2006)고행종자제188호((2006)高行终字第188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허난성저청현위펑종묘업유한책임

항소인
(1심 원고)

대리기구

공사
(河南省柘城县豫丰种业有限责任
公司)

피항소인1
(1심 피고)

제3자

상표평심위원회

런스안(任时安)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허난성저청현싼잉종묘업유한공사
(河南省柘城县三鹰种业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법령

대리인

항소 인용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쉬린(徐琳); 왕지리엔(王继连)
허난 타오뤠변호사사무소
(河南韬略律师事务所)
자오위징(赵宇靖)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06.7.6. 선고

《상표법》제11조 제1항 제1호

1심 판결일자

2005.12.28

1심 승패

원고 승(재정 유지)

쟁 점
▪ 보통명칭의 판단 기준
▪ ‘子弹头’가 고추에 대한 보통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른 도형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소극

‘그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상표평심위원회가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요소 중
‘‘子弹头’는 보통명칭으로서 상표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경우 상
표권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여 재정상의 설시 내용의 취소를 법원

적극

에 구할 수 있는가?
▪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고추를 ‘子弹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子弹头’
를 고추에 관한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소극

437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

1. 사실관계
등록상표

등록상표1
(등록
3118114)

허난성 저청현 위펑종묘업유한책임공사 (河南省柘城县豫丰种业有限责任公司, 이하
‘원고’)는 2003. 3. 21. 제31류 식물씨앗, 옥수수씨앗, 밀씨앗, 오이씨앗, 고추씨앗
상품에 등록된 ‘子弹头 ZiDanTou 및 도형’상표(이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허
난성 저청현 싼잉종묘업유한공사(河南省柘城县三鹰种业有限公司, 이하 ‘제3자’ )는
2004. 1. 12. 이건 등록상표 중 ‘子弹头’는 특정 형태의 고추의 보통명칭으로 상표로
등록되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 해서는 안되며, 원고의 등록에 악
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子弹头’가 보통명
칭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6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2005. 5. 23. 상평자[2005]제1374호《제3118114호 ‘子弹头ZiDanTou 및 도형’상표
쟁의 재정서’》에서 싼잉종묘업유한공사가 위펑종묘유한책임공사가의 제3118114호
‘子弹头ZiDanTou 및 도형’상표(‘子弹头’는 상표권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대해 제기
한 무효사유는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 상표는 계속 등록을 유지한다고 재정했다. 원
고는 이 재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子弹头’를 보통명칭으로 인정하여 ‘子弹
头’가 상표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베이
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子弹头’를 보통명칭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제
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 상평자[2005]제1374호 재정을 유지한다
고 판결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여, 상표평심위원회
상평자[2005]제1374호 재정 중 이건 등록상표 가운데 ‘子弹头’가 상표권 보호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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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2006.7.6
2006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항소(청구인) 인용

(2006)고행종자제188호

(청구인 승, 원심 판결
취소)

2005
재정취소소송 (상표무효)

2005.12.28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5)일중행초자제675호

원고(청구인) 패
(청구인 패, 재정 유지)

2004. 1. 12.
상표등록 제 제3118114호
‘子弹头ZiDanTou 및

2005. 5. 23.
상평자[2005]제1374호

청구인 승

도형’상표 무효심판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상표평심위원회 상평자[2005]제1374호 재정을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품의 보통명칭이라는 것은 국가 혹은 해당 업계에서 통용되는 또는 대중의 오랜
사용을 통해 일반화된 명칭이며 한 종류의 상품과 다른 상품 한 종류의 상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규범화 명칭이다. 증거에 따르면, ‘子弹头’는 꽃고추(하늘
고추) 품종의 하나로 준이(遵义)지역에서 재배했다. ‘子弹头’는 그 열매가 탄두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며, 그 명칭은 고추 재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널리 퍼져나갔다.
따라서 이건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子弹头’는 이미 관련 대중에게 특정 형태의
품종의 고추를 부르는 속칭이 되었으며, 오랜 사용으로 일반화된 특정 고추 품종의
보통명칭이 되었다.
보통명칭을 판단할 때, 국가 혹은 업계 표준, 전문 참고도서, 사전에 이미 수록된
상품명칭을 일반명칭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도, 이미 동종업계 경영자들 사이에서 일
반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상품을 가리키는 명사도 해당 제품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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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명칭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건 등록상표는 한자 ‘子弹头’와 한어 병음 ‘ZiDanTou’ 외에도 도형 부분
이 있고, 그 도형 부분이 3개의 탄두로 구성되어 있어 지정상품 고추씨앗 등의 보통
도형이 아니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제11조 제1항 제
1호가 가리키는 보통명칭과 보통도형으로만 구성된 표장이 아니므로 등록되어야 한
다. 하지만 ‘子弹头’를 상표가 구성하는 요소로서 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는 없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2005)일중행초자제675호 행정판결을 취소한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2005]제1374호《제3118114호 ‘子弹头ZiDanTou
및 도형’상표 쟁의 재정서’》를 취소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보통명칭은 보편성, 규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명칭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 국가 혹은 해당 업계에서 공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어떤 한 지
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한다.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명
칭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상품 한 종류와 다른 한 류 종류 사이의 근본적인 차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 피항소인2(원심 제3자)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바, 허나성
저청현에 탄두 모양의 고추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그것을 ‘子弹头’라고 칭하며, 구이
저우성 준이지역에도 ‘子弹头’ 꽃고추가 있는데 두 품종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
다. 모두 다 알다시피, 고추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작물이고, 중국의 여러
성에서 광범위하게 재배하는데 피항소인2(원심 제3자)는 중국의 다른 고추재배 산지
에서 ‘子弹头’를 고추의 속칭으로 사용하는 정황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
다. 따라서 피항소인(제3자)이 제출한 증거는 ‘子弹头’가 중국 혹은 해당 업계에서 널
리 사용하는 상품 명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상표평심위원회와
1심법원이 ‘子弹头’가 고추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子
弹头’를 상표권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심 심판 결과 [2005]제1374호 재정이 인정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며 증거가 불
충분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항소인(1심 원고)의 항소이유는 성립하며 항소이유에 대
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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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RO S.P.A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거절결정 사건
1심 사건

F11

061

사건번호

(2007)일중행초자제815호 ((2007)一中行初字第815号)

사건의 분류

상표 거절

원고
(출원인)

피 고

FERRERO S.P.A
(费列罗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소송결과

청구 인용

판결법원

관련 규정

《상표법》제11조 제2항

베이징쥔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
장원(张雯), 쑨타오(孙涛)
‐‐
쉐훙선(薛红深)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7.11.12. 선고

쟁 점
▪ 이 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이 독특함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 그 입

체적 형상이 원고 제품의 상징적 디자인이 되었다면 《상표법》제11조 제2 적극
항의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출원상표(국제등록 G783985)

FERRERO S.P.A (费列罗有限公司, 이하 ‘원고’)는 2002년 9월 28일에 30류(빵,
비스킷, 케잌, 사탕, 초콜렛 등을 지정하여 WIPO에 이 건 출원상표 ‘도형(입체상표)’
(이하 ‘이 건 출원상표’)을 국제출원을 진행했다.
이 건 출원상표는 입체상표로 황금색 종이에 쌓여 있는 구형의 입체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도형 윗부분에 흰색 바탕에 금테두리와 흰색 가는 테두리가 있는 타원형
의 작은 표시가 있고, 그 입체도형은 밤색과 황금색의 받침에 놓여져 있다. 출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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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 색채는 황금색, 빨간색, 흰색, 밤색이다.
상표국은 2003년 3월 19일에 이 건 국제등록 사후지정에 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
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2003년 5월 6일 원고가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했
으며, 2006년10월9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평자[2006]제3190호 결정을 내렸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이건 출원상표는 입체상표로 지정상품에 비교적 자주 쓰이는 포
장 형식으로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워 상표가 가져야 할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법》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표법》제11
조 제1항 제3호와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제30류 초콜릿 등 상품 등을
지정하여 이 건 상표출원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제3190호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기한 내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경과
2007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7.11.12

결정취소소송(거절결정)

(2007)일중행초자제815호

원고 승(청구인 승)

2003. 5. 6.
상표등록 제1907272호

2006. 10. 9
상평자[2006]3190호

‘甲托JIATUO’ 무효심판

청구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상표평심위원회 상평자[2006]제3190호《국제등록 제783985호 ‘도형(입체
표장)’상표 관련 거절복심결정서》를 취소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제11조는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사용을 통
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여 식별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입체표장 혹은 기타 표장을 포함하는 입체표장으로 구성된 입체상표의
경우,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이거나 자주 쓰이는 형태 혹은 포장 형태만 있는 경우,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할 수 없어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본 건에서 양 측 당사자의 쟁점은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상표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본 법원은 이 건 출원상표는 입체상표로 밤색과
황금색 사이에 물결무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받침과 받침 위에 주름효과를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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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색 구형의 입체형상이 놓여져 있다. 피고가 이 건 출원상표가 흔히 쓰이는 포장
형식이라고 했지만 그 인정과 관련하여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건 출
원상표는 색채와 상품포장 형식의 선택이 해당 업계와 지정상품 포장형식 관례의 범
위 내에 있지 않으며, 이 건 출원상표의 독특함과 창의성은 출원상표가 원고 제품의
상징적 디자인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건 출원상표는 이미 상표가 가져야 할 식별력
을 갖고 있어 중국에서 등록상표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신청상표의 마드리
드 국제등록 사후지정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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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TER & GAMBLE COMPANY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1심사건

F13; F28

131

사건번호

(2006)일중행초자제851호(2006)一中行初字第851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THE PROCTER

(심판청구인)

대리기구

& GAMBLE COMPANY
상표평심위원회

피 고

대리기구
대리인

(商标评审委员会)

제3자

산동보스연마기구실업유한공사

(상표권자)

대리인

(山东博士磨具実業有限公司)

소송결과

청구 기각

관련 규정

《상표법》제13조 제2항; 제28조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10. 20. 선고

쟁 점
▪ 인용상표1은 등록된 저명상표이다.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은 의류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샌드페이퍼, 연마재 등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

소극

표인 인용상표1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는

소극

서로 유사한가?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636391)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257001)

인용상표2
(G6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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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3
(G604811A)

<원심 조사 사실>
독일 Hugo Boss상표관리유한회사는 상기 3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이 사건
원고인 미국 P&G사는 독일 Hugo Boss상표관리유한공사로부터 이들 상표의 라이센
스를 받았다.
제257001호 중국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1’)의 표장은 ‘BOSS’ 문자 상표이며, 지
정상품은 제25류의 의류, 비옷 등이다. ’BOSS’는 2004년에 이미 중국에서 독일
Hugo Boss사의 저명상표로 인정되었다.
국제등록 G606620호는(이하 ‘인용상표2’)의 표장은 ‘BOSS HUGO BOSS’의 문자상
표이며, 지정상품은 제3류의 세탁용 표백제 및 기타 자료, 비누, 화장품, 치약 등이다.
이 사건 제3자인 산동보스연마기구실업유한공사(이하 ‘보스공사’)는 제1636391호
중국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 상표는 ‘BOSS 및 도형’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은 제3류의 샌드그라스, 샌드페이퍼, 연마재이고, 존
속기간은 2001. 9. 21. 부터 2011.9.20. 까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상표평심위원회는
2006. 2. 22.에 계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하는 재정을 하였다(商評字(2006)第0351号).
이에 원고는 상기 재정의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2006.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재정취소소송 (상표무효)

(2006)일중행초자제851호

상표등록 제1636391호 ‘BOSS
및 도형’상표 무효심판

446

상표평심위원회
상평자(2006)제0351호

2006. 10. 20.
원고 패
(심판청구인 패)

2006. 2. 22.
심판청구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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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제1636391호 ‘BOSS 및 도형’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피고 상표평심위
원회의 상평자 (2006)제0351호 재정을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1) 인용상표１에 관하여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저명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분류
가 서로 다른 경우, ‘공중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가 필수 요건으로 된
다. 인용상표１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다른 상품 분류에 대해 등록되었으나 공
중의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2) 인용상표２에 관하여
인용상표２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업 국제
분류표’에 따르면 동일 분류인 제3류의 상품에 해당하나, ≪유사상품 및 서비스업 구
분표≫에 따르면 유사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 즉, 인용상표２는 세정용 표백제 및 기
타 재료, 비누 등을 지정하였으나, 이들 상품은 민간 생활용품에 속한다. 반면 이 사
건 등록상표는 샌드그라스, 샌드 페이퍼, 연마재를 지정하였고 이들 상품은 공업 용
품에 속한다. 양자는 기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 경로, 소비 대상 등이 상이하고 관
련 공중도 일반적으로 혼동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인용상표３에 관하여
인용상표３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교하면, 두 상표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인용
상표３은 첫번째 라인의 ‘HUGO’ 문자가 돌출 표시되어 주목을 받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 라인의 ‘HUGO BOSS’는 극히 작아 식별력 있는 부분은 ‘HUGO’문자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에 식별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BOSS’ 문자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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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제지주식회사(王子製紙株式会社)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심 사건

F15; F31; F41

136

사건번호

(2007)일중행초자제1039호 ((2007)一中行初字第1039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심판청구인)

왕자제지주식회사

대리기구
대리인

(王子製紙株式会社)

대리기구

피 고1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

샤먼 신성지에기업유한공사)

(상표권자)
소송결과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厦门鑫盛捷企業有限公司)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상표법》제13조, 제15조, 제31조, 제41조
관련 규정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
법원의 해석》제5조

2심 사건

F15; F31; F41

136

사건번호

(2008)고행종자제106호((2008)高行終字第106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항소인

샤먼 신성지에기업유한공사

(상표권자)

(厦门鑫盛捷企業有限公司)

피항소인1

상표평심위원회

피항소인2

왕자제지주식회사

(심판청구인)
소송결과

(王子製紙株式会社)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8. 6. 19. 선고

《상표법》제13조, 제15조, 제 31조, 제41조
관련 법령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
법원의 해석》제5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이 사건 등록상표1의 출원일 전에 일본의 유명상표인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중국에서 전시되었고 중국에 수출되어 판매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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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인용상표의 소유자인 원고 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31조의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
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등록이 타인의 선사용 상표임을 상표권자가 명백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에 의해 등록된 것인 경우 《상표법》 제 41조 제1
항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등록상표

등록상표1
(등록 840299)

인용상표
인용상표1
(일본등록
297165)
인용상표2
(일본등록
437290)

등록상표2
(등록 3295648)

인용상표3
(일본등록
1567789)

<인용상표1의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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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1994. 6. 28. 허싱회사(合星公司)가 ‘王子OJI 및 도형’ 상표(이하 ‘기초상표’, 상기
표의 등록상표1을 참조)를 중국 상표국에 출원하여 1996. 5. 21.에 제840299호로
등록받았다. 지정상품은 제1류의 팩스용지이다. 갱신을 거쳐 기초상표의 존속기간은
2016. 5. 20. 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초상표는 2007. 6. 5. 항소인(이 사건 상표권
자)에게 양도되었다.
2002. 9. 3., 샤먼안니제지회사는 ‘王子運動’ 상표를 제1류의 복사용지 등에 출원
하여 2004. 2. 7. 에 제 3295648호(이하 ‘계쟁상표’)로 등록받았다. 이 계쟁상표는
기초상표는 2007. 6. 5. 항소인(이 사건 상표권자)에게 양도되었다.
2003. 11. 12. 및 2004. 10. 25. 왕자제지주식회사(이하 ‘왕자제지사’)는 각각 기
초상표 및 계쟁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3조, 제15조, 제31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 6. 20. 및 6. 27. 상표평심위원회는 각각 상평자[2007]2861호(제8540299
호 상표무효심판 재정서, 이하 ‘2861호 재정’) 및 상평자[2007]3332호(제3295648
호 상표무효심판 재정서, 이하 ‘3332호 재정’)을 내어, 각각 기초상표와 계쟁상표의
상표등록을 유지하였다. 왕자제지사는 불복하여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기초상표의 등록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41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제2861호 재정을 취소하였고, 제3332호 재
정에 대해서는 무효사유 가운데 상표법 제13조, 제15조, 제31조, 제41조의 해당 여
부가 실제로 심리 판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하고 상표평심위원회에 다시 재정
하도록 환송하였다.
항소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
3332호 재정을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와 왕자제지사는 원심 판
결에 승복하였다.
<사실 관계>
왕자제지주식회사(이하 ‘왕자제지사’)는 1937. 12. 20. 일본에서 ‘王子製紙株式会社
및 종이 테이프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양’ 상표를 제297165호로 등록받았으며, 지
정상품은 펄프, 종이, 동식물 섬유, 석면, 버개스, 목찰 등 재료로 형성되는 합성 판
상물 등이다. 또한, 1953. 12. 19. 에 제437290호‘「OJI PAPER CO., LTD. 및 종
이 테이프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양’의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지정상품은 종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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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류이다. 또한 1983. 2. 25., 제1567789호 ‘OJI’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지정상
품은 종이류, 문방구류이다. 왕자제지사의 상기 일본에서 등록한 상기 상표를 통칭하
여 ‘인용상표’라고 한다.
1970년판 ‘일본 유명상표집’에 왕자제지사의 ‘OJI PAPER CO., LTD. 및 종이 테
이프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양’ 시리즈 상표가 등재되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3. 3. 26. 에 아래와 같이 증명하였다. 왕자제지사는 일본의 최초 제지기업으로
서, 일본 제지산업의 리더 기업이며, 2001년의 생산량은 세계 제8위이다. ‘王子製紙’
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매우 유명한 기업명칭이다. 이 기
업의 제437290호, 제598488호, 제1567789호 상표는 1993년 전에 이미 저명상표
로 인정되어 일본 및 해외에서 유명하다. 일중 경제협회는 2003. 3. 13. 자 상표국
에 보낸 증명서에서 ‘왕자제지사의 제297165호, 제437290호, 제598488호, 제
1567789호 상표는 저명상표로서 일본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기술하였다.
일본 제지연합회는 2003. 3. 12. 자 상표국에 보낸 증명서에서 ‘왕자제지회사는 일
본 제지 업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이다’고 기술하였다.
1993년부터 기초상표의 출원까지, 왕자제지사는 타이에이시 통상주식회사(大永紙
通商株式会社), 마루아카 주식회사(丸紅株式会社)를 대리점으로 하여 중국에 제품 판
매를 하였으나, 제출된 납품서 및 결제서에는 중국에서의 판매 경로 및 구체적인 지
역범위가 표시되지 않았다.
1994. 5. 25. 부터 29일까지, 전국 제지협회 등에서 주관한 ‘제1회 중국 종이, 종
이 제품 및 인쇄기기 박람회’가 베이징의 중국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신왕자
제지주식회사는 초대를 받고 이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전시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NEW OJI PAPER’ 및 ‘日本新王子製紙株式会社NEW OJI PAPER CO. LTD.’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전시장의 사진에는 등록상표를 표시하지 않았다. 중국 종이 펄프
수출입회사, 중국 경공업 그룹회사, 중지(中基)국제무역유한공사, 중국 청년 국제인재
교류센터, 진청 제지(그룹)유한책임공사 등 업체에서 2003년에 왕자제지사 및 그 ‘王
子’ 상표가 중국에서 매우 유명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중 일부 회사는 20세기 70‐
80년대부터 왕자제지사의 각종 종이 제품의 수입을 개시한 사실을 증명하였다. 신왕
자제지사와 왕자제지사는 동일 회사이다.
199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중지하이시아회사(中技海峽會社)와 이토우츄우주식회
사(伊藤忠株式会社)는 왕자제지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6월 26일에는 왕자제지사의 종업원인 K씨가 중국의 아모이 싱리엔 무역유한공사(ア
モイ星聯貿易有限公司) 및 싱후아 실업그룹(아모이, 星華実業集団)을 방문하였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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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출장보고서에서, 이토우츄우 주식회사 사람 앞에서 아모이 싱리엔 무역회사의
총경리를 알게 되었으며, 아모이 싱리엔무역회사의 창립시 그 중 하나의 컨테이너는
구매한 왕자제지사의 상품이었다고 기술하였다. 1995년 12월 14일, 왕자제지사의
종업원 Y씨가 중국의 허싱회사를 방문하고 그 회사의 총경리인 장지에(张傑)를 만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따르면, 장지에는 중지 하이시아 회사의 수출입 6부 경
리로 있었으며, 동시에 아모이 싱리엔 무역회사의 총경리, 중국 싱후아 실업그룹본부
와 베이징 텐싱 실업본부의 이사로 있었다. 장지에가 법정대표자로 있는 아모이 시
앙위 싱후아 완스리 수출입유한공사(アモイ象屿星華万事利輸出入有限公司)의 등기자
료에 있는 장지에의 이력서에 따르면, 장지에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 싱후
아 그룹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한, 허싱회사의 등기자료에 있는 장지에의 이력서
에 따르면, 1990년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베이징 싱후아 실업그룹회사 3부 매니
저로 근무하였으며, 1993년1월부터 베이징 텐싱 실업본부에서 허싱회사 매니저로 있
었다. 장지에가 법정대표로 있는 허싱회사는 안니 기업회사의 발기인 중 하나이며,
장지에는 안니 기업회사 및 안니 제지회사의 이사로 있었다. 또한, 장지에는 신성지
에 회사의 주주로 있었다.
2003년, 장지에는 안니 회사가 등록한 ‘王子’ 상표에 대하여, 왕자제지사와 교섭
하였다. 그 당시, 왕자제지사는 ‘안니 회사의 ‘王子’등록상표건에 관하여’라는 제목으
로 된 팩스를 받았으며, ‘아모이 안니사’라는 서명 및 인감과 ‘장지에’ 라는 서명도
있었다. 수신인 부분에는 ‘伊藤忠商事株式会社, CC：伊藤忠(中国)集団有限公司, 伊
藤忠紙浆株式会社’ 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팩스에는 ‘10년 전 안니사는 왕자제지사
등 공급자로부터 감열지를 권취한 원지(原紙)를 구매하여 가공, 판매를 시작하였으
며,… 안니회사는 ‘王子’브랜드 상표를 1000만 위안에 양도하고 모든 권한을 적절히
양도할 것을 제안하니, 이토우 츄우가 왕자제지사와의 상담 창구로 되어 관련 문제
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토우츄우 회사의 본부장대리 및
수출부장으로 있던 M씨가 증명서를 작성하여, 그 팩스가 아모이 안니회사 그룹 총재
인 장지에로부터 2003년 10월 8일자로 팩스방식으로 베이징의 이토우츄우 (중국)그
룹유한공사에 송신되었으며, 다음날에 이 회사로부터 팩스방식으로 이토우츄우 주식
회사에 전달된 것 임을 증명하였다. 이 증명서는 공인증을 받았다.

2. 소송경과

2008. 3. 3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08)고행종자제106호

2008. 6. 19.
원고 승
(심판청구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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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재정취소소송 (상표무효)

(2007)일중행초자제1039호

2004. 10. 25.
상표등록 제3295648호

원고 승
(심판청구인 승)

2007. 6. 27.
상평자[2007]제3332호

‘王子运动’상표 무효심판

심판청구인 패

3. 상표평심위원회의 판단
3.1. 기초상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하여
왕자제지사에 의한 기초상표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평
자(2007)제2861호(商評字(2007)第2861号) 재정서로, 기초상표의 등록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현재의 증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홍보, 사용의 계속 기간, 지역범위, 판매수량 및
매출 등 요소가, 기초상표의 등록출원전에 왕자제지사의 인용상표가 이미 사용을 통
해 일정한 영향력을 형성하였고 또한 그 상호가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일정한 지명
도를 갖고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초상표등록
이 상표법 제31조에 위반되었다는 무효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2)현재의 증거로써는, 왕자제지사의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왕자제지사가 주장하는 바의 기초상표 등록이 상표법 제13조에 위반되
었다는 등록무효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3)기초상표의 등록 출원 전에 왕자제지사와 허싱회사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리관계, 중개판매관계 또는 기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따
라서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5조에 위반되었다는 무효사유는 성립되지 않는
다.
(4)왕자제지사는, 기초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등록권자가 제품 판매, 왕자제지사의 사
원과의 면담 또는 기타 특별한 경로를 통해 ‘王子’,’OJI’ 및 종이 테이프가 지구를 감
고 있는 모양이 왕자제지사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표의 특징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거나 또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왕자
제지사가 주장하는 바의 허싱회사가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타인의 상표를 부
정하게 자기의 것으로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41조 제1호에 위반하였다는 무효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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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쟁상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하여
왕자제지사에 의한 계쟁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평자
(2007)제3332호 (商評字〔2007〕第3332号)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재정하였다.
‘계쟁상표의 등록권자는 기초상표를 등록받은 후, 기초상표의 한자 및 도형부분을
바탕으로 한자에 대응되는 영어 등 요소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초상표의 한자를 단독
으로 출원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며, 따라서 계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한다.’

4. 1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4.1.1. 기초상표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의 제2861호 재정을 취소, 환송한다.
4.1.2. 계쟁상표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2007)제3332호 재정은 계쟁상표의 상표권자가 기초상표
가 등록된 후 기초상표의 한자에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출원한 것이어서 이치에 부
합한다는 이유로 계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되어야 하므로, 상표평심위원회가 계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할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3332호 재정은, 왕자제지사가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계쟁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3조, 제15조, 제31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무효사유에 대해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
3332호 재정을 취소하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상기 무효사유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
재정하여야 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3조의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규정을 위반하였
는지에 대한 판단:
왕자제지사가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중국의 전시회에 참가한 일,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등이 제출한 증명서 및 기업 국제 랭킹 등 관련 증거를 가지고는 중국에
서의 실제 사용 상황 및 지명도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 왕자제지사는 인용상표가
기초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지명
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용상표가 기초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저명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13조
의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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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5조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왕자제지사와 기초상표의 출원인인 허싱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리관계가 존
재하였다는 왕자제지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기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
15조에 위반되지 않았다.
<쟁점3>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31조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현재의 증거로는, 왕자제지사의 ‘王子’ 및 ‘OJI’ 상호가 기초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
미 중국에서 사용되었으며,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 따라서 기초상표의 등록은 왕자제지사의 선행 상호권을 침해하지 않았
으며, 상표법 제31조에 위반되지 않았다.
<쟁점4> 계쟁상표의 등록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초상표의 출원인인 허싱회사는 기초상표의 출원일 전에 왕자제지사의 상표를 알
고 있었으며, ‘王子’, ‘OJI’ 및 종이 테이프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 왕자제지사
의 상표이거나 또는 그 상표의 특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표법 제41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등록한 상표가 타인의 선사용 상표임을 상표권자가 명백하
게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 이
러한 행위는 성실 신용의 원칙에 어긋나며, 선행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
고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에 해를 준다. 따라서,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정을 할 것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다.

5. 2심 법원의 판단
5.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5.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13조, 제15조, 제16
조,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일로부
터 5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에 의한 경우, 저명상표권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중확인민공
화국입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와 단행
조례, 규정은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이익
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규정은 예외로 한다.” 이 사건에서 기초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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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은 1996. 5. 21. 이며, 상표법 제42조 제2항의 무효청구 기한 관련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 청구 기한 규정이 없다.《상표사건을 심리하는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
용범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무효사건은
신상표법의 5년 무효심판 기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5년의 기한
은 마땅히 2001년 12월 1일부터 기산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권리를 향유하는
자’에게 공평하지 않으며 입법법의 불소급원칙에도 위배된다. 상표평심위원회와 원심
법원이 왕자제지사가 2003. 11. 12.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13조, 제15조, 제
3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5년의 기
한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한 것에 부당함이 없다. 항소인이 왕자제
지사의 기초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이미 5년 기한을 도과했다는 주장을 본 법
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선권을 해쳐서는 안되며,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해서
도 안된다. 상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
으로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
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王子”, “OJI”와 종이띠가 지구를 둘러싼 도형은 왕자제지사가 일본 및 그밖의 국
가에 이미 등록하여 종이류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로서, 이 상표는 일본과 그밖의 국
가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기초상표 역시 “王子”, “OJI”와 종이띠가 지구를 둘러싼 도형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종리류 상품에 등록되었다. 기초상표와 왕자제지사의 상표는 문자, 구도와 외관
등이 지극히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왕자제지사의 팩스용지 등 상품은 중국에 수입되었고, 왕자제지사는 1994년 중국의
전람회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왕자제지사의 상품과 상표가 중국에서 이
미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왕자제지사가 중국에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소인의 항소 이유를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왕자제지사의 인용상표는 1970년에 이미 일본의 저명상표가 되었고, 생산량에서
2001년 세계 8위였으며, 1993년 이래 중국으로 판매되었으며, 1994년 5월에 또한
중국에서 열린 전람회에 참가하였고, 왕자제지사와 허싱공사 등은 기초상표의 등록
전에 이미 무역 거래가 있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왕자제지사의 인용상표가 기초상
표의 출원 전에 이미 중국에 사용되었고 또한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
한 영향은 이미 기초상표의 등록인이 허싱공사에 미쳤다고 보며, 따라서 허싱공사가
기초상표를 출원한 것은 상표법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동시에
이러한 무역 거래 관계의 존재로부터 볼 때, 허싱공사가 기초상표를 출원한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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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기초상표의 등록은 무효되어야 마땅하
다. 원심판결과 상표평심위원회의 제2861호 재정이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31
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윈심판결과 상
표평심위원회의 제2861호 재정이 상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초상표
를 무효화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심리, 심사를 진행한 방법에도 법률 적용의 착
오가 있으므로 본 법원은 이를 고친다.
상표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왕자제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용상표가 기초상표의
출원 전에 중국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임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왕자제지사의 주장을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상표평심위원회 제3332호 재정은 쟁의상표가 기초상표를 기초로 하여 등록한 시
리즈상표로서 기초상표 등록 후 그 한자 부분에 다른 요소를 부가하여 쟁의상표를
유사상품 상에 출원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쟁의상표의 등록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기초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31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마땅히 무효되어야 하므로 상표평심위원회가 쟁의상표의 등록을 유지한다
고 했던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제3332호 재정은 무효사유로 제기된
상표법 제13조, 제15조, 제31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논하지 아니하였으
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술한 무효사유에 대하여 다시 심리
하여 재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의 인정 사실은 명확하며, 비록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으나
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본원은 법률 적용 착오를 바로잡는 동시
에 그 결과는 유지한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제3332호 재정의 사실 인정은 명료하지
못하므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는 기초 위에서 다시 재정해야 한다. 항소인의 항소
청구와 항소 이유는 모두 근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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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Co Inc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이의 사건
1심 사건

F28

138

사건번호

(2007)일중행초자제1280호((2007)一中行初字第1280号)

사건의 분류

상표 이의
대리기구

北京市正见永申律师事务所

원고

PepsiCo Inc

피 고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

샹훙(向宏) 외 3인(원 충칭융촨시광후아하이테크개발유한공사 주주)

(출원인)
소송결과
관련 규정

대리인

리징빙(李静冰); 정옌링(郑燕玲)

대리기구
대리인

(重庆永川市光华高新技术开发有限公司股东)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8. 3. 20. 선고

《상표법》제28조

2심 사건

F28

138

사건번호

(2008)고행종자제452호((2008)高行終字第452号)

사건의 분류

상표 이의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PepsiCo Inc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대리기구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8. 12. 5. 선고

《상표법》제28조
2008. 3. 20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적극
▪

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유사한 상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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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출원상표(출원 1229304)

인용상표

인용상표
(등록572873)

인용상표
(등록572874)

<원심 조사 사실>
펩시코사는 제572873호, 제572874호 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를 각각 1990. 12.
17., 1990.12.14.에 출원하여 2001. 11. 30. 에 심사를 거쳐 등록받았다. 지정상품
은 제29류의 과일제리, 절임, 우유 등이며, 갱신 후의 존속기간은 2011. 11. 29. 까
지이다.
1997. 9. 9. 충칭 융촨시 광후아하이테크개발유한공사(이하 ‘광화하이테크사)가 제
1229304호 ‘百年光彩 CENTURY GLORY 100 및 도형’상표(이하 ‘출원상표’)를 출
원하였으며, 지정상품은 제29류의 과일제리, 절임, 우유 등이다.
1998년 12월, 펩시코사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상표국은 펩시코사의 이의신청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정하였다.
펩시코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0년 6월, 이의재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
심을 청구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는 2007년 6월, 상표자[2007]제2109호 재정(이하 ‘제2109호 재
정’)으로 펩시코사의 이의신청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고 출원상표를 등록할 것
으로 재정하였다.
펩시코사는 이에 불복하여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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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8)고행종자제452호

2008. 12. 5.
항소 기각
(이의신청인 승)

분류코드 : F28

2007. 9. 21.
재정취소소송(상표이의)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8. 3. 20.

(2007)일중행초자1280호

원고 승

제1280호

(이의신청인 승)

2000. 6. 5.
상표등록출원 제1229304호

2007. 6. 4.
상평자[2007]제2109호

‘喜力’ 이의재정 불복 복심

1998. 12. 6.
상표등록출원 제1229304호
상표 이의신청

심판청구인 패
(이의신청인 패)

（2000）상표이의자
제789호

이의신청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상표평심위원회의 제2109호 재정을 취소한다.
2. 상표평심위원회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재정하여야 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쟁점1>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공통점은 양자의 도형부분이 모두 상하 2개의 파형으로 형
성되었고,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구성된 것이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상이점은, 출
원상표는 도형의 중심에 영어, 중국어 및 아라비아 숫자를 추가한 것에 있다. 출원상
표 및 인용상표 중심의 파형 모양의 디자인에는 일정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모양
은 출원상표의 도형 전체에 있어서 비교적 현저한 식별력을 가진다. 소비자는 출원
상표를 보았을 때 비교적 쉽게 이 특별한 모양에 끌리게 된다. 출원상표에는 영문
‘CENTURY GLORY’, 중문 ‘百年光彩’ 및 아라비아 숫자 ‘100’ 등의 식별요소도 포
함하고 있으나, 이들 문자의 존재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혼
동을 감소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어도 출원상표와 인
용상표 간의 관계에서 일정 정도의 연상을 불러일으켜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 출처
에 대한 식별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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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의 유사란 피이의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문자의 자체, 발음, 관념 또는
도형의 구도 및 색채, 또는 각 요소의 결합에 의한 전체 구조가 유사하여 관련공중
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을 일으키거나, 그 출처가 인용상표의 상품
과 특정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공중의 일반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
하고 또 상표의 주요 부분을 대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비는 비교 대상을 서로 이
격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를 구하는 상표의 식별력과 지명도를 고
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인용상표와 피이의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둘의 공통점은 둘의 도형 부분이
모두 상하 두 개의 파형 모양과 전체로서 원형을 이루는 도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다. 둘의 차이점은 피이의상표의 도형에 영문 “CENTURY GLORY”, 중문 ‘百年光
彩’ 및 아라비아 숫자 등의 식별요소가 부가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피이의상표에 영
문, 중문 및 아라비아숫자 등의 식별요소가 더 포함되어 있지만, 두 상표의 파형 도
형은 기본적으로 같으며 이 때문에 도형의 구도와 전체 구조가 유사하다. 이의신청
인의 인용상표 도형의 지명도와 식별력을 종합하면, 관련공중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반적인 주의력을 기울이는 경우 두 상표의 상품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
인하기 쉽다. 따라서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유사상표라고 봄이
마땅하다.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항소인 상표평심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법률
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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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oh Coporation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심 사건

F28; F31.2; F100

058

사건번호

(2006)일중행초자 제739호((2006）一中行初字第739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대리기구

원고

Tosoh Coporation

(심판청구인)

(日本曹达株式会社)

대리인
대리기구

피 고

상표평심위원회

산시푸청현메이방농약유한공사

제3자
(상표권자)

대리기구

(陕西蒲城县美邦农药有限责任公
대리인

司)

소송결과

청구 기각

관련 법령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상타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商泰律师事务所)
마오옌성(毛燕生)
왕훙이(王泓泽)
상표평심위원회
스신장(史新章)
추이잉치(崔迎琪)
베이징시 톈츠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天驰律师事务所)
마바이강(马佰刚)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10.23. 선고

《상표법》제28조; 《상표법》제31조

쟁 점
▪ 인용상표의 ‘甲基托布津’가 ‘甲托’로 약칭되고 있는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무
효심판청구인)에게 있다.
▪ 이 사건 등록상표 ‘甲托’가 인용상표1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법 제31조를 적용
할 수 없다.
▪ 상표평심위원회 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907272)

인용상표

463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

일본 Tosoh Coporation (이하 ‘원고’)은 1978년 ‘甲基托布津 TOPSIN‐M’ 상표를 제
5류 농약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 1979. 8. 15. 에 등록(이하 ‘인용상표’)되었다.
인용 상표는 갱신등록되었고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09. 8. 14. 이다.
2001. 7. 17. 산시푸청현메이방농약유한공사(이하 ‘제3자’로 약칭)는 제 1907272
호 ‘甲托JIATUO’ 상표(이하 ‘등록상표’)를 제5류 농업용 살균제 등을 지정하여 출원
하여, 2002. 9. 28. 등록되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2002. 9. 28. 부터 2012. 9.

27. 까지이다.
2004. 5. 21. 원고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이 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
였다. 이유는 제3자가 등록한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과 오인을
일으켜 상표권 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타인의 선 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
정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원고가 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96부. 설문 조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고가 생산한 ‘甲
基托布津’ 살균제의 더 나은 보급을 위해 원고의 위탁을 받아, 귀 회사와 개인을
대상으로 ‘甲基托布津’의 시장현황을 조사한다. 상기96부의 설문조사는 설문대
상자들이 모두 ‘甲托’를 ‘甲基托布津’의 약칭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하얼빈시 루이쉐농자재판매부(哈尔滨市瑞雪农资经销部)의 수입 농약의 상품명단.
해당 명단은 루이쉐농자재판매부가 원고가 생산하고 장쑤룽덩화학유한공사가(江
苏龙灯化学有限公司) 개별 포장한 ‘甲基托布津’를 ‘曹达甲托’ 로 칭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해당 명단 중 발표시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제3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조사표 여러 부. 시장조사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3
자가 여러 해 동안 품질을 생명으로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삼농(농업, 농촌, 농민)
을 위해 봉사했고,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제품을 개발해 내기 위해, 각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甲托’표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시장조사표는 설문대
상자들이 모두 ‘甲托’를 ‘甲基托布津’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2. 중국농약공업협회, 산동성농약공업협회, 산시성농약공업협회가 발급한 서명증명,
모두 ‘甲托’를 ‘甲基托布津’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원고가 ‘甲托’등록상표에 대해 제출한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현행
상표법 제41조 제2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건 등록상표를 유지한다는
2006. 3. 15. [2006]제801호 재정을 내렸다.
본 건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상기 두 개의 증거를 본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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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자문기록 3부와 공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평심 단
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이었다.
상기 사실은 이 건 등록상표 등록증, 인용상표 등록증, 〔2006〕제801호 재정, 원
고가 제출한 설문조사지, 루이쉐농자재중개부의 수입농약 상품명단, 제3자가 제출한
시장조사표, 중국농약공업협회, 산동성 농약공업협회, 허난성 농약공업협회, 산시성
농약공업협회가 발급한 서면증명 및 당사자의 진실 등 증거로 뒷받침된다.

2. 소송경과
2006.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6.10.23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2006)일중행초자제739호

청구 기각(청구인 패)

2004. 5. 21.
상표등록 제1907272호
‘甲托JIATUO’ 무효심판

2006. 3. 15
상평자[2006]제801호

청구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재정한 〔2006〕제
801호《제1907272호 ‘甲托JIATUO’와 관련된 상표분쟁 재정서》를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상품상에 등록된 유사상표인지 여부
이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 상품류는 각각 살균제와 농약으로, 유사상품에
속한다. 두 상표는 모두 문자상표이지만, 발음, 문자 구성의 차이가 명확하다. 당사자
가 제기한 ‘甲托’가 ‘甲基托布津’의 약칭인지는 본원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두
상표의 발음과 문자 구성상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甲托’가 ‘甲基托布津’의 약칭이라
는 것을 증명하려면 원고는 반드시 무효심판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현재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제3자가 제출한 설문조사와 시장조사표는 모
두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 방식의 중립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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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게다가 내용상 모두 명확한 지향성을 띠고 있어, 피조사자에게 쉽게 암
시를 한다. 따라서 객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판결 근거로 삼지 않
는다.
루이쉐농자재판매부 수입 농약의 상품 명단 중 비록 루이쉐농자재판매부가 원고가
생산하고 장쑤룽다화학유한공사가 개별포장한 ‘甲基托布津’를 ‘曹达甲托’로 칭하고 있
지만, 이 사실이 발생한 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해당 판매부가 ‘曹达甲托’로 칭했
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증명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이 규
정하는 심사구체행정행위 합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가 본 건 소송과정에서 제
출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상표평심위원회가 재정한 〔2006〕제801호 재정의 합법성
을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甲托’가 ‘甲基托布津’
가 약칭이라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본원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등
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발음, 문자 구성 및 뜻에서 모두 큰 차이가 있어 두 상표는 유
사상품에 등록된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3자가 등록한 이 건 등록상표가 《상표법》3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상표법》31조는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
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
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증거와 상기 분석
에 근거하여 ‘甲托’와 ‘甲基托布津’는 발음, 문자구성 및 뜻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한 이 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권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종합하면, 상표평심위원회가 재정한 〔2006〕제801호 재정이 인정한 사실은 명확
하고, 법률 적용이 정확하며, 심리 과정도 합법적이므로 유지해야 한다. 원고의 소송
청구이유는 모두 성립될 수 없으며, 본원은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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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융춘(王永春) vs 상표평심위원회 ‘乡巴佬’ 상표 무효 행정사건
1심 사건

F31.1

098

사건번호

(2006)일중행초자제504호((2006)一中行初字第504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상표권자)
피고

제3자
(심판청구인)

대리기구
왕융춘(王永春)
상표평심위원회
구이저우성런화이시마오타이진샹

대리기구
대리인
대리기구

바라오술공장
(贵州省仁怀市茅台镇乡巴佬酒厂)

소송결과
관련 규정

대리인

청구 인용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8. 18. 선고

《상표법》제31조

쟁 점
▪《상표법》제31조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에 상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상표법》제31조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가 존재하는지의 판단 기준시(계
쟁상표의 출원시)
▪ 상호를 인용표장으로 하여 《상표법》제31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호가
계쟁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1. 사실관계
등록상표(상표등록 제2021589호)

인용표장(상호)

乡巴佬
<법원의 인정 사실>
본 사건의 이건 등록상표는 문자 ‘乡巴佬’로 이루어졌고 등록번호는 제2021589호,
지정상품은 제33류의 알코올음료(맥주 제외), 술(음료)이다. 이건 등록상표는 2000.
4. 17. 쓰촨성몐주시후이훙양주공장(四川省绵竹市汇泓酿酒厂)이 출원하고 2003. 10.
등록되었으며 2004. 6. 황밍구이(黄明贵)에게 양도되었고 2004. 7. 다시 황밍구이로
부터 본 사건 원고 왕융춘에게 양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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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회사는 1999. 7. 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의 기업명칭은 런화이시마오타이
진샹바라오술공장(仁怀市茅台镇乡巴佬酒厂)이었으며, 2001. 현재 기업명칭으로 변경
되었다.
2005. 3. 11. 제3자는 원고의 이건상표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006. 2. 15. 피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이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31조의 ‘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한 경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건 상표등록을 무효로 선고하였다. (상평자(2006)제288호 쟁의재정
서, 이하 ‘제288호 재정서’)
원고는 제288호 재정서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88호 재정서의 요지:
본 무효심판청구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건상표의 등록이 《상표법》제31조의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에 손해를 주고’ ‘타
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상표법 제31조에 따른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를 손해를 준’ 경우란 타인이 먼저 취
득한 상표권 이외의 기타 권리에 손해를 준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타인의 먼저
취득한 기타 권리는 상호권을 포함한다. 청구인 마오타이진샹바라오술공장은 1999.
7. 에 설립되었고 ‘乡巴佬’를 회사의 상호로 하였으며 설립후 자신의 상품에 ‘乡巴佬’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이 표장과 상호가 일정한 연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1999. 이후
부터 청구인의 술은 구이저우, 윈난, 후난, 광시, 간쑤 등 지역에서의 대량 판매 및
광고 홍보를 통해 ‘乡巴佬’ 술은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乡巴佬’ 상호도 이로 인해 시장에서 일정한 명성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형성하였으므로 소비자는 ‘乡巴佬’ 술과 청구인을 연결시키기 쉽다.
따라서 이건상표의 등록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고 청구인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에 손해를 준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표법 제31조에 따른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한’ 경우란 상표 출원인이 특정 표장이 타인이 이미 사용하
고 있고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표장 또는 그 표장과 유사한 상표
를 선점하여 등록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건상표의 출원전에 ‘乡巴佬’는 이미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가 되었다. 동종 업계의 종사자로서 이건상표의 원 상표권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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촨성몐주시후이훙양주공장은 ‘乡巴佬’가 타인이 주류 상품에 먼저 사용한 표장임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상표를 등록한 행위는 성실 신용의 원칙과 상업도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상표법 제31조에 따른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한’ 경우에 해당된다. 비록 피청구인이 자신은
1999. 벌써 ‘乡巴佬酒’ 포장을 설계하였고 이 상품을 당년의 전국 겨울철 럼주회에
전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법 제31조, 제41조 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건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선고한다.
원고의 주장:
상표법 제31조의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고‘와 ‘타인이 이
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해서는 안된
다’는 병렬관계이며 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등록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이
유로 된다.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경우에 관련된 선행권
리에 있어서 이 선행권리는 비록 상호권을 포함하나 이 상호는 관련 공중 가운데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선행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상
호가 중국 관련공중 가운데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
고 또한 이건상표의 등록이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
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조건에서 피
고가 이건상표의 등록을 무효화한 것은 사실 인정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실하고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제288호 재정서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2. 소송경과
2006. 4. 6.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베이징시

2006. 08. 18.

제1중급인민법원(2006)일

원고 승

중행초자제504호

(심판청구인 패)

2005. 3. 11.
상표등록 제2021589호
“乡巴佬” 무효심판

2006. 2. 15.
상평자[2006]288호

심판청구인 승

3. 1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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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문
1. 피고의 제288호 재정서를 취소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31조의 규정된 두 가지 경우, 즉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에 손해를 준 경우
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
한 경우는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서로 다른 이유이다. 그 중 어느 하나만 부합하
면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건상표가 타인의 기존 선행권
리에 손해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업 상호는 기업명칭의 하나의 중요한 구
성부분이고 중요한 식별, 구분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선행권리는 상호에 대한 권리도 포
함해야 하며 상호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만 이건상표의 등록으로 인
해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상호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건상
표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이유로 될 수 없다. 이건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
면, 무효심판청구인은 타인의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음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이건상표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이건상표의 출원일은 2000. 4. 17. 이다.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에 손해를
주었는지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두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
원회가 제3자의 상호 ‘乡巴佬’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미등록 ‘乡巴佬’ 상표가 타
인이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에 속한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에 있어서,
1999년의 근거 자료에는 모두 회사 명칭이 ‘贵州省仁怀市茅台镇乡巴佬酒厂’으로 된 직인
이 날인되어 있으나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이 기업명칭을 가진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증거6의 《贵州省企业产品执行标准登记表》(사본)에는 회사명칭이 ‘런화이시마오타
이진샹바라오주류회사(仁怀市茅台镇乡巴佬酒厂)’ 으로 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본
법원은 당시에 이 직인이 존재하였음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1999에 발생한 사
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증거6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정성 문제가 존재
하므로 증거자료의 진정성에 대해 제기한 원고의 이의는 성립되고 이들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피고가 인정한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증거6 《贵州省
企业产品执行标准登记表》(사본)에 그 당시의 제3자의 기업명칭과 부합하는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 이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증거의 상품 명칭은 ‘浓香型白
酒’67)이며 이 증거에 근거하여 제3자의 상호 사용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
증할 수 없고 또한 ‘乡巴佬’ 가 상표로서 선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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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쥔르기기유한공사(晋江均日機器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등 상표 무효 사건
1심사건

F31.1

137

사건번호

(2007)일중행초자제1160호((2007)一中行初字第1160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진장쥔르기기유한공사
(晋江均日機器有限公司)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

보쉬주식회사(일본)

관련 규정

대리인
대리기구

피 고

소송결과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상표법》제31조

2심사건

F31.1

137

사건번호

(2008)고민종자제121호((2008)高民終字第121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진장쥔르기기유한공사
(晋江均日機器有限公司)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소송결과
관련 법령

대리기구

항소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8.5. 28. 선고

《상표법》제31조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적극
▪ 보쉬사의 인용상표

는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인가?

▪ 보쉬사의 인용상표는 《상표법》제31조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에 해당
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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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쉬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사유로 《상표
법》제31조를 주장하였을 뿐 《상표법》제31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
가

구체적으로

저작권임을

적시하지

않았는데도

상표평심위원회가

저작권

소극

침해를 이유로 무효 재정을 한 것은 보쉬사가 제출한 무효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221484)

인용상표(등록680503)

인용상표
(등록)

<원심 조사 사실>
1992. 12. 22., 보쉬사는 ‘Z’ 도형상표를 중국 상표국에 출원하였고 1993. 12. 17.
에 상표국은 이 상표를 심사한 뒤 출원공고하였다. 1994. 3. 7. 이 상표는 제7류의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등에 등록되고, 등록번호는 제680503호(이하 ‘인용상표’)이
다. 인용상표는 갱신 출원을 거쳐 존속기간이 2014. 3. 6. 까지 연장되었다.
1997. 9. 1. 원고는 제1221484호 도형상표 ‘Z’(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
였고 1998. 11. 7. 상표국은 이 상표를 밸브(디젤엔진 부품), 피스톤링(디젤엔진 부
품) 등에 등록하였다.
2002. 2. 9. 보쉬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피고(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
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청구이유는 인용상표가 보쉬사의 구 기업명칭의 상호

‘ZEXEL’을 도안화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를 복제 및 등록한 것으로
서 보쉬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었다.
2007. 7. 25.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보쉬사의 선행 저작권에 대한 침
해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라고 재정하였다((2007)제4365호).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도형이 완
전히 동일하여 양자는 전체적 시각 효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공중이 일반적 주의
력을 기울일 때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상표에 해당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에 속하며, 인용상표의 출원 및 등록 시
점이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앞서므로 심판청구인(이 사건 제3자)은 선행 상표권을
가진다. 다만 상표법 개정 결정의 시행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지 이미 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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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선행 상표권에 기하여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은 법정 기
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무효심판청구의 이유를 인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며 청구인
의 선등록 상표에 대한 복제상표에 속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저명성에 대
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무효심판청구의 이유를 인용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청구인이 1990년에 자체 설계하고 1992. 2. 22.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였고 상표국에 의해 출원공고된 상표이다.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청구인의 원래 영문 상호
‘ZEXEL’의 두음자 ‘Z’를 취한 것으로 그 조형이 독창성과 복제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상의
미술 저작물에 속하며 청구인은 인용상표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
상표의 ‘Z’도형의 구성요소, 설계구상, 표현 수법이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를
도치한 것으로 전체적 시각효과가 흡사하다. 피청구인(이 사건 원고)은 인용상표의 도형을 심
판청구인(이 사건 제3자)이 디자인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도형을 자신이 단독으로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청구인의 선행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않
고 청구인의 선행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행위는 상표법 제31조에 따
른,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주면서 등록한 행위를 구성하므로 청구인의 무효청구의 이유는
성립된다.

원고는 피고의 무효 재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보쉬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
표법 제31조의 선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선권리가 저작권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보쉬사의 선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피고의 판
단은 보쉬사가 제출한 무효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났다.

2. 소송경과

2008. 3. 3.

2007.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8)고민종자제121호

2008. 5. 28.
원고 패
(심판청구인 승)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8

(2007)일중행초자

원고 패

제1160호

(심판청구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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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9.
상표등록출원 제1221484호

2007. 7. 25.
상평자[2007]제4365호

무효심판

심판청구인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상표평심위원회의 제4365호 재정을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보쉬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를 제출할 때 상표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유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로 하였으며, 제31조에 규정한 사유에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 당사자는 알고 있다. 보쉬사는 ‘부당한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서’ 및 이유서에 상표의 창의, 창작 프로세스, 이념 및 영감(inspiration)
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고도 보쉬사가 ‘Z’ 도형상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쉬사가 인용상표를 등록한 후에 등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이 인용상표를 표절 및 복제한 사실은 명백하나 원고는 이 사건 등
록상표의 창작 유래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등록은 보쉬사의 선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보쉬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할 때
저작권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지와 제4365호 재정이《상표평심규칙》 제29조의 규정
을 위반하고 보쉬사의 청구 이유를 벗어나서 재정을 하였는지이다.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보쉬사는 ‘부당한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서’에 상표
법 제31조에 규정된 사유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로 하였고 인용상표의 창
의, 창작 프로세스, 이념 및 영감(inspiration)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보쉬사는 비
록 저작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표법 제31조에 규정된 선권리에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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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이 포함되므로 피항소인(1심 피고)이 보쉬사의 무효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쉬사가 주장한 선권리에 저작권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시점은 인용상표의 등록 이후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도 인용상표에 대한 표절 및 복제임이 명백하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항소인(1심 원고)도 보쉬사가 상표평심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고 가
정할 경우 보쉬사가 저작권을 향유한다는 사실에 이의가 없다고 명확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제4365호 재정이 보쉬사의 무효심판청구의 이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고
보쉬사의 청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정확하고 항소인(1
심 원고)의 실체 권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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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上海上島珈琲食品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심사건

F31.1

111

사건번호

(2004)일중행초자제686호((2004)一中行初字第686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上海上島珈琲食品有限公司)

피고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1

천원민(陳文敏)

제3자2

항저우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杭州上島珈琲食品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상표법》제31조; 《저작권법》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제54조 제2호 1,2항

2심사건

F31.1

111

사건번호

(2005)고행종자제111호((2005)高行終字第111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항소인
(1심 피고)
항소인
(1심 제3자1)
항소인
(1심 제3자2)
피항소인
(1심 원고)

상표평심위원회

천원민(陳文敏)
항저우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
(杭州上島珈琲食品有限公司)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上海上島珈琲食品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항소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 7. 22. 선고

《상표법》제31조; 《저작권법》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제61조 제2호, 제3호
1993. 12. 13.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등록된 뒤 해당 상표등
록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상표가 원고(피심판청구인)에게
양도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을 추인한 것

소극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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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
표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한 판결이 최
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최초 출원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

소극

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 판단을 기속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207183)

인용표장

<원심 조사 사실>
1986. 11. 25. 천원민은 대만 지혜재산국에 ‘上岛 및 도형’상표(이하 ‘인용표장’)를
출원하였으며 이 상표는 1987. 8. 1. 에 등록공고되었다. 등록번호는 제00369587호
이다. 천원민은 ‘上岛 및 도형’의 창작자이다.
위 인용표장과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1997. 7. 10. 에 최초 출원인인 톈진광
타이회사(天津广泰公司)에 의해 중국 상표국에 출원되어 1998. 9. 14. 에 등록되었
으며, 등록번호는 1207183호이며, 지정상품은 30류의 커피 등이다. 이 사건 등록상
표는 1999. 5. 28. 하이난상농회사에 양도되었다. 하이난상농회사는 이어 동일한 표
장을 제42류의 커피숍업등에 1998. 11. 12. 출원하여 2000. 4. 14. 에 등록받았다.
천원민은 하이난상농회사의 설립때부터 2000. 4. 까지 총경리로 있었다.
하이난상농회사는 상하이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 자리에 천원민도 참석하였고, 수익자란에 서
명도 하였다. 새 회사의 이름은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이며, 2001. 8. 11. 설
립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동일 표장의 서비스표는 각각 2002. 5. 30. 및
2002. 7. 14. 에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이하 ‘상하이상다오공사’)에게 양도
되었다.
한편 천원민은 항저우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이하 ‘항저우상다오공사’)에게 자신의
‘上岛 도형’ 미술작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 허가계약에서 천원민은 타인에
게

‘上岛 도형’에 대한 사용권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항저우상다오공

사는 계약 사항에 따른 권리를 그 어떤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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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상다오공사는 천원민에게 사용료 7,000위안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은 서명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2003. 4. 22. 천원민과 항저우상다오공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이 천원
민의 저작권 및 ‘上岛 및 도형’ 저작물에 대한 항저우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의 사용
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에 이 사건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상표평심위원회는 법에 따라 수리하였다.
이에 맞서 상하이상다오공사는 항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에 투소하였고, 2003. 7.
31. 항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항저우상다오공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상하이상다오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커피 제품을 생산, 판매 하였다고 인정하고
당해 회사에 대해 행정처벌을 하였다.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1)즉각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 (2) 상응한 임시 압류 물품을 몰수한다. (3) 벌금 10만 위안을 부과한다.
2003. 8. 16. 상하이상다오공사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천원민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 등록 전체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이 상표의 등록은 천원민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3. 9. 19. 항저우상다오공사와 천원민은 상해시 제2중급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
며 상하이상다오공사가 ‘上岛 도형’을 상표로 사용한 것은 천원민의 저작권 및 천원
민의 미술작품에 대한 항저우상다오회사의 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
였다.
2004. 7. 2.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평자 [2004]제3135호 재정을 하였으며, 재정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원민이 먼저 창작하고 사용한 ‘上岛 및 도형’표시의 도
형 설계는 일정한 독창성을 가지므로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된
다. 저작권법 제24조, 제26조 및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저작권의 사
용허가는 특정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법률행위(要式法律行为)에 속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명확한 허가를 받고 저작권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하이상다오공사는 천원민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과정을 알
고 있다고 했으나 ‘上岛 및 도형’상표의 최초 출원인인 톈진광타이회사와 저작권자
천원민이 체결한 저작권 사용허가계약, 또는 천원민이 ‘上岛 및 도형’도형에 대하여
톈진광타이회사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것을 허가한 서면 수권서류, 또는 천원민이 상
표등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그 어떤 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천원민이 자신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上岛 및 도형’ 도형에 대해 톈진광타이회사에 상표등록출
원을 명확하게 허가한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톈진광타이회사
가 수권을 받지 않고 천원민이 저작권을 선취득한 ‘上岛 및 도형’ 표시에 대해 상표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행위는 천원민의 선행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톈진광타이회사의 이 사건 등
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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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2005.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고행종자제111호

2004.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재정불복소송(상표무효)

(2004)일중행초자제686호

2003. 4. 22.
상표등록 제 제1207183호

2005. 7. 22.
피고 승
(심판청구인 승)

원고 승(심판청구인 패)

2004. 7. 2.
상평자[2004]제3135호

‘上岛 및 도형’상표 무효심판

심판청구인 승

3. 민사소송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항저우상다오공사, 천원민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으로 일어난 분쟁사건이다. 천원민이 ‘上岛 도
형’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두 원고의 주장에 대해 상하이상다오공
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원고가 제공한 관련 증거에 의해 천원민이
‘上岛 도형’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하이상다오
공사가 경영활동에서 ‘上岛 도형’미술작품을 사용하였고 특히 그 미술작품을 등록상
표로서 사용하였다는 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하이상다오공사는 이를 승인하였으
며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 쟁점은 상하이상다오공사가 ‘上岛 도형’
및 상기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인지이다.
상하이상다오공사는 ‘上岛 도형’의 저작권자가 아니며, 동 회사가 가지고 있는 2건
의 ‘上岛 문자 및 도형’ 등록상표는 천원민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上岛 도형’ 미

술작품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하였다. 다만 상하이상다오공사는 두 등록상표의 최초
상표권자가 아니며, ‘上岛 문자 및 도형’상표는 톈진광타이회사가 최초로 등록하였고
‘上岛 문자 및 도형’서비스표는 하이난상농회사가 최초로 등록하였다. 상하이상다오
공사는 양도를 거쳐 두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상표법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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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표국이 상표등록의 심사 및 등록을 주관하고 상표국의 등록을 거친후 상표권자
는 상표권을 가지며, 이 상표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톈진광타이회사, 하이난상
농회사가 각각 제출한 ‘上岛 문자 및 도형’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출원은 상표국의 심
사를 거쳐 등록된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효한 등록상표이다. 그후 상하이상다오공사
는 적법한 양도를 거쳐 ‘上岛 문자 및 도형’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를 취득하였으므로
상표권을 향수한다. 두 원고가 이미 등록된 ‘上岛 문자 및 도형’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사실상 두 원고는 이미 ‘上岛 문자 및 도형’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각각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수리되었으나, 아직 최종적인 재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상표법에 따르면, 두 등록상표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무효심판 청
구에 대한 최종 재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상하이상다오공사는 경영활동에서
두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하이상
다오공사가 ‘上岛 문자 및 도형’ 등록상표의 구성요소로서 ‘上岛 도형’을 사용한 것
도 적법한 사용에 속한다.
또한, 두 원고가 ‘上岛 도형’ 미술작품이 저작권자인 천원민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상표로서 등록 및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응한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
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000. 7. 29. 하이난상농회사가 이사회를 열었고 천
원민이 회사 총경리로서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록을 보면 천원민이 상표 양도
에 대한 결의안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일자에 체결한 ‘上
岛 커피 등록상표 양도 계약’에 ‘上岛 문자 및 도형’상표를 곧 설립할 상하이상다오
공사에 양도할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천원민도 이 계약의 수익자 란에 서명하였
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항저우상다오회사를 단속한 후 천원민은 상하이상다오공사
에 보낸 ‘각서’를 통해 제30류 제품에 대한 상하이상다오공사의 권리를 다시는 침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상기 사실에 대한 관련 증거의 진정성에 대해 천원민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사실로부터 천원민이 ‘上岛 도형’미술작품이 이
미 제30류 상품 및 제42류 서비스업에 등록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관련 등록상표를
상하이상다오공사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사등기부에 천원민
이 하이난상농회사의 주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천원민은 이 회사의 총경리로
서 자신의 재직 기간 내에 발생한,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표등록, 양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따라서 천원민의 관련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원고가 법률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
으나 사실적 근거가 결여되어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上岛 문자 및 도형’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는 상표국의 등록을 거친 것이
고 상하이상다오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양도를 거쳐 두 상표 및 서비스표를 획
득하였으므로 이들 상표 및 서비스표의 적법한 권리자이다. 현재의 증거로서는 상하
이상다오공사가 경영활동에서 두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上岛 도형’미술작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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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행위가 천원민의 저작권 및 항저우상다오공사의 사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
기 어렵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전국 일부 법원의 지식산권 심판업무 좌담회 기록》규정에
따르면 권리충돌에 관한 지재권 분쟁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지재권의
취소 또는 무효절차에 따라 관련 등록부문에 청구하여 권리충돌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다시 지재권 침해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에 관련 등록부문이 처리결과를 내지 않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두 원고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이미 3개월이 넘었으나 아직 처리 결과가 없으므로 상기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본 법원은 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만
약 두 ‘上岛 문자 및 도형’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법정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효된다면 상하이상다오공사는 상응한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며,
두 원고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4. 행정소송 1심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2004〕제3135호《제1207183호 ‘上岛 및 도형’ 상표
분쟁에 대한 재정서》를 취소한다.
2. 제1207183호 ‘上岛 및 도형’상표등록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上岛 도형’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작품이며, 천원민은 ‘上岛 도형’의
저작자로서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항저우상다오공사는 천원민의 허가
를 거쳐 이 저작물의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며 동 회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법
적 보호를 받는다.
비록 저작권법 제24조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에 관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천원민은 이 사건 등
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내지 기업과 하이커우 상다오 커피숍을 설립할 것을 약정하
였는바 이로부터 천원민이 합작 투자한 기업에 ‘上岛’상표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표
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상하이상다오공사가 제공한 증거로는 톈진광타
이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행위가 천원민의 서면 수권을 거친 것임을 증
명할 수 없으나, 톈진광타이회사가 하이난상다오회사의 설립후 자신의 상표를 하이
난상다오회사에 양도하였으며, 하이난상다오회사는 상하이상다오공사가 설립된 후
당해 상표를 상하이상다오공사에 무조건 양도하였다. 천원민은 하이난상다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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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리, 이사회의의 참가자 및 상표 양도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양도사
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과 양도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천원민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천원민의 선행권
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 항저우상다오공사와 천원
민은 상표등록행위와 사용행위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표등록행위와 그후의 사용행위는 전후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두 행위를 인위적
으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법률행위로 구분하여서는 안된다.

상표사용행위에 대

한 인정은 자연히 그 전의 상표등록행위에 대한 소급 인정을 의미한다. 상표평심위
원회는 상해시 제2중급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및 사용이
천원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상황에서 상하이상다오공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정확한 인정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천원민의 저작
권을 침해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행정소송 항소심 법원의 판단
5.1. 행정소송 항소심 주문
1.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의 (2004)일중행초자제686호 행정판결을 취소한다.
2.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2004]제3135호《제1207183호 ‘上岛 및 도형’ 상표분
쟁에 대한 재정서》를 유지한다.
5.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톈진광타이회사가 1997. 7. 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때
천원민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이다.
상표법 제31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출원함에 있어서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주어
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천원민은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과 동일한 미술작품
‘上岛 및 도형’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
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천원민은 타인에게 ‘上岛 및 도형’ 미술작품에 대한 사용(이 미술작품을 상표
등록출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허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에서 상표 무효
심판 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상하이상다오공사는 상표평심위원회와 1심법원에 대량
의 증거를 제출하여 천원민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과 양도에 대해 알고 있고 또
한 인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다만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인, 톈
진광타이회사가 천원민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거치고 ‘上岛 및 도형’상표출원을 하였
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으며,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上岛 및 도형’이 상표로
등록된 이후 천원민이 이 상표의 양도 및 사용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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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이난상다오회사 주주 회의에서 천원민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하이상다오
공사에 무조건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부터 천원민이 사후에 자신의 저작물
이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을 추
정할 수 있으나, 이로부터 톈진광타이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 천원
민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상해시 제2중급법원이 수리 및 심리 종결
한 천원민 및 항저우상다오공사와 상하이상다오공사의 저작권 침해분쟁사건에 대한
제196호 민사판결도 단지 상하이상다오공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상하이상다오공
사가 경영활동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上岛 및 도형’ 미술작품을 사용한 행위가 천
원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행
위가 천원민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상해시 제2중급법원이 수리
하는 민사침해분쟁사건과 상표평심위원회가 수리하는 상표 무효심판 사건의 쟁의 내
용이 서로 다르므로 두 사건의 성질, 심리범위, 적용 법률 및 심리결과가 서로 다르
다. 따라서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 등록행위와 등록상표의 양도, 사용행위를 서로 다
른 성질의 행위로 규정하고, 본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에 대한 심사에
서 상해시 제2중급법원의 제196호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그 판결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고, 천원민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양도 및 타인의 사용허가에 대해 사후에
동의 및 참여한 것으로부터 천원민이 ‘上岛 및 도형’상표권 귀속에 대해 이의가 없
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상표평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 현
재의 증거에 따르면, 톈진광타이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에 있어서 천원민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천원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그 행위는 위법하다.
2000. 7. 29. 천원민이 자신의 저작물이 상표등록되었음을 알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
지 않았으나, 그 의사 표시는 천원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후 양 당사자간
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천원민은 2003. 4. 22. 법정 소송시효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심리
하여 무효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상하이상다오공사가 천원민이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평심위원회, 천원민 및 항저우상다오공사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평자[2004]제3135호 재정을 유지해 달라는 항
소 청구를 인용한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고쳐야
한다.

484

분류코드 : F31.2

선전시왕리타이실업유한공사(深圳市旺利泰实业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2심 사건

129

F31.2

사건번호

(2006)고행종자제551호((2006)高行终字第551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항소인

선전시왕리타이실업유한공사

(1심 원고)

(深圳市旺利泰实业有限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피항소인
(1심 피고)

상표평심위원회

(北京市隆安律师事务所)
쉬자리(徐家力)

대리기구
대리인

주식회사 니프코

제3자

베이징시룽안변호사사무소

(株式会社尼富考)

소송결과

항소 기각

대리기구
대리인

베이징시중쯔변호사사무소
(北京市中咨律师事务所)
자쥔(贾军); 천쉐민(陈学民)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7. 3. 6. 선고

《상표법》 제31조, 제41조 제2항, 제43조;
관련법령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상표법(1993)》 제27조 제2항.

1심 판결일자

2006. 9. 20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구 《상표법(1993)》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
간의 적용 여부

소극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 제1204572)

인용상표(등록 제275152호)

<법원의 인정 사실>
1987. 1. 20. 주식회사 니프코(이하 ‘니프코’)는 제20류의 공업용 플라스틱 제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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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테이프 등을 지정하여 ‘NIfCO’상표를 등록하였으며(이하 ‘인용상표’) 등록번호는
제275152호이며, 갱신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을 2007. 1. 19. 로 연장하였다.
1997. 5. 26. 원고는 제26류 상품에 대하여 ‘NIfCO’상표를 출원하였고 1998. 9.
7. 등록 받았으며 등록번호는 제1204572호이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1986. 11. 14. 니프코는 홍콩에서 SUSUPE LIMITED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87. 7. 10. 회사 명칭을 NIFCO(HK) LIMITED로 변경하였다.
1988. 6. 28. 니프코는 제20류 상품을 지정하여 홍콩에서 ‘NIfCO’상표를 등록하였다.
2003. 12. 24. NIFCO(HK) LIMITED는 중문명칭 ‘利富高(香港)有限公司(이하 리푸
가오(홍콩)유한공사)’를 추가 등록하였다.
1996. 2. 부터 1997. 5. 까지 리푸가오(홍콩)유한공사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선
전, 난징 등 지역의 고객에게 인용상표가 표시된 대량의 플라스틱 매직테이프, 지퍼
등을 판매하였다.
2003. 8. 28. 까지 니프코는 중국 대륙에 90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며, 행정구
역은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푸젠, 랴오닝 및 선전, 주하이를 포함하였다.
2003. 9. 5. 니프코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04. 12. 20.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니프코의 거래처에게 경고장
을 발송하였고, 2005. 8. 16. 니프코에게 최종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2006. 3. 8. 상표평심위원회는 제0528호 재정을 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제0528호 재정 내용:
1. 심판청구인(1심 제3자, 주식회사 니프코)이 지퍼, 플라스틱 제품 등에 사용한 인용
상표 ‘NIfCO’중 문자 ‘f’와 N, I, C, O 네개 문자는 글꼴, 대소문자, 색채 및 크기 등
이 서로 달라 이들 문자의 결합은 일정한 특징을 가진다.
2.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이미 중국 대륙에서 판매 및 사용되었으며 매출 및 판매
범위로부터 인용상표가 관련 공중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음이 입증된다. 심판청
구인의 인용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범위에는 피청구인(1심 원고)의 소재지가 포
함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매직테이프, 핸드백 지퍼 등과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플라스틱 매직테이프, 지퍼 등은 기능, 용도, 소비대상 등 면
에서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완전히 같다.
피청구인은 동종업계의 종사자로서 인용상표가 타인이 소유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를 표절
및 복제한 상표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후 피청구인
은 수차 심판청구인에게 고액의 양도료 및 손해배상에 관한 요구를 하였으며 심판청
구인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침해소송, 항의 등의 방식으로 심판청구인의 상
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으며 심판청구인과 그 거래처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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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 또한 피청구인이 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주관적 의도,
시장 행위 및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종합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인용상표
가 타인이 선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표절 및 복제의 방식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는데
이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질서를 해쳤으므로 상표법 제31
조상의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소송경과
2007. 3. 6.

2006.

(2006)고행종자제551호

2006. 11. 17.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 9. 20.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2006)일중행초자제651호

원고 패

2003. 9. 5.
상표등록출원 제1204572호
무효심판

항소 기각

2006. 3. 8.
상평자[2006]제0528호

심판청구인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제0528호 심결을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제3자가 선등록한 인용상표는 글꼴, 형태 및 구성상 완전히
같으며 관련 공중은 양자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매직테이프, 핸드백 지퍼 등은 제3자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플라스틱
매직테이프, 지퍼 등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오인 혼동할 수 있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제3자의 인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판매 및 사용되고 있었으며, 판매된 수량과 범위로부터 볼 때 제3자
의 인용상표는 관련 공중에게 이미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며 판매 지역 범위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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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의 주소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제3자의 인용상표
는 글꼴, 형태 및 구성상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
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제3자의 인용상표가 완전히 같으므로
원고는 제3자의 인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중국 대륙 시장에 진출한 후 인용상표를
본따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사실상 타인이 이
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표절 및 복제하여
선점한 행위에 해당된다. 원고의 행위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공정 경쟁
의 시장 질서를 해쳤으므로 상표법 제31조에 따른,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
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표절 및 복제하여 선점한 행위에 해당되
며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후 원고는 제3자의 거래처에
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제3자에게 고액의 양도료와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것에 주관적 악의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1) 항소인(1심 원고)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행위는 제3자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용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표절 및 복제하여 선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
한 판단
상표법 제31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은 타인의 선행 권리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해서
도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사건에서 조사한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 제
3자는 1987. 1. 에 제20류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를 등록하였으며, 1996년부터 플
라스틱 매직테이프, 지퍼 등 상품에 인용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플라스틱 매직
테이프, 지퍼 등 상품의 판매 범위는 베이징, 난징, 선전 등 지역을 포함하고 관련공
중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3자가 선사용하고 있고 일정
한 영향력이 있는 인용상표와 글꼴, 형태 및 구성상 동일하여 관련 공중은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매직테이프, 핸드백 지퍼 등의
상품과 제3자의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매직테이프, 지퍼 등 상품은 서로 유
사하여 쉽게 오인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인(1심 원고)은 제3자의 인용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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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상품이 중국 대륙에 진출한 후 인용상표를 본따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
였으며 그 행위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복제하여 선점한 행위로서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경쟁의 시장
질서를 해쳤으므로 상표법 제31조에 규정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
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복제하여 선점한 행위에 속한다는 1심 법원의
인정은 정확하다. 또한, 1심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후 항소인이 제3자의
거래처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에게 고액의 양도료와 배
상금을 요구한 등의 사실로부터 항소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것에 주관적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사실과 증거의 뒷받침을 받는다.
(2) 소송 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
석》 제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개정 상표법(2001)의 시행시 이미 만 1년이 된 등록
상표에 대해 쟁의가 발생하고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한 경우에는 개정전 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전 상표법 제27조 제1항에는, ‘이미 등록된 상표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기망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그 등록상
표를 무효로 한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의 무효심
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제2항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도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쟁의가 발생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
국 입법법》제84조에 규정된 ‘불소급’ 정신과 상기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을 결합하
여 보면,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의 해석》 제6조는 개정 전 상표법 제27조 제2항이 규정한 경우에 적용되고 상표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망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상표법실시세칙 제25조에 기망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성실신용의 원
칙, 복제, 모방, 번역 등 방식으로 공중에게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포함된다. 본 사건에서 항소인은 부정한 수단으로 제3자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일정
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등록한 것은 개정전 상표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에 해당되며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
법원의 해석》제6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항소인(상표평심위원회)가 무효심판청구를 수리한 것과 1
심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것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사
건은 《상표평심규칙》제59조 제2항 또는 《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관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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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개정 전 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심판 청구의 제출 기간에 따라 처리해야 한
다는 것과, 제3자의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과, 1심 판결이 절차 및 법률 적
용이 잘못 되었다는 항소인의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
다. 1심 판결은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확하므로 유지하여야 한다. 항소인의 항
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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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팡산현라오촨퉁식품유한공사(山西省方山県老伝統食品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国家工商行政管理総局商標評審委員会) 상표 무효 사건
1심 사건

F31

115

사건번호

(2004)일중행초자제588호((2004)一中行初字第588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산시성 팡산현라오촨퉁식품유한공사 (山西省方山県老伝統食品有限公司)

피 고

상표평심위원회

제3자

산시싱화춘펀주공장주식유한공사 (山西杏花村汾酒廠股份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규정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4. 12. 27. 선고

《상표법》제31조, 제41조 제2항
《상표법실시조례》제3조

2심 사건

F31

115

사건번호

(2005)고행종자제71호((2005）高行終字第71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산시성 팡산현라오촨퉁식품유한공사 (山西省方山県老伝統食品有限公司)

상표평심위원회

산시싱화춘펀주공장주식유한공사(山西杏花村汾酒廠股份有限公司)

소송결과

관련 법령

항소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 5. 8. 선고

《상표법》제31조, 제41조 제2항
《상표법실시조례》제3조

1심 판결일자

2004. 12. 27.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 인용상표를 부착한 술 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정식으로 시장에
서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매체를 통해 광고된 경우 인용상표를 《상표법》제
31조의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라고 인정

적극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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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제31조의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
표’ 규정에서 ‘사용’이란 상표 소유자의 사용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1526615)

인용상표

家家
<원심 인정 사실>
1999년

10월,

산시성팡산현라오촨퉁식품유한공사(山西省方山県老伝統食品有限公

司, 이하 ‘원고’)는 제33류 술 (음료) 상품에 ‘家家’ 상표를 출원하였고 2001. 2.
21.에 등록받았다(등록번호: 제1526615호). 이 상표는 중국어 ‘家家’라는 2개 문자로
구성되었고 글자체는 컴퓨터 글자체의 통상의 예서체로 구성되었다.
2002년 8월, 산시싱화춘펀주공장주식유한공사(山西杏花村汾酒廠股份有限公司, 이
하 ‘제3자’)는 이 사건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31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제3자의 ‘家家’ 상표가 이미 사용되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먼저 ‘사용’ 요건에 관하여, 상표평심원회는 아래 이유로 인해 제3자가 제출한 판
매계약, 광고계약 등 증거가 원고의 상표등록출원전에 제3자가 ‘家家’상표를 먼저 사
용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판단하였다.
①사용 ‘주체’에 관하여
상표 사용은 상표소유자 자신에 의한 사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상표 소유자, 상
표 소유자의 관련 기업, 실시권자의 사용 및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대리점, 판매점이 행한 광고 홍보도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②사용 ‘시점’,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제3자 및 그 관련 기업은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었으므로 제3자가 이 상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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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일정한 영향력’ 요건에 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제3자가 1999. 12. 29.에
위생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으
나, 광고 작용에 의해 제3자의 ‘家家’ 상표는 광고 홍보가 미친 범위내에서의 상품
소비자 및 경쟁업체에게 알려졌으므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
다.
(2)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선점 등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상표평심위원회는 ‘家家’ 상표는 먼저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고 일정한 영향력
을 가짐을 원고가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으
나, 아래 사실로부터 원고는 ‘家家’가 제3자의 선사용 상표임을 알고 있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제3자가 업무 제휴를 한 적이 있었다.
양사는 동일한 지역에 있고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며, 양사의 상품이 동일한 판매
경로에 의해 동일한 지역에서 판매되었다.
제3자의 상표는 이미 광고 홍보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 및 경쟁업체에
게 알려졌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3자의 선사용 상표와 같은 문자로 구성되었고 글자체가 거
의 동일하다.
(3) 결론
상기 이유에 의해 상표평심위원회는 제3자가 제출한 무효심판 청구의 이유가 성립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재정하였다.

2. 소송경과

2005.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고행종자제71호

2004.

원고 패
(심판청구인 승)

2004. 12. 27.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2005. 5. 8.

(2004)일중행초자제588호

원고 패
(심판청구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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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상표등록 제1526615호 ‘家家’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심판

심판청구인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제3자 및 그 관련 기업이
‘家家’ 술 제품의 유통 판매를 위해 ‘家家’ 술 제품의 포장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을 외부에 의뢰하였고, ‘家家’ 술에만 사용되는 용기, 박스, 상표 라벨, 위조방지 뚜
껑 등을 4개 업체에 각각 발주한 사실(주문 수량은 ‘家家’술 40만분에 해당됨),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전에, 제3자가 생산한 ‘家家’술을 산시성 위생방역소에 제출하
여 검사, 테스트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대량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또한 관련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전에 ‘家家’술이 공중매
체를 통해 관련 소비자에게 알려진 사실도 증명된다.
원고와 제3자는 과거에 술제품의 생산에 관하여 업무 제휴를 한적이 있었으며, 또
한 양자는 모두 산시성 뤼리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류 제품 제조기업이다.
따라서 상기 사실에 의해 원고는 제3자가 사용하는 ‘家家’ 상표와 문자의 구성,
글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행위는 주관적인 악
의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출
원한 행위는 성실 신용의 원칙에 위반되며 상표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항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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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무역공사(益安贸易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
상표 행정사건
2심 사건

031

F31.2

사건번호

(2005)고행종자제00201호((2005)高行终字第00201号)

사건의 분류

상표 이의

항소인1
(1심 피고)

상표평심위원회

대리기구
대리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전리상

표사무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항소인2
(제3자, 이의

대리기구
룽옌권연공장(龙岩卷烟厂)

베이징시더헝변호사사무소(北京市

신청인)

德恒律师事务所)
대리인

피항소인
(1심 원고)

소송결과

관련법령

专利商标事务所);

이안무역공사(益安贸易公司)

대리기구
대리인

항소 기각

판결법원

펑이빈(冯义宾); 왕젠핑(王建平)
샤먼시차이푸상표사무소유한공사
(厦门市财富商标事务所有限公司)
정차오차이(郑朝才)
베이징식고급인민법원/
2005. 6. 20. 선고

《상표법》 제6조, 제28조, 제31조,
《연초법》 제20조 제1항,

1심 판결일자

1심 승패

원고 승

쟁 점
▪《상표법》제31조의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
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표의 사용이 위법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가?

적극

▪《상표법》제6조에서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는 담
배가 포함된다. 이의신청인이 담배에 대하여 인용상표를 사용한 결과 인용상표가
관련 공중에게 일정하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인용상표를 상표로

적극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면 타인의 상표출원을 거절시킬 인용상표로서의 자
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1. 사실관계
출원상표(상표출원 제1478896호)

인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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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1

인용상표2

七匹狼SEPT‐WOLVES 및
늑대 도형68)

与狼共舞, 尽显英雄本色

<2심 조사 사실>
출원상표는 피항소인(1심 원고, 계쟁상표의 출원인)이 1999. 2. 13. 출원하였고,
지정상품은 제34류의 권연, 시가이며, 상표는 ‘与狼共舞69) 문자 및 늑대도형’상표로
서 네모 안에 한 마리의 달리는 늑대와 ‘与狼共舞’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표국은
심사를 거쳐 이 상표를 출원 공고하였다. 항소인2(1심 제3자, 이의신청인)는 이의신
청 기간 내에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2002. 12. 4. 상표국은
[2002]상표이자제01920호 상표 이의 재정을 하여, 항소인2가 1995년부터 ‘七匹
狼70) 및 도형’상표(이하 ‘인용상표1’)를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与狼共
舞, 尽显英雄本色71)’(이하 ‘인용상표2’)를 먼저 권연 상품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사
용을 통해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피항소인이 제출한 푸젠치
피랑그룹(福建七匹狼集团)이 1994년에 선사용한 ‘与狼共舞，尽显英雄本色’ 광고어는
의류 상품에 사용한 것이며 피항소인이 항소인2가 선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선점 등록하였으므로 이의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출원상표를 거절하였다.
피항소인은 상표국의 재정에 불복하여 2002. 12. 4. 상표평심위원회(항소인1; 1심
피고)에 복심을 청구하였다. 상표평심위원회(항소인1)은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
단하였다. 항소인2(이의신청인, 1심 제3자)는 1995. 9. 부터 인용상표1을 권연 상표
를 현재까지 줄곧 사용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인용상표2를 ‘七匹狼’ 브랜드 이미지
의 중요한 홍보 용어로 하였다. 특히 1999. 2. 부터 2000년까지 대량의 사용, 홍보
를 통해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의 홍보용어는 권연 상품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
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권연 상품에서 인용상표2의 홍보용어를 보면 자연히 항소인2
및 항소인2가 생산한 권연 상품과 연결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짤막한 문구는 상품
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출원상표의 출원 시점은 항소인2(이의신청
인; 1심 제3자)의 인용상표2의 홍보 용어에 대한 광고가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이후

68)

판결문상의 인용상표 설명에 따르면 인용상표는 "항소인2가 1995년부터 권연 외포장에 사용한 도형은
네모꼴 입체도형 내의 달리는 늑대 도형과 ‘七匹狼’ 문자 및 ‘SEPTWOLVES’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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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늑대와 같이 춤을 추다’로 번역된다.

70)

‘일곱마리의 늑대’로 번역된다.

71)

이 문구를 번역하면 ‘늑대와 같이 춤을 추며 영웅 본색을 한껏 나타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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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항소인2가 줄곧 사용해온 상표의 늑대 도형과 실질적으로 같았으며, 출원상표
의 문자는 항소인2가 권연 상품에 먼저 사용하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광고어이
다.

따라서 피항소인은 항소인2가 인용상표와 상기 광고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

을 알면서도 상기 문자 및 도형의 결합을 권연 상품에 대한 출원상표에 사용하였는
데 이와 같은 사용은 항소인2가 실제 사용한 인용상표1과 구분하기 어렵고 상품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주고
항소인2의 이익에 손해를 주게 된다.
결국 상표평심위원회(항소인1)는 피항소인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1조의 규
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2004. 3. 20. 제0679호 재정을 통해 출원상표를 거절하였다.
피항소인(1심원고, 출원인)은 상표평심위원회의 이의복심 재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항소인2의 사용 상표가 ‘담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

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상표이어서 상표법상 제31조 적용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취소하였다. 1심 단계에서 국가연초
전매국(国家烟草专卖局)은 ‘권연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관한 문제’라는 표제로 1심
법원에 서신을 보내, 권연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다른 미등록상표를 동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72)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2심에서의 항소인의 주장:
항소인2가 ‘与狼共舞’ 표장을 ‘七匹狼’ 권연에 대한 홍보 문구로 사용한 행위는 궈
연의 생산, 판매 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연초법》과 《광고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与狼共舞’에 대한 항소인2의 비광고 형태의 홍보는 합법적인 사용으로 보아
야 하고 항소인2의 텔레비전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로 보아야 하며 암시적이고
간접적일 뿐이어서 단순하게 담배 광고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상기 두 법률상의 금
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관련 소비자군 가운데서 은연중 감화되는 홍보 효과를 낳을 수 있
다. 상표권에 대한 확인기관으로서 항소인1(상표평심위원회)은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
만을 취급하며 항소인2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기관의 직책이며 법원
과 항소인1은 모두 다른 행정기관의 직책을 대행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1심 판결에
언급된 관련 이유는 본 사건의 심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72)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
록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서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
하도록 규정한 상품’에는 ‘담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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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항소인은 연초 업무를 경영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형식으로든 ‘与狼共舞’
표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 피항소인이 계쟁상표를 선점 등록한 행위는 이미 항소인2
의 상표출원에 장애가 되었으며 사용중 관련 소비자를 오도하여 항소인2의 권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피항소인의 행위에는 명백한 악의가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1의 제0679호 재정을 유지할 것을 청구한다.

2. 소송경과

2005.

2004.
재정취소소송(상표이의)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5)고행종자제00201호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4)일중행초자제425호

2005. 6. 20.
원고 승
(이의신청인 패)

2005.
원고 승
(이의신청인 패)

2004. 3. 20.
상표등록출원 제1478896호

상평자[2004]제0679호

이의재정 불복 복심

상표등록출원 제1478896호
상표 이의신청

심판청구인 패
(이의신청인 승)

（2002）상표이의자
제01920호

2002. 12. 4.
이의신청인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상표평심위원회)의 제0679호 재정을 취소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31조는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자에게 특정 권리
를 부여하였고 이 권리는 타인이 특정 경우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에 대항할 수 있
다. 이 권리는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행위 자체가 법률이 금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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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이 사용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 사용행위를 토대로 법률의 보호
를 받는 행위자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법》 제31조가 가리키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란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
하지 않은 상표여야 하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사용 행위는 《상표법》 제
31조를 적용하여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항할 수 없다.
《연초법》 제20조 제1항 및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미등록상표를 사용
한 권연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법률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상표이의복심사건에서

피고(상표평심위원회)가

상평자(2004)제

0679호 재정(이하 ‘제0679호 재정’)을 통해 인용상표1을 항소인2가 권연 상품에 먼
저 사용하고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상표로 인정하고 《상표법》 제31조에 따라 출원
상표의 거절을 유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관련 증거는 항소인2가 권연 상품에 ‘与狼共舞’ 광고어를 먼저 사용하
였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피고의
관련 증거 가운데서 광고 계약은 모두 방송,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이며 설사 광고
내용이 피고의 주장처럼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 해도 만약 광고가
권연 상품 광고라면 이 광고행위는 《광고법》이 금지하는 것이고, 만약 광고가 사
용 상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항소인2가 자신의 표장이 저명상표임을 주장하고 충분
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 광고 이후에 타인이 권연 등 상품에 상표등
록을 하는 것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항소인2가 ‘与狼共舞’ 문구를 권연
상품에 먼저 사용하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광고어라고 인정하고 《상표법》
제31조에 따라 출원상표의 거절을 유지하였으나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는
항소인2가 자신의 권연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
고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제0679호 재정은 피항소인의 출원상표가 《상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인2의 선사용 및 사용 내용에 대한 확인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1심 법원이 제0679호 재정에 대하여 항소인2의 인용상표1의 사
용 상황을 심사한 것은 항소인1의 이 사건 관련 재정에 대한 사실 인정 범위를 벗어
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상표법》 제31조에 따르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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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해서는 안
된다. 소위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란 타인이 생산 경영
활동에서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상표를 가리킨다. 여기서 ‘사용’은 실제 사용이어
야 하며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상품에 사용된 표장
이어야 한다. 출원상표는 늑대 도형과, ‘与狼共舞’ 및 네모꼴 테두리 이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중 ‘与狼共舞’는 제3자가 1997년부터 텔레비전 광고와 비광고성 홍보활
동에서 사용하여 온 홍보 용어이다. 비록 비광고성 홍보활동에서 ‘七匹狼’ 권연 상품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 홍보 용어는 ‘七匹狼’ 권연의 외포
장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与狼共舞’는 ‘七匹狼’ 권연 상품에 실제로 사용한 상표로
볼 수 없다. 출원상표의 늑대 도형은 비록 항소인2가 1995년부터 사용해온 ‘七匹狼’
권연 외포장의 늑대 도형과 유사하나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원상표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출원공고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상표국은 이 출원상표를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소인2가
실제 사용한 ‘七匹狼’ 외포장의 늑대 도형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가 아니므로
제28조에 따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인1이 출원상표의 늑대 도형
과 ‘七匹狼’ 권연 상품에 실제로 사용한 늑대 도형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가 ‘제3자가 실제 사용한 인용상표1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상표법》 제28조, 제3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인1의 제0679호 재정은 사실 인정이 정확하지 않고 재정의 근거가 《상
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0679호 재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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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넝투자유한공사(盛能投资有限公司) vs 상표평심위원회 상표 무효 사건
1심 사건

127

F31.2; F41

사건번호

(2006)일중행초자제191호((2006)一中行初字第191号)

사건의 분류

상표 무효

원고

피고

제3자

소송결과
관련 규정

성넝투자유한공사

대리기구

(盛能投资有限公司)

대리인

베이징시쥔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
장원(张雯), 허팡(何芳)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RYOHIN KEIKAKU CO.,LTD.
(株式会社良品计画)

대리기구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진두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杜律师事务所)
리중성(李中圣)
쉬징(徐静)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6. 8. 31. 선고

《상표법》제31조, 제41조

2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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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2; F41
(2007)고행종자제16호((2007)高行终字第16号)

사건번호
사건의 분류
항소인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

제3자

성넝투자유한공사
(盛能投资有限公司)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베이징시쥔허변호사사무소
(北京市君合律师事务所)
장원(张雯), 허팡(何芳)

대리기구
대리인

RYOHIN KEIKAKU CO.,LTD.
(株式会社良品计画)

소송결과

항소 기각

관련법령

《상표법》 제31조, 제41조 제1항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2006. 8. 31.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1심 승패

베이징시진두변호사사무소
(北京市金杜律师事务所)
리중성(李中圣) 쉬징(徐静)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7. 10. 19. 선고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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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상표법》제31조의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 규정
에서 ‘사용’이란 중국 대륙 내에서의 사용을 의미하는지 여부

적극

▪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제41조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인용상표가 중국 대륙 내에서 사

소극

용되었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등록상표(등록795636)

인용상표
인용상표1

無印良品

인용상표2

無印良品MUJI

인용상표3

MUJI

<원심 조사 사실>
제3자는 1984년 및 1995년에 일본에서 의류 등 상품에 ‘無印良品’(제2683504호),
‘無印良品MUJI’(제4026074호) 상표출원을 하였다. 1991년, RYOHIN KEIKAKU
CO.,LTD.(이하 ‘RYOHIN KEIKAKE’) 는 또한 홍콩에서 의류 등 상품에 대해 ’無印良
品MUJI’ 및 ’MUJI’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1995. 6. 30. 에 등록받았다. RYOHIN
KEIKAKE는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였다.
1991. 11. RYOHIN KEIKAKE는 홍콩에서 홍콩융안백화점(香港永安香港永安百貨)
과 합병하여 ‘無印良品MUJI’ 상품의 전매점을 개설하였다.
1994. 2. 8. 원고는 중국 상표국에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에 대해 ’无印良品’ 상
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상표는 1995. 11. 28. 에 등록되었
다.
RYOHIN KEIKAKE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05. 11. 30.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41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라고 재정하였다.(상평자(2005)제4078호) 제4078호 재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
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는 현대 중문에서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상용문자
가 아니다. 이 문자가 의류 등 상품에 사용됨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
능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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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 상표법 제31조상의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상표’란 일
반적으로 중국 대륙지역에서의 선사용을 가리킨다. 심판청구인(이 사건 제3자)은 비
록 자신의 상표가 홍콩 지역에서 선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였으나 이는 상표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판청구인은
자신이 ‘無印良品MUJI’ 상표를 선사용하고 세계 각지에 광범하게 등록하였다는 사실
을 증명하였다. 심판청구인은 홍콩에서 피청구인(이 사건 원고)보다 2년 이상 먼저
홍콩에서 인용상표를 사용 및 등록하였다. 4. ‘無印良品MUJI’ 상표 자체도 일정한 독
창성이 있고 실제 사용 방식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표와 매우 흡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판매시 피청구인의 판매자 또한 자신의 상품이 일본 브랜드라고 하였다.
원고는 상기 상표 무효 재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2007.

2006.
재정취소소송(상표무효)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7)고행종자제16호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2006)일중행초자제191호

2007. 10. 19.
원고 패
(심판청구인 승)

2006. 8. 31.
원고 패
(심판청구인 승)

2005. 11. 30.
상표등록출원 제795636호
무효심판

상평자[2005]제4078호

심판청구인 승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피고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한 상평자(2005)제4078호 재정을 유지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피고의 인정이 정확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중국에 출원 및 등록한 시기는 RYOHIN KEIKAK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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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無印良品MUJI’ 인용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때보다 늦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시기는 RYOHIN KEIKAKE가 홍콩에서 인용상표를 사용한 때보다
늦다. 원고는 홍콩 회사로서 RYOHIN KEIKAKE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
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하므로 제3자와 경쟁관계
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无印良品’ 4개의 한자로 구성되었는데 이 단어는 중국
어의 상용 단어가 아니며 중국어의 단어 구성 습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환경에서 완전히 같은 디자인을 할 확률은 아주 작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등록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부정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개정전 상표법(1993년) 제27조 제1항 및 현행
상표법 제41조 제1항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법률 적용이 정확하고 심리절차가 부당하지 않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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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평심위원회 vs 하이네켄공사(HEINEKENBROUWERIJEN B.V.)
상표이의사건
1심 사건

F100

052

사건번호

(2003)일중행초자제219호 ((2003)一中行初字第219号)

사건의 분류

상표 이의
하이네켄 공사

원고

대리기구

(海尼根公司(HEINEKEN
대리인

BROWEROJEN B.V.))
피 고

제3자

소송결과

관련 규정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대리인

타이중담배국제무역공사

대리기구

(泰中烟草国际贸易公司)

대리인

청구 인용

판결법원

베이징시류선변호사사무소
(北京市柳沈律师事务所律师)
자잔잉(贾占英), 양카이(杨凯)
상표평심위원회
왕지롄(王继连);창바오칭(臧宝清)
베이징시 중톈중루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众天中瑞律师事务所)
웨이다링(魏大凌)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3.12.8. 선고

《행정소송법》제54조 제2호
《상표법》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8조, 제31조

2심 사건

F100

052

사건번호

(2004)고행종자제67호((2004)高行终字第67号)

사건의 분류

상표 이의

항소인
(1심 피고)

피항소인
(1심 원고)

제3자

소송결과
관련 법령
1심 판결일자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하이네켄 공사

대리인
대리기구

상표평심위원회
왕지롄(王继连)
창바오칭(臧宝清)
베이징시류선변호사사무소

(海尼根公司(HEINEKEN
BROWEROJEN B.V.))
타이중담배국제무역공사
(泰中烟草国际贸易公司)

항소 인용

대리인
대리기구
대리인
판결법원

자잔잉(贾占英), 양카이(杨凯)
베이징시 중톈종루이변호사사무소

(北京市众天中瑞律师事务所)
웨이다링(魏大凌)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2004.6.20. 선고

《행정소송법》제54조 제2호
2003.12.8

1심 승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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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상표법 제13조를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자신의 인용상표가 저명상
표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의신청인에게 있다.
▪ 상표복심위원회의 이의 복심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소극

1. 사실관계
출원상표(출원:1369685)

인용상표

인용상표1
(국제등록
G590952)

인용상표2
(국제등록
G604686)
인용상표3
(국제등록
G678138)

1992. 8. 19. 하이네켄공사(海尼根公司(HEINEKEN BROWEROJEN B.V.), 이하
원고)가 제32류 ‘맥주’를 지정하여 국제등록한 ‘HEINEKEN및 도형’ 상표(이하 인용
상표1)가 중국 사후지정을 통해 1992. 8. 19. 등록(등록번호: G590952) 되었다.
1993. 6. 28. 중국에서 등록(등록번호: G604686)된 원고의 ‘喜力’ (이하 인용상표2)
지정상품 역시 제32류 ‘맥주’이다. 1997. 7. 30. 에 ‘HEINEKEN’상표(이하 인용상표
3)가 중국에서 등록(등록번호G678138)되었고 지정상품은 제34류 ‘담배, 흡연도구,
성냥’등 상품이다.
1998. 9. 17. 타이중담배국제무역공사(泰中烟草国际贸易公司, 이하‘제3자’)가 34류
‘담배’를 지정하여 중국에 ‘喜力’상표(이하 ‘사용상표’)를 출원하였고 상표국이 사용상
표에 대해 출원공고를 하였다. 2001. 8. 17. 하이네켄 공사가 공고된 상표에 대해
상표국에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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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표법》13조 2항의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출
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
도함으로써 저명상표 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
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과 14조 저명상표의 인정요소에 의거하여 제3자의
사용상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2002]제0231호 재정에서 개정 후의 《상표법》제14조의 규정
에 따르면 원고가 이의 및 복심 기간에 제공한 6개의 증거자료는 원고가 32류 ‘맥
주’상품에 사용하는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가 저명상표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
여 인용상표는 개정 후의 《상표법》제13조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했
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제34류 ‘담배’등 상품에 출원되었고, 상표의 문자가 원
고의 사용상품 제32류 ‘맥주’에 등록한 문자와 서로 같지만 지정상품이 서로 달라 유
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34류 ‘담배’등 상품에 등록한 인용상표3의
문자와 구성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고의 상기 인용상표3은 유사상
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소송 제3자가 34류 ‘담배’등 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저명상표를 표절 모방했다고 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원고는 인용상표2가 제34류
‘담배’등 상품에서 이미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인
용상표2는 상표법 31조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상표평
심위위원회는 원고가 제기한 이의복심은 성립할 수 없으며, 개정 후의 《상표법》13
조 제2항, 제1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상표법실시조례》제5조,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타이중공사가 상표국을 거쳐 출원 공고한
사용상표는 등록되어야 한다.
원고는 상표이의복심재정에 불복하여, 이의복심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증
거를 다량 제출하면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베이징고급인민법원

2004.6.12

(2004)고행종자제67호

항소 인용(신청인 패)

2003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2003.12.8

재정취소소송 (상표이의)

(2003)일중행초자제219호

원고 승(신청인 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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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제1369685호
‘喜力’ 이의재정 불복 복심

2001. 8. 17.
상표등록출원 제1369685호
‘喜力’ 이의신청

상평자[2002]제0231호

청구인 패(신청인 패)

（2001）상표이의자
제1276호

신청인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상표평심위원회 상평자(2002)제0231호 《제1369685 ‘喜力’상표이의복심재정서》
를 취소한다.
2. 상표평심위원회는 제1369685호 ‘喜力’상표 이의에 대해 다시 재정하라.
3.2. 쟁점에 대한 판단
비록 상표평심위원회(이하 ‘피고’)는 이의복심 과정에서 원고가 당시에 제출한 증거
로는 제32류 ‘맥주’등 상품에 등록한 원고의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가 저명상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맥주와 담배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했
지만, 원고와 제3자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대량의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여 본 사건
상표 쟁의의 결과에 변화를 초래했다. 원고와 제3자의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충분
히 보호하고, 상표이의복심 중에 적용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상표평심규
칙》중 증거규칙에 대한 것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제1369685호 ‘喜
力’ 상표이의분쟁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운 증거들을 결합하여 다시 재정을 하는 것
이 마땅하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주문
1. 원심판결 취소
2. 상표이의복심 재정 유지
4.2. 쟁점에 대한 판단
중국 행정소송법은 상대방이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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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증거제공 권리는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가 후에 행정소송 절차에
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보통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
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행정 소송 중에 당
사자 소송 지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본 건에서 항소인(피고)이 상대방
당사자 즉 피항소인(원고)의 청구와 이유에 근거하여 상표이의복심사건을 판단한 것
은 법률규정과 법정절차에 부합한다.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증
책임 원칙에 근거하여 피항소인(원고)은 상표이의복심청구인으로 제기한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라는 등 문제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피항소인(원고)은 상표이
의복심 절차에서 항소인(피고)에게 그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법률이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청구인 즉 행정소송
원고(피항소인)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하고 상표이의복심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
또는 이유를 받아들인다면 항소인(피고)의 재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소송당사자의 권리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항소인(원고)이 1심
에서 제공하고 상표이의복심 절차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증거는 본 건에서 받아들이
지 않는다.
따라서, 1심판결은 피항소인(원고)의 이익만을 보호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항소
인(피고)의 상소이유는 성립되며 본원은 항소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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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중위안디스플레이기술유한공사(郑州中原显示技术有限公司) vs
LG Electronics 부정경쟁행위 사건
1심 사건

기타

004

사건번호

(1995)이중지초자제11호((1995)二中知初字第11号)

사건의 분류

부정경쟁행위
베이징시징지변호사사무소
정저우중위안디스플레이기술유한

원고

대리기구

공사

베이징싱허변호사사무소

(郑州中原显示技术有限公司)

(北京星河律师事务所)
대리인

피고1

피고2

엘지전자주식회사

대리인

베이징베이천이산광고유한회사

(1심 원고)

피항소인
(1심 피고1)

피항소인
(1심 피고2)

대리인

청구 기각

판결법원

베이징시보위변호사사무소
(北京市博宇律师事务所)
황단한(黄丹涵), 지쭝루(冀宗儒)
베이징시다청변호사사무소
(北京市大成律师事务所)
궈촨(郭川)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7. 5. 19. 선고

004

기타
(1997)고지종자제58호((1997)高知终字第58号)
부정당경쟁
정저우중위안디스플레이기술유한
공사
(郑州中原显示技术有限公司)
엘지전자주식회사
(LG电子株式会社)

베이징베이천이산광고유한공사
(北京北辰益山广告有限公司)

항소인

베이징궁허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共和律师事务所)

대리인

항소 기각

쑹쉐청(宋学成), 장젠밍(张建明)

피항소인

베이징시보위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博宇律师事务所)

대리인

황단한(黄丹涵), 지중루(冀宗儒)

피항소인

베이징시다청변호사사무소

대리기구

(北京市大成律师事务所)

대리인
소송결과

리환푸(李焕富); 취이성(曲依生)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14조

사건번호

항소인

대리기구

(北京北辰益山广告有限公司)

2심 사건
사건의 분류

대리기구

(LG电子株式会社)

소송결과
관련법령

(北京市经济律师事务所);

판결법원

궈촨(郭川)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7. 12.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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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14조

1심 판결일자

1997. 5. 19

1심 승패

원고 패

쟁 점
▪ 피고는 원고가 제조 및 설치한 대형 스크린(공공시설물) 아래에 광고를
실었고 그 광고와 함께 대형 스크린을 포함한 사진을 이용하여 다시 광
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진에 표시한 문구는 대형 스크린 제조상에 대한 공

소극

중의 오인을 일으키는가?
▪ 원고와 피고의 사업분야는 서로 다른가? 사업분야가 다르면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는가?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적극

않는가?

1. 사실관계
<조사 사실>
원고는 중위안디스플레이기술공사(中原显示技术公司, 이하 ‘중지공사’)와 홍콩진웨
이유한회사(香港金徽有限公司, 이하 ‘진웨이공사’)가 합작하여 1993. 4. 2. 에 설립한
회사이다.
1993. 4. 13. 중지회사와 원고의 협의에 따라 중지회사의 전리(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포함), 기술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는 모두 원고가 책임지도록 되었다.
1989. 5. 중지회사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은 제11차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인 베이
징 노동자경기장의 대형스크린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9. 4. 16. 피고1은 진싱(홍콩)유한회사(金星(香港)有限公司73))의 명의로 아시
안게임조직위원회와 제11차아시안게임기간에 베이징노동자경기장의 대형 스크린 아
래의 광고를 포함한 다수의 광고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또한 상기 전면광고의 내용
을 영문 ‘Goldstar Audio&Video’으로 하였고 광고기간은 1990. 9. 22. 부터 1993.
9. 22. 까지로 하였다.
중지회사는 피고1의 상기 전면광고 계약에 관한 소식을 접한 후 1990. 9. 28. 아
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협상을 거쳐 중지회사는 피고1이
베이징노동자경기장의 대형 스크린 아래에 광고를 싣는 것은 허용하나 광고 왼쪽에
제11차아시안게임 마스코트 도형을 추가하고 오른쪽에 아시안게임 휘장을 추가할 것
을 요구하였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중지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였고 피고1도 계

73)

이 회사는 한국 엘지전자주식회사의 전신인 금성주식회사의 홍콩 자회사이다. 당시 한중 수교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서에는 제3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된 회사 명칭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512

분류코드 : 기타

약서의 약정내용과 중지회사의 요구에 따라 광고를 실었다.
1993. 8. 24. 피고1은 《人民日报(인민일보)》에 전면광고를 하였다. 피고1은 그
광고에 모두 4폭의 사진을 등재하였는데 그 중 한폭은 피고1이 상기 베이징노동자경
기장의 대형 스크린 아래에 실었던 전면광고 사진이었다. 이 사진에는 중지회사가
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의 완전한 이미지와 원고의 광고가 표시되었으며 사진
아래에는

‘Goldstar对为北京1990年亚运会的成功所作出的贡献而感到自豪74)’라는 문구

가 적혀있었다. 1994. 3. 하순, 피고1은 피고2에게 위탁하여 《인민일보》, 《경제일
보》, 《중국일보》, 《후난일보》에 수차 광고를 실었는데 광고에 사용된 사진에는
모두 상기 베이징노동자경기장의 대형 스크린 사진이 포함되었고 사진 아래에
‘Goldstar带着高新技术来到中国75)’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피고는 주로 가전 제품을 제조하였으며 대형 스크린은 제조하지 않았다.

2. 소송경과

1997.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1997)고지종자제58호

1997. 12. 19.
항소 기각
(원고 패)

1995.

베이징시제2중급인민법원

1997. 5. 19

부정경쟁행위

(1995)이중지초자제11호

원고 패

3. 1심 법원의 판단
3.1. 주문
1.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중지회사와의 관련 권리 양도 협의에 따라 중지회사의 재산 이전에 따른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소송주체의 자격을 가진다.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대형 스크린 아래에 피고1이 전면광고를 싣는 것에 대해 이

74)

‘Goldstar는 베이징 1990년 아세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로
번역된다.

75)

‘Goldstar는 하이테크놀러지를 가지고 중국에 왔다’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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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였으므로 상응한 위험부담을 안아야 한
다. 또한 대형 스크린 아래의 전면광고는 경기장에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경기장의
공공시설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타인이 공공시설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정당하게 사
용하는 것을 제지할 권리가 없다. 피고1은 대형 스크린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경쟁대상이 아니다. 피고1이 실은 광고와 피고2가 의뢰를 받고 진
행한 광고는 비록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대형 스크린 사진을 사용하였고 또한 사진
아래에 원고가 타인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한 문구를 표시하였으나 피
고1과 원고는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4. 2심 법원의 판단
4.1. 2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항소인(1심 원고)은 중지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지회사의 전체 자산과 이와 관련
된 채권채무를 획득했으므로 적법한 소송 주체이다. 피항소인1(1심 피고1)은 아시안
게임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주경기장의 대형 스크린 아래에 전면광고를 싣는 권
리를 획득하였고, 항소인도 계약에 따라 주경기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광고를
싣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대형 스크린 및 그 아래의 전면광고는 경기장에 설치된 시
점부터 경기장의 자연경물이 되므로 누구나 그 시설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의 구성을 볼 때, 대형 스크린의 제조
상에 대한 타인의 오인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 아래의 문구 또한 타인의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 피항소인1은 가전 제품의 제조회사로서 대형 스크린을 제
조 및 판매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사이에는 경쟁관계
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피항소인1의 행위는 항소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항소인2(1심 피고2)는 피항소인1의 광고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므로 피항소
인2 역시 항소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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