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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요약문Ⅰ

요약문

상표법의 제정 이후 현행 상표법(시행 2012.3.15.)에 이르기까지 무려 31회의 개정이 있었
다. 비교적 개정 빈도가 잦은 편이며, 대부분 일부(부분) 개정에 의한 조문의 개폐 및 신설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상표법은 새로운 법 개정 수요를 법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에
서 전체적인 입법체계에 유의하지 않고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현행 상표법은 양적인 측면(규모)에서는 방대한 조문수를 보유하면서 체계(형식)나 내용측면
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과다한 가지번호 조문의 배열, 하나의
장에 절 구분없이 많은 다수의 조문이 나열되는 단일 장 체계 유지, 어렵고 긴 문장으로 구성된
개별 조문(항, 목 포함), 과도한 준용규정으로 인해 이해의 어려움 잔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이 전면적․체계적 정비에 이르지 못해 순화어구(문장포함)와 순화대상어구(비순화어구)가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판례와 거래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표법규정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 해외 선진국가의 상표법제도를 수용할 필요성
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체계와 내용 전반의 부작용과 비효율성등을 제거하
기 위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의 개정안은 법령의 이해와 검색의 편의성 제고, 판례와 거래현실을 반영한
비효율적인 규정의 정비, 선진법제도의 수용 등을 통한 국제적 조화 등을을 고려하여 입법전체
를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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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AbstractⅠ

Abstract

The current trademark law(Enforcement 2012.3.15.) has amended 31 times since 1949
established trademark law. The Revision was done frequently, the most of which is a
partial revision. And through such a partial revision, the related provisions have been added
without considering the overall legislative scheme.
Current trademark law have a problems, which consists of numerous provisions in scale
and is complex and difficult in form and content. For example, excessive brand-number
article, Single chapter listed provisions without section, Individual provisions consisting of
difficult and long sentences, lots of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coexist of
purified and non-purified phrases or sentences, etc.
Also in terms of institutional, trademark law has the gap between procedent or the trdade
reality and regulation. And There is the need to accommodate the overseas developed
countries of the trademark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trade mark law.
Therefore,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In order to remove side effects and
inefficiencies of the entire legal system and contents, trademark law should be amended.
By considering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he ease of searching, Provisions
reflecting the trade reality, International harmonization through advanced legal system
acceptance, trademark of the amendment shall be composed of the enti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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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표법 체계의 전반적 진단 및 평가
□ 비교적 개정빈도수가 많고, 대부분 부분(일부) 개정에 의한 조문의 개폐 및 신설 위주
◦ 개정 상표법[법률 제11458호, 2012.6.1제정](시행 2013.6.2)에 이르기까지 총 33회 개정
- 3차 개정(1973년), 8차 개정(1990년)만 전부 개정
- 상표법제도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 20회, 타법률 개정과 연계 개정 11회
◦ 현행 ｢상표법｣은 관련 법제의 개정 및 국제협약 등의 이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입법체계에
유의하지 않고 관련 조문이 추가됨
- 특히 2002년 이후 한 해에 무려 3번, 4번에 걸친 잦은 개정(타법개정연계 포함)이 있었는데,
이는 ｢상표법｣이 급변하는 시장여건 내지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반증

◦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한 법체계가 될 경우에는 전부개정 등을 통해 입법기술적인 정비와
법체계 전반을 정리한 이후에 새로운 개정수요에 대처하는 경우에 비해, ｢상표법｣의 경우
에는 제정 이후 전부 개정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일부 개정방식으로만 이루
어짐

□ 양적인 측면(규모)에서의 방대한 조문수를 보유하면서, 체계(형식)나 내용 측면에서 복잡난해
◦ 형식상 상표법은 총 98개 조문(6개 삭제조문 포함), 10개장 3개 절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총 240개 조문(가지조문 142개 (삭제조문 1개 포함)), 11개 장임
* 현행 특허법 규모 : 총 267개 조문(가지조문 35개, 삭제조문 포함)
◦ 과다한 가지번호 조문 배열 : 제31차 상표법 일부 개정시 종전 특허법의 준용규정 74개
조문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숫자가 확대
◦ 단일 장 체계 유지 : 하나의 장에 절 구분 없이 다수의 조문이 나열되는 방식
- 장 구분방식 채택 : 1973년 개정 상표법
- 장·절 구분방식 적용 :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도입하면서 처음 채용
- 1개 章의 조문이 다소 과도하게 많거나, 또는 조문수가 많지 않지만 조문의 내용(項,
号)가 많아 가독성(legibility)이 떨어짐.
◦ 하나의 조문 속에 다수의 항, 호의 열거 :
- 호 : 제2조 제1항(11개), 제7조 제1항(24개), 제23조 제2항(8개), 제71조 제1항(7개호), 제73
조 제1항(14개호),
- 항 : 제5조의21(7개), 제5조의26(6개), 제7조(6개), 제8조(8개), 제9조(6개), 제12조(10개),
제17조(6개), 제27조(7개), 제54조(7개), 제55조(7개), 제57조의2(6개), 제77조의17(7개),
제77조의28(7개), 제85조의3(8개) 등
◦ 하나의 조나 항 등이 어렵고 길게 구성
- 제5조의25 제2항, 제41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92조의9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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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조문의 효율성 문제
◦ 상표법은 입법연혁적으로 또는 법성격상 특허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다수 법제와 관련성
이 높아, 부득이하게 많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음. 준용이 법문을 간단화하기 위하여 발달한
입법기술이며 유사한 규정을 중복하여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과다한
준용조문은 오히려 법문의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 2011년 31차 개정 상표법에서 특허법 준용규정을 상표법내에 직접 규정화하여 특허법 개정
시 상표법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 그러나 전면 개정을 통한 준용규정의 해소가 아니라 부분개정을 통한 정비에 따라 가지번
호 조문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 발생
◦ 민사소송법의 준용과 상표법 내 상표규정간 준용조문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서 법문
이해도에 애로요인으로 여전히 작용
◦ 내적 관련성, 통일성 및 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한 준용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준용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불일치 문제).
◦ 준용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불일치 사례
- 상표법 제2조제3항에서는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사항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2조1항7호에 상표의
사용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개념이 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서비스표의 사용은 명확한 법해석이 곤란함.
- 상표법 제2조제4항에서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준용의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개인에게 허여
할 수 있음에도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에 따라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 최근 상표법개정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전면적 체계적 정비에 이르지 못함
◦ 외형적으로 한글 사용, 쉬운말 사용, 간결한 문장 등의 법령정비작업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되었으나, 부분적 정비작업의 한계가 존재함
◦ 현행 상표법에서 동일한 순화대상어조차도 정비된 조문과 정비되지 않은 조문이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음
- 후술하는 주요 정비대상 예시 참조
◦ 보다 쉬운, 간결한, 명확한, 정확한 법령문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
- 이중부정문, 문장이 어색(목적어가 주어행세, 사물주어, 주어 생략), 문장성분간 비호응
- 복잡난해, 애매모호, 중복, 생략 등의 어구나 문장
□ 괄호 ( )를 사용한 정의 또는 약칭 기법의 점검
◦ 법령의 간결성(간소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입법기술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통되는
문구가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정의나 약칭을 사용함.
- 정의 조문 예 :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이 조, 제○조, 제○조 및 제○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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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약칭 조문 예 : “이하 ○○○ 등 이라고 한다”
◦ 법령 간결성의 효과가 크지 않는 경우(예 적용건수 소수인 경우), 에는 정의 나 약칭 조문을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상표법상 정의 혹은 약칭기법이 사용된 규정 중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거나 약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예; 해당 조문에만 사용되는 경우)
◦ 현행 상표법상 정의 혹은 약칭기법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처리할 규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예; §15, §19, §25)

Ⅱ. 결 론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상표법은 빈번한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법체계 유지

(체계정비의 방향) 입법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새로운 장의 신설, 장-절 구분방식의 확대 및 조문(항, 호 포함)의 신설·삭제·이동·결합 등
복잡 난해한 조문의 분리/구분을 통한 해소(조문/항/호의 분리/구분, 조문명칭의 변경)
준용방식의 개선(상표법 이외의 법규정 준용풀기, 준용규정의 해당 규정으로의 편입 등) 및 준용
규정 적용의 불일치 해소
가지번호 조문의 해소(단일조문화, 조문이동 수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알법 만들기(단순한 어구 뿐 아니라 문장 정비. 법제처 기준 수용
하되 상표법의 특수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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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상표법의 연혁적 입법평가

Ⅰ 전반적인 진단 및 평가
○ ｢상표법｣은 1949.11.28(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이래, 31차례 개정을 하는 등 개정빈도가 다른 법률
에 비해 비교적 많고, 대부분 일부개정에 의해 조문의 개폐 및 신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1949
년 상표법 제정 이후 현행 상표법 [법률 제11113호, 2011.12.2 제정]에 이르기 까지 31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중 1973년 제3차, 1990년 제8차 상표법 개정시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1990
년(제8차) 상표법 전부 개정 이후 무려 23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한 번의 전면 개정도 없이 부분
개정만 있었을 뿐임.
- 29번의 일부개정 중 상표법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은 20회이고, 나머지는 9회는 타법률의
개정(특허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연계된 타율적인 법 개정임.1)
○ 특히 2002년 이후 한 해에 무려 2번 또는 3번에 걸친 잦은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상표법｣이
급변하는 시장여건 내지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향후에
도 상표관련 국내외 시장동향이나 국제조약 등을 둘러싼 입법정책이나 입법환경이 대폭 변화될
경우 또다시 새로운 조문이 추가될 가능성이 많음
(참고) 현행 상표법의 개정 연혁
NO

시행 및 제정시기

비고

[시행 1949.11.28]

[법률 제71호]

제1차

[시행 1958.3.11]

[법률 제480호, 1958.3.11]

일부개정

제정

제2차

[시행 1963.3.5]

[법률 제1295호, 1963.3.5]

일부개정

제3차

[시행 1974.1.1]

[법률 제2506호, 1973.2.8]

전부개정

제4차

[시행 1974.1.1]

[법률 제2659호, 1973.12.31]

일부개정

제5차

[시행 1976.12.31]

[법률 제2957호, 1976.12.31]

타법일부개정

제6차

[시행 1981.9.1]

[법률 제3326호, 1980.12.31]

일부개정

제7차

[시행 1986.12.31]

[법률 제3892호, 1986.12.31]

일부개정

제8차

[시행 1990.9.1]

[법률 제4210호, 1990.1.13]

전부개정
타법일부개정

제9차

[시행 1993.3.6]

[법률 제4541호, 1993.3.6]

제10차

[시행 1994.1.1]

[법률 제4597호, 1993.12.10]

일부개정

제11차

[시행 1998.3.1]

[법률 제4895호, 1995.1.5]

일부개정

제12차

[시행 1996.1.1]

[법률 제5083호, 1995.12.29]

일부개정

제13차

[시행 1997.7.1]

[법률 제5329호, 1997.4.10]

타법일부개정

제14차

[시행 1998.3.1]

[법률 제5355호, 1997.8.22]

일부개정

1) 제5차 개정(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9차 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13차 개정(1997.4.10 법률 제5329
호), 제15차 개정(1998.9.23 법률 제5576호), 제17차 개정(2002.1.26 법률 6626호), 제19차 개정(2004.12.31 법률
제7289호), 제23차 개정(법률 제8852호, 2008.2.29), 제27차 개정(2010.2.4, 법률 제10012호), 제30차 개정
(2011.7.21, 법률 제10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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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행 및 제정시기

비고

제15차

[시행 1999.1.1]

[법률 제5576호, 1998.9.23]

타법일부개정

제16차

[시행 2001.7.1]

[법률 제6414호, 2001.2.3]

일부개정

제17차

[시행 2002.7.1]

[법률 제6626호, 2002.1.26]

타법일부개정

제18차

[시행 2003.5.12]

[법률 제6765호, 2002.12.11]

일부개정

제19차

[시행 2005.7.1]

[법률 제7289호, 2004.12.31]

타법일부개정

제20차

[시행 2005.7.1]

[법률 제7290호, 2004.12.31]

일부개정

제21차

[시행 2007.1.3]

[법률 제8190호, 2007.1.3]

일부개정

제22차

[시행 2007.11.18]

[법률 제8458호, 2007.5.17]

일부개정

제23차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일부개정

제24차

[시행 2008.12.26]

[법률 제9230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5차

[시행 2009.7.1]

[법률 제9678호, 2009.5.21]

일부개정

제26차

[시행 2010.7.28]

[법률 제9987호, 2010.1.27]

일부개정

제27차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일부개정

제28차

[시행 2010.6.8]

[법률 제10358호, 2010.6.8]

일부개정

제29차

[시행 2012.1.1]

[법률 제10811호, 2011.6.30]

일부개정

제30차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5호, 2011.7.21]

타법일부개정

제31차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3호, 2011.12.2]

일부개정

○ 어떤 법률의 조문수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현행
｢상표법｣은 관련 법제의 개정 및 국제협약 등의 이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
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입법체계에 유의하지 않고 관련 조문
을 추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법률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복잡한 법률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표관련 입법정책이나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표법을 개정할 경우, 법체계 전체가 체계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법의 운용과정과 해석에 있어서
모순이나 저촉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법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자는 물론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전체적으로 ｢상표법｣의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장, 절 체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입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편입하려다보니, 실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칙규정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혼재되어 현재의 입법형식과 상응하지 않은 조항이 많고, 하나의 장에
절 구분 없이 다수의 조문이 편입되어 외관상으로도 복잡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의 정비가 필요함
-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한 법체계가 될 경우에는 전부개정 등을 통해 입법기술적인 정비와 법체계
전반을 정리한 이후에 새로운 개정수요에 대처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표법｣의 경우에는
제정이후 전부 개정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부분 개정방식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복잡하고 산만한 법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전체 조문 중 상당수가 가지번호2)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2) 가지번호를 추가하는 방식은 조단위 뿐 아니라 상위 단계의 장, 절 단위에서도 가능하고 하위 단계인 호 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항 단위에서는 가지번호를 붙일 수 없음. 현행 상표법에서도 장 단위나 호 단위에서 가지번호를 추가
하는 방식이 존치되고 있음(예; 제8장의2, 제2조 제1항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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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은 최근 개정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난해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바 있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 등이 잔존하고 있고, 또한 하나의 조문에 항(項), 호(號)이 존재하는 등 복잡·난해한 문장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법령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상표법은 입법연혁적으로 또는 법성격상 특허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다수 법제와 관련성이 높아,
부득이하게 많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며, 준용은 법문을 간단화하기 위하여 발달한 입법기술이며
유사한 규정을 중복하여 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 있음. 이처럼 법문이 준용조문을 사용한 것은 법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상표법｣은 오히려 다수의 준용조문 때문에 법문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있음
- 현행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을 중심으로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이 특허법의 출원,
심사, 등록 절차를 준용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허법 개정 시 상표법도 개정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되어 왔음. 이처럼 상표법과 특허법은 실체적인 관계가 없음에도(입법취지
다름) 불구하고 절차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호영향을 받게 되어 독자적인 법률로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는데, 2011년 31차 개정 상표법에서 특허법 준용규정을 상표법내에 직접
규정화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소함(하지만 후술하는 가지번호 조문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준용과 상표법 내 상표규정간 준용 방식이 잔존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상표법을 이해하는데 일정부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상표법｣은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별로 없고 따라서 하위법령(특히
시행령)의 조문수가 그다지 많지 않음3). 따라서 다른 법률유형과 같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발굴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법률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사안은
거의 없음.4) 문제는 법률로 구태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까지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여
오히려 법률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임.
-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여 입법자에게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한 과중
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너무 빈번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법률에 대하여 요청되는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의 효과가 감소되는 규정을 발굴하여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시행령 제1조 ~ 제5조 15개 조문(가지번호 조문 포함)
4) 시행령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된 지자체의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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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표법｣ 입법체계 정비의 방향성
○ 현행 ｢상표법｣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조치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입법추진과정도
신속하게 전개되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련 법제 상호간의 정합성문제나 모순저촉의
문제 등 입법론적인 검토가 미흡
- 이로 인해 조문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내면적인 과잉규범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내용면에서도 불충
분한 것도 지적되는 등 법규범의 전체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의 지속
은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게 될 뿐 아니라, ｢상표법｣의 효율성과 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과잉규범화의 정리, 체계화와 조정조화의 개선, 명확성·투명성·적용가능성의 개선을 위한 입법체
계 정비구상을 정립하여 법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집행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수용가능
한 입법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입법체계의 개선은 현행 ｢상표법｣의 모순의 제거를 실현하고 법규범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
는 효과도 있음. 체계화된 규범은 일관성·확실성·예견가능성·공정성을 촉진하며 남용이 발생
하더라도 그 발견·시정의 능력이 탁월하나, 반면 체계화되지 못한 규범은 법적 조사비용의 증가,
소송비용의 증가, 사법체계비용의 증가, 비합법적인 행위의 증가, 합법적 행위의 감소, 차별화,
입법관리비용의 증가, 효율과 정의의 감소 등을 초래함
○ 규범의 양적 측면(조문수의 방대함)을 개선하고 언어적으로 체계적인 수준을 담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은 법제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제2절

주제별 검토

Ⅰ 상표법 구성체계 전반의 문제점
○ 잘 정비된 법체계 구조를 갖춘 법률은 이해가능성, 규정들에 대한 해석 및 그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원래 법령은 수범자가 규율의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발견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하고, 법적용자에게 규율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법령은 정보기능과 이해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구조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입법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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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장, 절 체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입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려다보니, 총칙규정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 실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칙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혼재되어 현재의
입법형식과 상응하지 않은 규정(조항)들이 많고, 하나의 장(章)에 절(節) 구분 없이 다수의 조문이
단순히 나열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복잡한 인상을 주고 있음.
○ 상표법 전체 조문 237개(삭제조문 제외) 중 가지번호조문이 무려 141개로 과다(過多)하여 전반적인
법체계가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음.
- 가지번호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법령의 전체규모를 파악한다든지, 해당 조문을 찾는데 애로가
뒤따르는데, 가지번호를 써서 법령을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가지번호를 써서
법령이 전체적으로 난삽해지는 것 보다 오히려 전부 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빈번한 개정으로 복잡한 법체계가 될 경우에는 전부 개정 등을 통해 입법기술적인 정비와 법체계
전반을 정리한 이후에 새로운 개정수요에 대처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표법｣의 경우에는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20여년이 넘게 전부 개정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개정만 통해서
보완해오다 보니 복잡·난해하고 산만한 법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참고) 현행 상표법 입법체계 개요(12.3.15 시행 기준)
절 구분

전체
조문수

삭제
조문수

가지번호
조문수

제1장 총칙

-

35개

-

30개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

18개

1개

2개

제3장 심사

-

17개

-

5개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관리등

-

10개

-

3개

제5장 상표권

-

32개

3개

6개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

7개

-

1개

제7장 심판

-

45개

2개

34개

제8장 재심 및 소송

-

11개

1개

7개

3개

41개

-

41개

입법형식
총칙규정

실체규정

장 구분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보칙규정

제9장 보칙

-

16개

-

10개

벌칙규정

제10장 벌칙

-

8개

-

2개

3개

240개

7개

141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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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규정의 배열 방식

∘ 법령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똑같은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되는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법령의 본체적 규정을 두며, 그 다음에 본칙의 마지막으로 법령의 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대체적인 원칙이며, 마지막으로 부칙을 붙임.5)6)
∘ 장·절 등으로 사항을 구분한 경우 그 장이나 절의 제목에 어떠한 제목을 붙이는가는 그 법령의 각각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장을 예로 들면 통상적으로 제1장에는
법령 전체에 통용될 총칙적인 규정을 두게 되므로 ｢총칙｣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그
법령 전체를 통하는 공통적 규정이기는 하나 총칙에 넣을 정도의 원칙적 규정이 아닌 것을 종합한 장의
제목은 ｢보칙｣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됨.
- 그리고 ｢통칙｣이라는 제목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장 안에 절의 구분을 두는 등 그 장 전체에 통하는
총칙적 규정을 종합한 절의 제목과 같이 법령 전체에 대한 총칙적인 규정의 부분의 제목으로서가 아니라
그 법령의 어떤 부분 내에서의 총칙적인 규정을 한 곳에 묶은 구분의 제목으로 붙이는 것이 보통임
∘ 총칙적 규정에 이어서 법령의 주된 내용인 실체규정을 규정하게 되며, 그것은 각 법령의 본체부분을 이루는
것임. 실체적 규정은 당해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본체적 부분을 구성함.7) 실체적 규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할 것인가는
법령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체적 규정을 전개해
나가는 순서는 ①사안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 ②일반적 사항에서 특수한 사항으로, ③중심적 사항에서
주변적 사항으로 조문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음. 상표법은 대체로 사안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process)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적 규정의 다음으로 벌칙에 앞서 그 자체적 규정에 부수하는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칙적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규정은 법령이 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는 ｢보칙｣이라는 장의 제목을 둠

Ⅱ 입법체계 구성방식의 정비과제
1. 장·절 편성체계
○ 입법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상표법은 형식상 총 98개 조문에 10장 3절로 이루어져 있으나8),
실제로는 가지조문을 포함하면 총 11장 3절 240개 조문(삭제 조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현행 특허법 구성 규모(가지조문 및 삭제조문 포함 267개 조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며,
국내의 단일 법률로서는 다소 큰 규모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 법률편성체계의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 제정 당시의 상표법은 장·절구분방식과 같은 일정한 입법체계없이 36개 조문을 일괄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 3차 개정인 1973년 개정 상표법에서 ‘장’ 구분방식을 채택하였고,
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39면. 김승렬, 법령입안기준, 2008, 151면 참조.
6)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Ⅰ) -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191면 참조
7) 본칙부분에 대하여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나, 부칙부분은 맨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8) 절의 형식은 제8장의2에서만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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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부문을 도입하면서 장 이외에 ‘절’
구분방식을 채택함.9)
○ 개별조문을 통해서 입법체계 내지 형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 1973년 개정상표법의 제4장(상표권)이 1990년 개정 상표법에서 제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5장(상표권), 제6장(상표권자의 보호)의 3개 장(章)으로 세분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대체적으로 현행 상표법상 장(章)의 편제는 총 11개장으로 비교적 짜임새있게 분류되어 있음.
- 즉 총칙을 먼저 정리하고, 등록요건과 출원에 관하여 규정한 후, 심사, 등록 등 시간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열한 후, 상표권, 상표권자의 보호 등 권리의 실체적인 면을 정리함. 다음으로는, 발생된
권리에 관하여 생길 수 있는 심판, 재심과 소송 등 상위 절차들을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벌칙을
정하는 순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구성은, 총칙, 출원/등록, 권리, 상위 절차, 벌칙 등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한
구조라 할 수 있음.
○ 다만 1990년 전면 개정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입법형식(특히 단일 장 체제10))의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산업 여건에 따른 부분 개정으로 대처하여 왔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 법체계
에서 새로운 법규정의 편입이 체계성 있게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유연한 구조라고 하기는 곤란함.
- 특히 전통적 상표 이외의 새로운 표지이나 비전형적 표장이 출현해서 상표법의 보호범위로 편입을
체계성 있게 되는 시장현실을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또한 문제는 일부 장 속의 조문수가 너무 많거나, 일부 장은 조문수는 많지 않지만 조문의 내용(항
(項), 호(號))이 많아 가독성(legibility 可讀性)이 떨어진다는 것임.
- 현행 상표법상 심사절차나 심판절차의 규정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을 근간으로(예컨대
수많은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참조)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그 민사소송법상 수개의 개별 조문이
상표법에서는 한 조문하에 수개의 항이나 호로 구성되어 있거나(예; §77의17), 하나의 조문이 수개
조문으로 분리 있고(예; §5의19, §5의20), 또한 하나의 조문 내에 수많은 항과 호가 구성되어 있는
사례도 있음(예; §7, §73).
- 따라서 기본적인 장 체계는 유지하되, 하나의 장에 조문 개수가 많은 경우 복수 또는 다수의 절로
나누고, 성격이 유사한 조문간의 이동을 통해 장, 절간의 조문수를 적절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11)
- 한편, 기존 조문에서 항을 분리하여 조로 신설(격상)하거나, 항간 결합, 항의 이동 등을 추진하며,
기존 조문을 다른 조문과 결합하거나 항으로 편입(격하)하는 등의 작업도 함께 추진함.

9) 법률구성방식에 있어서 입법기술적인 구분방식으로 편 → 장 → 절의 편성체계 중 현행 상표법은 장 → 절
편성체계로 구성(장절식: 장, 절, 조, 항, 호, 목... 식별문자를 번갈아 가면서 장, 절, 조, 항, 호, 목으로 표시하는
방식임
10) 하나의 장에 조문이 아무런 구분없이 무수히 나열되거나(예; 제5장, 제7장), 외형상 1개 장에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예; 제2장, 제4장, 제8장 제목 참조)에서 조차도 절 구분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11) 박영도, 전게논문,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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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1장 법 체계 분야Ⅰ

○ 한편으로, 단체표장, 업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등 특수표장의 경우 전통적 표장인 상표와
구분하여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1개 장 이외 추가로 신설될 장(章)은 현 시점에서는 상표 이외의 표장인 특수 표장(예;
단체표장, 증명표장)을 대상으로 하는 1개 장 정도로 파악됨.
- 일반적인 입법체계의 편재를 고려할 때 신설 장에 포함될 내용은 실체적 규정부분(현행 제2장~제8
장의2 이에 포함됨)에 해당하는 바, 기본적으로 보칙규정인 현행 제9장 보다 앞에 두어야 할 것임.
또한 전통적인 표장인 상표와의 관계상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상표에 관한 절차와
의 관계상 제8장의2의 국제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수성을 지닌
장끼리 모아서 배치할 경우에 현행 제8장의 2 다음에 신설 장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상표법상 장, 절의 구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개요
현 행

개선안

제1장 총칙

∙ 절 없이 이루어진 조문만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제1장을 5개절(통칙, 권리능력과 행위능
력, 대리인, 기간, 절차의 중단과 중지 등)로 나누어 재편
∙ (2안) 개정안 제1절(통칙) 제외한 나머지 절을 하나의 장(상표등록청구 등)으로 편재하는
방안(일본상표법 참조)
∙ (3안) 절 구분 없는 현행 1장의 체제 유지

제2장 상표등록요건과
상표출원

∙ 절 없이 이루어진 조문만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제2장을 등록요건과 출원절차로 나누고
출원절차를 다시 세분화하여 4개 절(상표등록요건, 상표출원절차일반, 상표출원의 보정과
변동, 우선권과 출원특례) 으로 나누어 재편
∙ (2안) 장의 제목을 고려하여 2개 절(등록요건, 출원절차)로 나누어 재편

제3장 심사

∙ 절 없이 이루어진 조문만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제3장을 2개 절(심사절차일반, 상표등록
결정)로 나누어 재편

제4장 상표등록료와
상표등록 등

∙ 현행 제4장은 전체조문이 10개에 불과하므로 절 구분 없이 현행처럼 유지.
∙ (2안) 기존 제5장에 흡수하여 한 절로 편입

제5장 상표권

∙ 절 없이 이루어진 조문만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제5장을 3개절(상표권의 발생,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변동)로 재편하여 분류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 비록 조문수는 작지만 조문들이 규정하는 내용(→ 침해와 구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6
장을 절구분 없이 현행처럼 유지
∙ (2안) 현행 제5장에 흡수하여 한 절로 편입

제7장 심 판

∙ 절 없이 이루어진 조문만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제7장을 3개 절(심판의 종류, 심판기관
의 구성과 운영, 심판절차)로 유형화하여 재편

제8장 재심 및 소송

∙ (1안) 현행 제8장을 장 제목에 따라 2개절(재심, 심결 등 취소소송)로 나누어 재편(재심과
소송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참조)
∙ (2안) 전체조문 수가 별로 많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절 구분 없이 유지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 가지번호의 제8장의2를 단일의 장 번호를 부여하고(제9장) 현행 1장 3절 구분 체제를
국제출원
유지

-

∙ 전통적 표장인 상표에 비할 때 특수적 성격의 표장(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장의
신설 검토하고, 5개절(통칙,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로 분류
∙ 신설 장을 제10장으로 하고, 5개 절로 구성함

제9장 보칙

∙ 현행 제9장을 제11장으로 하고, 절구분 없이 현행처럼 유지함
∙ (2안) 조문수와 관련 조문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몇 개 절(예; 서류제출과 송달 등)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

제10장 벌칙

∙ 현행 제10장을 제12장으로 하고, 절 구분 없이 현행처럼 유지

11장-3개절

총 12장, 27개 절(1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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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절 입법체계편성(안)12) 예
현 행
장(절)
제1장 총칙

12) 회색 음영의 셀(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1조(목적)

제 조(목적)

제2조(정의)

제 조(정의)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 조(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 조(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 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 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 조(대리권의 범위)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제 조(대리권의 증명)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 조(행위능력 등 흠결에 대한 추인)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 조(대리권의 불소멸)

제5조의8(개별대리)

제 조(개별대리)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 조(대리인의 교체 임명 등)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 조(복수당사자의 대표권)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 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제 조(재외자의 재판관할) *미정

)은 조문의 이동이나 신설이 된 경우를 나타냄.

장
제1장 총칙

절
제1절 통칙

제2절 권리능력, 행위
능력

제3절 대리인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제 조(기간의 계산)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 조(기간의 연장 등)

장

절
제4절 기간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제 조(절차의 중단)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21(수계신청)

제 조(수계신청)

제5조의21(수계신청)

제 조(직권에 따른 수계)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제 조(절차의 중지)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 조(절차 중단이나 중지의 효과)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 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제 조(절차의 속행)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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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5절 절차의 중단·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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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장(절)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 조(상표등록의 요건)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 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8조(선출원)

제 조(선출원)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 조(상표출원)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제 조(출원일의 인정 등)

제10조(1상표 1출원)

제 조(1상표 1출원)

제11조 삭제

-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제 조(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등)

제13조(절차의 보정)

제 조(절차의 보정과 무효)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제 조(출원공고결정 전 출원의 보정)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 조(출원공고결정 후 출원의 보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 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7조(보정의 각하)

제 조(출원공고 결정전 출원보정에 대한 각하)

제17조(보정의 각하)

제 조(출원공고결정 후 출원보정에 대한 각하)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 조(수정정관 등 제출)

제18조(출원의 분할)

제 조(출원의 분할)

제19조(출원의 변경)

제 조(출원의 변경)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 조(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제21조(출원시의 특례)

제 조(출원의 특례)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 조(심사관)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장

절

제2장 상표등록요
건 및 상표출원

제1절 상표등록요건

제2절 상표출원의 절
차 일반

제3절 상표출원의 보
정과 변동

제4절 우선권과 출원
특례
제3장 심사

제1절 심사절차일반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 조(심사의 순위)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 조(우선심사)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 조(정보 제공)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 조(심사나 소송절차의 중지)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제 조(심판 규정의 준용)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통지)

제24조(출원공고)

제 조(출원공고)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제 조(손실보상청구권)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 조(직권에 따른 보정 등)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 보정)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의 합의체)
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직권심사)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
결정)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17

제30조(상표등록결정)

제 조(상표등록결정)

장

절

제2절 상표등록여부
결정

18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제31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조 문

장

절

제 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34조(상표등록료)

제 조(상표등록료)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 조(상표등록료납부시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35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제 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 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이나 신청의 포기)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제 조(상표등록료의 보전)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의 회복 등)

제 조(상표등록료 납부나 보전에 따른 상표출원의 회복 등)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37조(수수료)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제39조(상표원부)

제 조(상표원부)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제5장 상표권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 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

제4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효력)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등)

제5장 상표권

제1절 상표권의 발생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46조의3 삭제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과
거절이유의 통지)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4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출원 등)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출원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장

절

제4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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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상표권의 효력)

제 조(상표권의 효력)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 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 조(등록상표 등 보호범위)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제 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 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제 조(등록상표의 표시)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 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의 혼동방지
표시)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제 조(허위표시의 금지)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제 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제 조(상표권 등 이전과 공유)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제 조(상표권의 분할)

제55조(전용사용권)

제 조(전용사용권)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 조(상표권 등 등록 효력)

제57조(통상사용권)

제 조(통상사용권)

제2절 상표권의 효력

제3절 상표권의 변동

20

현 행
장(절)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
하는 권리)

제 조(특허권 등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 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 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 등록 효력)

제59조(상표권의 포기)

제 조(상표권의 포기)

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 조(상표권 등 포기 제한)

제61조(포기의 효과)

제 조(포기의 효과)

제62조(질권)

제 조(질권)

제63조(질권의 물상대위)

제 조(질권의 물상대위)

제64조(상표권의 소멸)

제 조(상표권의 소멸)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 상표권 소멸)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제 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제 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 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8조(고의의 추정)

제 조(고의의 추정)

제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제 조(상표권자 등 신용회복)

제70조(서류의 제출)

제 조(서류의 제출)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제 조(비밀유지명령)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 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 조(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 통지 등)

장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절

현 행
장(절)
제7장 심판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 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 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 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72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 조(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의 특례)

장
제7장 심판

절
제1절 심판의 종류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 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76조(제척기간)

제 조(제척기간)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 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77조의18(참가)

제 조(공동심판의 보조참가)

제77조의18(참가)

제 조(심판의 보조참가)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 조(심판참가의 신청과 결정)

제77조의5(심판관)

제 조(심판관)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제 조(심판의 합의체)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제 조(심판관의 지정)

제77조의7(심판장)

제 조(심판장)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제 조(심판관의 제척)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제 조(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제2절 심판기관의 구
성과 운영

21

22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 조(제척이나 기피신청의 방식)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 조(제척이나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 조(심판절차의 중지)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제 조(심판관의 회피)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제 조(심판청구방식)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 조(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의 특례)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제 조(심판청구의 보정)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 조(보정불능의 심판청구)

제77조의5(심판관)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제77조의7(심판장)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제 조(답변서 제출 등)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제77조의17(심리 등)

제 조(심판의 심리방식 등)

장

절

제3절 심판의 절차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77조의18(참가)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 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 조(거절결정과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 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나 상표등록이의
신청절차의 효력)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 조(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제 조(심판의 진행)

제77조의22(직권심리)

제 조(직권심리)

제77조의22(직권심리)

제 조(처분권주의)

제77조의23(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 조(심리·심결의 병합이나 분리)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제 조(심판청구의 취하)

제77조의25(심결)

제 조(심결)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 조(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의 취소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제 조(일사부재리)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제 조(소송과의 관계)

제77조의28(심판비용)

제 조(심판비용)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제 조(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78조 삭제

-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80조 삭제

23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장

절

24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장

절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3조(재심의 청구)

제 조(재심의 청구)

제84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 조(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청구)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제 조(재심청구의 기간)

제8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제 조(재심에 따라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 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제 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85조의4(피고적격)

제 조(피고적격)

제85조의5(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제 조(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 조(심결이나 결정의 취소)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 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86조 삭제

-

제8장의2 의정서에 제86조의2(국제출원)
의한 국제출원

제 조(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86조의3(출원인적격)

제 조(출원인적격)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제 조(국제출원의 절차)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 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86조의6(사후지정)

제 조(사후지정)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제 조(존속기간의 갱신)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 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8장 재심과 소송

제1절 재심

제2절 심결 등 취소
소송

제9장 의정서에 의
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현 행
장(절)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
에 관한 특례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제 조(수수료의 납부)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 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제 조(절차의 무효)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 조(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 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제 조(국제상표등록출원)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제 조(업무표장의 특례)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효과)

제 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 조(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 등 특례)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제 조(보정의 특례)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 조(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 조(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 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 조(출원 시와 우선심사의 특례)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 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 조(출원공고의 특례)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 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제 조(상표등록결정과 직권에 따른 보정의 특례)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 조(상표등록료 등 특례)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 조(상표등록료 등 반환 특례)

장

절

제2절 국제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특례

25

26

현 행
장(절)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 조(상표원부에의 등록 특례)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설정등록 특례)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 등 특례)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특례)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분할 특례)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제 조(상표권등록의 효력 특례)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 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포기 특례)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 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 특례)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출원 특례)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출원 특례)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제 조(심사의 특례)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제 조(제척기간의 특례)

<신설>

장

절

제3절 상표등록출원
의 특례

제10장 상표 및 서
비스표 이외의 표장

제1절 통칙
제2절 단체상표의 특례
제3절 증명표장의 특례
제4절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및 지리적
표시증명표장의 특례
제5절 업무표장의 특례

제9장 보칙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제 조(고유번호의 기재)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 조(전자문서에 따른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1장 보칙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조 문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 조(전자문서 이용신고와 전자서명)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 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 수행)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 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 조(관계기관 등 의견 청취)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 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수수료)

제 조(수수료)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제 조(상표등록료 등 반환)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제 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7조(서류의 열람등)

제 조(서류의 열람 등)

제88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
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 조(상표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
등 반출과 공개금지)

제89조(상표공보)

제 조(상표공보)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 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 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92조의2(공시송달)

제 조(공시송달)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 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제 조(서류의 송달)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제 조(서류의 제출 등)

장

절

27

28

현 행
장(절)

개 정 (안)
조 문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조 문

장

제 조(불복의 제한)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0장 벌칙

제93조(침해죄)

제 조(침해죄)

제94조(위증죄)

제 조(위증죄)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 조(허위표시의 죄)

제96조(사위행위의 죄)

제 조(사위행위의 죄)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 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97조(양벌규정)

제 조(양벌규정)

제97조의2(몰수)

제 조(몰수)

제98조(과태료)

제 조(과태료)

※ 신설되는 제10장의 경우 현행 상표법 규정 중 해당 절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대부분임.

제12장 벌칙

절

Ⅰ제1장 법 체계 분야Ⅰ

2. 상표외의 권리에 대한 별도의 장 신설 방안
가. 개요

(1) 현행 상표법에는 상표 및 서비스표 이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의 권리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 조문내용이 복잡해지고, 이해도가 떨어
짐. 이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 상표(서
비스표)외의 권리를 특례형식으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함
(2) 상표외의 권리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함에 있어 크게 ⅰ)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각각 하나의 절로 규정하여 3개의 절로 편제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 별도의 절을 두지 않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단체표장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은 증명표장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방법(1안)과, ⅱ)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
을 각각 하나의 절로 규정하고 이에 더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별도
의 절로 규정하여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이른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는 방법(2안)이 있을 수 있음
(3) 양자의 안을 검토한 결과 1안의 경우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에서 그 취급이 일반적인
표장과 전혀 다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내용을 함께 두게 되어
여전히 복잡성이 커지므로, 2안과 같이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과 별개의 절로 편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4) 기본적으로 현행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표외의 권리를 특례형식으로 별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현행 제7조 제1항 제9호의2 및 제8조 제7항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비고란에 이유 설명)
(5) 또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 현행법은 단순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고만 하여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취소사유 등 사실상 일반적인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현행규정
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과 독립하여 별도로 규정하되, 지리적 표시라는 특성상 같이 취급되는
내용(제6조의 식별력, 제7조 제1항 제7호의2·제9호의2·제8조 등 후출원 배제효에 있어 동일하거
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부문)에 있어서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개정안 제131조)
(6) 편의상 현행법 마지막 장인 제10장에 이어 제11장(상표 및 서비스표 이외의 권리)으로 명칭하였으
며, 조문번호는 제100조부터 시작하였음(제100조부터 제139조의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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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문목차

제 장 상표 및 서비스표 이외의 권리
제1절 통칙
제100조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등)
제2절 단체표장에 관한 특례
제101조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02조 (단체표장등록출원의 특례)
제103조 (수정정관의 제출)
제104조 (출원의 승계의 특례)
제105조 (단체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제106조 (단체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제107조 (사용권의 특례)
제108조 (단체표장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109조 (단체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
제3절 증명표장에 관한 특례
제110조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11조 (증명표장등록출원의 특례)
제112조 (수정정관의 제출)
제113조 (출원의 승계의 특례)
제114조 (증명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제115조 (증명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제116조 (사용권의 특례)
제117조 (증명표장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118조 (증명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
제4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특례
제119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20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의 요건의 특례)
제121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122조 (선출원의 특례)
제123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특례)
제124조 (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2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 청취)
제126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제12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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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9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무효심판의 특례)
제130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취소심판의 특례)
제131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의 표시)
제132조 (등록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에 대한 특칙)
제133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규정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의 준용)
제5절 업무표장에 관한 특례
제13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35조 (업무표장등록출원의 특례)
제136조 (출원의 승계의 특례)
제137조 (업무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제138조 (업무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제139조 (사용권의 특례)
다. 개정안 초안 및 설명

제 장 상표 및 서비스표 이외의 권리
제1절 통칙
제100조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등)
① 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단체표장에 관한 특례
제101조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삭제되어야 함

②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항(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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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을 삭제하고 제
3조(상표·서비스표의 경우), 제3조의2(단체표장의 경우), 제4조(업무표장의 경우)에서 별도로 해당권
리를 증명표장과 동시에 등록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여야 함

제102조 (단체표장등록출원의 특례)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9조 제4항(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은 삭제되어야 함

제103조 (수정정관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102조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 제2항 또는 제15
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17조의2(수정정관등의 제출)는 삭제되어야 함

제104조 (출원의 승계의 특례)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12조 제9항(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은 삭제되어야 함

제105조 (단체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심사관은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체표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03조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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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 경우 현행 제2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6조 (단체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①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②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4조 제9항(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
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54조 제11항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로 수정
되어야 함

제107조 (사용권의 특례)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5조 제2항(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
할 수 없다.)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57조 제5항은 “제54조 제5항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
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함

제108조 (단체표장의 무효심판의 특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단체표장등록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제105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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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 경우 현행 제7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8항,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
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4.12.31>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 (단체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
① 등록단체표장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표장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
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
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103조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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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73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삭제>
6. <삭제>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
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
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② 삭제 <1997.8.22>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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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⑧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증명표장에 관한 특례
제110조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
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
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11조 (증명표장등록출원의 특례)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9조 제5항(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은 삭제되어야 함

제112조 (수정정관의 제출)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111조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17조의2(수정정관등의 제출)는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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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출원의 승계의 특례)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110조에 따른 증명표
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12조 제10항(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은 삭제되어야 함

제114조 (증명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심사관은 증명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명표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0조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1조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증명표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
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이 경우 현행 제2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5조 (증명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① 증명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110조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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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4조 제10항(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54조 제11항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로 수정되어야 함

제116조 (사용권의 특례)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5조 제2항(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57조 제5항은 “제54조 제5항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함

제117조 (증명표장의 무효심판의 특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증명표장등록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제114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증명표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7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8항,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
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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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4.12.31>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 (증명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
① 등록증명표장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증명표장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증명표장권자가 제111조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3. 증명표장권자가 제110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
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
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
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
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73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
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
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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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삭제>
6. <삭제>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
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
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② 삭제 <1997.8.22>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
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
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⑧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특례
제119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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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록을 받은 자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
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3조의2 괄호 및 제3조의3은 삭제되어야 함

제120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의 요건의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
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6조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121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6조 및 제120조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
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다만, 그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
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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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해당(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9호, 제13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는 것을 이유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그 지정상품
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경우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1.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의2, 제8호의2, 제9호의2, 제12호의2는 일반적인 상표에도 거절이유로서
적용되어야 하는 조문이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다 하여도
상표부등록 사유로서의 현행법 제7조에 여전히 존치되어야 함.
2. 지리적 표시는 ‘특정영업(특정인)출처’를 나타내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7조 제1항 제9
호의2에 규정된 ‘타인’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현행법과 같이 제7조 제1항 제9호의2
를 [‘타인’의 지리적 표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컨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된 지리
적 표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甲이 있고, 乙이 있다면 이 중 누가 먼저 출원하여도 서로간에 타인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누구도 등록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됨. 따라서, 개정안 제1항 제3호와 같이 본문에서 ‘타인’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해석상의 문제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는 등록원부상의 권리자 외는 타인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음)

제122조 (선출원의 특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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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② 제8조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
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
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비고)
1. 이 경우 현행 제8조 제7항 및 제8항은 삭제되어야 함
2. 한편, 개정안은 현행 제8조 제7항 제1호에 괄호를 신설하여 제8조 제7항 제1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상표법 제8조 제7항
제1호는 2005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도입과 함께 신설된 조문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원인 경우 그 특성상 해당 선출원의 지위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된 상품’에 한하고자
함이 취지이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함임
즉, 현행법과 같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한 경우
에는 국어적으로 [과]란 선후관계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출원이 먼저 있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나중에 있는 경우’에도 먼저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의 선출원의 지위가 ‘동일하
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된 상품’으로 제한되는 불합리를 가져올 수 있어 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옴. 따라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개정안과 같이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본 규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원인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제123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특례)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한 정관 및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정관 또는 규약)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지리적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
을 입증하는 서류 및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의 규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1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43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
3. 증명표장등록출원

제12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 청취)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22조의2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126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① 심사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와 그 표장이 제2조 제1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4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23조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
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사관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와 그 표장이 제2조 제1항 제3호의2 및 제4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9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23조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
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
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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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1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128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
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
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비고)
이 경우 현행 제66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129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무효심판의 특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에 대하
여는 제108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에 한한다) 및 제117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에 한한
다)의 경우 외에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
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 또는 등록증명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

45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은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이 동항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
장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0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취소심판의 특례)
①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및 제109조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
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② 등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및 제118조 각호의 경우
외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가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
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도 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의 표시)
①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②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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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증명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제132조 (등록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에 대한 특칙)
제128조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 또는 등록증명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
또는 등록증명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 또는 등록증명표장과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
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33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규정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의 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제120조부터 제122조를 준용한다.
제5절 업무표장에 관한 특례
제13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4조의2(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삭제되어야 함

제135조 (업무표장등록출원의 특례)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9조 제6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136조 (출원의 승계의 특례)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12조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137조 (업무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심사관은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표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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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4조에 따른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비고)
이 경우 현행 제2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함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38조 (업무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①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4조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54조 제11항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3 단서, 제1호
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로 수정되어야 함

제139조 (사용권의 특례)
업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비고)
이 경우 현행 제55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57조 제5항은 “제54조 제5항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함

48

- 특수표장의 별도 장 신설에 따른 현행 상표법 개정안13)
구분
장

개 정 안

절

제10장 상표 및 제1절 통칙
서비스표 이외의
표장

비고

제 조(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단체상표·증명상표과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2③,④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장 각 조의 규정은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제 조(단체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를 §3의2
단체상표의 특례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3의3 ③
② 증명상표출원인이나 증명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증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단체상표·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제 조(단체상표출원의 특례) 단체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상표의 §9④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단체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수정정관의 제출) 단체상표출원인은 제??조제4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조제2항이나 제??에 §17의2①
따른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제 조(단체상표출원의 승계의 특례) 단체상표출원은 법인 합병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가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12⑨
이전될 수 없다.
제 조(단체상표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심사관은 단체상표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23①ⅳ/ⅵ/ⅶ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체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2에 따른 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9조 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 제9항에 위반한 경우
<현행 제23조 제1항 수정안>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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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정안 속의 조문번호는 현행 상표법 조문이므로 나중에 개정법에 따라 조문 번호가 변경되어야 함. 기존 상표법규정이 새로운 장에 조문 전체가 이동한 것에 불과한 조나 항의
경우 중복성 차원에서 그 이동된 상표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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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개 정 안

절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부터 제??조까지
라. 제??조제1항
마. 제??조제2항 후단, 제5항
2.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상표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
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상표출원에 대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이의신
청이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 조(단체상표권 이전의 특례 등) ① 단체상표권은 법인 합병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54⑨,⑪
이전될 수 없다.
② 단체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현행 제54조 제11항의 수정안>

관련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제 조(사용권의 특례) 단체상표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55②

<현행 제57조 제5항의 수정안>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제55조 제2항과 제5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 조(단체상표의 무효심판의 특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단체상표등록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71①
제105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제71조 수정안>
제 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장

개 정 안

절

1.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조, 제??조, 제??조부터 제??조까지, 제12조 제5항과 제8항, 제??조제1항제4
호를 위반한 경우
2.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출원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경우
4.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5.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조에 따라 상표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6.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그 각 호에 해당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밖의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 조(단체상표의 취소심판의 특례) ① 등록단체상표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73①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단체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54조 제10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가 단체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상표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단체상표를 설정등록한 후 제??조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제3자가 단체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상표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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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비고

52

구분
장

개 정 안

절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
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제 조(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3의3
증명상표의 특례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증명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단체상표·업무표장출원인이나 상표·단체상표·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된 상
표·단체상표·업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증명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 조(증명상표출원의 특례) 증명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증명상표의 §9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
라 한다)와 증명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수정정관의 제출) 증명상표출원인은 제??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이나 §17의2
제15조에 따른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제 조(증명상표출원의 승계의 특례) 증명상표출원은 제??조에 따른 증명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12⑩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제 조(증명상표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심사관은 증명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23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명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3에 따른 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 제10항에 위반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구분
장

개 정 안

절

비고

가. 그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조(증명상표권 이전의 특례 등) ① 증명상표권은 제??조에 따라 증명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54⑩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② 증명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조(사용권의 특례) 증명상표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55②

제 조(증명상표의 무효심판의 특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증명상표등록에 대하여는 제7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제23 §71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증명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조(증명상표의 취소심판의 특례) ① 등록증명상표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73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증명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54조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2. 증명상표권자가 제??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3. 증명상표권자가 제??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상표를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4. 증명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자기가 증명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상
표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증명상표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상표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증명상표권자가 해당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거나 서비스
를 영위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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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및 지리적
표시증명상표의
특례

비고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는 그 지리적 표시를 §3의2 괄호, §3의3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기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출원인이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 등록출원인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그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등록의 요건의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나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 §6③
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리적 §7①-7의2/8의2/9
표시 단체상표는 제6조와 제??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등록의 요건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 의2/12의2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선출원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
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2.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 소멸한 날(단체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3.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
표. 다만, 그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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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 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국내나 국외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시에 이에 해당(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
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9호, 제130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리적 표시 단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자
와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을 하지 아니하
면 소멸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단체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
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⑥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상호간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선출원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과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가 선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8⑦,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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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을
한 경우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출원의 특례) ①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9④
취지를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상표의 사용
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정관 또는 규약), 증명할 상품의 지리적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출원의 변경의 특례)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9조를 적용하지 §19①
아니한다.
<현행 제19조 제1항의 수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출원
2. 단체상표출원
3. 증명상표출원
제 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 청취)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22의2③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거절결정의 특례) ① 심사관은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출원에 §23①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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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 표시와 그 표장이 제2조 제1항 제3호의2과 제3호의4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조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조를 위반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이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정관에서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사관은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와 그 표장이 제2조 제1항 제3호의2와 제4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조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제??조를 위반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출원의 대상이 되는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과 지리적 §51②
표시 증명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과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
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과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

57

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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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나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따른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6②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나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를 위조나 모조하거나 위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
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무효심판이나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무효심판의 특례) 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71①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에 대하여는 제??조(단체표장의 무효심판의 특례)(지리적 표시 단체
상표등록에 한한다)와 제??조(증명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에 한한다)의 경우 외에 제41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상표나 등록증명상표를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권은 그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이 같은 항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이
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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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취소심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취소심판의 특례) ①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에 §73①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및 제??조(단체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을 한 후 단체상표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정관에서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
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에 있어서 단체상표권자나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를 위반하여 단체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② 등록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제??조(증명표장의 취소심판의 특례) 각 호의
경우 외에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의 사용자가 제90조의2를 위반하여 증명상표를 사용함으
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도 그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의 표시) ①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가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상표권자와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상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가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상표의 사용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증명상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제 조 (등록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와 유사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등에 대한 특칙) 제??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나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상표나 등록증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상표나 등록증명상표와 동일하게 하
면 등록단체상표나 등록증명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 조(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규정의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에의 준용)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에 관하여는 제??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의 요건의 특례)부터 제??조(선출원의 특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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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제 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4
업무표장의 특례 등록받을 수 있다.
제 조(업무표장출원의 특례)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9⑥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업무표장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업무표장출원의 승계의 특례) 업무표장출원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될 수 없다.

§12⑦

제 조(업무표장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심사관은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23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표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에 따른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2조 제7항에 위반한 경우
제 조(업무표장권 이전의 특례 등) ①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될 수 없다.

§54⑦/⑪

②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현행 제54조 제11항의 수정안>

관련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와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조(사용권의 특례) 업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현행 제57조 제5항의 수정안>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제54조 제5항과 제55조 제4항을 준용한다.

§5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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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의 구분
○ 현행 ｢상표법｣은 기술(技術)법의 일종으로서 각종 기술기준이나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이들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는 규정은 하위법령에 다수 위임하
는 사례가 많음. 전문·기술적이며 신속·탄력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의 위임은
현실기능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것은 법형식의 성격에도 적합하
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만일 이러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 입법자에게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여 정작 신중하고 세심하게 심의ㆍ결정해야 할 본질적인
사안의 해결에 전념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너무 빈번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고, 그 결과 법률에 대하여 요청되는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의 효과가 현저
하게 감소됨.
○ ｢상표법｣의 내용 가운데에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이어서 법률에서 구체적ㆍ확정적으로 규정하
는 것이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음. 또한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을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
이 인정됨.
- 기술적·세부적인 사항 등을 법률단계로 규정하여 법률을 복잡화하게 하고, 빈번한 개정을 수반하
게 하는 규정도 있음.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또는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일부 규정 중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위법
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위법의 규정의 취지를 일탈한
경우,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등이 없는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함.

Ⅳ 문장 구조 및 용어의 정비 과제
1. 개요
○ 현행 ｢상표법｣이 다른 법령과는 달리 전문기술성이 강한 법제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조문 구조로 되어있음.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이고 고도의 입법기
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하나의 조문에 다수의 항(項)과 호(號)가 열거되어 있고, 포괄적
인 준용규정 기타 문장구조 및 용어 등의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음.
-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항이나 호의 수가 많다고 하여 이를 찢어서 별도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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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동일 항이나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문의 이해를 떨어뜨리는 경우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한편, ｢상표법｣은 최근 개정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외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개정전의 법률보다는 알기 쉽고 문장과 용어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여전히 법률용어와 문장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문장구성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 전반적인 법령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정리되어, 현행 ｢상표법｣에서는 정비된
조문과 정비되지 않은 조문이 혼재되어 있음. 예컨대,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다음 각호의
1’, ‘～의 규정에 의한’, ‘..내지’ 등의 문장이나 용어 등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서 존치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이러한 문장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한편, 상표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이 법이 복잡·난해해지고 있는 밑바탕에는 다수의 준용규정,
가지번호 조문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2. 준용 규정14)
○ ｢상표법｣의 큰 문제점은 각종 법령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의 수가 과다하여 법체계가 복잡화하고
일반 수범자의 법규이해도를 저해하여 전체적으로 법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준용규정이 문장
을 간소화(간결성)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해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약점도 있음.
- 현행 상표법 내의 민사소송법 등 준용규정은 무려 24개 조문으로서 그 준용대상 규모도 적지
않음. 별도의 준용규정 조문을 배치하거나(예; 제49조15), 제81조) 개별 규정 내에서의 준용규정을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참고) 현행 상표법상 준용 현황
유형

해당 규정

비고

민소법의 준용

제5조의11, 제33조, 제77의17, 제77의20, 제77의28, 제83조, 제85조의7

7개

조문내 준용

제5조의26, 제57조의2

2개

조문간 준용

제14조, 제24조의2, 제33조, 제46조의5, 제49조, 제55조, 제57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81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의40, 제86조
의41

15개

상표법의
준용

14) ‘알기쉬운법령만들기’편에 포함시켜 검토 가능함
15) 제49조(준용규정)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20조부
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
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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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용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준용규정에서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용하는 조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서 작성하도록 함.16)
현 행

개정안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
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
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대리인
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 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준용하는 조문수가 너무 많아 조문별로 간략한 내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이 산만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따라서 상표법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하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에는 준용하는 타법의 조문에 조문명칭만이
라도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17)
현 행

개정안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
여는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
조·제367조를 준용한다.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는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
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제
299조(소명의 방법)·제367조(당사자신문)를 준용한다.

현 행

개정안

제77조의17(심리 등) ① ~ ⑤ (생략)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77조의17(심리 등) ① ~ ⑤ (생략)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및 제
156조(서면 등의 인용·첨부)부터 제160조(다른 조서
에 준용하는 규정)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제
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99조(소명의 방법)
및 제367조(당사자신문)를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
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 내적관련성, 통일성 및 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한 준용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준용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불일치 문제).
- 상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사항은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2조 제1항 제7호에 상표의 사용
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개념이 법에 별도로 규정되
지 않아 서비스표의 사용은 명확한 법해석이 곤란함.
- 상표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준용의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개인에게 허여할 수 있음에도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규정에 따라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16) 잔존하는 준용규정의 상표법 내에 직접 규정화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문장의 간결성 또는 간소화 실익의
측면이 크므로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강구된 방안임
17) 공직선거법 준용규정사례 참조(예; 제8조의4 제 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
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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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번호 조문
○ 가지번호를 이용한 법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은 1995.1.5. 개정 상표법(제11차 개정)에서 처음 사용
하기 시작하여(예;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91조의2) 현재 상표법의 가지번호조문수(141개)가 오
히려 본 조문수보다 많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18)
- 특히 2011.12.2. 제31차 상표법 일부 개정시 종전 특허법의 준용규정 74개 조문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숫자가 확대됨.
(참고) 현행 상표법상 가지번호조문의 현황
장
구분
1
2
3
4
5
6
7
8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9
10

제5장

11

해당
조문

가지번호
조문

3

2, 3

5

2~29

9

2

17

2

22

2~4

24

2, 3

34

2

36

2, 3

46

2, 4, 5

54

2

57

2, 3

12

제6장

64

2

13

제7장

67

2

합계

30개

2개

5개

3개

No
14
15
16

18
19
20

제8장
제8장의2

21
제9장

23
24

1개

제7장

17

22
6개

장구분

25

제10장
총계

해당
조문

가지번호
조문

70

2, 3

72

2

77

2~29

82

2, 3

84

2

85

2~7

86

2~42

90

2

91

2

92

2~9

96

2

97

2

합계

34개

7개
41개

10개

2개
141개

○ 가지번호수가 많다는 것도 이해가능성을 저해할 뿐아니라 전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적용
및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 가지조문번호의 일괄적 정리는 전부(전면)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임. 따라서 과다한
가지조문의 배열에 따른 법령의 복잡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법령의 검색용이 측면에서 단독법조
문화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간 연계를 위해서 현행 상표법 조문간 이동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함.
4. 복잡한 문장의 분리/구분을 통한 순화
○ 하나의 조문 속에 항(項), 호(號)이 너무 많아 가독성(legibility 可讀性)이 떨어지는 경우(예; 제2조
제1항(11개 호), 제5조의21(7개항), 제5조의26(6개항), 제7조(6개항), 제7조 제1항(24개호), 제8조(8
18) 현행 상표법은 본 조문이 형식상 98개(제11조, 제44조, 제45조, 제78조, 제80조, 제86조 등 6개 삭제조문 포함)인
데 반해, 가지 법조문이 무려 142개(제46조의3 삭제조문 포함)에 이름. 현행 특허법상 가지번호조문(35개. 삭제
포함)에 비교하더라도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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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제9조(6개항), 제12조(10개항), 제17조(6개항), 제23조 제2항(8개호), 제27조(7개항), 제54조
(7개항), 제55조(7개항), 제57조의2(6개항), 제71조 제1항(7개호), 제73조 제1항(14개호), 제77조의
17(7개항), 제77조의28(7개항), 제85조의3(8개항) 등)나 조문이 너무 길거나(長文) 복잡하여 법문장
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순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제5조의25 제2항, 제41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92조의9 제1항 등)를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의 여부를 검토함.
○ 조문의 내용, 특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을 나누거나 조,
항 등을 분리하고, 필요하면 문장 일부를‘ 각 호’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條)’나‘ 항(項)’
을 분리하고,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각 호’와
‘각 목’ 등으로 분리해서 규정
- 다만, 조나 항을 분리하거나 각 호 등으로 내용을 분리한 경우에는 그 조, 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정리
5. 괄호( )를 사용한 정의 또는 약칭 기법의 문제
○ 어떤 단어의 범위를 특정할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 길어서 법령의 간결성이 떨어질 경우에
는 ‘이하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이 조, 제○조, 제○조 및 제○조에서 같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의조문이라고 함. 이처럼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면 법령 간소화라는 실익
이 있지만, 해당 단어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법령간결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조문이 소수(2~3개) 조문에 불과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정의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조문에서 각각 규정함.
○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함(예; “이하 ○○
○ 등 이라고 한다”). 이를 약칭조문이라고 함. 이러한 기법도 약칭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 법령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함이거나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상표법상 정의 혹은 약칭기법이 사용된 규정 중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잘못 사용되어졌거나 약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예; 제7조 제3항, 제9조의2 제3항, 제13조, 제92조
의9, 제97조의2 제1항)와 함께 추가적으로 정의 혹은 약칭기법이 필요한 사례도 있는 바가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문장 구조 및 용어 등
○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19)(별첨 자료 참조) 에 따라 순화대상어구,
문장까지도 적절하게 순화어로 정비함

65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 대체로 어려운 한자어, 한문어투 용어(예; 유무, 여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용어, 어려운
전문용어, 번역어투의 문장, 지나치게 줄여쓴 용어, 권위적 용어 등이 순화대상이며, 문장성분의
호응(어순 배치), 사물 주어, 이중부정문, 문미의 예외표현(예;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용사어미의
생략 등도 순화대상에 해당함.
- 법률을 한글화하더라도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
整, 調停)’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 안에 한자
를 함께 쓸 수 있음.
○ 구체적인 순화대상어구 또는 문장 중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순화대상(어려운 한자)

순화

상당한

상응하는, 타당한, 합당한, 적절한, 적당한

동법, 동조, 동항, 동호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순화대상(일본식 한자)

순화

기타

그밖의, 그밖에

당해

해당, 그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응하다

받다 따르다 응답하다

자(者)

(사람만을 의미) 사람
(사람 이외법인등 의미) 자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니하면

일방

어느 한쪽, 한쪽

일체의

모든, 전부
순화대상(일본어투)

순화

..에(に)

1.
2.
3.
4.
5.

..과
...(으)로
...를
...에게
..에서

..에 관하여

1. ..은/는
2. ..에
3. (현행 유지)

..에 대하여

1. ..에게(는)
2. ..는 ..를
3. (현행 유지)

...에 있어(서)의

1. ..에서
2. ...하는 경우

..내지

..부터 ..까지

..하는 데(에)

1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제4판), 2011년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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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대상(일본어투)

순화

..을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이/가 필요한

...의(の)

1.
2.
3.
4.

(주격)...이/가
(목적격)..을/를
....인
삭제 생략

순화 대상(준말, 권위적 용어, 일상생활어 등)

순화(정비)

..한 때

..한 경우

..하는 때

..하는 경우, 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또는 각 목 뒤)

1. 제외한다/예외로 한다
2. (현행 유지)

아라비아숫자 1.2..

하나, 둘..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월

개월

..에 의한/의하여/의한다

1. ..따른 ..따라 ...따른다
2. ..으로(방법)
3. (현행 유지)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의한다

..에 따른/따라/따른다 (‘규정’생략)

...로 하여금

1. ..를
2. ..이/가

...(기한)내에

..(기한)까지

..처한다

..부과한다

...을 얻다

...받다

인(人)

명(名)

및

1. 와/과
2. 반점(,)
3. (현행 유지)

또는

1. (현행유지)
2. ..나/이나/거나
순화대상(복잡)

순화

..(이)내에

1. ...에
2. 현행유지

..라 함은...를 말한다

..란...를 말한다 (중복회피)

...이를 적용하다/폐지하다

목적어 중복시 ‘이를’ 생략한다. (중복 회피)

...를 제외한다

..는 제외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할 때

..하자고 하는 때에는

...하려면,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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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표법상 수정 용어표(주요 사례 예시)
현행

개정안

및

와/과, 콤마(,), 중간점(·)

또는

..나/이나/거나, 중간점(·)

..라 함은...를 말한다

..란...를 말한다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의한다

..에 따른/따라/따른다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내지

..부터 ..까지

기타

그밖의, 그밖에

당해

해당, 그

상당한

상응하는, 적절한, 적당한

동법, 동조, 동항, 동호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로 하여금

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내용에 맞게 풀어쓰기)

...에 있어(서)의

에서

...하기 위한

하려는

...하고자 하는

하려는

....제외하고는

1. ....하고 있지 않으면
2. ...가 아니면

발생한다

생긴다

※ … 및…, … 또는 … 등의 경우 순화용어로의 단순 변경보다는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전달에 더 편리하
다는 의견도 많음.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법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용어나 표기를 사용하고
있음.
※ 단어의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명사, 동사) 순화되거나(주로 동사) 현행과 같이 그대로 쓰이기도 함(주로 다른 명사와
의 결합시).
※ 종전 개정된 용어 중에서 일부의 경우 순화된 용어가 개정 전보다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에(예; 같다, 이어밟
다) 개정 전의 용어로 환원할 필요가 있는 단어도 있음(예; 동일하다, 수계하다).
- ‘동일하다’를 ‘같다’고 순화할 경우 ‘유사하다’를 ‘비슷하다’고 순화해야하는 연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검토 필요
1. 청구와 신청의 구별
- 상표법상 개별 조문에서 ‘청구’라는 용어와 ‘신청’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청구와 신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개 절차적 권리를 신청권, 실체적 권리를 청구권
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음. 그리고 청구권이 신청권보다 큰 개념으로 보아 청구권에는 신청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별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에서 신청과 청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조문마다 그 용어가 뜻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재량행위)에는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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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Ⅰ 민법 등 관련 규정의 반영
○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따른 상표법 규정에의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즉 기존 행위무능력자 제도 중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9조 및 제12조 참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11.3.7 공포; ‘13.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상표에 관한 절차는 재산권 형성행위로서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는 후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 신·구제도의 비교
구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 심신상실자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
적으로 결여된 자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자나 재산낭비자

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
으로 부족한 자

용어 의미

피성년후견인 : 일상 행위 가능(§10)
피한정후견인 :
(원칙) 완전한 행위능력 보유
(예외) 가정법원에서 정한 중요 법률행위는 후견인 동의
필요(§13)

독자적
행위권

상표법상
행위능력

법정대리인(후견인)의 강제주의 적용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
수행 가능

비고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10 및 §13)

현행

개정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
정치산자가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절차
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이나 피성년후견인은 ......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
와 피한정후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민법상 총칙, 물권편 규정의 반영을 통한 정비
- 상표법상 능력, 대리, 기간 등에 관련된 규정에서 민법상 총칙편 규정의 내용 등을 최대한 참조하여
상표법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함. 참고로 민사소송법상 기간규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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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상 질권 등에 관련된 규정에서 민법상 물권편 규정의 내용 등을 최대한 참조하여 상표법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함

Ⅱ 민사소송법, 특허법 등 관련법의 반영
○ 민사소송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규정의 반영을 통한 정비
- 특히 상표법상 절차법적 성격의 규정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조문의 배열, 내용, 용어 등을
최대한 참조하며, 상표법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며
- 특허법상 준용규정을 상표법에 풀어낸 규정의 경우 관련 특허법규정의 내용, 용어 등을 검토하고,
특히 2012년 개정 특허법안 내용 중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상표법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Ⅲ 관련 규정의 정리
○ 상표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다른 법령(예; 특허법, 법원조직법 등)의 조문들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

Ⅳ 전부개정시 유의사항
○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은 일부 개정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①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로서 삭제
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법령의 전부개정방식과 기존법령에 갈음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폐지·대체하는 방식
은 그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서 서로 혼용되어 왔으나, 기존법령과 신법령간의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법령간
에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폐지·대체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상표법｣의 입법체계정비는 일단 현행 법제와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
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문장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로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전부개정방식을 택할 때에는 종전의 부칙이 모두 소멸되므로 종전 부칙조항의 효력존속의
필요성여부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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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기적 검토과제 : 분법화(分法化) 검토
○ 현행 상표법의 조문수가 갑자기 많아지게 된 배경에는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상표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 규정들(74개 조문)을 상표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제7장(심판)에 관한 규정이 대폭
추가된데 기인함
○ 심판에 관한 제7장 및 제8장의 조문수가 전체 56개조에 이르는데, 이들 조문은 사실상 하나의
단일 법률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성이 높은 ｢특허법｣ 등에서도 관련 규정들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상표법만의 분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임. 특허법과 상표법의 절차적 유사성으로 인해 심판, 재심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양자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이는 출원·심사절차를 하나의 행정
기관인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허법의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 요컨대, 장기적으로는 법률의 단일화보다는 전문적 규율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분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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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표법 개정안(2012.3.15. 시행 개정 상표법 기준)20)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 제 조(목적) 이 법은 상표(商標)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연구결과의 반영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호·문자·숫자·도형·색채·입체적 형상·
소리·냄새 등과 이들의 결합 등으로 구성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삭제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삭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삭제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

서비스표 삭제

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

*연구결과의 반영
3. “단체상표”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 *연구결과의 반영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

는 자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서비스업→서비스(이

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

그 감독을 받는 소속단체원이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게 하 동일), 단체표장→

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하려는 표장을 말한다.

단체상표(이하 동일)

20) 현행 상표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http://www.law.go.kr/main.html)에서 다운로드 한 것임(2012.3.26.). 검은색으로 밑줄친 부분이 개정대상이며, 특히 푸른색 글자는
개정내용 중 변경정도가 다른 조문에 비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함. 녹색 글자는 추후 계속 검토사항에 불과함. 기존 상표법 조문이 개정안에서 이동, 신설된 것을
).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개정 대상(조, 항)의 셀 배경에 옅은 회색으로 음영처리함(
전통적인 상표 이외의 특수 표장(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출처표시 관련 표장) 부분은 별도로 장을 두는 경우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별도로 장을 둘 경우의 입법방식은
후술하는 부분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
종전과 많이 달라진 중의 하나가 ‘서비스표’제도가 삭제되는 것이고, ‘서비스업’은 ‘서비스’, ‘단체표장’은 ‘단체상표’, ‘증명표장’은 ‘증명상표’ 등으로 용어를 바뀌는 것임.

현 행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

개 정(안)

비고

4. “지리적 표시”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1.호번호변경

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 2.간결 : 서술어중복

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5.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이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간결 : 서술어중복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에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6.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1.간결 : 서술어중복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2.지리적표시단체표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

그 감독을 받는 소속단체원이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단체상표 장→지리적표시단

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를 말한다.

체상표(이하 동일)
*연구결과의 반영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

7. “증명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연구결과의

반영

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이하 동일)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가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 증명표장→증명상

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표장을 표(이하동일)

표장을 말한다.

말한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8.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연구결과의

반영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 (이하 동일)

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

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지리 지리적 표시증명표

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적 표시로 된 증명상표를 말한다.

장→지리적표시증
명상표(이하 동일)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신설>

9. “업무표장”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 1.간결 : 서술어중복
를 표상(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상표출원”이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출원을 말한다.

2.한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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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모든 ‘상표등록
출원’ →‘ 상표출원’
용어변경(※개정디
자인법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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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간결 : 서술어중복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결 : 서술어중복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나.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나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로 전시·수출이나 수입하는 행위

<신설>

다.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신설>

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 *연구결과의 반영
나 또는 그 목적으로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연구결과의 반영

마.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광고·거래서류 기타의 수단에 상 *연구결과의 반영
표를 표시하고 그것을 전시·반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②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서비 *연구결과의 반영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

스의 제공과 관련한 물건, 광고 등을 상표의 3차원적인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 해당조문은 기존조
문을 의미→개정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변경필요

<신설>

③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연구결과의 반영

제1호에 의한 전기통신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 또는 해당조문은 기존조
수신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을 의미→개정조
문변경필요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단체상표·증명상표·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1.정확
않으면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서비스표 삭제(이
하 동일)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⑤ 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정확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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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제 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명확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 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가 *연구결과의 반영
아니면 재직 중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 제 조(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 괄호부분의 지표단
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삭제→별도 항(②)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법인은 자기의 단체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
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②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3의2 괄호의지리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자기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를 등록받을 수 적표시단체상표 별
있다.
도 항 신설

제3조의3(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 제 조(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주격의 빈발
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의 영업

75

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증명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상표의 등록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출원인 또는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상표·서비스
표·단체표장·업무표장 또는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과 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단체상표·업무표장출원인이나 상표·단체상 1.기존③과 통일(..
표·업무표장등록을 받은 자는 그 출원된 상표·단체상표·업무표장과 동일하 그 증명상표와 같거
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나 유사한...)

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하여 증명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증명표장 등록출원인 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같거
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③ 증명상표출원인이나 증명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증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 상표·단체상표·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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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제 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 제 조(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 1.민법개정안 반영.
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리인을 통해서만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 2.이중부정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 3.풀어쓰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 1.민법개정안의 반영

청·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의신청·심판이나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제 조(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 간결,명확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이의

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인, 심판

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나 재심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있다.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 조(외국인의 권리능력)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 1.조문이동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상표권이나 상표에 2.재외자 정의. 정의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기법적용
3. 이중부정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명확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게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과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 제 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재외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 1.재외자 정의 괄호 삭
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

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 제:§5의24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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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

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만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2.이중부정

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하 “이 법령”이라고 한다)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3.괄호약칭기법 사용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수 없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와 이 법령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제 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1.이중부정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밟도록 위임받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히 권한을 2.괄호정의기법삭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로 위임받아야 한다.

(기존§5의5 신설참
조)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1. 제??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상표출원의 포기나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나 상품분류전환

환등록신청의 취하

조문변경

등록신청의 취하

4. 상표권의 포기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7. 제?? 나 제??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8. 복대리인의 선임

조문변경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 제 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 1.사물주어
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이하 같다)은 그 대리권을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괄호정의기법적용
(기존§5의4 삭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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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제 조(행위능력 등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권이 없는 자, 상표에 ※‘행위시’: 현행유
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관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 지 방안도 고려
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그 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다.

이 생긴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제 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명확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따른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5조의8(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특허청 제 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이면 각자가 문장호응-어순재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본인을 대리한다.

배치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제 조(대리인의 교체임명 등) ①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중복되는 기존①,②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결합하여 재구성→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 개정①
도록 하거나 그 선임된 대리인을 교체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써 대리하게 할

②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변리사가 대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③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이나 교체를 명령한 후 1.간결,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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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임이나 교체 전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나 대리인이 특허청장이나 2.밟은[과거형]
특허심판원장에게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 제 조(복수당사자의 대표권)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출원이나 심판청구를 1.본문과 단서의 분
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
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하고 그 출원이나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리:단서삭제-별도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조항(②)신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1. 제 ?? 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상표출원의 포기나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나 상품분류전환

환등록신청의 취하

등록신청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6. 제??조나 제??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 기존①단서와②결합:
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이 경우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①단서:전단
증명하여야 한다.
②:후단

야 한다.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 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문장호응-어순재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소송대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배치
2.민소법준용풀기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제 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다음 1.복잡문장→각호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
각 호를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소재지
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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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1.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
2.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

생략의 해소(주소 또
는 영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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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제 조(기간의 계산) 이 법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각 호에 따른다.

비고
약칭기법적용
※민법 제6장(기간)
참조

1.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의 첫 날은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 풀어쓰기
하는 때에는 첫 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따라 계산한다.

2. 기간을 월(月)이나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

3. 월이나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마지막 월이나 한자병행

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바로 앞 날에 기간이 끝난다. 다만 월이나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에 기간

한자병행

이 끝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다음 날로 만료한다.

날에 끝난다.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제 조(기간의 연장 등) ① 삭제

기존

해당

조문

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

(§26,§70의

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2,§70의3)의 개정

연장할 수 있다.

안으로 각각 이동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 1.항번호변경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직권으로 2.장문 줄이기 → 후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단부 삭제, ③신설

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3.‘연장’ 그대로 사용

한다.

검토(이하 동일)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은 해당 절차의 항 신설: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결정 기존②후단 이동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항번호변경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때에는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생략)

*‘청구’ -신청
관련 조문(기존§13
개정안 항으로 이동)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생략)

관련조문(기존§70
의2,§70의3,§84
의2)으로 이동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생략)

조문이동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생략)

조문이동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조(절차의 중단) ①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기존§5의20과의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경우에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상표에 관한 밀접성으로 개정안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절차를 밟도록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② 배치(條→項격하)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5의19~§5의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이 상실된 경우

23은 민소법 제7절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이 상실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5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제??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

7. 파산재산관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5조의19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이어 밟아야 한다.

민소법참조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에 해당함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해당 호에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81

1.기존§5의20→항
으로 변경, 이동
2.용어의 명확성:‘수
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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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19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이어 밟지 못한다.

개 정(안)

1.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인수
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
다.

2. 제5조의19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2. 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5조의19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

3.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이 된 자

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비고

4. 제5조의19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4. 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5조의19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5. 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나 각 당사자

6. 제5조의19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6. 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생략)

기존§5의19개정안
②로 이동

제5조의21(수계신청) ①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5조 제 조(수계신청) ① 제??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을 제??조 제2항 사물주어
의20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각 호에 규정된 자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②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을 받은 간접+직접목적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19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③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은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④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은 결정이나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명확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한 수계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⑤⑥⑦함께 별도 조
문 신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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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5조의21(수계신청)
제 조(직권에 따른 수계) ①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은 제??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신설:기존§5의21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조의20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이어 밟지 자가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⑤⑥⑦→별도조문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수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어 밟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어 밟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계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1.주체명확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복합명사‘만료일’
사용(이후 동일함)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제2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당사 간접+직접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목적어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 제 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 1.문장호응-어순재
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 배치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2.명확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
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애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계 1.의미명확
속 중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 2.속행할→진행할
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디자인법안)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이나 간접+직접목적어
심판장은 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 제 조(절차 중단이나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 민소법 반영
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사실을 알리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 제 조(절차의 효력 승계)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
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은 그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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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8(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제 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이나 특허심 중복간결(상표권/상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상표 판원에 계속(繫屬) 중에 상표권이나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를 승 표에관한 권리)
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계한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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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생략)

조문 이동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생략)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생략)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생략)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생략)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생략)

조문이동(보칙)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제 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상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상표
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2. 그 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

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

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이나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略語)나 지도(地圖)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한문병용

된 상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면서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한문병용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를 사용한 결 1. 주격 중복(~가,

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 ~은) 해소

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

되어 있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조제1항과 제??조제2 2. ‘제9조의 규정에

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

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한 상표등록출원

현 행
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 정(안)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고
전에’ 삭제
*연구결과의 반영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
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산지만을 말한다)나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용어중복( 표장/ 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장)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 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제??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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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
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勳章), 포장(褒章), 기장
(記章),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도장이나 기호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표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
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나 ｢상표법조약｣ 체결국(이하 이 조에서 “동맹국등”이
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이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 풀어쓰기
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저명한 국제기관
이 자기의 명칭, 약칭이나 표장을 상표출원한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
다.

1의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
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
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풀어쓰기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
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출
원한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
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
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
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도장이나 기호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이나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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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

6.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나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

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하거나 이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7. 국가·공공단체나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풀어쓰기

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업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

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명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나 이들의 기관과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공익법인이나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출원한 때에는 상표등록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8. 상표 그 자체나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

9.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나 외국정부가 개최하 풀어쓰기

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

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이나 포장과 동

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이나 포장을 받은 자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

가 해당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

10.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이나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 풀어쓰기

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명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

11.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를 제외한다)와 동일하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2. 선출원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는 상표

비고

현 행

개 정(안)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

비고
삭제

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

*연구결과의 반영

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삭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연구결과의 반영

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
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13.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14.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5.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6.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17. 국내나 국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87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18. 국내나 국외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88

현 행

<신설>

개 정(안)

비고

19. 국내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 *연구결과반영
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특정인[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에 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
결한(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
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20.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이나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
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
상, 단일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나 냄새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
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내의 포도주와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풀어쓰기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상품을 지정상
품으로 하여 제??조 제4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
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 *법명칭변경
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 (12.7.22 시행)
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
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
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이나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
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②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
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호·제??호·제??호·제??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출원할 1.이중부정
때에 이에 해당(상표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제 2.항번호변경
외한다)하는 상표이어야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③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

항 삭제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

*연구결과의 반영

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 전체 삭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구결과의 반영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
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
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
는 경우
⑤ (생략)

기존§73의개정안
이동

⑥ 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
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 상호간에는 제1항제??호·제??호·제?? 1.사물주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번호변경

제8조(선출원)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제 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관 명확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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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연구결과의 반영
날에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먼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번호가 가장 앞선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③ 상표출원이 포기·취하·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상표등록거 1.문장호응-어순재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절결정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출원은 처음 배치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

삭제

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연구결과의 반영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존§73의 개정안

⑤ (생략).

으로 이동
⑥ (생략)

기존§73의 개정안
으로 이동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 1.항번호변경

아니한다.

니한다.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동일하 명확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

거나 유사한 표장으로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이 있거나 지리

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적 표시 단체상표출원과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
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 (생략)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기존§73의개정안
이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 조(상표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1 . 간 접 + 직 접 목 적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은 상표출원서(이하“출원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문장호응-어순
재배치
2.약칭기법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

2. 출원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

1.약칭기법 적용

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

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 2.유구분:한자 최초

의 성명)

의 성명. 이하 같다)

3. 상표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4.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類區分)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

5. 제??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만 적는다)

다)
6. 삭제

1회 병행사용
*연구결과반영

6.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서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이나 같은 중복, 명확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

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중복, 명확

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 설명과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

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④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④ 단체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문해소→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단체상표출원서를 제출하 후단삭제, ⑤신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여야 한다.

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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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2조제1항제3호의4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상표를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항 신설:기존④후단
취지를 단체상표출원서에 적어야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호에 따라 대통령령 이동
에서 정하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⑥ 증명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 1. 입증→증명(증명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

는 증명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중복)

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할 2. 항 번호변경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

⑦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1. 지시어 명확

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 아니하는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업무표장출원서를 2. 항번호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 조(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간결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있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상표등록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
의 표장만 해당한다)

명확하지 아니하게 적힌 경우
3. 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않거나 적혀 있더라도 상표
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원서에 시각적 표현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표장만
해당한다)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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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② 특허청장은 상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출원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명하여야 한다.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1.주체명확
관한 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괄호 정의기법삭
제:빈도낮음 등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④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 문장호응-어순재배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장은 그 절차보완에 관한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치

인정하여야 한다.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⑤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문장호응-어순재배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

는 특허청장은 해당 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치

할 수 있다.
제10조(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 조(1상표 1출원) ① 상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 복잡문장해소→후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구분상 1류 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

단부 삭제, 별도 항
(②)신설

시에 지정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항신설:①후단 이동
서비스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③ 특허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을 정하여 1.사물주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2.항번호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항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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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①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 제 조(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등) ① 상표출원의 승계는 상속 그밖의 일반승계의 이중부정
경우가 아니면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②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②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속 그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 1.기존④이동:항번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이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변경→①과 밀접
2.간접+직접목적어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③ 삭제

-

④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③ 상표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1.기존⑤에서 이동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2.항번호변경
3.이중부정

⑤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

④ 상표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 1.기존②에서 이동

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이전된 상표출원은 원상표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1.항번호변경

2.항번호변경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본다. 다만, 제??조제3항과 제4항이나 제??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상 2.풀어쓰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⑥ 업무표장출원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될 수 없다. 1.항번호변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본문단서결합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

⑦ 제??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와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출원 1.항번호변경

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은 제??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이나 표장과 관련된 2. 본문단서결합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될 수 없다.

⑨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

⑧ 단체상표출원은 법인 합병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가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 1.항번호변경

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가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2.본문단서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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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

⑨ 증명상표출원은 제??조에 따른 증명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 1.항번호변경

조의3에 따른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와 함께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2.본문단서결합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그 제 조(절차의 보정과 무효)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1.기존§13과 기존
밖의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5의15(이동)결합

명하여야 한다.

한다.

→ 4개항 구성
2. 기 약칭기법 적용

1.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1. 제??조제1항이나 제?? 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정명
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약칭기법적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1.기존§5의15①이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동
2.문장호응-어순재

무효로 할 수 있다.

배치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③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1.기존§5의15②이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그 상표에 관한 절차가 제2항에 동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따라 무효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정명령 2.문장호응-어순재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

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정된 기간의 배치

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3.정확
4.풀어쓰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④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이나 제3항 본문에 따 1.기존§5의15③이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른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동

송달하여야 한다.

한다.

2.중복(무효처분)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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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 제 조(출원공고결정 전 출원의 보정) 출원인은 상표등록결정이나 상표등록거절결 1.기존②를 결합:단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일조문화_기존②본
송달되기 전까지 최초의 상표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출 문(보정기간)개정①
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본문속 편입, 기존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나 제??조에 따라 준용 ②단서 그대로 단서
되는 제??조제2항, 제??조제2항, 제??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로 결합
보정할 수 있다.

2.및→이나
3.‘최초(의/에)’ 그대
로 사용(이하 동일)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정§14 단일조문

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으로 이동

없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
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제 조(출원공고결정 후 출원의 보정) 출원인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에 1.§14와§15의 준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따른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경우에 한하여 그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최초의 상표출원의 요지를 변경하

보정할 수 있다.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과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1. 제??조제2항와 제??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의견서 제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5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이의신청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을 보정할 경우
2. 제??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 최초 약칭기법 적용
에 제??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이의신청이유에 나타난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

3. 제??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제??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간결,명확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제??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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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경우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을

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보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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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제 조(출원의 요지변경) ① 제??조와 제??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1.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기재→순화필요여

2. 오기의 정정

2.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부 검토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②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②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상표출원에 관한 상표나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③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한 상표출원에 관한 상표나 지정상품의 보 중복(...그 출원/..출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되

정이 제??조를 위반한 것으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출원 원)

면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

의 경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본다.

제17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조(출원공고 결정전 출원보정에 대한 각하) ① 심사관은 제??조에 따른 보정이 1.기존§17을 2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상표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으로 별도화(기

한다.

존§14와 기존§15
별개로 존재)
2.기존§17①(전단)
과⑤(후단)결합\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 1.문장호응-어순재

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
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배치
해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의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출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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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

③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1.문장호응-어순재

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에는 심사관은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배치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2.중복단어 삭제
별도조문이동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붙여야 한다.
별도조문이동

⑥ (생략)

제 조(출원공고결정 후 출원보정에 대한 각하) ① 심사관은 제??조에 따른 보정이 1 . 조 문 신 설 . 기 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
§17의 ④~⑥

제17조(보정의 각하)

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2.명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붙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풀어쓰기

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절차에서 불복할 수 있다.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제 조(수정정관 등 제출) ① 단체상표출원인은 제??조제4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필요한 때에는 제??조제2항이나 제??에 따른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② 증명상표출원인은 제??조제5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정관또는규약’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때에는 제??조제2항이나 제??조에 따른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출원의 분할) ①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 제 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제??조와 제??조에 따른 보정 기간에 둘 이상의 문장호응-어순재배
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을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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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상표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에 상표출원 1.중복규정의 해소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제3항과 제4항이나 제??조제2항을 2.풀어쓰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아니하다.
제19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 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1. 상표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서비스표 삭제

<삭제>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2. 단체상표출원(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은 제외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상표출원(지리적 표시 증명상표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의 추가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을 상표출원으로 변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경할 수 있다.

입법적 오류부분의
삭제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원을 변경한 경우(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 그 변경 1.괄호정의기법 적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나 제2항의 출원(이하 이 조에서“최초 출원”이라고 용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한다)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제3항·제4항이나 제??조제2 2.풀어쓰기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④ 최초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제1항 각 호나 사물주어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⑤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

⑤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 제 조(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을 복잡장문해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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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이나 다른 당사국에 한 출원
2.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한 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이중부정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표
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출원할 때에 상표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과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그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 간접+직접목적어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
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그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상표와 문장호응-어순재배
지정상품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치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잃는다.

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
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제21조(출원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 제 조(출원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
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의 당사국 영역 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의 당사국 영역 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

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서 출원일로부터 30일 1.간접+직접목적어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2.‘제출’용어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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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제 조(심사관)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출원과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③ (생략)

별도조문신설․이동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생략)

조문이동(보칙)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생략)

개정 제10장보칙 이
동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 제 조(심사의 순위)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에 따른다.

기존§22의4①만
조문화

② (생략)

별도조문으로 신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 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제??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1.기존§22의4②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을 다른 상표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조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2.주격 중복(..은/이)

있다.

3.어순재배치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
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1. 상표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그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2. 출원인이 상표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에 약칭기법적용
서 정하는 상표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되는 경우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③ 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출원된 상표에 제??조 각 호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1.항→조 격상 신설
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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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 제 조(심사나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상표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때에는 1. 조문이동
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주체명확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간결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77조의4, 제77조의 제 조(심판 규정의 준용) 상표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심판 관련 규정 1. 조문이동
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
조·제367조를 준용한다.

을 준용한다.
2. 복잡해소→ 각호
1. 제??조, 제??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 제??조
3.민소법 준용풀기
2.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제299조(소명의 방법)·제367조(당사자신문)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장문해소:거절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

당하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을 하여야 한다.

정과 거절이유의 분
리 조문화
2.중복용어

삭제(..

상표등록출원이/..상
표등록출원에)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부터 제??조까지
라. 제??조제1항
마. 제??조제2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복잡해소→
각 목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상표 1.문장호응-어순재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

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권리자의 배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2.괄호처리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출원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

다만, 그 상표출원에 대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이 있는

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에 합치
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
는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같은 항 제3호의2·제3호의4 및 제4호의2에 따
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
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지 아니한 경우

비고

4. 다음 각 목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복잡장문해소→각
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제5호에 따른 표장의 정의
목
나. 제2조제1항제??호, 제??호, 제??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그 표장
의 정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의 경우

복잡해소→ 각목

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정관으로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는 경우
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
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잡해소→각 목
가. 제??조제4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정관또는 규약’
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증명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
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복잡해소→각 목
아니하는 경우
가. 제??조에 따른 단체상표
나. ??조에 따른 증명상표
다. 제??조에 따른 업무표장

8. 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상표출원의 경우
복잡해소→각 목
가. 그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또는 규약’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
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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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② (생략)

비고
별도 조문화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23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
려는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 항→ 조신설:
2.기존§23② 전단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이동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문장호응-어순재배

한다.

치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나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 기존§23②
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동

후단

제24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제 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 원칙과 예외의 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항(②)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 항신설:기존①단서
이동
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

1.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출원

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을 제??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그 분할 출원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리:단서 삭제, 별도

2.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수 없는 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 1.항번호변경

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

달하고 그 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③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

④ 특허청장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상표출원서류와 그 부속서류를 특허 항번호 변경

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 제 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조제2항(제??조 제3항과 제??조 제1항에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 후에 해당 출원에 관한 지정상 단서규정:대상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
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대상자의 명확
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출원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가 있기 전이라도 그 사용자에게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및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
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1 . 기 존 § 2 4 의 2 .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금의 지급 ②~⑥이동(①:별
을 청구할 수 있다.
도조문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권을 설정등록 1.주체명확
한 후에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이중부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④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개정②와
다.
단)검토

⑤ 제52조·제66조·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복잡해소→각호
1. 제??조·제??조·제??조·제??조
2.민법,민소법준용
2.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와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규정풀어쓰기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상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
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
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1. 출원이 포기·취하나 무효로 된 때
2.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결합(후

시효).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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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 제 조(직권에 따른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출원서에 적힌 한자 최초 1회사용
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그 유구분(類區分)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지정상품이나 그 유구분에 명백히 잘못 적힌 내용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 원칙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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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
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 정(안)

비고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할 때에는 제??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 직접+간접목적어
결정등본의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그 직권보정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24조제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직권보정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받아들일 1.주체명확

항에 따른 출원공고기간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수 없을 때에는 제??조제3항에 따른 출원공고기간에 특허청장에게 그 보정사 2.직접+간접목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⑤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 적힌 것이 아닌 사항을 직권보정한 때에는 그 직권보정 주체명확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개일부터 3 1.복잡→각호
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2.호추가신설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결과반영
1. 제??조제1항 각 호
2. 제??조제1항 제2호와 제4호
3.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그밖에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 간 접 + 직 접 목 적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고 한다)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 어:문장호응-어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배치
2.괄호약칭기법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
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 1.약칭기법적용 괄
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이의신청의 대상

호 삭제
2.호번호변경

현 행

개 정(안)

비고

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3. 삭제

5. 이의신청의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 보정) ① 제??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 1.기존§26과기존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 §5의14①의결합

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복수항조문
2..서술식표현
3.명확

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② 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원인 1.기존§27① 이동
에게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2.문장호응-어순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배치
간접+직접목적어
*연구결과반영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

③ 특허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 기존§5의14① 이
로 제1항의 보정기간을 늘일 수 있다.

동

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 *연구결과반영
관 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합의체와 심사장에 관하여 제77조의6 제2항, 제77조의2 제2항과 제
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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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 정(안)

비고

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직권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의 경우에 *연구결과반영
는 상표권자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1.조문전체이동
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

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을 문장호응-어순재배

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치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특허청장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제27조제5항에 따른 결
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
로 본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삭제

2.간략

대신

‘심사장’검토
해당조문은 기존조
문을 의미→개정조
문변경필요
*연구결과반영
*(조문 전체) 연구결

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과반영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존§26개정안
②으로 이동

②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① 심사관은 제26조에 따른 보정기간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1.기존§27②③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끝난 후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본문+단서)
2.기간명확
3.불필요한용어삭제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4.해당조문은 기존

현 행

개 정(안)

비고
§26, §27의미→
개정안에 따른 변경
필요
5.항번호변경

③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1.해당조문은 기존
정에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끝난 후에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 §26의미→개정안
할 수 있다.
에 따른 변경 필요
2.항번호변경

④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삭제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

삭제

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삭제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삭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
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

조문전체삭제
*연구결과 반영

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
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
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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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조 신설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 *연구결과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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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비고

여야 한다.
1. 이의신청사건번호
2.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
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4. 결정에 관련된 상표등록출원의 표시
5. 결정의 결론과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은 출원 1.기존§27⑤참조
2.해당조문은 기존
인과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7②를 의미→개
정조문변경필요
※특허청장 대신 심
사장 대체 검토

③ 제1항 제5호의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 기존§27⑦참조
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생략)

조문이동

제30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 제 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 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서면으로 하여 주체명확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②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그 결정의 등본을 직접+간접목적어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생략)

조문이동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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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생략)

비고
조문이동

제34조(상표등록료)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 제 조(상표등록료)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나 상표권의 존속 중복해소(받으려는
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

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 자는...)

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

의 설정등록이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대해서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

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2 이상의 지정상품 제 조(상표등록료납부시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복잡장문해소→ 각
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
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한 자가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포기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으로 정한다.
제35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특허청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 제 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특허청장은 제??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청구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늘일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 제 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이나 신청의 포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복잡장문해소→각
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

111

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 호
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제3항과 제??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조제1항 후
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조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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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보전하지 아니한 때
3. 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 제 조(상표등록료의 보전)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받으려는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문장호응-어순재배
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34조제3

받으려는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상표권자가 제??조 제3항이 치

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가 제??조제3항 이나 제??조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

납부기간을 지나서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두 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상표등 제 조(상표등록료 납부나 보전에 따른 상표출원의 회복 등) ① 상표출원인, 지정상 1.풀어쓰기
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

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이나 상 2.복잡문장→각호

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

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

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이나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없다.

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제??조 제3항이나 제??조에 따른 납부기간
2. 제??조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제??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

제??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존

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

③ 제2항에 따라 상표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이 회복된 경

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

우에는 그 상표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효력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

현 행
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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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제3항이나 제??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일 것
2.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였을 것

제37조(수수료) (생략)

조문이동(개정10장
보칙)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생략)

조문이동(개정10장
보칙)

제39조(상표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제 조(상표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을 등록한다.

등록한다.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조에 따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른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나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

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나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

할 수 있다.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등록사항과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물주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생략)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조문이동
제 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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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등록하 복잡장문해서→각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여야 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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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
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 정(안)

비고

1. 제??조제1항이나 제??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
한 때
2. 제??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3. 제??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 약칭기법적용

수 있다.

록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 복잡문장→각호

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

납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의 설정등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록일이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된다.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

1. 제??조 제3항과 제??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조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
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제42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① 제??조 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 직접+간접목적어
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

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 문장호응-어순재배

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1. 제??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치

3. 삭제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 1.사물주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2.본문:개정①로 이

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동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단서→ 본문

현 행

개 정(안)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비고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절차의 보정에 대하여는 제??조를 준용한다. 기존§49①이동

제49조(준용규정)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
용한다.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제4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효력) ① 제??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명확

발생한다.

다음 날부터 생긴다.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등)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단서삭제: 취지확인
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

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

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

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

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그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

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
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 1.간접+직접목적어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문장호응-어순재배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치

115

116

현 행

개 정(안)

비고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1. 정의기법적용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2.한자 최초 1회 사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용원칙 적용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는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類區分)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 1.②와의 조화

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49조(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46조의3 삭제

기존§49②이동

1.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
2.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②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4조,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품분류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과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 1.중복(신청/신청)해
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하여 상 소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

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비고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
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
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신청 의견서→의견(?)
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른 상품분류 문장호응-어순재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
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 치
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4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등) ① 상표권자나 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상표나 1.중복(지정상품, 추
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표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받을 수 있다.
가)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
2.후단부 삭제→별
기간 만료일로 한다.
도 항(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간접+직접목적어.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1. 제??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2. 상표등록번호나 상표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유구분

3. 추가하려는 상품과 그 유구분

117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항 신설:기존§47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①후단부 이동

제49조(준용규정)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4조, 제24조의
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77조의4, 제77조의10제1호부터 제5
호까지 및 제7호, 제77조의20,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1. 제??조, 제??조제1항, 제??조부터 제??조까지, 제??조, 제??조부터 제??조
까지,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부터 제??조까지,
2. 제??조, 제??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 제??조
3.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제299조(소명의 방법) 및 제367조(당사자신문)

1.기존§49③에서
이동
2.복잡문장→ 각호
3.민소법준용 조문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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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과 거절이유 통지) ① 심 중복해소(지정상품
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

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추가등록출원)

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1.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나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삭제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3.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출원이 거절결정의 확정·포기·취 호번호변경
하·무효로 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1.문장호응-어순재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 배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생략)

2.의견서→의견(?)
기존§43의 개정안
⑤/존§46의2개정
안⑥이동/기존§47
의 개정안④이동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제 조(상표권의 효력)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 복잡문장→단서삭
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

리를 독점한다.

제, 별도항(②)신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조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1.항신설:

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서 이동
아니한다.
2.풀어쓰기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 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는 경우에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은 제외한다)의 효력이 그에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50단

현 행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
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
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
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
표

개 정(안)

1. 자기의 성명·명칭이나 상호·초상·서명·인장이나 저명한 아호·예명· 풀어쓰기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
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이나 생산
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과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
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
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비고

3. 제??조 제2항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
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
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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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
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
는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나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나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권의 효력이 그에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
는 상표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
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
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

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
의어 지리적 표시

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나 동음이의어 지
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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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출원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
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 제 조(등록상표 등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적힌 상표(제2조
은 상표(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하여 진다.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로 정하여 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
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출원서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하여 진다.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제 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나 통상사용권자는 그 복잡장문해소→ 각
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
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그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2. 그 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 제 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조문전체이동
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은 제외한다)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
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
용하는 행위

<신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연구결과반영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연구결과반영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
하는 행위
<신설>

3.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연구결과반영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약하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하게 호 번호변경

하는 행위

현 행

<신설>

개 정(안)

비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항 신설
*항 전체 연구결과
반영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
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으로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교부·판매·위조·모조나 소지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나 모조하거나 위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
를 제작·교부·판매나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알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소지, 보관, 운송,
우송하거나 그 밖에 경영상의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권을 침해한 항번호변경

본다.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

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나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
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를 위조나 모조하거나 위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나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

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

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나 인도하기 위하여

여 소지하는 행위

소지하는 행위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 제 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 조문전체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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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존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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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제 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의 혼동방지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조문전체이동(←기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

표시 등록단체상표가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존10장)

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

단체상표권자와 그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

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상표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제 조(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문전체이동(←기
아니된다.

해서는 아니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나 상표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나 출원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나 상표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나 출원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

상표인 것 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이나 그밖에 영업용

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존10장)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표시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오타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광고, 간판이나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①제50조, 제53조, 제55조제3 제 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조, 제??조, 제??조제3항, 1.조문전체이동(←
항, 제57조제2항, 제62조, 제67조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85조,

제??조제2항, 제??조, 제??조제3항, 제??조제1항제3호·제4항, 제??조, 제?? 기존10장)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

조·제??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는 것으로 한다.

②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

② 제??조 제1항 제1호와 제??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

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6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

③ 제??조 제2항제1호에 규정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유사한

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현 행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

개 정(안)

비고

하면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

④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장호응-어순재배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제 조(상표권 등 이전과 공유) ①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1.사물주어:주체 필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할 수 있다.

요
2.후단 삭제
*연구결과 반영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1. 이중부정

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1.이중부정

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항번호변경

⑦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④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될 수 없다.

2.항번호변경

2.항번호변경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

⑤ 제??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항번호변경

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상표권은 같은 항 제??호, 제??호와 제??호의 명칭, 약칭이나 표장과 관련된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될 수 없다.

⑨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⑥ 단체상표권은 법인 합병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항번호변경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⑩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의3에 따

⑦ 증명상표권은 제??조에 따라 증명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항번호변경

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함께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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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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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⑪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개 정(안)

⑧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1. 업무표장권
2. 단체상표권
3. 증명상표권
4. 제??조제1항 제??호 단서, 제??호 단서와 제??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비고
1.복잡문장-각호
2.항번호변경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 제 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 기존§54①과 중복
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측면

② 제1항의 분할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

② 제??조 제2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그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사물주어

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을 할 수 있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열

제55조(전용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 제 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 명확
정할 수 있다.

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⑦로 이동

②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設定行 항번호 변경

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爲)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권자는 그 지정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번호 변경
2.명확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④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그밖에 일반승계의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1.항번호 변경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얻어야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1.항번호 변경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이중부정

⑦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제??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1.항번호 변경

2.이중부정

2.문장호응-어순재
배열

현 행

개 정(안)

비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1.기존②→ 개정⑦
1. 업무표장권
로 이동
2. 단체상표권
2.항번호 변경
3. 증명상표권
3. 각 호처리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제 조(상표권 등 등록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그 효력 이중부정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생긴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
에 따른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나 처분의
제한

2. 삭제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
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호번호변경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과 질권에 대하여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간접+직접목적어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57조(통상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 제 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
정할 수 있다.
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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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
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상속 그 밖에 일반승계의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자(전용사용 1. 주체명확
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 상표권자 와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 2.이중부정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 상표권자와 1.주체명확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2.이중부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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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개 정(안)

비고

⑤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제??조제5항·제??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준용한다.

열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 제 조(특허권 등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출원일 보다
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
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
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빠르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때에 존재하는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지는 자나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原權利)의 범위

1.복잡문장→각호
기존①②본문 중 공
통부분의 단일 및
개별부분의 각호
2.명확

②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1. 기존 ①,②의 단

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

서를 단독조문화
2. 풀어쓰기

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

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나 전 *연구결과반영
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 ※§57의3②참조
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

⑤ 제1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경우

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는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 행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 정(안)

비고

⑥ 상표출원일보다 빠르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이나 디자인 문장호응-어순재배
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이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열
끝나는 때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 제 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부정경 *항 전체 연구결과
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쟁의 목적이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그의 영업상의 반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표를 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계속하여 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
하고 있을 것

삭제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
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삭제

②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
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 *연구결과반영
※§57의2④ 참조
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 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 등록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중부정
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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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
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경
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따른 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
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
의 일반승계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따른 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
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질권에 대하여 상속, 그 밖의 간접+직접목적어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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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비고

제59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제 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마다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있다.
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제 조(상표권 등 포기 제한)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질권자 이중부정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의 동의를 얻어야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나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중부정

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야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사용권을 이중부정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제61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 제 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질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명확,간결
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그 권리는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62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제 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 기존§62와§63→
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1개조문으로 결합검
토

제6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 제 조(질권의 물상대위)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사물주어
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하여야 한다.

열

제64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 제 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 중복용어(상표권자
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권을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가 사망한 날부터 3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1.정의기법의 적용

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다만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그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의 다음 날에 상표
권이 소멸한다.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년...)

대상이 없으므로 삭
제(이하 이항에서 같
다)
2.괄호의 내용은 단
서로 처리함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 상표권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

제??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상품분류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5조의15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3. 제??조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기존§13개정안②
으로 변경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5. 제??조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된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인 지정상품 중에서 제??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 명확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

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그 전환등록신청

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등

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

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

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표

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제 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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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②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후단 별도 조문검토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원고나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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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

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나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생략)

비고

조문이동
(기존 5장)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제 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1.①,②,③중복:“상
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자기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표권자 또는 전용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용권자가. . . 자기가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

받은 손해의 배상을

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청구하는 경우” 부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

분을 공통으로하여

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

복잡장문해소→각

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

호(①→1. ②→2.)

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1.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사용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된 상품의 수량
에다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
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손해액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수량
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의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나 전용 기존②→2호
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현 행

<신설>

개 정(안)

비고

3. 상표권자이나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은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기존③,④→3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되, 그 손해액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그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1. 항→호로 :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2호로 편입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1. 항→호로 :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3호 본문로 편입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항→호로 :①의

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3호 단서로 편입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
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② 법원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1.항번호변경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2. 증명 반복

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 3.문장호응-어순재

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응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배치

있다.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 제 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가 *연구결과의 반영
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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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1.복수항에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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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다.

개 정(안)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실제 손해액이나 제67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
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상표와 같은 유형의 상품마다 500만원 이상 5천만원(영
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21)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액
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비고
조문으로 변경
2.해당조문은 기존
조문을 의미→개정
조문변경필요

삭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68조(고의의 추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제 조(고의의 추정) 제??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이나 전용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 제 조(상표권자 등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
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

해함으로써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失墜)시킨 자에게

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

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 있다.

제70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제 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데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를 지닌 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제 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1.기존§92의7 전
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체이동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2.문장호응-어순재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

를 모두 밝힌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배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 3.장문줄이기→ 단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서삭제, 별도 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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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설(②)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
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이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

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 당시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장문복잡:항신설: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 ①단서 이동
을 알게 된 자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
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 1.사물주어

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2.항번호변경

133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④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결 1.간접+직접목적어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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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2.항번호변경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

⑤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비밀유지명령 1.문장호응-어순재

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 효력이 생긴다.

배치
2.항번호변경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⑥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주체 명확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 제 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조문전체 이동
을 받은 자는 제92조의7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자는 제??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 간접+직접목적어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은 그 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내용의 연관상 조문
자나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재배치:기존⑤↔③
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제 조(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 1.조문전체 이동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

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민소법 조문 풀기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송에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항에 따른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기

의 제한 결정이 있는데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민소법에서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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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서 구’가 아닌 ‘신청’사용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

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자(그 열람 등을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결정 이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에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가 1.긍정문으로 전환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지나야 그 신청절차를 밟은 자에게 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별도 항신설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명확
3.장문해소→후문
(③)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 1.항신설:기존②후
이 같은 항의 그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비밀유지명령신 단이동

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그 신청절차를 밟은 자에게 열람 등을 하게 2.긍정문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문장호응-어순재배치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④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전원 1.항번호변경
이 제1항의 열람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2.사물주어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 제 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①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1. 단일조문→3개항
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복수조문
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

135

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다)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2.명확
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르거나 기존§5의14①에
직권으로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늘일 수 있다.
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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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안)
③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보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 절차를 보완하지
못한다.

비고
1. 기존§5의16에
서 이동(조→항 격
하)
2.풀어쓰기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제 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① ??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1. 단일조문→3개항
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복수조문
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
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르거나 기존§5의14①에
직권으로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늘일 수 있다.
서 이동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지킬 1. 기존§5의16에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보완 서 이동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 절차를 보완하지 2.풀어쓰기
못한다.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 제 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 1.문장호응-어순재
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
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2.대상명확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
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조, 제??조, 제??조부터 제??조까 제12조 제2항 후단
지, 제12조 제5항과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 삭제
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결과 반영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출원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승계
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비고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5.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조에 따라 상표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호번호변경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

그 등록상표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6.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호번호변경
게 된 경우(제??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상표를 구성 호번호변경

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

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니하게 된 경우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②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

호번호변경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 명확

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

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

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그 각 호에 해당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문장호응-어순재배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치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

본다.

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간접+직접목적어

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밖의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72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표 1.문장호응-어순재

137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 배치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

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2.대상명확

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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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1. 삭제

개 정(안)

비고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호번호변경

3.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호번호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②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호응-어순재배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있다.

치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 명확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제??조제5항을 준용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 문장호응-어순재배
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치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

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으로 행하여
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제??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를 준용한다.

치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

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1. 삭제

비고
호번호변경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

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생기게 한 경우
3. (생략)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개정신설조문이동
2. 제54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54①후단/⑤
삭제
*연구결과반영
2.호번호변경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

3. 단체상표의 경우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가 단 1.간결(중복해소)

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체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2.풀어쓰기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3.호번호변경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상표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적절한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

4. 단체상표를 설정등록한 후 제??조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여 수요자에게 호번호변경

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가 있는 경우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

5. 제??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호번호변경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6.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유 1.풀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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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 2.호번호변경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

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적절한 주의를 한

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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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개 정(안)

비고

7. 상표권의 이전으로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한 유사한 등록상표나 유사한 지정상 *연구결과반영

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 1.유사한 ‘등록상표’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부 에 ‘동일상표-유사

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지정상품’과 ‘유사상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단, 이 경우 표-동일 또는 유사

에는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사용한 그 상표에 대해서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한 지정상품’을 추가
2.단서 추가
있다.
3.호번호변경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8. 단체상표의 경우 제3자가 단체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호번호변경

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상표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9.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등록을 한 후 단체상표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호번호변경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정관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으로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 지리적 표시를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경우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

10.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경우 단체상표권자나 그 소속단체원이 제??조를 호번호변경

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위반하여 단체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13. 증명표장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
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1. 증명상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번호변경

가. 증명상표권자가 제??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 ‘정관 또는 규약’
명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상표권자가 제??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상표를 자기의 상품이
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현 행
다.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개 정(안)

비고

다. 증명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자기가 증명 ‘정관 또는 규약’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

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한 경우. 다만, 증명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적절한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

라. 증명상표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상표를 사용하

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여 수요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

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상표권자

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

마. 증명상표권자가 해당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 ‘정관 또는 규약’

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공이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거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에게 정당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③ (생략)

조문이동

④ (생략)

조문이동

⑤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② 제1항제??호·제??호·제??호,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1.항번호변경

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

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 2.기존§73① 3호

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진 경우에도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1.사물주어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 문장호응-어순재배
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치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삭제

2.항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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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비고
*기존상표법조문은
개정안조문변경 필
요

⑦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④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항번호변경. 단서 신
설

⑧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제??조 제5항을 준용한다.

사물주어
항번호변경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⑥ 제??조 제1항제??호·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1.기존§7⑤이동

⑤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 이중부정

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된 날부터 3년이 지난 3.기존§73① 3호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후에 상표출원을 하여야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삭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 존속기간이 끝나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이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순화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조(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의 특례)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 기존§73에서불사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 용취소심판만 신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별도 조문화 관련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동

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 항번호변경

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

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현 행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
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
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개 정(안)

비고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항번호변경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
권자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 *연구결과 반영
판청구일전 3월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지만 그 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상표를 사용한 것임을 청구인이 증명한 때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
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
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 ※기존§73개정안
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의 준용규정처리검
토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
다.

⑦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청구일부터 소멸한 *연구결과 반영
※기존§73개정안
다.
의 준용규정처리검
토

⑧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제??조제5항을 준용한다.

1.사물주어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기존§73개정안
의 준용규정처리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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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물주어
※기존§73개정안
의 준용규정처리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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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비고

⑧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 이후에 1.기존§7⑤이동

⑤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한 2. 이중부정

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자는 그 해당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상표출원을 하여야 소멸된 등록상표와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기존§73개정안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단체상표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의 준용규정처리 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토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 존속기간이 끝나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순화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이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선출원)

⑨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 이후에 1.기존§8⑤이동

⑤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제3호의 경우 2. 간결, 명확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 3.다른 규정과 통일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취소 (기존§8⑥)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

심판청구인만이 상표출원을 하여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받을 수 있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1. 제??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지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거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⑧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기존§8⑧이동(이
동된§8⑤와 연계)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현 행

개 정(안)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서 그 지정상

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

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상

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표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8조(선출원)

비고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와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을 한 경우
⑪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 이후에 1.기존§8⑥이동

⑥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2.간결명확

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제??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출원한 경우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

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에 그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취하나 상고취하된 날까지의 기간내에 그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사한 상품에 상표출원한 경우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
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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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전체 삭제
*연구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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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 제 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1.단일조문→복수
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 조문

② 이해관계인(제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 1.②추가신설
를 사용하는 권리자 또는 제57조의 3에서 규정하는 선사용자를 포함한다)은 자 ※해당조문은 기존
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의 §57의2,§57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조문변경 필요
*연구결과반영
제76조(제척기간) ① 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2 및 제14호, 제8조, 제72조 제 조(제척기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무효심판을 복잡문장해소→각
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

1. 제??제1항제6호부터 제??호까지 및 제14호, 제??조, 제??조제1항제2호와

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

제??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

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등록일로부터 5년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은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로부터 5년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일로부터 5년

② 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4조제1항

② 제??조제1항제??호·제??호·제??호, 제??호부터 제??호까지와 제??조

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과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

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후에는 그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관하여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제 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복잡문장해소→ 각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 제74조제1항의 전용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각자나 전원이 공동으로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호
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1. 제??조제1항·제??조제1항·제??조제1항의 무효심판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조제1항의 취소심판
3. 제??조제1항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이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한 명에게

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판절차의 중단이나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제77조의18(참가)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 제 조(공동심판의 보조참가) ① 제??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조문이동
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2.§77의18①②⑤
→공동심판의 보조
참가별도조문:일반
심판의 보조참가와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
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
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생략)

별도조문이동

④ (생략)

별도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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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
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이나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사물주어-어순재배
피참가인에게도 중단이나 중지의 효력이 생긴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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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8(참가)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개 정(안)

비고

제 조(심판의 보조참가) ①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리가 §77의18③~⑤→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보조참가의 별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도조문화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참가인은 그 심판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

③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이나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피참가인에게 문장호응-어순재배

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 중단이나 중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소법반영

치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 제 조(심판참가의 신청과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할 자는 심판장에게 참가신청서를 1.조문이동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2.간접+직접목적어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1.간접+직접목적어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2.문장호응-어순재

다.

주어야 한다.

배치
※의견서→의견(?)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판으로써 그 참가를 허 1.주체명확

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2.기존③,④을 합침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단+후단)
개정③에 후단으로
편입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항번호변경

제77조의5(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제 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조문이동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물주어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제 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이나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조문이동
가 행한다.

행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77조의8에 제 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조문이동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심판관이 문장호응-어순재배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있으면 특허심판원장은 다른 심판관으로 바꿀 수 있다.

치

제77조의7(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 제 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 조문이동
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심판관의 제척)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조문이동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除斥)된다.

2.§77의10~16 한
그룹 묶음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
등록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인 경
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1. 심판관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이나 이
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이나 이의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이나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 되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이나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이러한 관계

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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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상
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0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
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개 정(안)

비고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이나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나 참가인은 심판관에게 제??조에 따른 제척의 이유가 있으면 제척신 1.기존§77의11 이

청을 할 수 있다.

동: 조→항 변경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3.대상자명확

제77조의11(제척신청) (생략)

기존§77의10 개정
안②이동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제 조(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① 당사자나 참가인은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1.조문이동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민소법 반영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② 당사자나 참가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이나 구술(口述)로 1.민소법반영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판관을 기피할 이유가 2.명확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기피할 이유가 그 진술 후에 생긴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에 따라 제척 제 조(제척이나 기피신청의 방식) 심판관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는 특허심판원장에 1.조문이동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밝혀야 2.기존①,②내용의
부조화→①과② 결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합 1개항 으로 개정
민소법 반영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기존①에 결합,이동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제 조(제척이나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 ①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 1.조문이동

현 행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 정(안)

비고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2.기존③을 후단으

한다.

로 결합
3.주체명확필요(심
판관?)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②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심판관은 제1항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간결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①항 후단으로 이동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항번호변경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 제 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조문이동
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판절차 ※주체명확필요(심

아니하다.

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판장?)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7조의10 또는 제77조의12에 해당하는 제 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은 제??조나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 1.조문이동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 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직접+간접목적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
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1.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

약칭기법 적용 괄호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삭제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풀어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151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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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

개 정(안)

비고

1. 제1항제1호의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3.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

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는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와 그 상품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심판청구서

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의 확인대상 상표와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③ 제??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표견본과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제70조의2의 규정에 제 조(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의 특례) ①제??조에 따른 1.조문이동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2.간접+직접목적어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

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문장호응-어순재배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치

1.정의기법 적용-괄

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

호 삭제

의 성명)

2.호번호변경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출원일자와 출원번호

호번호변경

3.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4.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호번호변경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5. 심사관의 거절결정날짜나 보정각하결정날짜

호번호변경

5. 심판사건의 표시

6. 심판사건의 표시

호번호변경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호번호변경

현 행

개 정(안)

비고

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풀어쓰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이 적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6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제1항제6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 간접+직접목적어

경우 당해 거절결정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치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장호응-어순재배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77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1. 심판청구서가 제??조제1항·제3항, 제??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가. 제??조제1항이나 제??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다.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치

약칭기법적용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1.문장호응-어순재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서면 배치

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2.기존②와③을 결
합(전단+후단)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② 후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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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 제 조(보정불능의 심판청구)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주체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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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각하할 수 있다.

비고

제77조의5(심판관)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7(심판장)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 제 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심판 문장호응-어순재배
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치

야 한다.

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 문장호응-어순재배

한다.

하여야 한다.

치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민소법참조
※삭제검토

:기존

§77의17⑦에서 민
소법§367(당사자
신문)준용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1(제척신청)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생략)

조문이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77조의17(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 조(심판의 심리방식 등) ① 심판의 심리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다만, 당사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

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염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따른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과 장소 1.문장호응-어순재

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를 정하고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이미 알린 때에는 그 서면을 송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일’그대로 사용
(이하 동일)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따른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1...적은 : ..작성하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조서(調 게 – 부조합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書)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

⑤ 제4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과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다.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제154 민소법준용풀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실질적 기재사항)와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첨부)부터 제160조(다른 조서에

2.한문병행

준용하는 규정)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
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 민소법 준용풀기
지)·제299조(소명의 방법)·제367조(당사자신문)를 준용한다.

제77조의18(참가) (생략)

조문이동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생략)

조문이동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제 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 1.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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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

하여는 제??조, 제??조, 제??조, 제??조제2항, 제??조, 제??조, 제??조, 제??조 2.기존①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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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개 정(안)

비고

부터 제??조까지, 제??조제2항과 제??조제2항을 준용한다.

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상표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기존①후단 개별 항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

③ 제1항에 따라 제??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에 따른 항번호변경

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제46조

④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1.항번호변경

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제??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조제2항, 제??조제2항과 제??조제2항을 준 2.문장호응-어순재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용한다.

배열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7조의9제1항·제2항, 제 조(거절결정과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사물주어
제77조의18 및 제77조의19는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

대한 심판과 제??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제??조제1 문장호응-어순재배

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제2항, 제??조 및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치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 제 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나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나 1.조문이동
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출 2.존속기간갱신신청

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원의 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삭제

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있다.

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 제 조(증거조사와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은 당사자, 1.주체명확:
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여 1.기존③,④를 1개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야 하고, 심판 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 조항으로 묶음.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전의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 기존③→개정② 본
다.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기존④→개정② 단
서
2.기존②→개정④
이동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
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당사자· 1.기존⑤→③이동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2.간접+직접목적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

개정② 단서로 이동

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④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와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와 기존②→개정④로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 이동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제 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나 참가인이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에 절차를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77조의17제3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

밟지 아니하거나 제??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을 진

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제77조의22(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제 조(직권심리)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심리할 항번호삭제
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주체명확필요(?)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별도조문화

없다.
제77조의22(직권심리)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 조(처분권주의)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를 심리하지 §77의22②별도 조
못한다.

문화-신설
※주체명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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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비고

제77조의23(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같 제 조(심리·심결의 병합이나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같은 둘
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나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 제 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사물주어
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② 2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또는 제72조의2제1
항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지정상품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조제1항, 제??조제1항이나 제??조제1항 대상명확
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나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
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7조의25(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 제 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
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
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심판의 번호
괄호약칭기법의 적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용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3.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

5. 심결의 주문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리 간접+직접목적어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의 종결을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
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 문장호응-어순재배
자나 참가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치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현 행

개 정(안)

비고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⑤ 심판장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결을 한다. 주체명확:심판장(?)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

⑥ 심판장은 심결이나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 참가인과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 간접+직접목적어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 제 조(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의 취소에 대한 특례) ① 심판관은 제??조나 1.조문이동
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제??조에 따라 청구된 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거절결정이 2.중복해소(청구)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② 심판에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

② 심판관은 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

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③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사물주어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된 이유에 기속된다.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 제 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풀어쓰기
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과 같은 증거로써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제 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절차에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과 명확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면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때에는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

③ 법원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그 소송절차 1.간접+직접목적어

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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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④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법원 복잡문장해소→각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1. 제3항에 따른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
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
2.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3. 심결이 있는 경우
4. 그 청구가 취하된 경우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

제77조의28(심판비용) ①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제73 제 조(심판비용) ① 제??조제1항·제??조제1항·제??조제1항·제??조제1항· 생략 문장(..그 심결

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조제1항과 제??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로써,..)-각호
1. 심판이 심결로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2.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민소법준용풀기

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부터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까지, 제107조(제2자의 비용상환)제1항·제2항,

조제1항·제74조제1항 및 제75조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

제108조(무권대리의 비용부담),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2조(비용부
담의 상계)와 제116조(비용의 예납)를 준용한다.
③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조와 제??조의 심판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민 1.기존③④결합:④

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를 준용한다.

→후단 편입
2.사물주어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신설③후단으로 이

준용한다.

동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

④ 심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심판비용 1.항번호변경

장이 결정한다.

액을 결정한다.

2.사물주어, 주격반
복(..은/이)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

⑤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와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 항번호변경

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

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포괄준용

현 행

개 정(안)

비고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

⑥ 심판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대해서는 1.사물주어. 주격반

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 복(..는/이)

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사가 심판대리를 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2.항번호변경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 제 조(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민소법 반영
비용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한다.

제78조 삭제

-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생략)
제80조 삭제

조문이동
-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생략)

조문이동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생략)

조문이동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생략)

조문이동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생략)

조문이동

제83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 및 제459조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제453조 민소법준용풀기

제1항을 준용한다.

(재심관할법원)·제459조(재판의 범위)제1항을 준용한다.

제84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 제 조(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청구)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제3자의 권리나 1.기존②→후단에
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 결합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2.항번호삭제

한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후단 이동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제 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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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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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제1항의 재심청구기간을 지킬 1. 항추가:기존§5

인하여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제84조의2제1항에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보완 의16에서 이동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 절차를 보완할 2.풀어쓰기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수 없다.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③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이나 항번호변경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로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을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⑤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항번호변경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⑥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1.항번호변경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우에는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변경

2.문장호응-어순재
배치

제8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 조(재심에 따라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

6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니한다.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1. 상표등록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따라 그 효 ‘재심으로’

효력이 회복된 경우

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따라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따라 상반 ‘재심으로’

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으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제 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5조의2에서 제 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다.

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심결에 대한 소
2. 제??조제1항(제??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
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
3.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②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야 한다.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③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를 1.사물주어

제기하여야 한다.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2.기존④이 후단으
로 배치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③의 후단 이동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④ 심판장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항번호변경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어야 제기할 수 항번호변경

수 없다.

있다.

⑦ 제77조의28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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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 항번호변경
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4

현 행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 정(안)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비고
항번호변경

제85조의4(피고적격)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 제 조(피고적격) ① 제??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제기되어야 한 본문과 단서의 분리
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및

다.

본문→개정①/단서
→개정②

제3항, 제74조제1항과 제75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
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조제1항, 제??조제1항, 제??조제1항, 제??조제1항과 제3항, 제??조제 기존§85의4단서
1항, 제??조에 따른 심판이나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이나 피청구 →신설②
인을 피고로 제기되어야 한다.

제85조의5(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의 제 조(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 법원은 제??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되 문장호응-어순재배
제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

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치

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법원은 제85조의4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

② 법원은 제??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 문장호응-어순재배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이 특허심판원장에게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치

다.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제 조(심결이나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이나 결정을 취소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심결이나 결정에 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관은 문장호응-어순재배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이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

③ 특허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사물주어

심판원을 기속한다.

이유에 기속된다.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 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치

현 행
제86조 삭제

개 정(안)

비고

-

제86조의2(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제 조(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을 기초

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1. 본인의 상표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출원과 본인의 상표등록

제86조의3(출원인적격)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제 조(출원인적격)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②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 제 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지식경제부령에 간접+직접목적어
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와 국제출원에 필 문장호응-어순재배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2. 제??조에 따른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4.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날짜와 출

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

원번호나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

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날짜와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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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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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유구분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1.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청구하려는 경우: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1.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청구할 경우: 그 취지와 색채나 색채의
조합

2.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2.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과 같은 호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
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조제2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
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

3.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지와 설명 및 시각적 표현

3.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표장인 경우:
제??제3항에 따른 취지, 설명과 시각적 표현

4.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경우: 그 취지

4. 출원의 기초로 하는 표장이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인 경우: 그 취지

비고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제 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이나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
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
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한 날 등을 기재한 후에는 의정서 제2조(1)에 간접+직접목적어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즉시 국제출원서와 국제출원에 문장호응-어순재배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해당 출원인에게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치

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
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6조의6(사후지정)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 제 조(사후지정) ①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명의인(이하 “국제등록의명의 약칭기법 적용
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이라고 한다)은 국가나 정부간 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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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 제 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
씩 갱신할 수 있다.

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제 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이나 지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정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 제 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간접+직접목적어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제??조에 따라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제??조에 따라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에서 정한다.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제 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보전(?)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 제 조(절차의 무효) 제??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 기간에 그 수수료를 문장호응-어순재배
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치

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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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 제 조(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그 밖의 국제출 사물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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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 제 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사물주어
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①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제 조(국제상표등록출원) ①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출원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

(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

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2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

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

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따른 출원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 인용구문(“”)표시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

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

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제등록명의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및 그 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은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

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으로 본다.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제 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 문장호응-어순재배
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치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 제 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인용구문(“”)표시
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경우에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과 출원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의 연월일”은 “출원서에 적힌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과 출원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연월일”로 본다.

②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인용구문(“ ”)표

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취지”는 “출 시

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

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의

의 취지로 본다.

취지”로 본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을

③ 단체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에 생략부분의 보충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

항에 따른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문에서 ③적

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를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 절성→ 이동

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 제 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 ‘ 중 복 되 는 ’ →
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내 ‘동일한’(③)

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동일한 범위에서 해당

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국내 등록상표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의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일후에 발생할 것

것
4.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후에
발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출원에도 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 ‘동일한’→ ‘중

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 복되는’(①)

169

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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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제1항제2호·제3호와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2. 제??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끝나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이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경우
④ 의정서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④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할 자는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간접+직접목적어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치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국제등록번호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관은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간접+직접목적어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신청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알려 문장호응-어순재배

여야 한다.

야 한다.

치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 제 조(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 등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1 문장호응-어순재배
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원인변경 치

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② 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

② 국제등록명의의 변경으로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분할되어 명확

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따라 각각 출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
열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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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제 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사물주어
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23조제2 에는 “그 상표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상표를”은 “제??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문장호응-어순재배
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를 통지받은 때에만 그 상표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치
지정상품을”로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상
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과 상표 문장호응-어순재배
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열

③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에 있어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2항이나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장호응-어순재배
“상표나 지정상품”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
열

문장호응-어순재배
열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제 조(출원의 분할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문장호응-어순재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열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 제 조(출원의 변경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문장호응--어순재
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배열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 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파리협약에 따 문장호응-어순재배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 제 조(출원 시와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2항을 문장호응-어순재배
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상표출원과 동시에 제 열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출원일부터 30일 이내”는 “그 취지를 직접+간접목적어
30일 이내”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경제부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1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 제 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2항을 적용하는 문장호응-어순재배
열
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로 한다.
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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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 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문장호응-어순재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부령이

에는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 제 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1항 단서를 적 명확( ‘ 국제출원’ 과
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당해 국제

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사본”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

출원의 사본"으로 한다.

한다.

은 상이)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①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 제 조(상표등록결정과 직권에 따른 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문장호응-어순재배
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지식경제 열

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 제 조(상표등록료 등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나 제??조에 따른 간접+직접목적어
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 문장호응-어순재배

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

신하려는 자는 국제사무국에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납부하여 치

한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정한다.
③ 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의 규정은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제??조·제??조· 문장호응-어순재배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제??조·제??조·제??조·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

다.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 제 조(상표등록료 등 반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1항 본문을 문장호응-어순재배
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납부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납부된 수수료”로, 같은 조 열

된 수수료”로, 동조동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단서와 같은 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와 수수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한다.

료”는 각각 “수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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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 제 조(상표원부에의 등록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조제1항제1 문장호응-어순재배
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존속기간의 갱 열

멸·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

신·제??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나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

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의 설정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

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 제 조(상표권의 설정등록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조제2항을 적용
여 적용할 때에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

하는 경우에는 “제??조제1항이나 제??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조제1항 후단

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

다)를 납부한 때, 제??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나 제??조제1항에

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는 “상표등록결정이 있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는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로 본다.

은 때”로 본다.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 등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조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

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으로 10년간

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씩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는 때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는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
조의4, 제46조의5,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는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제1항·제2항,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47조·제48조 및 제49조제3항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이나 국제등록기초상표 문장호응-어순재배
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에 대하여 제??조·제??조·제??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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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 제 조(상표권의 분할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 문장호응-어순재배
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열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 제 조(상표권등록의 효력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따 이중부정
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 른 소멸이나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 문장호응-어순재배
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

③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문장호응-어순재배
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열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 제 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 부나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
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
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
는 그 소멸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하나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생긴다.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제 조(상표권의 포기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조제1항을 적용 문장호응-어순재배
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열
② 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
권·전용사용권"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전용사 문장호응-어순재배
용권"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열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 제 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 문장호응-어순재배
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 및 제??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 제 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출원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
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

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현 행

개 정(안)

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명의인은

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해당 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비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록일(사후

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

1. 제1항에 따른 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

터 3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
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될 것
2. 제1항에 따른 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

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출원으로 인정된다.

에 인정된다.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 제 조(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출원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
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

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잃게 된 때에는 해당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출원에 관하여 제??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장호응-어순재배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열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제 조(심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출원(이하 "재출원"이라 문장호응-어순재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

한다)이 제??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해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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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

출원에 대하여 제??조·제??조와 제??조에서 제??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176

현 행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 정(안)

비고

1. 제??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출원

상표 등록출원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조제
1항에 따라 하는 상표출원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제 조(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으로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에 종전의 국제등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때에는 재출원으로 설정

재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제 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 중 지식경제부령에서 조문전체이동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자기의 고유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여야 한다.

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②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③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자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명확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에 자기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

경우 이 법령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

다.

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와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제 조(전자문서에 따른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조문 전체이동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출원서와 그 밖의

그 밖의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현 행

개 정(안)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

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나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

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해당 문서의 제출인

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提出人)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이나 특허심판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

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다.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에 따른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비고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 제 조(전자문서 이용신고와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조문전체이동
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자는 미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7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

② 제??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 제 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1.조문전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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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5조의2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

심판관·심사장․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2. 간결명확

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와 송달(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동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해당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 명확(개정디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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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

처리조직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 한 때에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안 참조)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필요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종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제 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 ① 특허청장은 상표출원을 심사할 때 조문이동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과 상품분류의 부여 업무를

색과 상품분류의 부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별도조문신설/이동

③ (생략)

별도조문신설/이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과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 조(관계기관 등 의견 청취) ① 특허청장은 상표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 1.기존§22의2②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인에게 협조 ③이동→조문신설

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기존§22의2②이
동

③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

②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 기존§22의2③이

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수

여 지리적 표시 단체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동

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제 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 조문전체이동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기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의 취소

현 행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 정(안)

비고

2. 제??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에서 정한다.

제37조(수수료) ①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 제 조(수수료)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조문이동
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제??조제1항과 제??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 2.약칭기법의 적용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에서 정한다.

③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③ 제??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자는 제2항에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

따른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풀어쓰기

야 한다.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①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제 조(상표등록료 등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조문이동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한다.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

2. 상표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출원,

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및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과 제??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출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취하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

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출원료와 상표출원의 우선권주

록출원료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장 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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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간접+직접목적어

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장호응-어순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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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비고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문장호응-어순재배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치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권 제 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때에는 상표권자에 조문이동
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따르거 문장호응-어순재배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교

나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 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 치

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87조(서류의 열람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 제 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출원과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주체 추가 검토
의 교부,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상표원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가 필요한 때에는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 제 조(상표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나 상표원부 등 반출과 공개금지) ① 누구 주체명확:누구도
지) ①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출원·심사·이의신
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외부에 반출(搬出)할 수 없다.

반출할 수 없다.
1. 제22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

1. 제??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출

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서

원·지리적 표시 단체상표출원·심사나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류를 반출하는 경우

경우

2. 제92조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심
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
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2. 제??조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출원·심
사·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출원·심
사·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② 상표출원·심사·이의신청·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사건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

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이나 질

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의에 응답할 수 없다.

현 행
제89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상표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 정(안)
제 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비고
주체명확

②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할 수 문장호응-어순재배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정보통

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열

알려야 한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생략)

조문이동(기존5장)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생략)

조문이동(기존5장)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생략)

조문이동(기존5장)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생략)

조문이동(기존5장)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 제 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접+직접목적어
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에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문장호응-어순재배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갖춘 법인에게 상표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전산정 열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전자화업무"라

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나 유

한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

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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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5조의27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

② 특허청장은 제??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 그 밖

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에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그 내용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이나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및 그 밖에 상표문서전자화업

④ 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전자화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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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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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⑤ 제1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전자화기관” 문장호응-어순재배

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에 미달하 치

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상표문서전자

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장은 상표문서전자

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 제 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 1. 조문이동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특허청장이나 2.정의기법적용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적용항이 적어 정
의기법 삭제

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가 우편으로 제출되 1.우편법 참조:통신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 일부인=통신날짜도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출 서류가 상표권과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
류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인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짜가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짜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짜가 불분명하면 우편물의 수령증으로 증명
된 날짜

된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라고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
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개특/개디)
2.문장호응-어순재
배열
3.장문해소→각호
4. 풀어쓰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과 사물주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다.

제92조의2(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제 조(공시송달) ① 특허청장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주체명확: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

②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언제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

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민소법표현 반영

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터 그 효력이 생긴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 제 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상표관리인에게 1.간접+직접목적어
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제86조의24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제??조에 따라 문장호응-어순재배

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치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다.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를 항공등기우편 기존③을 후문으로

으로 발송할 수 있다.

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풀어쓰기

붙임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개정② 후문으로 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동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 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정한다.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제 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이나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이나 재심에 관한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명할 수 있다.

수 있다.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제 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불복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

송법｣에 따른다.

송법｣에 따른다.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생략)

개정제6장 이동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생략)

개정제6장 이동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생략)

개정제6장 이동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 조(침해죄) ①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연구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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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단일 조문→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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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비고
항 조문변경
2.해당조문은 기존
조문을 의미→개정
조문변경필요

<신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
2.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한 자

<신설>

해당조문은 기존조
문을 의미→개정조
문변경필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항 신설
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6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해당조문은 기존조
문을 의미→개정조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문변경필요

2. 제?? 조와 제??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22) 해당조문은 기존조
문을 의미→개정조
문변경필요
제94조(위증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 제 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이나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이나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심결의 확정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제 조(허위표시의 죄) 제??조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96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 제 조(사위행위의 죄) 사위(詐僞)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사위:거짓
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이나 심결을 받은 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2조의7제1 제 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제1항에 따른
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제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1. 생략부분보충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 제??조나 제??조의 어느 하나에 2. 풀어쓰기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만을
처벌한다.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1. 제??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조나 제??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7조의2(몰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 조(몰수) ① 제??조에 따른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괄호정의기법삭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이나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제 검토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나 재료를 몰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상표나 포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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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제 조(과태료) ① 상표법 제??조의 혼동방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 *(조문전체) 연구결
다.
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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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신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개 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항과 같은 법 제367조(당사

자신문)에 따라 선서를 하고도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그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제시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이나 통역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이나 통역을 거부한
자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비고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 항번호변경
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21) “동일한 사실(동일상표-동일 유형의 상품)로 민·형사 소송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22) 현행 제96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의 제기가 가능함

[부록 2] 외국입법례, 실무 등의 반영을 통한 상표법 개정안
현 행
제2조(정의) ① (생략)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 정(안)

비고

제 조(정의) ① (생략)
1. “상표”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상표정의(종전 서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호·문자·숫자·도형·색채·입체적 형상· 스표 포함)
소리·냄새 등과 이들의 결합 등으로 구성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삭제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삭제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삭제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
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서비스표 삭제

3. ~ 6. (생략)

3. ~ 11. (생략)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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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다.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신설>

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또는 그 목적으로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

용어변경
서비스업→서비스
단체표장→단체상
표
증명표장→증명상
표

188

현 행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개 정(안)
마.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광고·거래서류 기타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그것을 전시·반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②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서비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
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의 제공과 관련한 물건, 광고 등을 상표의 3차원적인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비고

③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기통신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
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
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를 ‘제9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
의한 상표등록출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
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
원전에’삭제
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생략)
1. ~ 7의2. (생략)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
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
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생략)
1.~12 (생략)
삭제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고

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12의2 (생략)
<신설>

13.~18. (생략)
19. 국내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
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특정인[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13.~17. (생략)

20.~24.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

항 삭제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
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
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
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189

경우

항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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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비고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
는 경우
⑤ ~⑥ (생략)
제8조(선출원) ① (생략)

⑤ ~⑥ (생략)
제 조(선출원) ① (생략)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날에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먼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번호가 가장 앞선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③ (생략)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

삭제

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 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호 추가신설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 (생략)

1. ~ 5. (생략)

6. 삭제 <2001.2.3>

6.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서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개일부터 출원공개제도도입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호 추가신설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각 호
2.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

현 행

개 정(안)

비고

3.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그밖에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② (생략)

② (생략)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 보정) ① 제??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

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② 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원 기존§27① 이동

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인에게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

③ 특허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 기존§5의14① 이
로 제1항의 보정기간을 늘일 수 있다.

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상표등록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
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
④ 제77조의6 제2항·제77조의2 제2항와 제77조의8은 심사관합의체와 심사
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의 직권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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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신설>

개 정(안)

비고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제27조제5항에 따른 결
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본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삭제

삭제

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심사관은 제26조에 따른 보정기간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이
끝난 후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②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에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끝난 후에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각하할 수 있다.

수 있다.

④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삭제

한다.
삭제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
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삭제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삭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신설>

삭제
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상표등록출원인·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현 행

개 정(안)

비고

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결정에 관련된 상표등록출원의 표시
4.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결정년월일
② 심사장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상표등록
이의신청인 및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3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본다.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③ (생략) 제 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③ (생략)
④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④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나 전

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 제 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부정경
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쟁의 목적이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그의 영업상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표를 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계속하여 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

삭제

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
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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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②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

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있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생략)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제 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 ① (생략)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용하는 행위
<신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
하는 행위

<신설>

3.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약하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23)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와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하는 행위

으로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교부·판매·위조·모조나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생략)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나 모조하거나 위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
를 제작·교부·판매나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알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소지, 보관, 운송,
우송하거나 그 밖에 경영상의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③ (생략)

비고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 제 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가
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실제 손해액이나 제67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

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상표와 같은 유형의 상품마다 500만원 이상 5천만원(영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24)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액

다.

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삭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생략)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

제 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생략)
1. 상표등록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조, 제??조, 제??조부터 제??조까 §12②후단 삭제

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지,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을 위반한 경우

2. (이하 생략)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생략)

2. (이하 생략)
제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생략).

1. 삭제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

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생기게 한 경우
3. (생략)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54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4①후단 및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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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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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5. ~ 8. (생략)

3. ~ 6. (생략)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7. 상표권의 이전으로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한 유사한 등록상표나 유사한 지정상
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
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부
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단, 이 경우
에는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사용한 그 상표에 대해서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이하 생략)

8.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
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조(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의 특례)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④ (생략)
<신설>

②, ③ (생략)
④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
판청구일전 3월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지만 그 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상표를 사용한 것임을 청구인이 증명한 때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
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현 행

개 정(안)

⑤, ⑥ (생략)

⑤, ⑥ (생략)

⑦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

⑦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청구일부터 소멸한

다.

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조문전체 삭제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 제 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제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
를 사용하는 권리자 또는 제57조의 3에서 규정하는 선사용자를 포함한다)은 자
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 조(침해죄) ①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
2.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한 자

<신설>

비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6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2. 제?? 조와 제??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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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25)

198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조(과태료) ① 상표법 제??조의 혼동방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항과 같은 법 제367조(당사
자신문)에 따라 선서를 하고도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그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제시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이나 통역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이나 통역을 거부한

한 자

자

23) 2안으로서 “국내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선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규정하는 방안도 있음.
24) “동일한 사실(동일상표-동일 유형의 상품)로 민·형사 소송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25) 현행 제96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의 제기가 가능함

[부록 3] 조, 항, 호의 변경현황(현행 상표법 기준)26)
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
×

제1조(목적)

제 조(목적)

제2조(정의)

제 조(정의)

○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단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3조의3(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증명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 조(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

제5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 조(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 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5조의3(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 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5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 조(대리권의 범위)

○

제5조의5(대리권의 증명)

제 조(대리권의 증명)

○

제5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 조(행위능력 등 흠결에 대한 추인)

○

제5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 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5조의8(개별대리)

제 조(개별대리)

○

제5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 조(대리인의 교체 선임 등)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 조(복수당사자의 대표권)

▷
○

비고

호삭제

괄호부분 지표단삭제
→별도 항(②)신설

○

조문이동

○
○

○

○ ×
○

본문과 단서의 분리:단
서삭제-별도 조항(②)

199

26) 조/항/호란은 크게 신설 ◎ 개정 ○ 폐지 ×, 이동 ▷ 로 나누어 구분함. 괄호( ) 는 그 이유 내지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임. 전통적인 표장인 상표 이외의 특수표장의 경우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규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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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제5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 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5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제 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5조의13(기간의 계산)

제 조(기간의 계산)

제5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 조(기간의 연장 등)

○

호

◎

비고

복잡문장→각호

○
×
◎
○

기존②전단/후단분리→
후단 항 신설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

기존§13개정안 항으로
이동

제5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

관련조문(기존§70의2,
§70의3, §84의2)으로
이동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

조문이동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

조문이동

제5조의19(절차의 중단)

◎
○

제 조(절차의 중단)

제5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기존§5의20과의 밀접
성으로 개정안② 배치
(條→項격하)
기존§5의19개정안②
로 이동

×(▷)
○
▷

제5조의21(수계신청)

제 조(수계신청)

제5조의21(수계신청)

제 조(직권에 따른 수계)

제5조의22(절차의 중지)

제 조(절차의 중지)

○

제5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 조(절차 중단이나 중지의 효과)

○

제5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 조(절차의 효력 승계)

▷
○

조문이동

제5조의18(절차의 속행)

제 조(절차의 속행)

▷

조문이동

기존§5의21⑤⑥⑦→
별도조문

◎(▷)

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비고

○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

조문 이동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조문이동(보칙)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

조문 이동(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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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 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 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

○
◎
×

제8조(선출원)

제 조(선출원)

○
×(▷)
×

◎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 조(상표출원)

◎○

○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제 조(출원일의 인정 등)

제10조(1상표 1출원)

제 조(1상표 1출원)

제11조 삭제

-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제 조(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등)

제13조(절차의 보정)

제 조(절차의 보정과 무효)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제 조(출원공고결정 전 출원의 보정)

호 추가신설, 삭제

1.항신설:기존④후단이
동
2.호추가신설

○
○◎

복잡문장해소→후단부
삭제, 별도항(②)신설

○
▷

동일 조문내에서 항 이
동

○
◎(▷)

기존§5의15(이동) 결합
→ 단일조문 4개항 구성

○

기존①②결합→단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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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
제15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 조(출원공고결정 후 출원의 보정)

○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 조(출원의 요지변경)

○

제17조(보정의 각하)

제 조(출원공고 결정 전 출원보정에 대한 각하)

제17조(보정의 각하)

제 조(출원공고결정 후 출원보정에 대한 각하)

제17조의2(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 조(수정정관 등 제출)

○

제18조(출원의 분할)

제 조(출원의 분할)

○

제19조(출원의 변경)

제 조(출원의 변경)

○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 조(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

제21조(출원시의 특례)

제 조(출원의 특례)

○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 조(심사관)

비고
문
§14와§15의 준별

기존§17을 2개 조문으
로 별도화(기존§14와
§15는 별개)

○
×(▷)

조문신설.기존§17
④~⑥

◎(▷)

◎

복잡장문해소 →각호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

조문이동(보칙)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조문이동(보칙)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 조(심사의 순위)

×(▷)

기존①만 조문화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 조(우선심사)

◎(▷)

1.기존§22의4②→신
설조문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 조(정보 제공)

◎(▷)

1.항→조
2.§22③신설조문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 조(심사나 소송절차의 중지)

▷

○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제 조(심판 규정의 준용)

▷

○

◎

조문이동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

○
×(▷)

◎

2. 장문해소:각항의 조
문화-항번호삭제

조문이동

현 행

개정(안)

조

항

제 조(상표등록거절이유통지)

제24조(출원공고)

제 조(출원공고)

◎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제 조(손실보상청구권)

○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 조(직권에 따른 보정 등)

○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

○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 보정)

○
×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비고
1. 항→ 조 신설
2.기존§23②전단이동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호

◎(▷)

원칙,예외분리:단서 삭
제,별도항(②)신설
◎

복잡장문→각호

◎

복잡→각호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의 합의체)

◎

신설

제 조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직권심사)

◎

신설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조문전체이동
신설

○
×

제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

조 삭제

◎

신설

×(▷)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조문이동

제30조(상표등록결정)

제 조(상표등록결정)

○

제31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 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조문이동

제33조(심판 규정의 준용)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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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상표등록료)

제 조(상표등록료)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 조(상표등록료납부시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35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제 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
◎
○

복잡장문해소→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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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 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이나 신청의 포기)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제 조(상표등록료의 보전)

○

제 조(상표등록료 납부나 보전에 따른 상표출원의 회복 등)

○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
복 등)

○

호
◎

비고
복잡장문해소→각호
문장호응-어순재배치

◎

복잡문장해소→각호

제37조(수수료)

조문이동(보칙)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조문이동(보칙)

제39조(상표원부)

제 조(상표원부)

○
조문이동(보칙)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 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
◎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

제4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효력)

○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등)

○
◎

제46조의3 삭제

-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제4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1.②본문결합
기존§49①이동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과 거절이
유의 통지)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출원 등)

기존§49②이동

○
○

○
◎

◎

1.후단부삭제→별도 항
(③), 항 신설:기존§47
①후단부 이동
2.기존§49③에서 이동
3.복잡문장→ 각호

현 행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안)

조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출원거절이유에 따른 거절결정과 거절이유

호

비고

○

통지)

제49조(준용규정)

항

기존§43 개정안⑤이동
/기존§46의2개정안⑥
이동/기존§47의 개정
안④이동

×(▷)

원칙과 예외의 중요성→
단서삭제,별도항(②)신
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제 조(상표권의 효력)

○
◎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 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 조(등록상표 등 보호범위)

○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제 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 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

▷

○

조문이동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제 조(등록상표의 표시)

▷

○

조문이동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 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상표의 혼동방지표시)

▷

○

조문이동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제 조(허위표시의 금지)

▷

○

조문이동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제 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

○

조문이동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제 조(상표권 등 이전과 공유)

○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제 조(상표권의 분할)

○

제55조(전용사용권)

제 조(전용사용권)

○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 조(상표권 등 등록 효력)

○

제57조(통상사용권)

제 조(통상사용권)

○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 조(특허권 등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

복잡장문해소→ 각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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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문장→각호: 기존
§75의2①②본문 중 공
통부분의 단일, 개별부
분의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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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 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 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 등록 효력)

○

제59조(상표권의 포기)

제 조(상표권의 포기)

○

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 조(상표권 등 포기 제한)

○

제61조(포기의 효과)

제 조(포기의 효과)

○

제62조(질권)

제 조(질권)

○

제63조(질권의 물상대위)

제 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64조(상표권의 소멸)

제 조(상표권의 소멸)

○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 상표권 소멸)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

제 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비고

○
×(▷)

◎

◎

조문이동, 항/호신설
복잡장문해소→각 호(①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

제 조(손해액의 추정 등)

○(▷)

◎

→1. ②→2.)
기존②→2호
기존③,④→3호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 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단일 조문

제68조(고의의 추정)

제 조(고의의 추정)

○

제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제 조(상표권자 등 신용회복)

○

제70조(서류의 제출)

제 조(서류의 제출)

○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제 조(비밀유지명령)

▷

◎(▷)

1. 조문전체이동
2.장문해소→단서삭제,
별도 항신설(②)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 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
▷

1.조문전체 이동
2.내용연관상재배치: 기
존⑤↔③

현 행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개정(안)
제 조(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 통지 등)

조

항

호

비고

▷

○
◎(▷)

1.조문전체 이동
2.항신설:기존②후단이
동

제70조의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 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단일항 조문에서 3개 다
수항으로 변경 : 기존
§5의14①과 기존§5
의16이 이동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 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기존§5의14①과 기존
§5의16에서 이동 결합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 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제72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 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 조(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의 특례)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 조(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 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76조(제척기간)

제 조(제척기간)

○

◎

복잡문장해소→각호

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 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

복잡문장해소→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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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8(참가)

제 조(공동심판의 보조참가)

제77조의18(참가)

제 조(심판의 보조참가)

○
×(▷)
◎(▷)
기존§73에서불사용취
소심판만 신설,별도 조
문화 관련 조문이동

◎(▷)
×

▷

◎(▷)

○
×(▷)

단일조문→복수항

1.조문이동
2.§77의18①②⑤→공
동심판의 보조참가별도
조문:일반심판의 보조참
가와 구분
§77의18③~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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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비고
보조참가 별도조문
§77의18③→신설①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 조(심판참가의 신청과 결정)

▷

○
×(▷)

조문이동

제77조의5(심판관)

제 조(심판관)

▷

○

조문이동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제 조(심판의 합의체)

▷

조문이동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제 조(심판관의 지정)

▷

조문이동

제77조의7(심판장)

제 조(심판장)

▷

조문이동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제 조(심판관의 제척)

▷

제77조의11(제척신청)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

기존§77의11 이동
1.기존§77의10 개정안
②이동(조→항)

×(▷)
제 조(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

○

조문이동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 조(제척이나 기피신청의 방식)

▷
○

×(▷)

1.조문이동
2.기존①,②내용부조화
→①②결합한 단일항
개정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 조(제척이나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

▷

○
×(▷)

1.조문이동
2.기존③을 후단으로 결
합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제 조(심판절차의 중지)

▷

○

조문이동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제 조(심판관의 회피)

▷

○

조문이동

제77조의2(심판청구방식)

제 조(심판청구방식)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 조(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의 특례)

제77조의3(심판청구서의 각하)

제 조(심판청구의 보정)

제77조의4(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 조(보정불능의 심판청구)

○
▷

○
○
×(▷)
○

조문이동

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비고

제77조의5(심판관)

×(▷)

조문이동

제77조의6(심판관의 지정)

×(▷)

조문이동

제77조의7(심판장)

×(▷)

조문이동

제77조의8(심판의 합의체)

×(▷)

조문이동

제77조의9(답변서 제출 등)

제 조(답변서 제출 등)

○

제77조의10(심판관의 제척)

×(▷)

조문이동

제77조의11(제척신청)

×(▷)

조문이동

제77조의12(심판관의 기피)

×(▷)

조문이동

제77조의1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조문이동

제77조의14(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

조문이동

제77조의15(심판절차의 중지)

×(▷)

조문이동

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

조문이동

제77조의17(심리 등)

제 조(심판의 심리방식 등)

○

제77조의18(참가)

×(▷)

조문이동

제77조의19(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조문이동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 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
◎

조문이동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 조(거절결정과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

조문이동

▷

○

조문이동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 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나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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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0(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 조(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77조의21(심판의 진행)

제 조(심판의 진행)

제77조의22(직권심리)

제 조(직권심리)

○
×(▷)
○
×(▷)

조항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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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77의22②별도
화-신설

제77조의22(직권심리)

제 조(처분권주의)

제77조의23(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 조(심리·심결의 병합이나 분리)

○

제77조의24(심판청구의 취하)

제 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77조의25(심결)

제 조(심결)

○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 조(거절결정이나 보정각하결정의 취소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6(일사부재리)

제 조(일사부재리)

○

제77조의27(소송과의 관계)

제 조(소송과의 관계)

○

◎

제77조의28(심판비용)

제 조(심판비용)

○
×(▷)

◎

제77조의29(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명의)

제 조(심판비용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78조 삭제

-

제79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

비고

○

조문이동

○

×(▷)

조문이동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조문이동
항 추가

제82조(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조문이동

제82조의2(심사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

조문이동

제82조의3(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

조문이동

제80조 삭제

조문

-

제83조(재심의 청구)

제 조(재심의 청구)

○

제84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 조(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청구)

○
×(▷)

1.기존②→후단에 결합
(단일조문)
2.항번호삭제

제84조의2(재심청구의 기간)

제 조(재심청구의 기간)

◎(▷)
○

항추가:기존§5의16에
서 이동

현 행

개정(안)

조

항

제8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제 조(재심에 따라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

제85조의2(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 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

제85조의3(심결 등에 대한 소)

제 조(심결 등에 대한 소)

○
×(▷)

제85조의4(피고적격)

제 조(피고적격)

◎(▷)

제85조의5(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제 조(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

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 조(심결이나 결정의 취소)

○

제8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 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86조 삭제

-

제86조의2(국제출원)

제 조(국제출원)

제86조의3(출원인적격)

제 조(출원인적격)

○

제86조의4(국제출원의 절차)

제 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86조의5(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 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

제86조의6(사후지정)

제 조(사후지정)

○

제86조의7(존속기간의 갱신)

제 조(존속기간의 갱신)

○

제86조의8(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 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86조의9(수수료의 납부)

제 조(수수료의 납부)

○

제86조의10(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 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제86조의11(절차의 무효)

제 조(절차의 무효)

○

제86조의12(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 조(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86조의13(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 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

제86조의14(국제상표등록출원)

제 조(국제상표등록출원)

○

○

호

◎

비고

각호처리
본문과 단서의 분리
본문→개정①, 단서→개
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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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조

항

제86조의15(업무표장의 특례)

제 조(업무표장의 특례)

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 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 효과)

○

제86조의17(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
과)

○

제86조의18(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 조(출원의 승계와 분할이전 등 특례)

제86조의19(보정의 특례)

제 조(보정의 특례)

제86조의20(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 조(출원의 분할 특례)

○

제86조의21(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 조(출원의 변경 특례)

○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 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특례)

○

제86조의23(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 조(출원 시와 우선심사의 특례)

제86조의24(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 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

제86조의25(출원공고의 특례)

제 조(출원공고의 특례)

○

제86조의26(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 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제86조의27(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

제 조(상표등록결정과 직권에 따른 보정의 특례)

○

제86조의28(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 조(상표등록료 등 특례)

○

제86조의29(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 조(상표등록료 등 반환 특례)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 조(상표원부에의 등록 특례)

제86조의31(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설정등록 특례)

○

제86조의32(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존속기간 등 특례)

○

제86조의33(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특례)

○

제86조의34(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분할 특례)

○

제86조의35(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제 조(상표권등록의 효력 특례)

○

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 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제86조의37(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제 조(상표권의 포기 특례)

○

○

○

○
○

호

비고

현 행

개정(안)

조

항

호

비고

제86조의38(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 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 특례)

○

제86조의39(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출원 특례)

○

제86조의40(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 조(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출원 특례)

○

제86조의41(심사의 특례)

제 조(심사의 특례)

○

제86조의42(제척기간의 특례)

제 조(제척기간의 특례)

○

제5조의26(고유번호의 기재)

제 조(고유번호의 기재)

▷

○

조문 전체이동

제5조의27(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 조(전자문서에 따른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

○

조문 전체이동

제5조의28(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 조(전자문서 이용신고와 전자서명)

▷

○

조문 전체이동

제5조의2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 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 수행)

▷

○

조문 전체 이동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 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

▷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제 조(관계기관 등 의견 청취)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 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

조문이동

제37조(수수료)

제 조(수수료)

▷

○

조문이동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제 조(상표등록료 등 반환)

▷

○

조문이동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제 조(상표등록증의 발급)

▷

○

조문이동

제87조(서류의 열람등)

제 조(서류의 열람 등)

제89조(상표공보)

기존§22의2②③
→조문신설

◎(▷)

○

제88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 제 조(상표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나 상표원부 등 반출과
의 반출과 공개금지)

조문이동

○

공개금지)
제 조(상표공보)

○

213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

조문이동

제90조의2(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

조문이동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

조문이동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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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조

항

제92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 조(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5조의25(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 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92조의2(공시송달)

제 조(공시송달)

제92조의3(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 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92조의4(서류의 송달)

제 조(서류의 송달)

○

제92조의5(서류의 제출 등)

제 조(서류의 제출 등)

○

제92조의6(불복의 제한)

제 조(불복의 제한)

○

호

비고

○
▷

○

◎

조문이동

○
○
×(▷)

제92조의7(비밀유지명령)

×(▷)

조문이동

제92조의8(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조문이동

제92조의9(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조문이동

제93조(침해죄)

제 조(침해죄)

◎

제94조(위증죄)

제 조(위증죄)

○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 조(허위표시의 죄)

○

제96조(사위행위의 죄)

제 조(사위행위의 죄)

○

제9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 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97조(양벌규정)

제 조(양벌규정)

○

제97조의2(몰수)

제 조(몰수)

○

제98조(과태료)

제 조(과태료)

◎
○

◎

항/호 신설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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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상표법상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27) 기준 자료

<법령 정비 4대 기본원칙28)>
법령문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법령의 문장과 용어를 되도록 쉬운 일상용어에 가깝게 바꾸고 다듬으며,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도록 법령을 만들고 바로잡아야 한다.
4대 원칙

핵심 내용

쉬운법령

모든 법령을 한글로 표기한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
운 전문 용어,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지
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
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
될 우려가 있는 단어 가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
를 함께 쓰도록 한다.
법령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해석 면에
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문장의 간결성과 함축
성보다는 입법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히 나타내는 내용이 법
령문에 반영되도록 하는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도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기술성이 반영되
어야 하는 법령(예; 조세, 기술 관련)은 내용이 어느 정도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에도 논리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을 쉽게 서술하면서 정확
성과 치밀성을 높이도록 한다.

뚜렷한 법령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
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
로 정비한다.

법령문은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령문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그 적용을 받
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
록 만들어야 한다.

반듯한 법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
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야 하고, 법령
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문 규정에서 인정하
고 있는 예외기준의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
서 읽는 사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Ⅰ. 법령 용어 정비
1. 주요 원칙29)
원칙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한글로 표기

일반 한자어의 순화

내용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쓴다.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고유어)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쉬운 한자어라도 그에 해당하는, 널리 쓰이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로
바꾼다. 다만, 뜻풀이 방식의 순화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오히려 이해하

27)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제4판), 2011년 (부분 발췌)
28) 법제처, 상게서, 13면~16면 발췌
29) 법제처, 상게서, 34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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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기 어렵게 되는 것은 피한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대로 읽은 일본식 한자어는 그에 대응하는 우리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한다.

너무 간단하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의 수정

너무 간단해서 알기 어려운 용어나 지나치게 줄여 써서 알기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첨가하거나 쉽게 풀어 쓴다.

어문규정의 준수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규정에 맞게 고쳐 쓴다.

2. 어려운 한자어

가. 쉬운 말로 고치기
1) 글자만 같고 뜻은 다른 용어와 구별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한글한자 병기). 이 때 한자(漢字)는 괄호( )안에 쓴다.
2) 순화(정비)대상 범위
가) 단어 이외에 어구나 어절을 고치거나 어순을 바꿔서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구, 어절,
어순까지도 적절하게 순화어구 등으로 교체할 수 있다.
나) 순화대상용어라도 문맥이나 명사, 동사 또는 형용사 등의 쓰임새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순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순화대상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예컨대, 통지, 경유, 교부, 납부’ 등은‘ 알리다, 거치다, 주다, 내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지만,
명사형으로 쓸 때는 순화하지 않고 순화대상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동사형으로 쓸 때에도‘
기관 간에 통지하거나 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할 때를 규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통지하다’나‘
납부하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경우에는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유지).
다) 한자어와 가장 뜻이 비슷한 순화어(고유어)가 원래 용어의 법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하
면 굳이 순화하지 말고 순화대상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필요하면 순화대상어와 한자(漢字)를
함께 쓰기도 한다. 예) 양도하다(○), 양도(讓渡)하다(○)
라) 쉬운 고유어로 순화(예)
순화대상

순화(정비)

통지하다

알리다

교부하다

발급하다 지급하다

사위(詐僞)

1. 거짓, 속임수
2. 한자 병기

상당한

상응하는, 타당한, 합당한, 적절한, 적당한

동법, 동조, 동항, 동호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 한자의 병기
법률을 한글화하더라도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보전(保全, 補塡)’,‘조정(調整, 調
停)’등과 같은 동음이의어,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한자 병기 횟수는 맨 먼저 나오는 곳에서 1회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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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순화어(고유어)로 바꾸어서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경우
순화대상

순화(정비)
- 쓰다, 적다, 적어 넣다, 써넣다,
- (장부에, 대장에, 명부 등과 함께 쓰일 때에는) 기록하다
- ‘전자문서에 기재한다’라는 의미일 때에는 기재하다를 그대로 사용(현행 유지)

기재하다

라. 한문 투 용어
1) 순화대상 : 어미에 쓰인 ‘유무(有無)’와‘여부(與否)’
가) 법령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유무(有無)’와‘여부(與否)’는 한문과 영어의 부가의문문의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일본의 법령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 유무’나‘
여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쓰는 경우가 많다.
나) 따라서 문맥을 잘 살펴서‘유무’나‘여부’가 없으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만
순화대상어를 그대로 쓰도록 한다.
3. 일본식 한자어

가. 의미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0)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는 해당 법령문에서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한다.
그러나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꿔서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쉽게 바꾼 순화어가 법령문에
서의 원래 의미와 달라지면 순화대상어를 그대로 쓴다.
나. 순화대상
순화대상

순화(정비)

기타

그밖의, 그밖에

당해

해당, 그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응하다

받다 따르다 응답하다

자(者)

(사람만을 의미) 사람
(사람 이외법인등 의미) 자

오인하다

잘못 인식하다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니하면

일방

어느 한쪽, 한쪽

일체의

모든, 전부

30)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음독(音讀)하거나 훈독(訓讀)한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한자의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는 순수한 일본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한자의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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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어투 표현 용어
대상

정비

..에(に)

1.
2.
3.
4.
5.

..과
...(으)로
...를
...에게
..에서

..에 관하여

1. ..은/는
2. ..에
3. ...에 관하여(현행 유지)

..에 대하여

1. ..에게(는)
2. ..는 ..를
3. ..에 대하여(현행 유지)

...에 있어(서)의

1. ..에서
2. ...하는 경우

..내지

..부터..까지

..을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이/가 필요한

...의(の)

1.
2.
3.
4.

..하는 데(에)

(주격)...이/가
(목적격)..을/를
....인
삭제 생략

5. 기타 (준말, 권위적 용어, 일상생활어 등)31)

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은 문맥에 맞게 순화한다.
나. 내용적으로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알맞게 순화한다.
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으로 순화한다.
라. 순화(정비) 예시
순화 대상

순화(정비)

..한 때

..한 경우

..하는 때

..하는 경우, 할 때

..하여서는

..해서는

..대하여는

..대해서는

..이었던

..였던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또는 각 목 뒤)

1. 제외한다/예외로 한다
2. 현행 유지

아라비아숫자 1.2..

하나, 둘..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31) 법제처,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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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 대상

순화(정비)

월

개월

..에 의한/의하여/의한다

1. ..따른 ..따라 ...따른다
2. ..으로(방법)
3. 현행 유지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의한다

..에 따른/따라/따른다 (‘규정’생략)

...로 하여금

1. ..를
2. ..이/가

...(기한)내에

..(기한)까지

..처한다

..부과한다

...을 얻다

...받다

인(人)

명(名)

및

1. 와/과
2. 반점(,)
3. 현행 유지

또는

1. 현행유지
2. ..나/이나/거나

Ⅱ. 법령 문장 정비
1. 쉬운 문장

가. 문장 성분의 호응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정비한다.
나. 순화대상
1) 어순 배치
가) 주어는 문두에 위치
위치상 문장 처음에는 가급적 ‘주어’를 둔다.
(1)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어서 문장이 어색한 경우에는 위치상 주어를 앞에 내세워 목적어를
바로잡고 그 목적어를 가급적 부사어나 서술어 앞에 둔다.
(2) 주어+부사구 또는 부사절+서술어 어순
부사어구가 위치상 문장 첫머리로 나오면 어색한 표현이 되므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오며,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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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어순32)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가 함께 나오는 문장에서 두 목적어의 순서가 바르지 못한 경우는 간접목적어
를 직접 목적어 앞에 놓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사물주어의 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통령/총리령, 부령이 정하는’같은 표현이다. 따라서 ‘...이/가’를 부사어 ‘..에서/
로’로 표현을 고친다.
3) 이중부정문
이중부정문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긍정문으로 전환해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도록 한다.
그러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부정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부정의 형태를 그대로
두기로 한다(현행 유지).
4) 피동문의 제한
피동문은 되도록 능동문으로 고쳐쓴다.
2. 명확한 문장

가. 순화대상
1) ‘~그러하다/그러하지 아니하다’, ‘~도 같다’ 등
문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본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의미이다.
가급적 순화대상어가 지시하는 내용을 직접 풀어써서 순화하거나 또는 순화대상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
2) 형용사의 어미를 생략한 경우
‘...또는...’이나 ‘... 및...’은 동일한 자격의 단어/어구간 연결이 자연스럽다.
예컨대 ‘필요 또는 유익한’은 ‘필요한 또는 유익한’으로 고치거나 ‘또는’을 빼고 ‘필요하거나 유익한’으로
고친다.
3. 간결한 문장
순화대상

순화(정비)

..(이)내에

1. ...에
2. 현행유지

..라 함은...를 말한다

..란...를 말한다 (중복회피)

...이를 적용하다/폐지하다

목적어 중복시 ‘이를’ 생략한다. (중복 회피)

...를 제외한다

..는 제외한다

3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률 개정안(1)(4)-정비기준 종합, 2006.9,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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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대상

순화(정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할 때

..하자고 하는 때에는

...하려면, 할 때에는

‘~은 ~하는 경우에는/때에는’

33)

‘~은 ~하는 경우’ (중복 회피)

‘~경우 ~경우’34)

‘~경우 ~때’
(문장을 둘로 분리할 수 있음)

동일 절 내에서 주격이 반복되는 경우35)

적절히 순화

4. 입법기술

가. 복잡한 문장을 나누어서 순화(분리/구분)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거나, 문장을 나누거나 조, 항(項) 등을 분리하고, 필요
하면 문장 일부를‘ 각 호’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친다.
1) ‘ 조’나‘ 항’의 분리 규정
법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조(條)’나‘ 항(項)’을
나누는 것을 고려한다.
2) ‘ 각 호’나‘ 각 목’ 등으로 분리 규정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각 호’와‘각 목’등으로 분리해
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 주의사항
조, 항을 나누거나 각 호 등으로 내용을 분리한 경우에는 그 조, 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정리해야 한다.
나. 괄호( )를 사용한 정의 규정
1) 유형
어떤 단어의 범위를 특정할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 길어서 법령의 간결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하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이 조, 제○조, 제○조 및 제○조에서 같다’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정비기준
가)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법령 간소화라는 실익이 있지만, 해당 단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법령간결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3) 법제처, 상게서 참조
34) 법제처, 상게서 참조
35) 법제처, 상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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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따라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조문이 소수(2~3개) 조문에 불과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하 같다’라
는 정의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조문에서 각각 규정한다.
다. 약칭
1) 유형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단어나 어구의 뜻을 정의(定意)할 때에는‘약칭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대개 법령의 앞부분에서 규정하는
‘정의 규정’에 약칭할 내용을 포함시킨다.
2) 정비기준
가) ‘약칭 기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약칭’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로
인해 법령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약칭기법’은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약칭이나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약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나)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제1조 목적 규정은 제외)에서 짧은
어구나 단어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한다.
라. 준용
1) 의미 및 구별
준용(準用)’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로서 대다수법령에서 사용하
고 있다.
‘유추’와 비교해 보면 ‘유추’는 해석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용’과 비교해 보면‘적용’은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나,‘준용’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의 예에 따른다’는 어떤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준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2) 문제점
(장점) 준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간결함
(문제점) 준용되는 규정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비전문가의 준용 기법
자체의 몰이해성 및 (많지는 않지만) 준용한 조문을 다시 준용하는 재준용으로 인한 법령
이해의 애로 등
3) 정비기준
가) 대상
① 제도 간 연계가 긴밀하여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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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경우
- 특정법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규정(사단법인이
나 재단법인 관련 부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
- 개정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나온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조문수 등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경우
②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는 단순히 글자 수나 조문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하려는 내용이 간단해서 풀어 써 줄 수 있는데도 준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나) 준용방식
준용하더라도 준용되는 내용을 풀어 써 준다. 즉 준용되는 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개략적
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에 관해‘ 무슨 내용’이 있는 조문을 준용하는지를 법령문에 풀어서
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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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특허법ㆍ상표법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만들기 적용례
‣ 주요경제법률(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을 알기 쉽게 정비한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법제처, 2008.)에서
특허법36) 및 상표법 분야 발췌(8~14면)
상표법

현행

개정안

제2조

업으로 영위하는

업으로 하는

식별되도록

구별되게

감독하에 있는

감독을 받는

인장

도장

허위로

거짓으로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기간내에

기간에

제15조

범위이내에서

범위에서

제16조

범위의 감축

범위의 축소

오기

잘못 쓴 것

정정

고침

부명료한 기재의 석명

명료하지 않은 내용을 분명하게 고쳐서 기재함

제23조

일부의 기재가 없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제40조

교부

발급

교부하여야

내주어야

부합되지

맞지

현저한

잘 알려진

관용하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제66조

소지하는

가지는

제67조

입증

증명

성질상

성질에 비추어

제70조

손해의 계산

손해를 계산

제73조

오인

잘못 인식

오인을 초래하게

잘못 인식하게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에 @따라

~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

이익을 사해할

이익을 사해(詐害)할

제85조

상반되는

반대되는

제86조의4

식별력있는 요소

구별할 수 있는 요소

제86조의17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끝나서

제89조

전자적 매체

전자 매체

제7조

제14조

제51조

36) 상표법에 특허법 준용규정의 풀어쓰기가 되어 있음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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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현행

개정안

제1조

도모함으로써

(목적) 꾀함으로써

제2조

기술적 사상

기술 사상(思想)

5조

수여된 범위

주어진 범위

제6조

특별한 수권

특별한 권한을 따로 위임받지

제7조

대리권은 이를

그 대리권을

제7조의2

행위시에 소급하여

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소급

제8조

자의 위임에 의한

자가 위임한

제9조

수인

여럿

개임

교체

선임 또는 개임

선임하거나 교체하기

제11조

2인

두 명

제13조

소재지를

있는 곳

초일

첫날

산입하지

포함하지

기산하지

계산하지

말일

마지막 날

제16조

보정명령

보정(補正)명령

제17조

인하여

때문에

제20조

종료한

끝난

제21조

수계하지

넘겨받지

제25조

향유할

가질, 누릴

제28조

우변물의 통신일부인

우편물에 찍힌 도장에 통신 날짜

문서화하고

문서로 만들고

서류의 제출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식별할

알아볼

게재되거나

실리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통상의 지식

보통의 지식

에 의하여 용이하게

을 이용하여 쉽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경우에

의사에 반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의 질서

공공질서

공중의 위생

공중위생

문란하게

어지럽게

유증

유언으로 증여받은

특허의 출원시

특허출원을 한 때에

일을 지난

이 지난

제10조

제14조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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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현행

개정안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출원인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성립하지

이루어지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에서 준용하는

출원전에 있어서

출원을 하기 전에

동일한 자

같은 사람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인

같은 사람

국방상 필요한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얻은

허가를 받은

수용

수용(收用)

첨부하여야

붙여야

특정하는

특별히 지정하는

범위의 기재방법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제43조

기술정보로서의 용도

기술정보를 얻기 위하여만 사용

제46조

에 위반된

에 어긋난

납부하지

내지

경우에 한한다.

때에만 할 수 있다.

범위를 감축하는

범위를 줄이는

잘못된 기재

잘못 기재된 것

기간 이내에

기간에

동조

같은 조

불복할 수 없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출원을 표시하여야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에서 준용하는

제54조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때

제55조

1년을 경과하여

1년이 지난 뒤에

~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에게/가 ~하게 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기준에 맞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권리가 없거나

명시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청구항별로

각 청구항마다

첨부한

붙인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불복

불복종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61조

제64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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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현행

개정안

제80조

의사에 불구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사유로 말미암아

사유 때문에

만료일

끝난 날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제84조

~는 이를 반환하지

~는 반환하지

제85조

자기테이프

자기(磁氣)테이프

제86조

정정교부

고쳐서 발급

제87조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여야

제89조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제91조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95조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통과하는데 불과한

통과하기만 하는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혼합하여 제조하는

조제에 의한 의약

조제한 의약

제103조

지득하여

알게 되어

제105조

상당한

적절한

제126조

침해행위에 제공된

침해 행위에 이용된

한도로 한다.

넘지 못한다.

손해의 액

손해액

제131조

업무상의 신용

업무와 관련한

제132조

소지자

가진 자

제132조의2

소속하에

소속으로

제138조

허여

허락

제147조

수리

접수

제154조

기명날인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제155조

리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흠결

흠

저촉한다는

어긋난다는

제184조

성질에 반하지

성질에 어긋나지

제194조

도달일

도달한 날

온라인 원격근무

먼 지역에서의 온라인 근무

불응한

따르지 아니한

제226조

형을 감경

형을 줄이거나

제229조

도용한

훔쳐 쓴

제81조의3

제96조

제128조

제180조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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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등록요건 분야

Ⅰ 절대적/상대적 부등록 사유 구분
1. 현행 규정
□ 절대적/상대적 부등록 사유 미구분
○ 상표부등록 사유 중에는 언제나 등록이 거절되는 ‘절대적부등록사유’와 사정에 따라서 등록이 허용
되는 ‘상대적부등록사유’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행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부등록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를 거절하도록 함으로
써 모두 절대적 부등록 사유로 삼고 있음.
2. 제·개정 제안
□ 심사를 행하지 않는 절대적 부등록 사유제도의 도입은 상표법제 근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하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상표의 선택 및 사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제안이유
□ 현행법상 부등록사유제도
○ 부등록사유를 ‘절대적 부등록사유’와 ‘상대적 부등록사유’로 구분하고, 절대적 부등록사유만을 심
사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 부등록사유의 경우, 선행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행한 경우(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에 한하여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 심사를 행하는 EU 공동
체상표(CTM)와 같은 법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영국특허청(UKIPO)은 조사・심사과정에서 선행등록상표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i) 출원의 유지, (ii) 선행등록상표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의 한정, (iii) 출원취하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제도
라 생각됨. 만일, 출원인이‘출원의 유지’를 선택한 경우에 UKIPO는 그 출원공개시에 선행상표권자
에 대해서 통지를 행함. 이 경우 선행상표권자는 공보에 출원공개된 상표가 자신의 권리에 저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행할 수 있음.
○ 상표등록 출원된 상표가 식별력 등 등록에 필요한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다라도 상표법 제7조
는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표법은 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7조 제 1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의
부등록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상표법 제7조의 상표등록 거절사유는 입법정책상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보호할 수 없는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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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열거된 부등록사유는 상표출원인에 우선하는 선행의 권리자
및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익적인 것과 일반공중 특히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공익적인
것 및 국가기관, 국제기관의 표장보호와 같이 순수히 공익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이는 모두 그 부존재가 상표등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임.
○ 상표부등록 사유 중에는 언제나 등록이 거절되는 ‘절대적부등록사유’와 사정에 따라서 등록이 허용
되는 ‘상대적부등록사유’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행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부등록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를 거절하도록 함으로
써 모두 절대적 부등록 사유로 삼고 있음.37) 한편 부등록사유는 무효심판청구시 5년의 제척기간
에 걸리는 사익적 부등록사유(제 6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
적 부등록사유(제 1호 내지 제 5호, 제10호 내지 제13호)로 대별할 수 있음. 다만 제척기간의
유무가 사익적 부등록사유와 공익적 부등록사유의 절대적 구별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38) 부등록
사유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부등록사유의 여러 개에 의해서 거절할 수가 있음.
○ 부등록사유 중 공익적 사유로는 ①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것, ② 국제관계의 신의를 위한 것,
③ 공서양속위반, ④ 공중기만 상표 등이 열거되고 있음. 이들 부등록사유는 어떤 이유로든지
등록되지 아니하며 최종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적법한 등록이었더라도 사후적으로 공익
위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함이 일반적임. 따라서 이를 절대적
부등록사유라고도 함.
○ 한편, 부등록사유 중 사익적 사유로는 ① 타인의 성명·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경우, ② 선행의
상표와 상표(서비스표) 및 상품(서비스)이 동일한 경우, ③ 선행의 상표와 상표(서비스표) 및 상품
(서비스표)의 면에서 동일·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관련성의 우려 포함)가 있는 경우, ④ 저명상표
의 부정이용(희석화) 등이 열거되고 있음. 이러한 사유를 상대적 부등록사유라고도 함.
○ 이러한 부등록사유는 개인(선행의 적법한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설사 부등록사유가
있더라도 선행권리자의 이의가 없거나(유럽공동체 상표규칙39)), 선행권리자가 동의(consent)를
행한(독·영·미)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동의가 없더라도 선의의 경합사용이
있으면 경합등록을 인정하거나(영·미), 일정기간 사용을 묵인하면 평화공존을 인정하고 있음
(독). 나아가 부등록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정기간(통상 5년)
이 경과하면 설사 잘못 등록되었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도록(악의출원의 경우
제외) 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임.

37) 사법연수원, 상표법, 2011, 79면.
38) 즉 제10호의 경우 제척기간의 적용은 없지만 구법 당시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사유와
사익적 사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제14호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익보호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WTO/TRIPs 제27조 제4항이 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39)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공동체상표법(상
표규칙 제8조)의 경우 선행상표와 저촉되는 상표는 상대적 부등록사유(relative grounds for refusal)로 규정하고
잘못 등록된 경우 후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사익규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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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미국
(1) 미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미국 연방상표법(랜험법) 제2조는 연방 주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다.40) 동법 제2조(d)는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기망
적인 경우에는 표장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항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등록을 하였거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어야 함. 또한 본 조항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1)
(2) 해당조문
§2 (15 U.S.C. § 1052). Trademarks registrable on principal register; concurrent registration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
(d) Consists of or comprises a mark which so resembles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r a mark or trade name previously used in the United States by another and not abandoned,
as to be likely,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the applicant,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Provided, That if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confusion, mistake, or
deception is not likely to result from the continued use by more than one person of the same or similar
marks under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to the mode or place of use of the marks or the good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marks are used, concurrent registrations may be issued to such persons
when they have become entitled to use such marks as a result of their concurrent lawful use in commerce
prior to
(1) the earliest of the filing dates of the applications pending or of any registration issued under this chapter;
(2) July 5, 1947, in the case of registrations previously issued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February
20, 1905, and continuing in full force and effect on that date; or
(3) July 5, 1947,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and registered
after July 5, 1947. Use priorto the filing date of any pending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shall not be required
when the owner of such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sents to the grant of a concurrent registration to
the applicant. Concurrent registrations may also be issued by the Director whe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has finally determined that more than one person is entitled to use the same or similar marks
in commerce. In issuing concurrent registrations, the Director shall prescribe conditions and limitations as
to the mode or place of use of the mark or the good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mark is
registered to the respective persons.
(3) 번역문
§1052. (주등록부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및 동시등록)
출원인의 상품이 다른 자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는 어떠한 상표도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성을 이유로 주등록부에의 등록을 거부받지 아니한다.
(d) 특허 ‧ 상표청에 등록된 표장 또는 다른 자가 미국에서 전에 사용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표장이나 상호가

233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출원인의 상품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혼동,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될 염려가 있는 매우 유사한 표장을 구성하
는 것. 다만, 혼동과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표장사용의 형식이나 장소 또는 그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일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 1인 이상의 자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계속적인 사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시등록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일자 이전에 그들이 그 합법적인
동시 사용권의 결과에 의하여 상업용으로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미결출원의 최초제출일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등록의 최초출원일
(2) 1881년 3월 3일의 법 또는 1905년 2월 20일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에 행하여 지고 그 일자로부터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 등록의 경우에 있어서는 1947년 7월 5일
(3) 1905년 2월 20일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되고 1947년 7월 5일 이후에 등록된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1947년 7월 5일 그 출원 또는 등록의 소유권자가 출원인에 대한 동시등록허가에 동의하는 때에는 미결출원의
제출일 또는 등록전의 사용이라는 전술한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동시등록은 1이상의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거래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관할법원이 최종적으로 판정
한 때에는 청장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청장은 동시등록을 허가함에 있어서, 표장사용의 형식이나 방법 또는
그 표장이 각자에게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조건 및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 EU
(1) EU 입법례의 분석 결과
공동체상표법(상표규칙 제7조42))는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공동체상표법(상표규칙 제8
조)은 선행상표와 저촉되는 상표는 상대적 부등록사유(relative grounds for refusal)로 규정하고 잘못 등록된
경우 후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상표등록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행상표라 함은,
ⓐ 선출원·등록된 공동체상표 ⓑ 회원국 또는 베네룩스상표청에 선출원·등록된 상표 ⓒ 회원국이 기속되는
국제협정에 따라 선출원·등록된 상표 ⓓ 파리협약 제6조의 2에서 정의된 유명상표를 말한다.
또한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원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상표도 상표의 원권리자의 이의신청
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며, 선상표와 동일·유사하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비유사한 상표라도 선상표가
공동체내 또는 그 등록된 회원국내에서 명성(Reputation)을 얻고 있어서 선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해칠
경우에는 선상표권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거절된다.
이의신청은 출원공고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이유 명시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의신청인은 출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상표가 최근 5년간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의 제시 또는
불사용의 경우 적절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은 각하된다.
EU는 EU상표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89/104/EEC)43)에 의거 지침이행을 통한 회원국의 상표법령에 관한
조화통일화를 시도한 바 있음. EU상표지침 제3조 및 제4조는 EU상표규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등록사유와
상대적 부등록 사유로 구분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는데, 동지침을 국내이행한 EU회원국 상표법도 거절사
유를 마찬가지로 구분하고 있다.44)

40) Lanham (Trademark) Act (Pub.L. 79-489, 60 Stat. 427, enacted July 6, 1946, codified at 15 U.S.C. § 1051
et seq. (15 U.S.C. ch.22)) §2 (15 U.S.C. § 1052).
41) 15 U.S.C §1064.
42) EU 상표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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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조문
Article 7 :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a) signs which do no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b) 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c)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may serve, in trade, to designate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 geographical origin or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goods or of rendering of the servi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r service;
(d)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have become customary in the
current language or in the bona fide and established practices of the trade;
(e) sign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i) the shape which results from the nature of the goods themselves; or
(ii) the shape of goods which is necessary to obtain a technical result; or
(iii) the shape which gives substantial value to the goods;
(f) trade mark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to accepted principles of morality;
(g) trade marks which are of such a nature as to deceive the public, for instance as to the nature, quality
or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
(h) trade marks which have not been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are to be refused
pursuant to Article 6ter of the Paris Convention;
(i) trade marks which include badges, emblems or escutcheon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Article 6ter
of the Paris Convention and which are of particular public interest, unless the consent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to their registration has been given.
(j) trade marks for wines which contain or consis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wines or for spirits
which contain or consis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spirits with respect to such wines or spirits
not having that origin.
2. Paragraph 1 shall apply notwithstanding that the grounds of non-registrability obtain in only part of the
Community.
3. Paragraph 1 (b), (c) and (d) shall not apply if the trade mark has become distinctive in relation to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ested in consequence of the use which has been made
of it.
Article 8 :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1.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a) if it is identical with the earlier trade mark and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registration is applied
for are identical with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protected;
(b) if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earlier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s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in the territory in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protecte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earlier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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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Earlier trade marks

means:

(a) trade marks of the following kinds with a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hich is earlier tha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taking account, where appropriate, of the
priorities claimed in respect of those trade marks:
(i) Community trade marks;
(ii) trade marks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or, in the case of Belgium, the Netherlands or Luxembourg,
at the Benelux Trade Mark Office;
(iii) trade marks registered under international arrangements which have effect in a Member State;
(b) applications for the trade mark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ubject to their registration;
(c) trade marks which, o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or, where
appropriate, of the priority claime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are well known in a Member State, in the sense in which the words well known

are used in Article

6 bis of the Paris Convention.
3. Upon opposition by the prorietor of the trade mark,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where an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applies for registration thereof in his own name
without the proprietor

s consent, unless the agent or representative justifies his action.

4.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 non-registered trade mark or of another sign used in the course
of trade of more than mere local significance,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pursuant to the law of the Member State governing that sign:
(a) rights to that sign were acquired prior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or the date of the priority claimed f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b) that sign confers on its proprietor the right to prohibit the use of a subsequent trade mark.
5. Furthermore,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where i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earlier trade
mark and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in the case of an earlier Community trade mark the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the Community and, in the case of an earlier national trade mark, the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the Member State concerned and where the use without due cause of the trade mark applied
for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or be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earlier
trade mark.
(3) 번역문
제7조(절대적 등록거절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장은 공동체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a) 제4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장
(b) 식별력 없는 표장
(c)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목적·효능·원산지 표시 또는 생산시기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표장
(d) 현재 사용언어상 또는 선의로 확립된 거래관행상 관용적인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표장
(e) 이하에 열거하는 사항만으로 이루어진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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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품자체의 성질로부터 파생하는 형상
(ⅱ) 기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ⅲ) 상품의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f) 공공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표장
(g)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품질·원산지 등에 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h)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서 파리협약 제6조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표장
(i) 파리협약 제6조에 의해 열거된 것 이외에 기장·상징 또는 가문을 포함하는 공중의 관심대상인 표장으로서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표장
2. 제1항은 공동체의 일부에서만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제1항 (b),(c),(d)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사용의 결과 이미 식별력을 취득한 때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제8조(상대적 등록거절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선출원 상표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등록될 수 없다.
(a)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
업과 동일한 경우
(b)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선출원상표가 보호되는 영역 내에서 공중으로 하여금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혼동의 가능성은 선출원상표와의 연합가능성을 포함한다.
2. 제1항의 선출원상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말한다.
(a)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동체상표의 등록출원일보다 등록출원일이 우선하는 아래의 상표
(ⅰ) 공동체상표
(ⅱ)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베네룩스상표청에 등록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상표
(ⅲ) 회원국에 효력이 있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b) (a)에서 언급된 상표출원으로 등록된 상표
(c) 공동체상표 등록에 대한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일 당시 파리협약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원국내의 저명
상표

□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일본상표법은 우리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등록사유와 상대적 부등록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2) 해당조문

(商標登録の要件)
第三条 自己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商標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商標を除き、商標登
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43) EU 상표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89/104/EEC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European Trade Mark Directive])
44) 예컨대, 영국상표법 제3조(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 제5조(등록의 상대적 거절이유); 독일 상표법 8조(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 제9조(등록의 상대적 거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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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その商品又は役務の普通名称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二 その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慣用されている商標
三 その商品の産地、販売地、品質、原材料、効能、用途、数量、形状（包装の形状を含む。）、価格若しく
は生産若しくは使用の方法若しくは時期又はその役務の提供の場所、質、提供の用に供する物、効能、用
途、数量、態様、価格若しくは提供の方法若しくは時期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らな
る商標
四 ありふれた氏又は名称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する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五 極めて簡単で、かつ、ありふれた標章のみからなる商標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需要者が何人か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
ない商標
2 前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該当する商標であつても、使用をされた結果需要者が何人かの業務に係る商
品又は役務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商標登録を受け
ることができる。
(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商標)
第四条 次に掲げる商標について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国旗、菊花紋章、勲章、褒章又は外国の国旗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二 パリ条約 (千九百年十二月十四日にブラッセルで、千九百十一年六月二日にワシントンで、千九百二十五
年十一月六日にヘーグで、千九百三十四年六月二日にロンドンで、千九百五十八年十月三十一日にリスボン
で及び千九百六十七年七月十四日にストックホルムで改正された工業所有権の保護に関する千八百八十三年
三月二十日のパリ条約をいう。以下同じ。) 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の国の
紋章その他の記章 (パリ条約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の国旗を除く。) であ
つて、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もの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三 国際連合その他の国際機関を表示する標章であつて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もの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四 赤十字の標章及び名称等の使用の制限に関する法律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五十九号）第一条 の標章若
しくは名称又は武力攻撃事態等における国民の保護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平成十六年法律第百十二

号）第百五十八条第一項 の特殊標章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五 日本国又はパリ条約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若しく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
体の監督用又は証明用の印章又は記号のうち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ものと同一又は類似の標章を有する商
標であつて、その印章又は記号が用いられている商品又は役務と同一又は類似の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使用
をするもの
六 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若しくはこれらの機関、公益に関する団体であつて営利を目的としないもの又は
公益に関する事業であつて営利を目的としないものを表示する標章であつて著名なものと同一又は類似の商
標
七 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商標
八 他人の肖像又は他人の氏名若しくは名称若しくは著名な雅号、芸名若しくは筆名若しくはこれらの著名な
略称を含む商標（その他人の承諾を得ているものを除く。）
九 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以下「政府等」という。）が開設する博覧会若しくは政府等以外の者が開設
する博覧会であつて特許庁長官の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又は外国でその政府等若しくはその許可を受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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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者が開設する国際的な博覧会の賞と同一又は類似の標章を有する商標（その賞を受けた者が商標の一部と
してその標章の使用をするものを除く。）
十 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ている商標又はこれに
類似する商標であつて、その商品若しくは役務又はこれらに類似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も
の
十一 当該商標登録出願の日前の商標登録出願に係る他人の登録商標又はこれに類似する商標であつて、その
商標登録に係る指定商品若しくは指定役務（第六条第一項（第六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規定により指定した商品又は役務をいう。以下同じ。）又はこれらに類似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に
ついて使用をするもの
十二 他人の登録防護標章（防護標章登録を受けている標章をいう。以下同じ。）と同一の商標であつて、そ
の防護標章登録に係る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もの
十三 削除
十四 種苗法 （平成十年法律第八十三号）第十八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品種登録を受けた品種の名称と同一
又は類似の商標であつて、その品種の種苗又はこれに類似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もの
十五 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と混同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商標（第十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
除く。）
十六 商品の品質又は役務の質の誤認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商標
十七 日本国のぶどう酒若しくは蒸留酒の産地のうち特許庁長官が指定するものを表示する標章又は世界貿易
機関の加盟国のぶどう酒若しくは蒸留酒の産地を表示する標章のうち当該加盟国において当該産地以外の地
域を産地とするぶどう酒若しくは蒸留酒について使用をすることが禁止されているものを有する商標であつ
て、当該産地以外の地域を産地とするぶどう酒又は蒸留酒について使用をするもの
十八 商品又は商品の包装の形状であつて、その商品又は商品の包装の機能を確保するために不可欠な立体的
形状のみからなる商標
十九 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日本国内又は外国における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
されている商標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であつて、不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
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をいう。以下同じ。）をもつて使用をするもの（前各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3) 번역문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상표를 제외하
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년 법률65)
1.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개정, 1991년
법률65)
2.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표(개정, 1991년 법률65)
3.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혹은 생산이
나 사용 방법 혹은 시기 또는 그 서비스업의 제공 장소, 질,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물건, 효능, 용도, 수량,
양태, 가격 혹은 제공 방법 혹은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개정,
1991년 법률65, 1996년 법률68)·
4. 흔히 있는 이름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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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극히 간단하고, 동시에,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개정, 1991년 법률65)
6. 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인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개정, 1991년 법률65)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화꽃문장, 훈장, 포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개정, 1991년 법률65),
2. 파리조약(1900년 12월 14일에 브뤼셀에서, 1911년 6월 2일에 워싱톤에서, 1925년 11월 6일에 헤이그에
서, 1934년 6월 2일에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에 리스본에서 및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정
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의 파리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관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국가문장 기타 기장(파리조약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관의 가맹국 또는 상
표법조약의 체약국의 국기를 제외한다)으로서, 통상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개정,
1965년 법률81, 1975년 법률46, 1994년 법률116, 1996년 법률68))
3.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통상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4. 백지(白地)적십자의 표장 또는 적십자 혹은 제네바 십자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5. 일본국 또는 파리조약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관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
체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중 통상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가진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994년 법률116, 1996년 법률68)
6.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혹은 이들의 기관, 공익에 관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 또는 공익
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7.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8. 타인의 초상 또는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혹은 저명한 아호, 예명 혹은 필명 혹은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
9.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이하「정부등」이라 한다)가 개최하는 박람회 혹은 정부등 이외의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로서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또는 외국에서 그 정부등 혹은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적인
박람회의 상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가진 상표(그 상을 받은 자가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품 혹은 서비스업 또는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1. 당해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등록
에 관한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업(제6조제1항[1상표1출원](제6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2. 타인의 등록방호표장(방호표장등록을 받은 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한 상표로서, 그 방호표장등
록에 관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3.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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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정일. 이하 같다)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타인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 전 1년 이상
사용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권에 관한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
업 또는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996년 법률68)
14.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제18조제1항[품종등록]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을 받은 품종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의 종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개정,
1991년 법률65, 1998년 법률83)
15.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제10호부터 전호까지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1년 법률65)
16.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업의 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개정, 1991년 법률65)
17. 일본국의 포도주 혹은 증류주의 산지중에서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장 또는 세계무역기
관 가맹국의 포도주 혹은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표장중 해당 가맹국에서 해당 산지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혹은 증류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표로서, 해당 산지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본호추가, 1994년 법률116)
18.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형상으로서 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본호추가, 1996년 법률68)
19.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기타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본호추가, 1996년 법률68)

□ 중국
(1) 중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중국상표법은 우리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등록사유와 상대적 부등록사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2) 해당조문

第十条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使用：
(一) 同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勋章相同或者近似的，以及同中央国家机关所在地特
定地点的名称或者标志性建筑物的名称、图形相同的；
(二) 同外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相同或者近似的，但该国政府同意的除外；
(三) 同政府间国际组织的名称、旗帜、徽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组织同意或者不易误导公众的除外；
(四) 与表明实施控制、予以保证的官方标志、检验印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授权的除外；
(五) 同“红十字”、“红新月”的名称、标志相同或者近似的；
(六) 带有民族歧视性的；
(七) 夸大宣传并带有欺骗性的；
(八) 有害于社会主义道德风尚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
县级以上行政区划的地名或者公众知晓的外国地名，不得作为商标。但是，地名具有其他含义或者作为集体商
标、证明商标组成部分的除外；已经注册的使用地名的商标继续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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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제10조
① 아래 표시는 상표로 사용 불가:
1. 중국의 국가명칭·국기·국장·군기·훈장과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및 중앙 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역 명칭
또는 표지 성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표지;
2. 외국의 국가명칭·국기·국장·군기와동일 하거나 근사한 표지, 단 해당 정부가 동의한 표지는 제외;
3.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깃발·표지와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 단 해당 조직이 동의했거나 또는 공중이 용이하
게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표지는 제외;
4. 통제를 나타내거나 또는 보증을 주는 정부의 표지·검사인과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 단 권리를 허여받은
표지는 제외;
5.적십자”·“홍신월”의 명칭 및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하는 표지;
6. 민족의 차별을 포함하는 표지;
7. 기만성을 갖고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품질 혹은 산지 등 특징에 오인이 생기는 표지;
8. 사회주의 도덕 풍조를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지.
②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혹은 공중이 알고 있는 외국지명은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 단, 지명이 기타
개념을 구비하고 있거나 또는 단체표장 및 증명상표로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제외; 이미 지명을 사용하
여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5. 기타
□ 부등록사유를 ‘절대적 부등록사유’와 ‘상대적 부등록사유’로 구분하여, 절대적 부등록사유만을 심사
하고, 상대적 부등록 사유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사용 내지 등록 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심사를 행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은 상표법제 근간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Ⅱ 제6조 제2항에 대한 판단시점 명확화
1. 현행 규정
□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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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이라고 규정하여, 법문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시점은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시’임. 왜냐하면 1980년 개정법(1980.12.31, 법률 제3326)에서 “사용한 결과”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로 개정하여 식별력 취득시점을 출원시점으로 명시한 바 있기 때문임.45)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1) 판례에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46)
로 보는 경우와 ‘상표등록여부결정시’로 보는 경우47)로 갈리고 있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여부도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48) 따라서 제6조 제2항에 대한 판단시점
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제1안 (현재 대로 두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방안) => 견해의 대립
- (1설)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의 유무판단은 상표등록여부결정시에 하게 되므로 비록 출원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더라도 상표등록결정시 없게 되면 등록받을 수 없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상표등록여
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됨. 따라서 출원시에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결국 상표등록여부결정시까지 식별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됨.
- (2설)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의 유무판단은 상표등록여부결정시에 의한다는 것은 비록 출원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등록결정시 취득하게 되면(보통의 순리에 부합)
등록받을 수 있고 효력도 발휘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됨.
3) 제2안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은 등록결정시로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는 방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에 관한 문제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판례의 입장이 확립되
었다고는 하나 역시 해석이 구구하여 궁극적인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4) 제3안 (제6조 제2항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여 ‘상표등록출원 전에’를 삭제하는 방안)
제6조 제2항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여 ‘상표등록출원 전에’를 삭제하는 방안으로 가장 무난하고 타당한 방안으
로 판단됨. ‘상표등록출원 전에’라는 표현이 견해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문구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원칙적 해석
론에 근거한 판례의 입장이 정착될 것으로 보임.49)

45) 특허청, 상표법해설, 2007, 48면;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307-308면.
46)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410 판결, 특허법원 2000.12.8. 선고 2000허1399판결; 특허법원 2000.12.8선고,
2000허2378 판결; 특허법원 2000.11.23. 선고 2000허2392 판결 등에서는 출원일 이후의 사용사실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의 시기를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다.
47) 대법원 1999.9.17 선고 99후1645 판결, 특허법원 2000.9.8. 선고 2000허815 판결; 특허법원 2000.11.3선고, 2000
허5407 판결 등.
4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공1999하, 2215) 및 위 2001후58 판결 참조.
49) 다만,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와 같이 권리의 저촉 또는 미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우선일(priority)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출원일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날로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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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초안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②제1항 제3호 내지 제6
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
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
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
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
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
표등록출원전에(삭제)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
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고

3. 제안 이유
□ 견해의 대립 해소의 필요성
○ 우리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출원시설과 등록시설
이 대립하고 있음.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판단하는 시기적 기준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라는 규정에 충실히 해석한다면 출원시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판례와 학설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보는 경우와 상표등록여부결정시로 보는 경우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50)
-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출원시 기준
- 출원시설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의 출원시에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임.51)
- 우리 상표법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후 출원한 경우에 그 날을 실제로 출원일로 보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52)
50)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307면.
51) 오세중 외, 산업재산권법 (상표법 의장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651면.
52) 독일 상표법 제37조 (절대적 거절이유의 심사) 제2항(심사결과 상표가 출원일(제33조 제1호)에 제8조 제2항 제1
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출원일 이후 보호장애가 없어진 경우에는, 출원인이 원출
원일 및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주장된 우선권에 관계없이 보호장애가 없어진 날이 출원일로 간주되어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행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출원은 거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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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해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조
문에 충실한 해석을 할 경우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왜냐하면 1980년 개정법(1980.12.31,
법률 제3326)에서 “사용한 결과”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로 개정하여 식별력 취득시점을 출원
시점으로 명시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함.53)
- 상표법 제7조 제2항은 출원된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제6호),
타인의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지의 여부(제9호, 제10호)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출원시를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출원시의 상태에 따라 출원인과 타인의 사익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았기 때문임.
- 대법원 1994.5.24.선고 92후2274판결 등 다수도 판단시기를 명확히 따지지는 않았지만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여 왔음.
-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의 구비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상표등록 출원 전에 취득함을 전제로 등록 결정시 까지 계속하여
식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54) 요컨대, 출원시에는 식별
력이 없었으나 등록결정시(또는 특허법원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위 판례
(99후1645)에 의하면 등록적격이 인정되는데 출원당시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였으므로 그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이치라고 함.
○ 등록결정시 기준
- 상표법상 판단시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상표법의 목적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임에 비추어 식별력 획득의 시기를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입장임.55)
- 대법원 판례56)의 입장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대법원은 상표
권침해 가처분 사건에서도 상표가 등록된 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면 출원시에
식별력이 없어도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57), 같은 취지로 특허법원에서도 판결

53)
54)
55)
56)

57)

수 없다.)에 의하면 출원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등록결정 이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는 실제출원일이 아니라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날을 출원일로 보고 있다. Fezer, Markenrecht, 2.
Auflage, C.H.Beck, 1999, §37 MarkenG, Rdn.18-21.
특허청, 상표법해설, 2007, 48면;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2, 307-308면.
특허청실무는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판단시점이 출원시라는 의미이지 등록당시에
식별력을 상실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법연수원, 상표법, 2011, 77면.
대법원은 “어떤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3301 판결, 2008.11.13. 선고 2006후3397, 3403,3410,3427
판결; 2003.5.16. 선고 2002후1768 판결, 2002. 6. 25. 선고 2001후41판결, 大判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1996. 5. 13. 선고 자 96마217 판결(재능교육 v. 꿈을 키우는 재능교육) 에서는 “기술적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현저성을 취득함으로써 등록된 경우 그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전제한 후 이는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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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58)
- 현재 특허청의 심사, 심판 실무도 판례의 입장을 존중하여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등 헌재결정을 통해본 식별력판단의 시기적 기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등 위헌 사건59)에서 헌법재판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상표
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등록결정시 또는 심결시로 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
의 목적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상표법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를 출원시주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규율대상의 성격과 기능의 차이에 따른 것이어서 이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60)
○ 등록결정시 기준의 합리적 이유
- 식별력 요건의 판단시점이 등록결정시 또는 심결시가 합리적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
- 첫째, 현행 상표법은 권리관계의 명확화·안정화를 중시하여 상표권의 발생에 관하여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등록주의는 등록에 의하여 상표이용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등록에
설권적(設權的)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록주의의 관념은 등록 여부의 판단시점까지
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한다는 관념과 자연스럽게 결부됨.
- 둘째, 식별력은 상표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인데, 식별력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시장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이므로 출원시에 식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상표등록 여부의 판단시점에는 이미 식별력이 없어져 상표로서의 본질적 기능
을 할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표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
- 셋째, 등록결정시주의와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연이 결합할 경우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
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는 등록결정시주의 자체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
국가의 판단작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고 설사 공무원의 위법·부당
한 업무지연으로 말미암아 등록받지 못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당해 공무원 또는 그 감독자인
국가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음.
이밖에도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의할 경우에도 최종처분
시주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음.
58) 특허법원 1998. 9. 33. 선고 98허249 판결 등 다수
59) 헌재 2003. 7.24. 선고 2002헌바31 결정.
60) 헌법재판소는 “상표법 제7조 제2항은 출원된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제6호),
타인의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지의 여부(제9호, 제10호)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출원시를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출원시의 상태에 따라 출원인과 타인의 사익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 본바와 같이 출원인과 관련 타인의 이익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등록거절의 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와는 달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식별력의 관점에서
등록거절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규율대상의 취지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그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을 각기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두어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246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에 적용
- 결국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제6조 1항 제7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의 취득 대상이 되는 모든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시점도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리에도 맞음.
○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법문이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법문상으로 보면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용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1차적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출원시」라 고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 그러
나 판단시점의 예외인 출원시주의 적용조문을 열거한 상표법 제7조 제2항에서 제6조 2항을 포함
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법문이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더욱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례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는
지의 여부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여
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 출원시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여부결정시에 다시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판례는 식별력취득의 판단을 등록여부
결정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표등록출원 전에’라는 표현이 견해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문구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판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시점은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보되.
- 다만,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와 같이 권리의 저촉 또는 미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우선일(priority)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출원일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날로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출원일은 상표로서 적격을 획득
한 식별력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특히, 우선권이나 선후원 관계가 문제될 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임.61)
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1) 미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미국의 상표법도 약한 상표에 관하여 특정인이 거래계에서 오랫동안 실질상 독점적, 계속적으로 사용
(substantially exclusive and continuous use)함으로써 문자 본래의 의미(primary meaning)가 아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의 새로운, 제2차적인 출처표시능력(이를 secondary meaning 라고 한다)을 획득하면 적법한 상
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 Lanham법 2(f)).

61) 독일 상표법(37②)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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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ham법 2(f)는 “어떤 것도 출원인에 의해 사용되어 거래계에서 출원인의 상품에 대해 식별력을 획득한 표장
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62) 또한 특허상표청의 재량권으로 식별력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계에서 출원인의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사용되었고, 식별력이 있다
고 주장을 한 날 이전 5년 동안 거래계에서 출원인의 표장으로서 그것의 실질적으로 독점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의 증거는 표장이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일응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서 받아들일 것이
다.63) 따라서 상표권자는 법에 따라 그의 표장이 원래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즉 기술적, 지리적 표장, 성이라고
하더라도 표장이 식별력을 획득했다면 당해 표장이 등록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64) 그러나 5년 사용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특허상표청이 표장이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65)
(2) 해당조문
§1052. Trademarks registrable on the principal register; concurrent registration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f) Except as expressly excluded in subsections (a), (b), (c), (d), (e)(3), and (e)(5) of this section, nothing
herein shall prevent the registration of a mark used by the applicant which has become distinctive of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The Director may accept as prima facie evidence that the mark has
become distinctive, as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proof of
substantially exclusive and continuous use thereof as a mark by the applicant in commerce for the five
year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laim of distinctiveness is made.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the registration of a mark which,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the applicant, is primarily
geographically deceptively misdescriptive of them, and which became distinctive of the applicant's goods
in commerce before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enacted Dec. 8, 1993].
(3) 번역문
§1052. (주등록부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및 동시등록)
(f) 본조 제(a), (b), (c), (d), (e)(3), (e)(5)항에서 명백히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출원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상 출원인의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의 등록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청장은 출원인의 상품이 거래상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식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출원인이 거래상
표장으로서 전용적이고 계속적으로 상용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그 표장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다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출원인이 관련한 상품에 표장을 사용 할 때 1993년 12월 8일
이전에 거래상의 출원인의 지정상품이 식별력을 얻게 되었으면 그 표장이 주로 지리적 표장이거나 기만하는
표장 또는 잘못 나타낸 표장이더라도 그 표장은 등록될 수 있다.

62) 따라서 Lanham법 2(f)에 따라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하고자 하는 표장이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
는 것이 된다.
63) 15 USCA 1052(f).
64) Anne Hiaring, Principles of Trademark Law, in UNDERSTANDING BASIC TRADEMARK LAW 1996,§ 9 Proving
Secondary meaning under Section 2(f).
65) 즉, 5년 사용의 기록이 식별력의 일응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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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1) EU 입법례의 분석 결과
EU 공동체 상표법과 그에 따르는 유럽 여러 나라들도 ① 식별력이 없는 상표 ② 기술적 표장 ③ 관용명칭에
관하여 사용된 결과 등록일 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CTM 7③, 영 상표
3①(d), 독 상표 8③). 특히 독일 상표법은 등록결정시로 판단시점을 아예 명시하고 있다.
(2) 해당조문
Trade Marks Act 1994
3. -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registered (a) signs which d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1),
(b) 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c)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may serve, in trade, to designate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 geographical origin, the time of production of goods
or of rendering of services, or other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d) trade marks which consist exclusively of signs or indications which have become customary in the
current language or in the bona fide and established practices of the trade:
Provided that, a trade mark shall not be refused registration by virtue of paragraph (b), (c) or (d) above if,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t has in fact acquired a distinctive character as a result of the use made
of it.
MarkenG § 8 Absolute Schutzhindernisse
(1) Von der Eintragung sind als Marke schutzfähige Zeichen im Sinne des § 3 ausgeschlossen, die sich
nicht graphisch darstellen lassen.
(2) Von der Eintragung ausgeschlossen sind Marken,
1. denen für di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jegliche Unterscheidungskraft fehlt,
2. die ausschließlich aus Zeichen oder Angaben bestehen, die im Verkehr zur Bezeichnung der Art,
der Beschaffenheit, der Menge, der Bestimmung, des Wertes, der geographischen Herkunft, der Zeit der
Herstellung der Waren oder der Erbringung der Dienstleistungen oder zur Bezeichnung sonstiger Merkmale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dienen können,
3. die ausschließlich aus Zeichen oder Angaben bestehen, die im allgemeinen Sprachgebrauch oder
in den redlichen und ständigen Verkehrsgepflogenheiten zur Bezeichnung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üblich geworden sind,
4-9 생략
(3) Absatz 2 Nr. 1, 2 und 3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Marke sich vor dem Zeitpunkt der
Entscheidung über die Eintragung infolge ihrer Benutzung für di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die
sie angemeldet worden ist, in den beteiligten Verkehrskreisen durchgesetzt hat.
(3) 번역문
영국 상표법 제3조
(1) 아래 사항은 등록될 수 없다.
(a) 제1조 (1)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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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떠한 식별력이 있는 특징이 결여된 상표.
(c) 거래상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산지, 생산시기 또는 기타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만으로 구성된 상표.
(d) 현행의 용어로, 선의의 거래관행으로 관용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된 상표.
다만, 출원일전에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사실상 획득한 경우에는 상기 (b),(c),(d)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독일 상표법 제8조(절대적 거절이유)
(1) 상표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없을 경우 상표등
록을 받을 수 없다.
(2) 다음의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2. 거래시장에서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의 표시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의 표시와 관련하여 소용이 되는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3.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관습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시를 위하여 보통으
로 되어버린 표지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4-9생략
(3)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상표가 등록결정시점 전에 출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 거래업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일본 상표법은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명시하지는 않고 잇으나
문리해석에 의하면 입증은 결정·심결시까지로 하고 있다.
(2) 해당조문

第三条 (商標登録の要件)
２ 前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該当する商標であつても、使用をされた結果需要者が何人かの業務に係る商
品又は役務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商標登録を受け
ることができる。
(3) 번역문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②전항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상표이더라도,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어떤 자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50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Ⅲ 상표의 사용의사 강제방안 신설
1. 현행 규정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5>
제2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1.12.2>
1.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표의 사용사실은 등록요건이 아님.
그러나 상표제도의 기본 취지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주의가 원칙이고, 등록주의는 다만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제도일 뿐이고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표장에
대해서 까지 보호를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님. 그러므로 비록 불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성립은 인정한다
하여도 처음부터 전혀 사용할 뜻이 없는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강력한 보호를 주는 것은 상표등록제
도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출원시에 상표의 사용사실은 요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장래에
당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확인은 필요함.
일본의 경우, 결정 또는 등록심결시까지 사용사실도 사용의사도 없는 출원의 경우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일본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사유 및 무효사유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사용의사 확인은 가능함.
일본상표법 제3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을 추가하여,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을 위하여 상표법 제3조가 등록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거절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추가하는 개정
을 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개정 초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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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2.3>
7.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
8.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
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자기
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
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
을 수 없다.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
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2.3>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
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2.3>
7.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서
8.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비고

3. 제안 이유
□ 상표법상 사용주의요소의 강화와 상표의 사용여부 확인제도 도입
○ 상표법도 제3조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의사
가 필요함. 따라서 상표의 사용의사 없이 단순히 방어 또는 상표권 자체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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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되어야 함.
- 다만 사용의사의 존부와 같은 내심의 사정을 심사·등록단계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제 등록단계에서는 사용의사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사용의사가 없는 많은 상표가 등록되고 있음.
- 현행 상표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록 후에 일정기간 동안 불사용 사실이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
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하고 있어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었음(상표법 제73조
제1항 3호).66)
○ 무자격자의 서비스표 선점으로 인한 등록주의의 악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법에서
상품의 생산,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이 금지된 자의 상표, 서비스표등록을 허용함에 따른 전체
법질서간의 모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당한 자격이나 합법적인 권한등을 가진 것으로 오인,
혼동하고, 상표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회적 폐단을 방지할 필요성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를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등록주의의 약점을 이용하여, 제3자
가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2008년 의료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의원명칭인
‘일심의원’ 등을 서비스표등록출원한 사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씨가 상표등록출원을 행한
모든 의료기관 명칭에 대하여 등록거절할 것을 특허청에 요구한 바 있음.67)
- 이에 따라 출원시에 있어서 사용의사의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되었
고,68) 상표법 제3조의 규정이 2012년 개정법에서 상표등록거절이유(23조 제1항1호) 및 상표등록
무효사유로 됨.
○ 또한 2012년 4월 시행된‘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되며,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의사를 입증하면 됨.
-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몇 가지 예로 들면, 출원인이 일정한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백화점업
또는 대형할인마트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미국은 상표보호에 관하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상표법(Lanham Act)은
출원 당시 또는 등록 시점에 사용증명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등록 후 5～6년 사이에 해당
66) 상표법은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불사용상표는 이해관계인의 취소심판절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용강제(Benutzungszwang)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67) MEDICAL Today(2008.7.4)
68) 이에 대하여 실제 출원시에 사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독일 구상표법(?조)이나 일본 구상표법과
같이 등록출원인의 영업 또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하여 그와 관련된 상표만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발효된 상표법조약은 간이 신속한 등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출원단계에서의 사용의사의 확인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全類指定과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일 것”이라는 요건(일 상표 3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최소한의 사용의사 확인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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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상표법은 상표출원에 있어서 상품의 과다지정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의사없는 상표의 출원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상표보호 제도에 사용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2012년 상표법 개정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상표법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출원단계에서 받는 개정을
행할 필요가 있고, 미국 상표법제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상표의 사용을
증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는 불사용취소심판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국내외 입법동향
□ 국제조약
(1) 상표법 조약 분석 결과
상표법조약(Law Treaty of 1994 :TLT 1994) 제3조는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어. 체약국은 출원시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을 할 수 있음.
- 다만, 존속기간 갱신시 등록에 관한 실체심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시 상표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받을 수는 없음.
(2) 해당조문
Trademarl Law Treaty Article 3 Application
(1) [ Indications or Elements Contained in or Accompanying an Application; Fee ]
(a)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tion conta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elements:
…
(xvii)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as required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b) The applicant may file,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xvii), a declaration of actual use of the mark and evidence to that effect, as required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6) [ Actual Use ]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where a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1)(a)(xvii), the applicant furnish to the Office within a time limit fixed in its law,
subject to the minimum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evidence of the actual use of the mark,
as required by the said law.
(3) 번역문
상표법 조약
제3조 (출원)69)
(1) (a) [출원서에 기재 또는 첨부되는 표시 또는 요소 ; 출원료] 체약국은 출원서에 다음의 표시나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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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체약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
(b) 출원인은 상기 (a)(xvii)의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에 추가하여 체약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의 실제 사용에 관한 선언 및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6) [실제 사용]
체약국은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서가 제1항 (a)(xvii)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우, 출원인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표장의 실제 사용에 관한 증거를, 규칙 제3조제6항에서 정하는 최소기간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국 관청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4) [기타 요건의 금지] 체약국은 갱신출원과 관련하여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특히 다음사항을 요구하지 못한다.
(ⅰ) 표장의 견본 또는 표장을 특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ⅱ) 표장이 다른 체약국의 표장등록원부에의 등록되었거나 그 등록이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증거
(ⅲ) 표장의 사용과 관련한 선언서 및/또는 그 증거
(5) [증거] 체약국은 자국 관청이 갱신신청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갱신신청의 심사과정에서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실체심사의 금지] 체약국 관청은 등록의 갱신을 위하여 당해 등록에 대한 실체심사를 행할 수 없다.

□ 미국
(1) 미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 상표 출원시의 사용증명 제출
- 미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첫 번째는 실제 사용에 근거한 출원이고,
두 번째는 사용의사에 근거한 출원이며, 세 번째는 외국상표등록에 근거한 출원이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도 있으나, 이 출원은 절차만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상기 두 번째 출원과 동일함.
① 실제 사용에 근거한 상표출원
- 미국 상표법(Lanham Act)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효과는 미국 전지역(모든 주)에 미침. 따라서
Lanham Act에 의거하여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적어도 주(州)와 주(州) 사이의 거래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미국과 외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70)
- 상표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선전 광고물, 구입 발주서, 상품 설명서 등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상표가 상품 자체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장지 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이러한 증거의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의 선전
광고물, 팸플릿 등과 같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음71).
② 사용의사에 근거한 출원(Intent To Use Application)
- 이 출원은 1988년 Lanahm Act 개정에 따라 인정된 것인데,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주와
주 사이 또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출원하는 것임.
- 사용 의사에 의한 출원은 출원 시에는 사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지정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진정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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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ona fide intention)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함72).
- 사용의사에 근거한 출원을 한 경우에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즉,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관으로부터 등록허여 통지서 (Notice of Allowance)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증거와 함께 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하여야 함. 이 기간은 출원인
의 요청에 의하여 6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upon showing of good cause by applicant), 또한 출원인이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밝힐 것 (the applicant has a continued bona fide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commerce)을 조건으로 6월씩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상표사용진술서에는 당해 상표가 미국 어느 지역에서 언제 최초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사용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때,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것은 상품에 부착된 상표의 택(tag), 라벨,
상품의 사진 또는 상업 인보이스 등임. 다만, 상업 인보이스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한편, 상표사용진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원된 지정상품 모두의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임. 만일, 상표출원 당시 지정된 상품들 중에서 일부 상품들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
들은 모두 삭제하는 보정을 하여야 함.
③ 외국 상표등록에 근거한 출원
- Lamham Act 제44조는, 외국인이 그의 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그 상표가
사용되었음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상표의 등록을 허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이 경우는
출원 당시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당해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인이 그의 본국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 받았음을 입증하면 됨. Lanham Act 제44조에 의한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후의
사용의무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출원한 상표와 동일함.
- 외국 상표등록에 근거한 출원은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제44조(d)항에 근거한 출원이고,
다른 하나는 제44조(e)항에 근거한 출원임. 제44조(d)항의 출원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으로 출원
을 하는 것이므로 본국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제44조(e)항에
근거한 출원은 본국에서의 등록을 받은 사실만 있으면 되므로, 미국에 출원함에 있어 시기적인 제한이
없음.
○ 등록 후의 사용증명 제출
① Lanham Act 제8조에 의한 선언서
- Lanham Act 제8조(a)는 등록된 상표의 등록유지 요건으로 그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Lanham Act 제8조(a)항은 “미국 등록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그 상표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만약, 제출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 함. 만약,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 그 상표는 취소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거, 미국에서 상표·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은 등록일로부터 5-6년 사이에 사용에 대한
선언서(Affidavit)73) 및 사용증명자료74)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없음. 이러한 선언서 및 사용증명자료는 각각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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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포기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록
후 5-6년 사이에,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상표가 전체 등록상표 중 대략 33%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음.
② Lanham Act 제15조 의한 선언서
- Lanaham Act 제15조는, 등록 후 5~6년 사이에 Lanham Act 제8조에 의거한 선언서 및 상표의 사용증명
이 적법하게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Lanham Act 제15조에 의한 선언서를 제출하면, 당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가쟁력 (incontestability)75)을 부여하고 있음. 이 선언서에는 상표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등
록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게 사용되어져 왔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Lanham Act 제15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가쟁력은 그 상표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제3자가 선사용을 이유로 또는 식별력 없음을 들어 그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즉, Lanham Act 제15조는, 등록 후 5년간 적법하게 사용된 상표들에 대하여 제3자가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2) 해당조문
Lanham Act § 8 (1058). Duration of registration; cancellation; affidavit of continued use; notice of
Commissioner's action
(a) Each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hall remain in force for ten years: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of
any mark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be canceled by the Commissioner at the end of six
years following its date, unless within one year next preceding the expiration of such six years the registrant
shall file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 affidavit setting forth those goods or services recited in
the registration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mark is in use in commerce and attaching to the affidavit
a specimen or facsimile showing current use of the mark, or showing that any nonuse i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which excuse such nonuse and is not due to any intention to abandon the mark. Special
notice of the requirement for such affidavit shall be attached to each certificate of registration.
§15 (1065). Incontestability of right to use mark under certain conditions
Except on a ground for which application to cancel may be filed at any time under paragraphs (3) and
(5) of section 1064 of this title, and except to the extent, if any, to which the use of a mark registered
on the principal register infringes a valid right acquired under law of any State or Territory by use of
a mark trade name continuing from a date prior to the date of registration under this chapter of such
registered mark, the right of the registration to use such registered mark has been in continuos use for
five consecutive years subsequent to the date of such registration and is still use in commerce, shall be
incontestable; Provided, That
(1) there has been no final decision adverse to registrant's claim of ownership of such mark for use goods
or services, or to registrant's right to register the same or to keep the same on the register; and
(2) there is no proceedings involving said rights pending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r in a court
and not finally disposed of; and
(3) an affidavit is filed with the Commissioner within one year after the expiration of any such five-year
period setting forth those goods or services stated in the registration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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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has in continuous use for such five consecutive years and is still in use in commerce, and other
matter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section ; and
(4) no incontestable right shall be acquired in a mark which is the generic name for the goods or services
or a portion thereof, for which it is registered.
(3) 번역문
제8조(a), 15 U.S.C.S. §1058(a), (b)
(a) 일반적인 경우
모든 등록은 10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b)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특허상표청장에 의하여 다음의 기간에
취소된다.
(1) 등록이 된 후 6년째 되는 날
(2) 1062(c)조에 의하여 등록이 공고된 후 6년째 되는 날
(3) 등록이 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날
(b) 계속사용의 선서서
(a)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등록권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다음의 서류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표등록에 언급된 상표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상업에 사용하였다는 견본 또는 그 상표를 현재 사용하
고 있다는 선서서
(2)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상표를 포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라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70) Lanham Act 제1조에 "~that the mark is in use in commerce,~"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in commerce"는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사용되거나 또는 미국과 외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어느 하나의 주에서만 사용된 상표는 Lanham Act에 의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1) 상표 사용증거들은 그 상표가 진정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어야 하며, 사용증거를 만들 목적만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즉 token use는 상표의 적법한 사용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러나 상표 출원인 본인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나 관련회사 그리고 사용권자(Licensee)에 의한 사용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72) Lanham Act 제1조(b)는 “A person who has a bona fide intention, under circumstances showing the good
faith of such person, to use a trademark in commerce may apply to register the trademark under this chapter
~" 라고 규정하고 있다.
73) The affidavit may be notarized or may consist of a declaration. T.M.R.P. 2.20, 2.162
74) 상표사용증명 자료로서 상표의 견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 즉 등록상표와 동일한 느낌을 주는 상표이면 된다. 단순한 글씨체로 된 상표인
경우, 글씨체를 변경한 것도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고 있다.
75) Lanham Act 제15조의 불가쟁력(incontestability)은 우리 상표법 제76조의 ‘제척기간’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제척기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표법의 불가쟁력은 우리 상표법의 ‘제척기간’에 비하면 그 효력이 훨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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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1) 유럽 입법례의 분석 결과
상표의 사용강제와 관련한 불사용취소심판 등의 제도 외에 추가적인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제도 없음.

□ 일본 - 일본의 상표의사 확인제도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 개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용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의 주서
규정임.76) 이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는 현재 사용하거나 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상표로 한정함. 따라서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은 반드시 사용되어
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 또는 사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 상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절이유를 통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절이유 통지대상은 일본 상표 심사기준 제1 제3조 제1항의 2에서 명시하고 있다.77) 이 규정에 의거하
여 사용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을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데, 그 첫 번째가 도･소매업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유사군 코드가 다수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이다.
- 도･소매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의료품, 식음료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각종 상품을 일괄하여 취급하는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종합소매등서비스”이라고 한다)를 개인(자연인을 말함)이
지정하여 상표 출원 할 경우.
(ii) 종합소매등 서비스를 법인이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종합 소매등 서비스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iii) 유사관계가 없는 복수의 소매업을 지정한 경우.
도･소매업이 아닌 경우에는 1건의 상표 및 서비스표에 유사군을 8개 이상 지정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3조
주서 규정에 의거 사용의사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출원 시부터 사용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할 수 없는
반면,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법률상의 제한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업무를 위법하게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의사의 확인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에 관한 업무를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는 지 또는 예정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으로 하여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거절이유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거절이유에서 지적된 상품 또는 서비스구분에 속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전체에 대하여, 상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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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문의「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유사군마다 출원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는 지 또는 실시할 예정인지는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78)
○ 상표의 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업무를 출원인이 실시할 예정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출원 후 3~4년 이내 (등록 후 3년에 상당하는 시기까지)에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표의 사용의사를 명기한 문서 및 그 준비 상황을 표시한 서류(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 출원 상표를 사용할 의사, (ii) 지정 상품의 생산, 사용, 양도 (판매를 포함) 등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 할 것인지 (지정 서비스의 경우는 그 제공의 계획), (iii) 상표의 사용 개시시기 를 명기하여,
출원인이 기명 및 날인 (법인의 경우는 적어도 당해 사업의 담당책임자의 기명 및 날인)을 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 개시에 이를 때까지의 구체적인 사업의 준비 상황이나 계획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의
결정, 공장이나 점포의 건설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표의 사용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나, 해당 사업 계획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나 계획을 뒷받침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다
(2) 해당조문
第三条 (商標登録の要件) 自己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商標については、次に掲
げる商標を除き、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第十五条 (拒絶の査定) 審査官は、商標登録出願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商標登
録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査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その商標登録出願に係る商標が第三条、第四条第一項、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第二項若しくは第
五項、第五十一条第二項(第五十二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第五十三条第二項又は
第七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特許法第二十五条 の規定により商標登録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であるとき.
(3) 번역문
제3조 (상표등록의 요건)
1.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다음 기재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각호 생략)
제15조(거절사정): 심사관은 상표등록 출원이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 사정하여야 한다.
1. 그 상표등록출원의 상표가 상표법 제3조, 제4조 제1항 , 제7조 제2호 제1항, 제8조 제2항 혹은 제5항,
제51조제2항(제5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53조제2항 또는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하는 특
허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 때.
(2호 내지 3호 생략)
76) 이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종윤, 지정상품 과다지정 출원 방지방안 연구, 특허청 용역보고서(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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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명상표의 보호 규정의 제정비 +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규정 신설
1. 현행 규정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1. - 8. 생략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의 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2의 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
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 17. 생략

□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journal.BoardApp&board_id=journal&ssl=&cp=2&pg=1&
npp=10&catmenu=m02_04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c=1003&seq=8285)
77) 상기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의 주서 규정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주체적인 요건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이 규정을 거절이유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상표법 개정 없이 제3조 제1항 주서 규정의 활용방안의 하나로서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이 가능해졌다.
78) 일본 상표 심사기준 제1 제3조 제1항 3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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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유명성(저명성)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사용(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는 상표(비유사 상품 및 서비스
까지 확장) 의 출원 등록을 거절하는 사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전통적으로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할 것을 요함. 예컨대, 미국
연방상표법 제32조에 의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등록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79) 우리 상표법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한 상품 등에 사용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상표법 제66조)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과 ‘혼동가능성’이 상표권 침해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음. 기존 특허청의
입장은 TRIPs 제16조80)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규정
은 이와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핵심 포인트는 혼동가능성에 있음에 유념해야 함.
유명성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사용(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는 상표(비유사 상품 및 서비스 까지
확장) 의 출원 등록을 거절하는 사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사견) 한편, 제66조 제1항 1호 및 1-1호는 상표권의 효력에 적절히 반영하고, 침해의제행위는 별도로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1-1호와 같이 저명등록상표권의 효력을 명시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 제한 규정 및 부경법
과의 관계도 추가적 검토, 정리를 요함.

□ 제·개정 초안
제7조 제1항
12의 3. 국내81)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특정인[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1 국내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79) 15 U.S.C. § 1114(a)(1) (2000) (1)Any person who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rant— (a)use in
commerce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of a registered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b)reproduce,
counterfeit, copy, or colorably imitate a registered mark and apply such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to labels, signs, prints, packages, wrappers, receptacles or advertisements intended
to be used in commerce up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the registrant for the remedies hereinafter provided.
- (생략)
Passing off의 규제에 관하여는, 15 U.S.C. § 1125(a)(1)(A) (2000) 참조.
80) TRIPs 제16조(부여된 권리) :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identical or similar)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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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선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신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
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
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신설)

개정(안) 규정

비고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12의 3. 국내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특정인[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또
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식별력 또
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
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
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1 국내의 수요자간에 특정인[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
는 경우일지라도 그 선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82)

3. 제안 이유
□ 등록저명상표 보호의 필요성
○ 주지상표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말하
고, 저명상표는 그 인식의 정도가 심화되어 이종상품·영업에 이르기까지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함.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도 주지상표는 당해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등
거래관계자의 전반에 인식될 정도를 요하며, 저명상표는 이종상품·영업의 수요자 및 거래자의
압도적 다수가 인식할 것을 요함.
- 범위에 있어서 주지상표는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서 혼동가능성을 판단하지만
저명상표는 표장의 동일·유사상표는 물론 모티브가 같은 경우도 해당되며, 동종상품 외에 이종
상품이나 영업에 이르기까지 혼동여부를 판단해야 함. 그 주체에 있어서도 당해 주지상표는 당해
81) ‘국내’의를 장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외국’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8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다목은 저명상표의 희석화 금지를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
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
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금지하
고 있는데, 이 조문과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법개정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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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요자 및 거래자인 반면, 저명상표는 이종상품·영업의 수요자까지 확대되어 있음.
○ 대다수 국가의 well-known mark(주지상표), mark having a reputation(저명상표)로 구분하여[양
자를 포함하여 famous mark(유명상표)로 통칭],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
비스업에 대하여 보호하지만,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보호하
고 있음.
- 그런데, well-known mark(주지상표), mark having a reputation(저명상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
정이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둔 조약이나 개별국의 상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시장상황 등에 따라서 하위 규정이나 판례 등에 의해서 판단요소나 판단기준 등을 탄력
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미국은 bona fide intention 및 자신이 진정한 상표소유권자라는 사실의 진술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행상표의 식별력(명성)을 해하거나 부정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모방상표의 등록을 방지 하고 있음.
○ 그러나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는 사용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문제이므로 강학상 구별될 뿐 실제로는
구별이 곤란하며, 나아가 12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용 범위도 불분명함.
- 유명상표인 선행상표의 식별력을 해하거나 부정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종상품에 사용에 해당할
지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등록상표의 희석화 금지 규정의 신설
○ 일본83)과 구 영국상표법은 방호표장제도(Defensive Registration of Well-known Mark)를 규정하
고 있음.
- 방호표장제도는 저명상표의 이와 유사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하여도 방호표장의 등록을 인정
하며 방호표장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사용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후출원의 등록
을 배제하며 방호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에 제3자가 동일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함으
로써 기본상표와는 혼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도 저명상표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

83) 일본 상표법 제64조(방호표장등록의 요건)
①상표권자는 상품에 관한 등록상표가 자기의 업무에 관한 지정상품을 표시하여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록상표에 관한 지정상품 및 이에 유사한 상품이외의 상품 또는 지정상품에 유사한
서비스업이외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지정상품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우려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방호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년 법률65).
②상표권자는 서비스업에 관한 등록상표가 자기의 업무에 관한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여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등록상표에 관한 지정서비스업 및 이에 유사한 서비스업이외의 서비스업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유사한 상품이외의 상품에 대하여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그 서비스업 또는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지정서비스업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우려가 있는 서비스업 또는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방호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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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룩스 상표법에서도 1996. 1. 1일에 발효된 개정 베네룩스 상표법 제13조(1)(c)에 선사용 상표
가 베네룩스 3국에서 평판이 있고, 후사용 상표의 사용에 의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선사용
상표의 특별 현저성이나 평판을 해칠 경우 선사용상표의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표시를 비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 상표 사용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희석행위로 얻은 이익의 이전과
관련 동산의 압류조치를 할 수 있음.
- 유럽공동체상표법에서도 1993. 12. 20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40/94호의 제9조(1)(c)에 공동
체상표는 상표권자에게 그들의 상표가 공동체내에서 평판이 있고, 후사용상표의 사용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들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나 평판을 해칠 경우, 제3자가 그들의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비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금지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사용상표의 상표권자는 소송이 제기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타 법령상의
구제수단도 신청할 수 있음.
○ 물론 등록상표의 희석화는 부경법에 의해서 금지가능함. 다만 상표법에서 저명상표 자체의 보호
확대를 고려하는 경우,84) 저명상표의 효력범위를 비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까지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대응할 필요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85) 다만,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행위규제법(부정경쟁방지법)에 희석화 방지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상표법 독자로 희석화 방지를 규정하는 것은 의의가 인정되지만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함께 희석화방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역할분담(적용범위)가 중요할 것임.
- 한편, 희석화 방지는 혼동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상표법의 목적인
출처표시기능에 착안한 보호, 즉 상표적 사용에 한정하여 희석화 방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
적 사용 범위 밖에서의 희석화 경우까지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행하여야 할
것임.
4. 국내외 입법동향
□ 국제조약
(1) 국제조약의 분석 결과
국제적으로 저명상표86)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1883년 체결된 파리협약이 명문의 규정87)에서
발견됨.
또 TRIPs협정은 그 규정을 서비스표에 준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저명성판단의 속지성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

84) 선사용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12호에 의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후4448 판결.
85)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저명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적용, 대응하고 있다. 중국상표법 제13조
제2항은 중국에서 등록된 저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호범위는 비유사 범위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의 저명상표(치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정태호, “중국 상표법상 치명상표의 개념 및 인정방식에
대한 연구”, ｢창작과 권리｣ 2008년 겨울호(제53호), 2008, 75-1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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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88), 동협정은 비유사상품이나 비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하에 후출원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도록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음.89)
최근 저명상표의 보호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각국 판례는 혼동개념을 확대(likelihood of
association)하여 이 문제를 시도하고 있고, 나아가 WIPO에서도 파리협약의 관련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
하는 “유명상표보호규범”에 관한 공동권고안90)을 채택하였음.

□ 미국
(1) 미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 미국법원은 초기에 희석화방지조항의 적용을 꺼려해 오다 1977년 Allied Maintenance 사건을 계기로
하여 희석화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를 널리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은 1995년에 ‘연방상표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이하 'FTDA'라고 한다’)
에 의해서 규정된 연방상표법인 Lanham Act §43(c)를 통해서 상표의 희석화를 금지하였음.
○ 미국상표법은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상표법은 기본적으로 혼동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지성, 저명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에 의한 침해, 등록으로부터 상표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보호범위에 대하여 저명표장, 식별력이 강한 표장은 혼동의 염려의 유무결정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음.
-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연방상표희석화개정법)은 희석화 방지 규정. 거절사유를 규정하
고 있지는 아니함.
○ 저명상표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은
(1)(A)내지 (H)에서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 요건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상표의 본질적인 식별력이나 획득된 식별력의 정도
②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기간과 정도
③ 상표의 광고와 홍보의 기간과 정도
④ 상표가 사용된 거래지역의 지리적 범위
⑤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경로
⑥ 상표의 소유자와 금지명령의 대상자에 의하여 사용된 거래지역 및 거래경로에서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
⑦ 제3자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여부 및 정도
⑧ 상표가 1881년 법, 1905년 법에 등록되었는지 또는 주등록원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86) 저명상표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는 well-known mark(파리협약), famous mark(미국), mark having reputation
(EU)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라고도 칭한다. 이하에서는 저명상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87) 파리협약 제6조의 2
88) TRIPs협정 제16조 제2항
89) TRIPs협정 제16조 제3항
90) Joint Recommendation concering Provision on the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adopted bythe Assembly
of the Paris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the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t the Thirty-Fourth Series of Meetings of the Assemblies of the Member States
of WIPO September 20 to 29, 1999 (http://www.wipo.int/about-ip/en/development_iplaw/pdf/pub8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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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원이 저명하다고 결정할 경우에 전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 표장을 부착한 상품, 서비스의 잠재적 라이선싱
② 표장 사용의 범위와 기간
③ 특정시장 내에서의 사용 범위와 기간
④ 특정시장 내에서의 판매량, 시장침투의 정도, 판매비율
⑤ 광고의 범위와 기간
⑥ 표장의 등록 여부
⑦ 표장이 사양의 확장과 광고를 통하여 현저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⑧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과 그 거래채널의 범위와 성질
⑨ 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조사증거
- 다만, 상표의 사용이 '타자에 의한 비교광고 또는 판매촉진에서 유명상표권자의 경쟁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하기 위한 유명상표의 정당한 사용이거나, 상표의 비상업적인 사용 또는 뉴스보도, 논평, 해설의 경우
에는 상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2006년 10월 6일 부시대통령이 동년 3월 8일 상원본회의 및 3월 25일 하원본회의에서 가결된 연방상표
희석화개정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 이하 'TDRA'라고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1125(c)’를 개정하였음.91) TDRA(2006년 §1125(c))는 저명한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그 평판
을 훼손하는 사용으로부터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TDRA은 저명상표의 정의에 관하여, 본래 식별력을 가진 표장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사용에 의하여 식별
력을 획득한 표장에 대해서도 저명상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즉 TDRA는 “식별력을 가진(식
별력을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사후에 획득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저명상표의 권리자는 실제의 혼동
또는 혼동가능성경쟁’ 또는 실제의 경제적 손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명상표권자의 상표가
저명하게 된 후에 저명상표의 약화 또는 손상행위에 의하여 희석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
고 있음.
- 또 TDRA 은 ‘실제의 희석’을 입증하는 요건을 배제하고, ‘희석가능성’을 입증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상표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지청구권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92)
- TDRA는 식별력의 약화(Blurring)로 인한 침해뿐 만 아니라 식별력의 손상으로 인한 침해(Tarnishment)를
희석화행위의 구체적 태양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TDRA는 희석화(dilution)의 개념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관련한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①원고와 피고 간의 경쟁관계나
②혼동·착오·사기의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로 정의하고 있음.93)
- TDRA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업, 제품, 서비스 등의 단순 비판 등을 행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가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공정이용(fair use)에 의한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94)
(2) 해당조문
§1125. False designations of origin and false descriptions forbidden
(c) Remedies for dilution of famous marks.
(1) The owner of a famous mark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up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to an injunction against another person's commercial use in commerce
of a mark or trade name, if such use begins after the mark has become famous and causes dilution
of the distinctive quality of the mark, and to obtain such other relief as is provided in this subse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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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distinctive and famous, a court may consider factors such as, but not limited
to-(A) the degree of inherent or acquired distinctiveness of the mark;
(B) the duration and extent of use of the mark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r services with which the
mark is used;
(C) the duration and extent of advertising and publicity of the mark;
(D) the geographical extent of the trading area in which the mark is used;
(E) the channels of trade for the goods or services with which the mark is used;
(F)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mark in the trading areas and channels of trade used by the marks'
owner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injunction is sought;
(G) the nature and extent of use of the same or similar marks by third parties; and
(H) whether the mark was registered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or on the principal register.
(2) In an action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the owner of the famous mark shall be entitled only to
injunctive relief as set forth in section 34 [15 USC 1116] unless the person against whom the injunction
is sought willfully intended to trade on the owner's reputation or to cause dilution of the famous mark.
If such willful intent is proven, the owner of the famous mark shall also be entitled to the remedies set
forth in sections 35(a) and 36 [15 USC § §1117(a), 1118],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nd
the principles of equity.
(3) The ownership by a person of a valid registration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or on the principal register shall be a complete bar to an action against that person, with respect
to that mark, that is brought by another person under the common law or a statute of a State and that
seeks to prevent dilu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a mark, label, or form of advertisement.
(4) The following shall not be actionable under this section:
(A) Fair use of a famous mark by another person in comparative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to identify the competing goods or services of the owner of the famous mark.
(B) Noncommercial use of a mark.
(C) All forms of news reporting and news commentary.
(3) 번역문
1125. (원산지의 허위지정 및 허위기재의 금지)
(c) 유명상표 희석화의 구제
(1) 유명상표의 소유권자는 타인의 영업 또는 무역활동에서 본인의 표장이 주지저명하게 된 이후에 사용하여
표장의 식별력이 희석화되었을 경우에 하기의 조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원에서는 식별
력과 주지저명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A) 표장의 식별력 획득 또는 고유성 정도
(B)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정도 및 지속기간
(C) 표장의 명성 또는 홍보의 정도 및 지속기간
(D) 표장이 사용된 거래지역의 지리적 범위
(E) 표장이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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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상표의 소유권자에 의해 상업적 활동지역 또는 경로에서 표장이 알려진 정도
(G) 제3자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이 사용된 정도
(H) 1905년 2월 20일 또는 1881년 3월 3일 법에서 제정한 주등록부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2) 본 조항에서는 유명상표의 소유권자가 만약 상업적 활동상의 고의적으로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자의
명성 또는 유명상표의 희석화를 유발하
였다면 §1116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유명상표
의 소유권자는 §1117 제(a)항, §1118에 의해 법원에 고의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3) 1905년 2월 20일, 1881년 3월 3일 법 또는 주등록부의 유효한 등록권을 가진 자의 소유권은, 상표와
관련해 타인이 그 자에게 보통법, 주법 하에 제기하여 표장, 라벨, 광고 형태의 식별력 희석화를 방지하려는
소송에 대한 완전한 제한이 될 것이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A) 유명상표의 소유권자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타인에 광고 또는 상업적
활동에 의해 유명해진 표장인 경우
(B) 표장의 비상업적 사용
(C) 뉴스 보도서, 논평서 등의 모든 양식

□ 유럽
(1) 유럽 입법례의 분석 결과
EU는 EU상표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89 / 104 / EEC)과 EU상표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40 /
944)도 희석화 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다.
EU상표규칙 제8조(상대적 거절이유) 제5항은 “제2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선행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출원상표가 선행(공동체)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행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선행 공동체상표가 공동체내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경우 또는 관련 가맹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선행국내 상표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원된
후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선행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당히 이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는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고 하여 희석화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EU상표지침 제4조 3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EU회원국은 동 지침을 국내입법
했으므로, 모든 EU회원국은 저명상표의 희석화를 상표등록 (상대적)거절사유로 하고 있음.95)
(2) 해당조문
Article 8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5. Furthermore, upon opposition by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91) Pub. L. No. 109-302, 120 Stat. 1730 (2006).
92) 미국 연방상표법 중 희석화 금지규정의 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 및 개정 전 규정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글누리, 2006, 321~333면 참조.
93) "The term "dilution" means the lessening of the capacity of a famous mark to identify and distinguish goods
or service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1)competition between the owner of the famous mark
and other parties, or (2)likelihood of confusion, mistake, or deception." 15 U.S.C. §1127 (2006).
94) 패러디, 비평 외에 記名(nominative) 또는 記述的(descriptive)인 자유이용도 본 제외규정에 포함되며 그러한 행위
를 촉진하는 것(facilitation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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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rade mark applied for shall not be registered where i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earlier
trade mark and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in the case of an earlier Community trade mark, the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the Community and, in the case of an earlier national trade mark, the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the Member State concerned and where the use without due cause of the trade mark
applied for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or be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earlier trade mark.
Article 9 Rights conferred by a Community trade mark
1.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confer on the proprietor exclusive rights therein.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a)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Community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those for which the Community trade mark is registered;
(b) any sign where,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Community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Community trade mark and the sign,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between the sign and the trade mark;
(c) any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Community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Community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the latter has
a reputation in the Community and where use of that sign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Community trade mark.
(3) 번역문
제8조(상대적 등록거절사유)
5. 나아가 출원상표가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나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이 미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등록상표가 공동체상표인 경우에는 공동체 내에
서, 국내상표인 경우에는 회원국내에서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여 출원상표의 부적정한사용으로 인해 위 미등록
상표에 불이익을 주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해하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록상표 권리자의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거절된다
제9조(공동체상표의 권리)
1. 공동체상표는 공동체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 등록공동체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등록공동체상표와 동일한 표장
(b) 등록공동체상표와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
스업과 동일·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장 ； 혼동가능성은 상표와 표장간의 연합가능성을 포함한다.
(c) 등록공동체상표와 표장은 동일·유사하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등록 공동체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공동체상표가 공동체 내에서 저명하여 당해 표장의 부적정한
사용으로 인해 등 록공동체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에 해를 가하는 표장

95) [영국]은 모방 대상 상표의 주지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악의(bad faith)로 출원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영국상표법 제3조(절대적 거절사유) 제6항: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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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일본상표법은 부등록사유로 기만상표를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내지 제12호와 동일한 취지로 주지·저명 상표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음.
(2) 해당조문

第四条 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商標) 次に掲げる商標について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商標
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十 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ている商標又はこれ
に類似する商標であつて、その商品若しくは役務又はこれらに類似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
るもの
十一 当該商標登録出願の日前の商標登録出願に係る他人の登録商標又はこれに類似する商標であつて、その
商標登録に係る指定商品若しくは指定役務(第六条第一項(第六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り指定した商品又は役務をいう。以下同じ。) 又はこれらに類似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
用をするもの
十六 商品の品質又は役務の質の誤認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商標
十九 他人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として日本国内又は外国における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
されている商標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であつて、不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
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をいう。以下同じ。) をもつて使用をするもの(前各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3) 번역문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없다.
10.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품 혹은 서비스업 또는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1. 당해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등록
에 관한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업(제6조제1항[1상표1출원](제6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개정, 1991년 법률65)
16.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업의 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19.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본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기타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

271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 중국
(1) 중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중국상표법은 제13조 및 제14조에 치명상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치명(馳明)상표‘치명(馳明)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96)을 통해서 저명상표의 특별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은 치명상표의 부등록사용 및 사용금
지, 제13조 제2항은 등록치명상표의 보호범위가 비유사범위까지 미침을 규정하고 있는 ㅈ머이 특이하며, 제14
조는 치명상표 인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해당조문

제13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전업무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의 저명성의 기타 요소
(3) 번역문

第十三条 就相同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未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容易导致
混淆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不相同或者不相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已经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误导公
众，致使该驰名商标注册人的利益可能受到损害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第十四条 认定驰名商标应当考虑下列因素：
(一) 相关公众对该商标的知晓程度；
(二) 该商标使用的持续时间；
(三) 该商标的任何宣传工作的持续时间、程度和地理范围；
(四) 该商标作为驰名商标受保护的记录；
(五) 该商标驰名的其他因素。

96) 이하 조문은 중국상표법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으로, 저명상표 관련 주요 규정을
소개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이하 ‘상표법실시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의 저명상표란 중국에서 관련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를
말한다.
② 관련 공중에는 상표사용이 명시하는 어떤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요자를 포함하며, 전술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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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저명상표 보호’의 관점에서 저명등록상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부여
하고 있음
- 대만이나 뉴질랜드도 방호표장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유럽·미국형의 저명상표 보호제도로 이행하
는 등 국제적으로 상표법 체계 내에서 저명상표의 보호를 도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등록상표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출처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표사용에 대한 금지적
효력을 ‘비유사 상품・서비스로 확대하거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표의 희석화
나 신용이 손상되는 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저명상표 보호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외국 및 우리 입법례를 검토하여 상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과정에 관련된 판매자와 관련사람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아래의 자료는 상표의 저명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
1. 관련 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당해 상표의 사용ㆍ등록의 역사와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의 사용지속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3. 광고 선전과 판촉활동의 방식ㆍ지역범위ㆍ선전매체의 종류 및 광고 투입량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전업무의 지속시간ㆍ정도ㆍ지리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4. 당해 상표가 이미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5.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 생산량ㆍ판매량ㆍ판매수입ㆍ이윤 및 납부세액ㆍ판매지역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당해 상표의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
제9조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인정결과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동일 상표로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다시 인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저명상표를 인정할 경우,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된 각항의 요건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하지만, 당해 상표가 반드시 당해 조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전제는 아니다.
제11조 상표국ㆍ상표평심위원회 및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를 보호할 경우, 당해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①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경우, 당해 상표가 중국의 관련
주관기관에 의하여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수리한 사건이 이미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또는 비록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하
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 보호기록의 결론에 의하여
사건에 대하여 재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③ 수리한 사건이 이미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하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당해 저명상표의 자료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결정을 해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가 타인이 자신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당해 기업명칭의 등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
고,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위조상표 범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15조 저명상표를 보호하는 처리결정은 처리기관이 소재하는 성(자치구ㆍ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국
에 사본을 송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①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응한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상응한 감독 제한조치를 제정하여, 저명상표
인정업무 전 과정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② 저명상표 인정업무에 참여하는 관련 직원은 직권남용ㆍ사리사욕 추구 및 부정한 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저명상표 인정 관련 사항을 위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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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선행 권리와의 관계
1. 현행 규정
□ 제 7 조 제1항
15.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
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양자간) 또는 다자간(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
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
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15호에 의하면,품종의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배타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종자산업법의 규율과 모순되므로, 특별법에서 보호되는 품종명칭
은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함.97)
상표법 제7조 제1항 16호 및 제17호도 동일한 입법론에 따라 타법에 의해선등록되어 보호되는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음. 이러한 뻐리를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 관련 권리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개정 초안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
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각 호
2.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
3.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및 기타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97) 에컨대, 일본종묘법상의 품종등록을 받은 품종의 명칭과 유사한 상표이고, 그 품종의 종묘와 유사한 상품, 서비스
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은 거절된다(일본상표법 제4조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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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
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
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
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때
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
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각 호
2.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
3.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및 기타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상
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비고

3. 제안 이유
□ 권리의 저촉 (사후규제)
○ 권리의 저촉이란 두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서 그 어느 쪽을 행사하더라도 타방의 권리를 침해
하게 되는 관계를 말함.
- 상표법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
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나 그 출원일
전에 성립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이들 선행권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표
권의 전용권을 제한하고 있음(상표 §53).
○ 상표법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은 각기 보호법익이 상이하여 상호 독립
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만, 보호 객체의 구성요소가 공통되어 권리간에 경합 내지 저촉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출원우위의 원칙(저작권의 경우에는 출원일과 권리발생일)에 의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사전규제의 필요성
○ 상표의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은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원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저작물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 또는 제7조 제1항
12호로 거절되겠지만, 착오로 등록된 경우 또는 타인의 저명하지 않은 저작물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53조에 적용에 의한 사후규제만이 가능함.98)
○ 특정 명칭이나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배타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율과 모순되거나, 상표권에 선행하는 권리, 예컨대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객체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출원하여 권리화하려는 시도가
98) 타인의 저작물과 저촉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도 그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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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서 보호되는 선행권리의 보호대상인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출원한 경우에
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화할 필요가 있음.99)
다만, 성명권, 초상권의 경우에는 저명한 성명 및 초상 등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6호에
의해서 등록이 거절되므로, 저명성이 없거나 낮은 성명이나 초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절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 검토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상표법은 심사단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과의 사전 충돌방지
규정을 제한적으로만 규정(에컨대, 품종명칭 및 지리적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적극적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상표 등록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저명하지 아니한 캐릭터를 상표등록하여 행사하거나, 성명권이나 초상권의 보호객체 등을 상표
등록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중가하고 있기 때문임.
4. 국내외 입법동향
□ EU
(1) EU 입법례의 분석 결과
○ EU 상표규칙 제52조(상대적 무효사유)는 저작권, 디자인권, 초상권 등 선행권리(Earlier right)와 저촉되어
EU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경우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상표지침 제4조 4(c)은 상표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EU회원국은 지침의 국내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EU회원국내에서는 선행 상표등과 저촉등이 아니라도 저작권, 디자인권, 초상권 등
선행권리(Earlier right)와 저촉되어 EU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경우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여기서 사용금지권자는 선행권리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선행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
록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 및 기타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이나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무효로 하고 있음:
(a) 성명권;

99) 2. 독일상표법 제13조 [기타의 선행권리]
(1) 타인이 등록상표의 선행순위 기준일 이전에 상표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其他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 권리가 그에게 독일연방공화국의 전 영역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2)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기타의 권리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속한다:
1. 성명권,
2.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
3. 저작권,
4. 품종명칭,
5. 지리적 출처표시,
6. 기타 영업상의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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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초상권;
(c) 저작권;
(d) 산업재산권.
다만 독일은 선행권리와 저촉되는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서 이이신청 등에 의한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만(독일 상표법 제13조), 최근에는 독일 상표법 제8조 제2항 10호(악의[bösgläubig]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
로 거절하고 있음.
(2) 해당조문
Article 53 Relative grounds for invalidity
1.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a) where there is an earlier trade mark as referred to in Article 8(2) and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or paragraph 5 of that Article are fulfilled;
(b) where there is a trade mark as referred to in Article 8(3) and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paragraph
are fulfilled;
(c) where there is an earlier right as referred to in Article 8(4) and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paragraph
are fulfilled.
2.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also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where the use of such trade mark may be prohibited
pursuant to another earlier right under the Community legislation or national law governing its protection,
and in particular:
(a) a right to a name;
(b) a right of personal portrayal;
(c) a copyright;
(d) an industrial property right.
3. A Community trade mark may not be declared invalid where the proprietor of a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or 2 consents expressly to the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befor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r the counterclaim.
4. Where the proprietor of one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or 2 has previously applied for
a declaration that a Community trade mark is invalid or made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he may not submit a new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r lodge a counterclaim on the basis
of another of the said rights which he could have invoked in support of his first application or counterclaim.
5. Article 52(3) shall apply.
(3) 번역문
상표규칙 제53조(상대적 무효사유)
1. 공동체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 또는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무효로
된다.
(a)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상표가 존재하고 동조의 제1항이나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b)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존재하고 동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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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8조 제4항에서 언급된 선권리가 존재하고 동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 공동체상표는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 및 기타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이나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무효로 된다.
(a) 성명권
(b) 초상권
(c) 저작권
(d) 산업재산권
3. 공동체상표는 무효신청 또는 반소청구가 제기되기 전 제1항 내지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권리자가 공동체상
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때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권리자가 이미 무효신청을 하였거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초 무효
청구 또는 반소청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권리로써 무효신청 또는 반소청구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5. 제51조 제3항은 본 조에도 적용된다.

□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일본상표법은 우리법제와 마찬가지로 선행권리 저촉의 문제를 사후적으로만 규제하고 잇있 뿐이고, 거절이유
나 이의신청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음.
(2) 해당조문

第二十九条 (他人の特許権等との関係)
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は、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ついての登録商標の使用がその使用
の態様によりその商標登録出願の日前の出願に係る他人の特許権、実用新案権若しくは意匠権又はその商標
登録出願の日前に生じた他人の著作権と抵触するときは、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のうち抵触する部分につい
てその態様により登録商標の使用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번역문

제29조(타인의 특허권등과의 관계)
①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의 양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혹은 의장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중 저촉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그 양태에 따라서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1991년 법률65, 1996년 법률68)

□ 중국
(1) 중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중국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이 다른 선행권리와 저촉하거나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해서는 아니됨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선행권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ㅜ정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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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조문
第三十一条 申请商标注册不得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也不得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他人已经使用并有
一定影响的商标.
(3) 번역문
제31조
상표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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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권리·효력 분야

Ⅰ 정의 규정의 보완
1. 현행 규정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
(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내지 7. (생략)
② (생략)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략)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1) “상표”의 정의를 개정함
2) “서비스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상표”로 통합하여 규정함
3)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를 “서비스”로 변경하여 규정함

□ 제·개정 초안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호·
문자·숫자·도형·색채·입체적 형상·소리·냄새 등과 이들의 결합 등으로 구성된다.
2. (삭제)
3. 내지 7. (생략)
② (생략)
③단체상표·증명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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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
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
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
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
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내지 7. (생략)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상표"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말하며, 기호·문자·숫자·도형·색
채·입체적 형상·소리·냄새 등과 이들의
결합 등으로 구성된다.

비고

2. <삭제>

3. 내지 7. <생략>
③단체상표·증명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제안 이유
□ “상표”의 정의를 변경함
○ 상표의 정의에서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라는 표현을 삭제함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협정) 및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가 영위하
는 업(業)이 무엇인지를 규정한 경우는 없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기로 함
○ 상표의 정의에서 “표장”이라는 단어와 표장을 설명하는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기호·문자·숫자·도형·색채·입체적 형상·소리·냄새 등과 이들의 결
합 등으로 구성된다”와 같이 본문에 예시적으로 표현함
○ 상표의 정의에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행 상표법(제2조 제항 제1호 다목) 및 유럽공동체상표법, 독일상표법, 영국
상표법 등은 이와 같은 표현을 두고 있음.
○ 다만, 시각적인 방법으로의 시각적 표현은 상표의 구성요건이라기 보다는 등록요건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상표의 정의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제7조 제1항 각 호 또는
거절이유를 규정한 부분에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개인적인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표의 범주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서", "업무에 관한"
또는 "업으로서"와 같은 표현을 상표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표란 본질상
‘상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의 규정에 그러한 표현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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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함.
○ 참고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나 EU공동체상표법 등은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one undertaking from those of other underk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여 "특정 업자", "다른 업자"와 같은 표현을 정의에 포함하고 있음
□ 서비스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상표로 통합함
○ 상표법이 ‘상표’와 ‘서비스표’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은 양자가 전혀 다른 성격
의 별개의 권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 상표법은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상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한편 강학상 “상품상표” 또는
“서비스상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기로 함
○ ‘서비스표’라는 용어의 삭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의 개정이 요구됨
∙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
∙ “단체표장”은 “단체상표”, “증명표장”은 “증명상표”로 용어를 변경
∙ 제2조 제3항에서 “서비스표”를 삭제
∙ 제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서 “서비스표”를 삭제
∙ 제19조 제1항 출원의 변경에서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삭제
∙ 기타 “상품의”를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로 변경
□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를 ‘서비스’로 변경함
○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는 유형의 상품에 대응하는 무형의 '용역(用役)' 즉, 'service'를 우리말로 표
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므로 이를 '서
비스'로 변경함이 타당함
○ 타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저작권법의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4. 국내외 입법동향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1) 입법례의 분석
- TRIPs 협정 또한 상표의 사용주체가 어떤 영업을 영위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TRIPs 협정은 상표의 정의에 자타상품식별력에 대해서 규정하는 한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등록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TRIPs 협정은 표지의 시인성(視認性)을 등록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상표법은
시인성을 상표의 구성요건 또는 등록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2) 해당 조문
Article 15 Protectable Subject Matter
Any sign, or any combination of signs,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one under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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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ose of other undertakings, shall be capable of constituting a trademark. Such signs, in particular
words including personal names, letters, numerals, figurative elements and combinations of colours as well
as any combination of such signs, shall be eligible for registration as trademarks.
Where signs are not inherently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Members may
make registrability depend on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Members may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3) 번역문
제15조 (보호대상)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표지가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해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국
(1) 입법례의 분석
미국 연방상표법은 상표의 정의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있으며,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인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표의 정의에 상표의 제 기능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한편,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라고 하여 상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device'는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단일의 색채, 소리, 냄새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한편, 미국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상표와 동일한 방법과 효력으로 보호받음
을 규정하고 있음(제1053조)
(2) 해당 조문
§45 (15 U.S.C. §1127).
The term “"trademark”" includes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1) used by a person, or
(2) which a person has a bona fide intention to use in commerce and applies to register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to identify and distinguish his or her goods, including a unique product, from those manufactured or sold
by others and to indicate the source of the goods, even if that source is unknown.
(3) 번역문
제45조
“상표(trademark)”에는 독특한 생산품을 포함한 그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과 식별하며 그 출처가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 명칭, 상징이나 고안 또는 그 결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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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
2. 특정인이 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성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법에 의하여 비치된 주등록부상에 등록출원
을 하는 것

□ 독일
(1) 해당 조문
Artikel 3 (Als Marke schutzfähige Zeichen)
(1) Als Marke können alle Zeichen, insbesondere Wörter einschließlich Personennamen, Abbildungen,
Buchstaben, Zahlen, Hörzeichen, dreidimensionale Gestaltungen einschließlich der Form einer Ware oder
ihrer Verpackung sowie sonstige Aufmachungen einschließlich Farben und Farbzusammenstellungen
geschützt werden, die geeignet sind,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ines Unternehmens von denjenigen
anderer Unternehmen zu unterscheiden.
(2) Dem Schutz als Marke nicht zugänglich sind Zeichen, die ausschließlich aus einer Form bestehen,
1. die durch die Art der Ware selbst bedingt ist,
2. die zur Erreichung einer technischen Wirkung erforderlich ist oder
3. die der Ware einen wesentlichen Wert verleiht.
(2) 번역문
제3조(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
① 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다른 기업의 그것과 구별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지, 특히 名을 포함한
단어, 도형, 문자, 숫자, 소리부호,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 립체적 형상 및 색채 및 색채들의 조합을
포함한 기타의 외장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다.
② 다음의 형상만으로 구성되는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될 수 없다.
1. 상품자체의 성질에 의존하는 형상,
2.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또는
3. 상품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 영국
(1) 입법례의 분석
영국 상표법은 상표가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graphically)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단어(성명 포함), 디자인, 문자, 숫자 등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예시하고 있다.
(2) 해당 조문
1. Trade marks
(1) In this Act a “trade mark” means any sign capable of being represented graphically which is capable
of distinguishing goods or services of one undertaking from those of other undertakings.
A trade mark may, in particular, consist of words (including personal names), designs, letters, numerals
or the shape of goods or their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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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
제1조(상표)
이 법에서 “상표”란 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 사업자의 것과 식별할 수 있게 도시할 수 있는 기호를
의미한다.
상표는 특히 단어(성명 포함), 디자인, 문자, 숫자 또는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 일본
(1) 해당조문

第二条 (定義等)
この法律で「商標」とは、文字、図形、記号若しくは立体的形状若しくはこれらの結合又はこれらと色彩と
の結合(以下「標章」という。) であつて、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業として商品を生産し、証明し、又は譲渡する者がその商品について使用をするもの
二 業として役務を提供し、又は証明する者がその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もの(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2) 번역문

제2조(정의등)
①이 법률에서「상표」라 함은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
(이하｢표장｣이라고 한다)으로서 다음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1. 업으로서 상품을 생산, 증명 또는 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2. 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증명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전호에 게재된 것을 제외
한다).

□ 중국
(1) 입법례의 분석

영국 상표법은 상표가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graphically)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단어(성명 포함), 디자인, 문자, 숫자 등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예시하고 있다.
(2) 해당 조문

第八条 任何能够将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的商品与他人的商品区别开的可视性标志，包括文字、图形、字
母、数字、三维标志和颜色组合，以及上述要素的组合，均可以作为商标申请注册。
(3) 번역문

제8조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
와 색상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지는 상표로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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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상표법 3차 개정안

제6조 (상표개념)
①상표(브랜드)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서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를 가리킨다.
②상표는 문자·도형·알파벳·숫자·3차원표지 및 색채조합과 이들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Ⅱ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정의 규정을 신설
1. 현행 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무형의 재화에 관한 것이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제·개정 초안
제2조(정의) ①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상표가 표시
된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
마.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광고·거래서류 기타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그것을 전시·반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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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
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신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
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
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
표를 표시하는 행위
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
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전시
하는 행위
마.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광고·거래서류 기타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그것을 전시·반포 또는 제공
하는 행위

<신설>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비고

3. 제안 이유
□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이하, '서비스 상표'라 함)는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용역)에 관한
것이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이 필요
○ 서비스 상표의 사용 대상인 서비스는 제공자로부터 제공을 받는 자에게 직접 제공되므로 상품과
달리 전전유통되지 않음
○ 무형의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상표를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된 물건에 서비스
상표를 표시하거나, 서비스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전시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의 일태양으로
정의함

□ 서비스와 관련된 물건의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 여부의 검토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물건은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반되는 물건(예: 호텔업에서의 수건,
악기전시업에서의 악기)과 둘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물건(예: 가구수선업에서 가구)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전자는 가목 및 나목에서, 후자는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물건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제공에 ‘밀접한
물건’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 등과 같이 그 물건의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커피숍운영업의 경우 커피숍 간판, 커피의 제공에 필요한 커피잔이나 재떨이 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커피숍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볼펜이나 메모지,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인 커피잔이나 머그컵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도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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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상표의 사용을 정의하는 입법례
○ 구체적으로 유형을 예시하는 경우: 일본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미국 연방상표법 제45조, 중국 3차 개정안 제56조
○ 상기 입법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왔음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관한 사용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으로 함
□ 신설 또는 변경된 정의 규정의 의미
○ 나목의 '양도 또는 인도'를 '판매'로 변경함. 양도와 인도는 유상·무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상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매로 용어를 변
경함. 다만, 판매도 무상·유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목과 라목에서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므로 상표를 부착하거나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
능함.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그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서비스 상표의 사용 행위로 규정하였음
○ 일본 상표법은 첫째,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양도 또는 대여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예: 예금통
장에 은행의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둘째, 같은 항 제4호에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붙인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예:
택시운송업자가 택시의 외부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고객을 운송하는 행위), 셋째, 같은 항 제5호
에서 "서비스의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붙인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예: 자동차렌트서비스에서 서비스표가 표시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의
3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고 표현하였음
○ 한편, 일본 상표법은 제2조 제3항 제6호에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는 자의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물건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예: 세탁업에서 세탁하여 배달하는 의복의
비닐포장에 해당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별개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것은 서비스
제공 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상기 제3호 내지 제5호와 차이가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함
○ 마목은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을 변경한 것으로서, 현행 상표법의 정가표100), 간판,
표찰은 모두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수반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것들을 삭제하고 기타
수단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수정함. 다만, 광고·거래서류는 이와 같은 관련 수단의 대표적인
개념이므로 예시적으로 남겨두기로 함

100) 정가표는 가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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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1) 해당 조문
§45 (15 U.S.C. §1127).
Use in commerce.
The term “use in commerce” means the bona fide use of a mark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not made merely to reserve a right in a mark.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 mark shall be deemed
to be in use in commerce—
(1) on goods when—
(A) it is placed in any manner on the goods or their containers or the displays associated therewith or
on the tags or labels affixed thereto, or if the nature of the goods makes such placement impracticable,
then on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goods or their sale, and
(B) the goods are sold or transported in commerce, and
(2) on services when it is used or displayed in the sale or advertising of services and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commerce, or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more than one State or in the United States and
a foreign country and the person rendering the services is engaged in commerce in connection with the
services.
(2) 번역문
제45조
“거래상의 사용(Use in commerce)”이라 함은 영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표장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
고 이는 단지 표장의 권리를 유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법에 있어서, 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거래상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1) (A) 그 표장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 상품, 그 용기 또는 그에 관련된 전시물이나 그에 부쳐진 꼬리표 또는
라벨이나 상품의 성질상 그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품 또는 판매와 관련된 문서에 부착되는 경우
및 (B) 상품이 판매되거나 거래를 위하여 이송되는 경우
(2) 서비스에 관하여 : 그 표장이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되거나 전시되고 그 서비스가 거래상 또는
1이상의 주, 미국 또는 외국에서 제공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관련된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 독일
(1) 해당 조문
Artikel 14(Ausschließliches Recht des Inhabers einer Marke; Unterlassungsanspruch; Schadensersatzanspruch)
(4) Dritten ist es ferner untersagt, ohne Zustimmung des Inhabers der Marke im geschäftlichen Verkehr
1. ein mit der Marke identisches Zeichen oder ein ähnliches Zeichen auf Aufmachungen oder
Verpackungen oder auf Kennzeichnungsmitteln wie Etiketten, Anhängern, Aufnähern oder dergleichen
anzubringen,
2. Aufmachungen, Verpackungen oder Kennzeichnungsmittel, die mit einem mit der Marke ident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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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chen oder einem ähnlichen Zeichen versehen sind, anzubieten, in den Verkehr zu bringen oder zu
den genannten Zwecken zu besitzen oder
3. Aufmachungen, Verpackungen oder Kennzeichnungsmittel, die mit einem mit der Marke identischen
Zeichen oder einem ähnlichen Zeichen versehen sind, einzuführen oder auszuführen,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die Aufmachungen oder Verpackungen zur Aufmachung oder Verpackung
oder die Kennzeichnungsmittel zur Kennzeichnung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nutzt werden,
hinsichtlich deren Dritten die Benutzung des Zeichens nach den Absätzen 2 und 3 untersagt wäre.
(2) 번역문
제14조(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히 다음 각 호는 금지된다.
1. 표지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는 행위
2. 그 표지하에서 상품의 양도 또는 인도의 청약하거나, 시장에 내놓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
3. 그 표지하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청약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그 표지하에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5. 영업용 서류에 또는 광고에서 그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영국
(1) 해당 조문
10. (Effects of registered mark)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erson uses a sign if, in particular, he(a) affixes it to goods or the packaging thereof;
(b) offers or exposes goods for sale, puts them on the market or stocks them for those purposes under
the sign, or offers or supplies services under the sign;
(c) imports or exports goods under the sign; or
(d) uses the sign on business papers or in advertising.
(2) 번역문
제10조 (등록상표의 효력)
④ 본 조에 있어서,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된다.
1. 표지를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붙이는 행위
2. 판매를 위한 청약을 하거나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시장에 내놓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 표지하에서 서비스 제공의 청약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그 표지하에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4. 영업용 서류(business papers)에 또는 광고에서 그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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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 해당조문

第二条 (定義等)
３ この法律で標章について「使用」とは、次に掲げる行為をいう。
一 商品又は商品の包装に標章を付する行為
二 商品又は商品の包装に標章を付したもの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
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三 役務の提供に当たりそ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用に供する物(譲渡し、又は貸し渡す物を含む。以下同じ。)
に標章を付する行為
四 役務の提供に当たりそ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用に供する物に標章を付したものを用い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
五 役務の提供の用に供する物(役務の提供に当たりそ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用に供する物を含む。以下同
じ。) に標章を付したものを役務の提供のために展示する行為
六 役務の提供に当たりその提供を受ける者の当該役務の提供に係る物に標章を付する行為
七 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次号に
おいて同じ。) により行う映像面を介した役務の提供に当たりその映像面に標章を表示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
八 商品若しくは役務に関する広告、価格表若しくは取引書類に標章を付して展示し、若しくは頒布し、又は
これらを内容とする情報に標章を付して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行為
４ 前項において、商品その他の物に標章を付することには、商品若しくは商品の包装、役務の提供の用に供
する物又は商品若しくは役務に関する広告を標章の形状とすることが含まれるものとする。
(2) 번역문

제2조(정의등)
③이 법률에서 표장에 대하여「사용」이라는 것은 다음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부착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양도, 또는 대여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부착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5. 서비스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물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부착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관계된 물건에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7. 전자적 방법(전자적방법, 자기적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도 같다)에 의해 행하는 영상면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영상면에 표장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8.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표장을 부착하여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또는 이것
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표장을 부착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행위
④전항에 있어서, 상품 기타 물건에 표장을 부착하는 것에는,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서비스의 제공용으로
공급되는 물건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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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 입법례의 분석

현행 중국상표법상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상표권 침해 행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관계된 내용이 나온다.
(2) 해당 조문

第五十二条 有下列行为之一的，均属侵犯注册商标专用权：
(一) 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的；
(二) 销售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的；
(三)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的；
(四) 未经商标注册人同意，更换其注册商标并将该更换商标的商品又投入市场的；
(五) 给他人的注册商标专用权造成其他损害的。
(3) 번역문

제52조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
1. 상표등록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경우
4. 상표등록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그 변경한 상표의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
는 경우
5.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4) 중국 상표법 개정초고(2007. 8)101)

제8조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은 상업활동중 상표를 상품·상품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물건에 사용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교역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평면 그림·디지탈영상음
악·전자매체 또는 기타 매개물을 이용하여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선전·전람 및 기타 사업활동중의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5.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국내 판례
□ 서비스 상표의 사용에 관한 국내 판례들은 일본 상표법상 서비스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임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록취소(상)】
[1]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101) 2007.11. 특허법인 태평양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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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갑이 을 제과회사를 상대로 지정서비스업을 제과점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이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병 주식회사가 백화점에서 제과점업
을 영위하면서 판매대에 있는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는 나무상자 등에 구운 빵들을 담아
놓았고 주변에 빵의 종류·가격 등과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나무판들을 놓았는데, 등록
서비스표가 표시된 나무상자들은 제과점업이라는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면은 간판 기능도 하고 있고 나무판들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가표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나무상자들 및 나무판에 표시되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한 사례.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 본죽 사건
한식점경영업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의 범위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건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즉 죽을 제공하면서 죽을 담은 용기 또는 죽용기를 포장하는 쇼핑백에 표장
을 붙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되
는 이상,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은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밖에 없다.
6. 기타
□ 상표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의 필요성 여부
○ 우리 나라 상표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을 구체적으
로 열거하고 있음
○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표가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것을 위하여, 미국 상표법, 영국 상표법처럼 상표의 사용 또는 상표적 사용 (또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정의 규정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 상거래에서의 사용(use in commerce)이란 정상적인 상거래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영국 : “상거래 과정에서 (in the cource of trade)”라는 표현을 사용함102)
□ 상품과 서비스간에도 상품과 상품간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02) 영국 상표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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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상품과 서비스간에도 등록요건 또는 권리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과 상품 또는
서비스와 서비스간에 적용되는 유사판단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서비스표라는 용어를 상표로 통합하면 논란의 소지가 더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법적근거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일본 상표법 제2조 제5항처럼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일본 상표법 제2조 제5항)
-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に類似するものの範囲には役務が含まれることがあるものとし、役務に
類似するものの範囲には商品が含まれることがあるものとする。
- 이 법률에 있어서, 상품에 유사한 것의 범위에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하고, 서비스
에 유사한 것의 범위에는 상품이 포함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한다.

Ⅲ 특수한 유형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보완
1. 현행 규정
□ 제2조(정의)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상표의 입체적인 방식으로의 사용,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의 사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용 등 특수한 유형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함

□ 제·개정 초안
제2조(정의)
② 제1항제7호각목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물건,
광고 등을 상표의 3차원적인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7호각목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기통신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과정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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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
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
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제2조(정의)
② 제1항제7호각목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
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서비스의 제공
과 관련한 물건, 광고 등을 상표의 3차원적인 형
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
함한다.
③ 제1항제7호각목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
하는 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
한 전기통신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
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과정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

3. 제안 이유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기통신의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 (디지털, 쌍방향식) TV 화상면,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화상면, 이메일, 인터
넷 동영상(예: Youtube) 등에서 노출되는 상표와 서비스표의 사용은 기존의 사용태양과 달리 전기
통신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상표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를 참고하되 우리 법규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전자적으로 송·수
신되는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을 포섭함
○ 현행 상표법 제2조 제2항이 입체적 형상의 사용을 상표의 ‘표시’로 규정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전기통신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노출, 광고 등을 상표의 ‘표시’로 간주함으로
써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상표·서비스표의 표시, 유통, 광고행위를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음

4. 국내외 입법동향
□ 일본
(1) 해당 조문

第二条 (定義等)
七 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人の知覚によつ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次号
において同じ。) により行う映像面を介した役務の提供に当たりその映像面に標章を表示して役務を提供する
行為
八 商品若しくは役務に関する広告、価格表若しくは取引書類に標章を付して展示し、若しくは頒布し、又は
これらを内容とする情報に標章を付して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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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문

제2조 (정의 등)
7. 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 磁氣的方法 기타 타인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에 의해 행하는 映像面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영상면에 표장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표장을 붙여서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또는 이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표장을 붙여 電磁的方法으로 제공하는 행위

□ 중국
중국 상표법 개정초고(2007. 8)
제8조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은 상업활동 중 상표를 상품·상품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물건에 사용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교역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평면 그림·디지탈영상음
악·전자매체 또는 기타 매개물을 이용하여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선전·전람 및 기타 사업활동
중의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103)

5. 관련 판례
□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 홈페이지상에서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사용
하는 행위, 메타태그에 의한 광고행위, 키워드광고행위 등에 대하여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며, 법원의 입장도 확립되지 못한 상태임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 Rolls-royce 사건
도메인 이름은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마하몰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목에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
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권리범위확인) - VSP 사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
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
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103) 비고에 의하면, “종전의 조례규정(제3조)을 흡수하고, 서비스상표 사용행위에 대한 관련규정을 추가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네트워크의 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을 하기 위하여 상표사용형식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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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기타
○ 특허법은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
게 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전기통신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Ⅳ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시점을 변경
1. 현행 규정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
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④ 내지 ⑥ <생략>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시점을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함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8호
의2를 삭제함에 따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의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규정
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함

□ 제·개정 초안
①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④ 내지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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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②
③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
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
"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
지 아니한다.
④
⑤
⑥

개정(안) 규정

비고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②
③ <삭제>

④
⑤
⑥

3. 제안 이유
○ 상표등록여부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인바,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 기존의 상표법이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은
행정행위의 용이성 차원에서 판단시점을 획일적으로 일원화한 것임
○ 즉, 등록여부결정시(행정처분시)를 기준으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등록여부
결정시점에 따라 상표등록가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켜 심사의 장기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 그러나 획일적으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 이전에 그 상표와 저촉하는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등록무효, 등록취소, 상표
권의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출원을 거절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하자있거나 소멸된 권리로 인하여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며, 출원인은 저촉하는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 다
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만 하는 불경제를 초래하게 됨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114 (병합)결정은 출원상표와 저촉하는 선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인용상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상표법 제7조 제2항 본문 괄호
의 규정에 대하여, “선등록이 무효심결 확정된 경우에 후출원이 출원중이라면 그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특히 후출원이 등록된 후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인 상표권과
당해 상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고 판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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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 국내 상표법의 연혁
1. 1973. 2. 8. 전부개정 상표법에서 본 규정 신설
1973. 2. 8. 개정 (1974. 1. 1. 시행) 법률 제2506호

제9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③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1990. 1. 13. 전부개정 상표법에서 단서 추가
1990. 1. 13. 개정 (1990. 9. 1. 시행) 법률 제4210호

제7조 ③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후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 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1997. 8. 22. 일부개정 상표법에서 괄호 추가
1997. 8. 22. 개정 (1998. 3. 1. 시행) 법률 제5355호

제7조 ③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
원후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 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004. 12. 31. 일부개정 상표법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관련 조항 추가
2004. 12. 31. 개정 (2005. 7. 1. 시행) 법률 제7290호

제7조 ③ 제1항 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후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 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2007. 1. 3. 일부개정 상표법에서 단서 문구 조정
2007. 1. 3. 개정 (2007. 1. 3. 시행) 법률 제8190호

제7조 ③ 제1항 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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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상표법 제7조 제3항 괄호 부분은 2009. 4. 30.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
로써 동일자로 효력을 상실함(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114 (병합)결정)
○ 위헌결정의 주문은 “상표법 제7조 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 위헌결정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무효심결의 소급효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본 결정을 반영하여 2010. 7. 28. 개정 상표법에서 해당 괄호부분이 삭제됨
7. 2010. 7. 28. 일부개정 상표법에서 괄호 부분의 삭제
2010. 1. 27. 개정 (2010. 7. 28. 시행) 법률 제9987호

제7조 ③ 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
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 일본
(1) 입법례의 분석
일본 상표법에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만 있고,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대응
하는 규정은 없음. 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대응하는 규정(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대해서는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결정시임을 알 수 있음
(2) 해당조문
第四条 (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商標)
次に掲げる商標について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2.
3. 第一項第八号、第十号、第十五号、第十七号又は第十九号に該当する商標であつても、商標登録出願
の時に当該各号に該当しないもの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は、適用しない。
(3) 번역문
제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내지 19.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8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해당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년 법률116호, 1996년 법률
68호)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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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 입법례의 분석
미국 상표법에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은 없고, 37 C.F.R. 및 상표심사기준(TMEP)에
서 선등록 인용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이 등록, 취소 또는
포기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후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선출
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거절, 포기, 등록취소되면 후출원이 등록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출원상표에 대한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해당 조문 및 번역문
미국 37 C.F.R.
§2.83 Conflicting marks. (c) Action on the conflicting application which is not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for opposition or not issued on the Supplemental Register will be suspended by the Examiner
of Trademarks until the published or issued application is registered or abandoned. [37 FR 2880, Feb.
9, 1972, as amended at 54 FR 37594, Sept. 11, 1989]
심사관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출원공고되지 않은 또는 보조등록부에 등록결정되지 않은 저촉하는 출원에 대하
여는 출원공고된 또는 등록결정된 출원이 등록 또는 포기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
미국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8th Edition105)
716.02(a) Applicant’s Petition to Cancel Cited Registration
If the examining attorney refuses registration under §2(d) 106) of the Trademark Act in view of the mark
in a prior registration, the applicant may file a peti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under 15 U.S.C. §1064
and, within a proper response period, inform the examining attorney that the petition to cancel has been
filed. This will constitute a proper response to the §2(d) refusal, and may be done by telephone, if there
are no other outstanding issues that require a written response. The examining attorney will then suspend
further action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cancellation proceeding, if the application is otherwise in condition
for approval or final refusal.
심사관이 선등록상표를 이유로 상표법 제2조(d)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상표법 제14조(15
U.S.C. 1064조)에 따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소정의 기한내에 심사관에게 취소심판이 청구되었음을 통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제2조(d)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며, 서면 응답을 요하는 명백한 지시가 없으면
전화상으로 해도 된다. 심사관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출원이 등록 또는 최종결절될 것인 경우에는 취소심판절
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716.02(c) Conflicting Marks in Pending Applications
When there are conflicting marks in pending applications, action on the application with the later effective
filing date will be suspended (if the application appears to be otherwise in condition for publication or issue
or for a final action) until the mark in the conflicting application with the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s either
registered or abandoned. 37 C.F.R. §2.83(c).
저촉하는 2이상의 출원이 출원계속중인 경우, 후출원에 대해서는 (그 출원이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

104) 일본 상표법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제4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5호
제4조 제1항 제17호
제4조 제1항 제19호

우리나라
대응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9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7조 제1항 제14호
제7조 제1항 제12호

판단시점
출원시(제7조 제2항)
출원시(제7조 제2항)
출원시(제7조 제2항)
출원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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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등록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에 관한 저촉하는 출원상표가 등록되거나 포기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

□ EU공동체상표법
○ EU 공동체상표법상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대응하는 거절이유는
제8조 제1항 (a)인데 이것은 상대적 거절이유이므로 선출원 상표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판단시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Ⅴ 제7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및 관련 규정의 폐지
1. 현행 규정
□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1. 내지 7의2 <생략>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
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내지 17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
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
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⑤ <생략>
⑥ <생략>

105) http://tess2.uspto.gov/tmdb/tmep/
106) 특허청에 등록된 표장 또는 다른 자가 미국에서 전에 사용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표장이나 상호가 출원인의
상품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혼동,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될 염려가 있는 매우 유사한 표장을 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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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4항을 삭제함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권(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간은 타인
의 상표(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금지한 규정이며, 같은 조 제4항은 위 규정들의 적용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일반수요자의 인식의 변화(환경변화) 및 조기권리취득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위 제도를 폐지함

□ 제·개정 초안
①
1. 내지 7의2 <생략>
8. <삭제>
8의2. <삭제>
9 내지 17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삭제>
⑤ <생략>
⑥ <생략>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1. 내지 7의2 <생략>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사용하는 상표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
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
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내지 17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개정(안) 규정

비고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삭제>

<삭제>

②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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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
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
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
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
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
원이 있는 경우
⑤ <생략>
⑥ <생략>

개정(안) 규정

비고

⑤ <생략>
⑥ <생략>

3. 제안 이유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소멸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그 선출원 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 종전의 해석임(대법원 1990. 11. 207. 선고 90후496 판결 등)
○ 현행 상표법상 유사한 등록상표간의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고 있고(상표권의 이전 후 부정경쟁목
적의 사용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9호의 제약이 있을 뿐임), 유사한 등록상표 및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이 자유로이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소멸한 상표가 불사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사용된 결과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일반수요자는 구체적인 출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지 않음
○ 한편, 선출원 등록권리자의 권리회복과 관련하여, 소멸된 등록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상표법
이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고, 소멸된 상표권의 권리자가 당해 상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상표법 제57조의3)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며, 나아가 일반수요
자간에 출처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시키는 것이 가능함
○ 오히려 1년 출원금지기간의 설정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조기에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

304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4. 국내외 입법동향
□ 일본
(1) 입법례의 분석
일본 상표법은 평성23년(2011년) 상표법 개정에서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3호를 삭제하였음
(2) 해당조문
없음
(3) 삭제 전 해당 조문의 번역문
제4조 제1항 제13호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확정일. 이하 같다)부터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타인이 상표권이 소멸한 날 전 1년 이상 불사용한
것은 제외) 또는 이것에 유사한 상표에 있어서 그 상표에 관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또는 이것들에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

□ 중국
第四十六条
注册商标被撤销的或者期满不再续展的，自撤销或者注销之日起一年内，商标局对与该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
标注册申请，不予核准。
중국 상표법 제46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존속기간 만료 후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이 없는 경우, 취소 또는 소멸일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중국 상표법 개정 초안 제55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또는 소멸일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등록상표가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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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8조 제2항 동일자 출원 경합시의 처리방안 변경
1. 현행 규정
□ 제8조(선출원)
① <생략>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
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략>

2. 제·개정 제안
□ 개정 초안
① <생략>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여하고, 먼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가장 앞선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여한다.
③ <생략>
④ <삭제>
⑤ ~ ⑧ <생략>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8조(선출원)
① <생략>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
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
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
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
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
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략>

제8조(선출원)
① <생략>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대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여하
고, 먼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출원번호가 가장 앞선 상표등록출원에 대
하여 상표등록을 허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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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⑤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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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이유 및 내용
□ 동일자 출원상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자 출원 경합시에는 출원인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되,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불능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추첨하여 1인의 출원인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허여하는 것으로 함
○ 선사용 상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자 출원에 대하여 추첨으로 상표등록을 허여하는 것은
요행에 따라 권리를 창설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동일자에 다수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상표법의 목적을 고려하고, 사용주의적 요소의 강화차원에서 동일자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증거에 의하여 상표를 먼저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입증한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의 기회를 부여하고,
양자 모두 불사용 상표이거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가장 앞선 출원에 대하
여 상표등록을 허여하는 것으로 함
○ 다만, 출원번호가 가장 앞선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전자출원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일자에
출원된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수반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번
호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협의
를 하도록 하고, 협의불능 또는 협의불성립시에 한하여 추첨을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4. 국내외 입법동향
□ 1949. 11. 28. 제정 상표법
제3조
①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한 2이상의 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때에는 영업상 최선사
용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② 최선사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2이상의 출원에 대하여서는 최선출원자를 등록한다. 전항의 출원이 동일
에 경합할 때에는 각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미국 37 C.F.R.
§2.83 Conflicting marks.
(a) Whenever an application is made for registration of a mark which so resembles another mark or marks
pending registration as to be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mistake or to deceive, the mark with the earliest
effective filing date wi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for opposition if eligible for the Principal Register,
or issued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f eligible for the Supplemental Register.
(b) In situations in which conflicting applications have the same effective filing date, the application with
the earliest date of execution wi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for opposition or issued on the
Supplemental Register.
(b) 저촉하는 출원의 출원일이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이 가장 앞선 출원이 공보에 게재되어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보조등록부 등록결정을 받는다.

307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 중국
(1) 입법례의 분석

중국 상표법은 동일자 출원 경합시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대하여 예비심사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되, 상표
법 3차 개정안은 보완적으로, 선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추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해당 조문

第二十九条 两个或者两个以上的商标注册申请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以相同或者近似的商标申请
注册的，初步审定并公告申请在先的商标；同一天申请的，初步审定并公告使用在先的商标，驳回其他人的申
请，不予公告
(3) 번역문

제29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등록
출원을 할 경우 먼저(先)출원된 상표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동일(同日)출원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예비심사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며 다른 출원은 기각한다.
(4) 상표법 3차 개정안

제29조 (타인의 선상표와 충돌시 등록금지 및 선신청원칙의 강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상표등록신청인이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사용상표를 공고한다. 사용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은 협상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등록신청인을
확정한다.

Ⅶ 선사용권 제도의 정비
1. 현행 규정
□ 제57조의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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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선사용권의 인정 대상을 확대하되, 선사용권자가 선사용상표를 사용
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함
○ 혼동방지표시를 상표권자등의 청구권의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선사용자의 강행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1안과,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제2안을 제안함

□ 제·개정 초안 (제1안)
①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그의
영업상의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표를 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
서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사용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
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개정 초안 (제2안)
①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그의 영업
상의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표를 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
2. 계약, 상거래, 지역적 근접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시에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던 경우
②전항의 사용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
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
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
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
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이 없이 국내에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
는 자(그의 영업상의 지위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
를 포함한다)는 그 상표를 그 사용하고 있는 상
품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를 가진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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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
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
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
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규정

비고

②전항의 사용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 또
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
기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제안 이유
□ 선사용권의 인정 대상을 확대함
○ 현행 상표법 제57조의3은 2007. 1. 3. 개정 상표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07. 1. 3. 개정 상표법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요건으로서의 상표의 인식도를 종전의
‘주지’의 정도에서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지로서 인식’된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선사용권에
관한 본 규정을 신설한 것임
○ 현행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한 선사용권은 문제가 된 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그 상표가 특정
인의 상품출처표지라는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사유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선사용권 인정의 실익
이 크지 않음
○ 따라서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그 인정대상을 확대하되, 선사용권의 효력을 엄격
하게 한정함으로써 선사용자와 상표권자의 이익을 형량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개정 1안은 ①상표권자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②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③국내에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함.
○ 따라서 선사용 상표가 주지·저명 또는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지라는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을 요구
하지는 않지만, 선사용 상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사용이 개시되었어야 하고 다툼이 있는
현시점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구함
○ 개정 2안은 종전의 규정에 더하여, “계약, 상거래, 지역적 근접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시에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선사용 상표의 인식의 정도를 불문하고 선사용
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절충적인 입장을 채택한 것임
○ 제1안과 제2안에 대하여, 제1안이 보다 간명하다는 점, 선사용권의 효력 즉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의 균형상 제1안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선사용권의 효력을 명확하게 한정함
○ 선사용권이 발생한 경우에 선사용자가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불명확함. 즉,
표장의 면에서 선사용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있는 상표까지 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상품의 면에서 동일한 상품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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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극히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까지 사용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사용지역의 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범위에서의 사업의 확장, 즉 지역적
확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
○ 개정안은 선사용권의 인정 대상 확대와의 균형상 선사용권의 효력을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으로
함. 너무 엄격하게 한정하면 선사용자의 상표 사용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측면이 있지만,
선사용권은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법제하에서 선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예외저인 제도라는 점,
선사용 상표가 선사용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가치있는 점유상태를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사용 범위
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한 것임
○ 선사용자는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상표의 부기적 부분의 추가, 변경, 삭제,
색채나 서체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며, 상품의 면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임.
○ 사용지역 또는 사용장소와 관련하여, ‘동일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동일장소’라고 표현한 것은 지리
적, 행정적으로 같은 지역(읍.면.동 등)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물인 경우에는 ‘장소’가 달라지므로
사용을 불허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다른 건물에서의 지점의 개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설 등은
불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사업을 하던 자가 온라인 판매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안은 ‘동일한 방식으로’라고 하여 엄격하게 제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오프라인 판매를 하던 자가 새로이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것은 불인정되며, 온라인 판매
를 하던 경우에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그 판매지역, 판매물품 등을 확대하는 것은
불인정된다고 볼 것임
4. 국내외 입법동향
□ 일본
(1) 해당 조문

第三十二条 (先使用による商標の使用をする権利)
他人の商標登録出願前から日本国内において不正競争の目的でなくその商標登録出願に係る指定商品若しく
は指定役務又はこれらに類似する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その商標又はこれに類似する商標の使用をして
いた結果、その商標登録出願の際(第九条の四の規定により、又は第十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五十五条の
二第三項(第六十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において準用する意匠法第十七条の三第一項
の規定により、その商標登録出願が手続補正書を提出した時に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もとの商標登
録出願の際又は手続補正書を提出した際) 現にその商標が自己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とし
て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者は、継続してその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その商標の使用
をする場合は、その商品又は役務についてその商標の使用をする権利を有する。当該業務を承継した者につ
いても、同様とする。
２. 当該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商標の使用をする権利を有する者に対し、その者の
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と自己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との混同を防ぐのに適当な表示を付すべきことを
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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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문

제32조 (선사용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일본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등록출원 당시(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해 또는 제17조의 2 제1항 혹은 제55조의 2 제3항(제60조의 2 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의장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상표등록출원이
절차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원래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또는 절차보정서를 제출한
때) 현재 그 상표가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가 계속해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당해 업무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②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막는데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국
현행 상표법에는 관련 규정 없음
상표법 3차 개정안 제84조 (선상표의 계속사용권)
등록상표의 신청일 전 이미 그 상표상표등록이 사용을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선의로 연속해서 사용한 경우, 그 상표사용자는 원 상품 또는 서비스에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등록상표소유자는 상표사용자에게 적당한 구별성 표지를
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Ⅷ 혼동방지표시에 관한 규정의 정비
1. 현행 규정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④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②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
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73조 (상표등록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
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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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 혼동방지표시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시적으로 규정함
○ 혼동방지를 위한 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혼동방지표시의 법적 성격 및 위반시의 제재를 명확히 함

□ 제·개정 초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상표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상표법 제57조의3에서의 선사용자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자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권자 및 그 사용권자
5. 상표권 또는 사용권이 공유인 경우의 각 공유자
6.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자
7.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
② 전항의 표시는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제57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
를 사용하는 권리)
④ 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
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규정

비고

④제1항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
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적
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②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
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용자는 자기의 상품과 상표권자 또
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품간에 출처의 혼동이 생
기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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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은 지
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
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 규정

비고

장의 표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
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은 지
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
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조(혼동방지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업
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업무에 관
한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
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상표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상표법 제57조의3에서의 선사용자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자기의 성
명, 명칭, 상호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자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권자 및 그 사용권자
5. 상표권 또는 사용권이 공유인 경우의 각 공유자
6.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자
7.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
② 전항의 표시는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단
체표장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
는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혼
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3조 (상표등록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
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
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
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
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
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
경우

73조 (상표등록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
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
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
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 경우

3. 제안 이유
□ 혼동방지표시를 위한 규정의 신설
○ 현행 상표법은 제57조의2 제4항, 제57조의3 제2항 및 제90조의2에서 혼동방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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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음
○ 위 규정 중 제57조의2 제4항 및 제57조의3 제2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혼동방지표
시청권을 인정한 것이고, 제90조의2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
원에게 혼동방지표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접근방식이 상이함
○ 전자의 경우, 선사용자 등 법정사용권자가 상표권자 등의 혼동방지표시청구에 불응하면 상표권자
등은 법원에 혼동방지표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실효적인 구제가 어렵고, 후자의
경우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등록취소사유로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적인 구제가 쉽지
않음

○ 한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성명, 상호 등의 상표적 사용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간에 저촉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병존하여
등록된 경우 등에도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동방지표시의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혼동방지표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혼동방지표시의 방법 및 불이행시의 제재를 명확하게
별도로 규정하기로 한 것임
□ 혼동방지표시의 법적 성격 및 위반시의 제재의 유형
○ 상표권자 등의 청구권으로 하는 경우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타(공유)상표권자, 타지리적표시등록단체표장권자 등에게 채권적 권리
로서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임
- 상대방이 혼동방지표시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현행처럼 민사소송
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권 취소 또는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경우, 3)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혼동방지표시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이
가능함

○ 상표사용자의 혼동방지 표시의무로 하는 경우
- 법정사용권자, 약정사용권자, 공유상표권자/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
속단체원에게 혼동방지표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임
- 의무위반시에는 1) 사용권 취소 또는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경우107), 2)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청장에게 혼동방지표시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3) 1)과 2)를 병용하는 경우 등이 가능함
○ 개정 제안은 후자의 경우, 즉 혼동방지표시의무로 하고, 그 위반시에는 과태료의 대상으로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로 하도록 한 것임
○ 본 개정 제안의 채택시, 추후 상표법시행규칙에서 혼동방지표시의 방법, 특허청장의 혼동방지표시
명령을 위한 절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
107) 사용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권등록취소는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특허청장에 의한 직권
취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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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유사한 외국 사례 없음

Ⅸ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개선
1. 현행 규정
□ 제67조의2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
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 법정손해배상액의 인정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손해액의 하한선 설정 및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상한선의 상향
○ 청구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제67의2 제2항을 삭제함

□ 제·개정 초안
제67조의2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실제 손해액이나 제67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상표의 같은 유형의 상품마다 500만원 이상 5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
를 침해한 경우108)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
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108) “동일한 사실(동일상표-동일 유형의 상품)로 민·형사 소송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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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
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
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
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
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
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
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
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
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
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
결되기 전까지 실제 손해액이나 제67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상표의 같
은 유형의 상품마다 500만원 이상 5천만원(영리
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109)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
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
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비고

3. 제안 이유
□ 법정손해배상액의 인정 단위를 명확하게 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인정 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상품의 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이
각 상품마다 인정되는 것인지, 같은 유형의 상품마다 인정되는 것인지, 모든 상품에 대하여 1건만
인정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고, 2) 표장의 면에서 2 이상의 유사한 등록상표가 침해되었다
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이 각 상표마다 인정되는 것인지, 모든 상표에 대하여 1건만
인정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음
○ 미국 연방상표법은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라고
규정하여 같은 유형의 상품·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고(15 U.S.C. §1117), 우리나라 저작권법
은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 복제물이 여러 개라도 그것이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것이라면 1건의 법정손해배상액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침해된 상표의 같은 유형의 상품마다”라는 문구를 추가함
→ 이 경우 “같은 유형”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거나
또는 “침해된 상표의 유사한 상품별로”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적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가 2이상일 수 있으므로 “침해된 같은 유형의 상표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상품마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손해액의 하한선 설정 및 악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상한선의 상향
(1) 하한선의 설정
○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피침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의 측면과 침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
모두를 목표로 함.
109) “동일한 사실(동일상표-동일 유형의 상품)로 민·형사 소송에서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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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정함이 없음
○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의 후단 부분에 따를 경우에,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낮은 손해액수를 법원이 책정한다면 본 제도의 법적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음110)
○ 따라서 법정손해액으로 500만원의 하한선을 인정함 → 상한액의 1/10 수준이며 소제기시 변호
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미국은 하한선이 $1,000이고 상한선이 $200,000으로 1/200
수준임

(2) 악의적 침해자에 대한 상한선의 상향
○ 현행 상표법은 단순한 상표위조행위와 악의적·상습적인 상표위조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
한 기준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액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상표위조자에 대해서는 법정손해액의 상한선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 높여 규정함으로써 징벌적인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저작권법은 법정손해액의 상한선이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상한선을 높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상표법은 willful
침해에 대하여는 $2,000,000으로 상한선을 10배 높여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제67의2 제2항을 삭제함
○ 현행 상표법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
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에는 손해액만을 언급할 뿐이고, 손해액의 계산에 관한
내용은 청구원인중에 자유로이 기재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표현은 청구의 변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함
○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실손해액,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액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행 상표법 제67
조의 제2항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본 규정으로 인하여,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실손해배상청구 또는 제67조의 손해배상청구
로 변경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연방상표법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at any time before final
judgment is rendered by the trial court)” 실손해액 또는 인정손해액에 갈음하여(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상표법에서와 같은 오해의 소지는 없음

110) 실손해 배상에 익숙한 법원은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규정된 “재량적 손해배상액 인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한선이 없다면 법정손해배상액도 사실상 매우 낮은 선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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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연방상표법 제34조 (15 U.S.C. §1116(d))
(1)(B) As used in this subsection the term “counterfeit mark” means—(i) a counterfeit of a mark that is registered on the principal register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or such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 and that is in use, whether
or not the person against whom relief is sought knew such mark was so registered; or
(ii) a spurious designation that is identical with, or substantially indistinguishable from, a designation as to which
the remedies of this Act are made available by reason of section 220506 of title 36, United States Code;
bu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ny mark or designatio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goods or services
of which the manufacturer or producer was, at the time of the manufacture or production in question
authorized to use the mark or designation for the type of goods or services so manufactured or produced,
by the holder of the right to use such mark or designation.
(B) 이 항에 있어서 “위조표장”이라 함은
(ⅰ) 판매, 판매제의 또는 배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상표청의 주등록부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위조표장. 다만, 구제를 요구하는 자는 그 표장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있었는가
를 묻지 아니한다. 또는
(ⅱ) 미국법전 Title36 §220506의 규정을 이유로 이 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명칭과 일치하거나 실제적
으로 식별할 수 없는 위조의 명칭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용어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시에 그 표장 또는 명칭의 사용권자에 의하여 그렇게 제조 또는 생산된 특정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장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특정한 표장 또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방상표법 제35조 (15 U.S.C. §1117(c))
(c) In a case involving the use of a counterfeit mark (as defined in section 1116(d) of this titl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or distribution of goods or services, the plaintiff may elect, at any time before
final judgment is rendered by the trial court, to recover, instead of actual damages and profits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n award of statutory damages for any such us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or distribution of goods or services in the amount of (1) not less than $1,000 or more than $200,000 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 as the court considers just; or
(2) if the court finds that the use of the counterfeit mark was willful, not more than $2,000,000 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sold, offered for sale, or distributed, as the court considers just.연방상표
법 제35조 (15 U.S.C. §1117(c))
(c)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판매제공 또는 배포에 있어 위조상표 (이 장의 1116조 (D)에 정의 된)의 사용이
관련되는 경우, 원고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a)항에 따라 정해지는 실제손해 및 이익 등의 구제에
대신하여 언제든지 아래 금액 금액의 법정손해 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1) 판매, 판매제공 또는 배포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위조 상표의 단위 상품 건당(per counterfeit mark per
type of goods) $1000 이상 $20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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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조가 의도적 위반(willful violation)임이 판명될 경우 위조 상표의 단위 상품 건당$2,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Ⅹ 상표권의 효력 및 형사벌에 관한 규정의 정비
1. 현행 규정
□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분하여 규정함
○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여 상표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함
○ 상표권의 침해 및 침해로 보는 행위를 경중에 따라 차별화하여 처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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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초안
제66조(상표권의 침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속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
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
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3.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약하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알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소지, 보관, 운송, 우송하거나 그밖에 경영상의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 제93조(벌칙)
①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
2.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2.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111)

□ 제98조(과태료)
① 상표법 제○○조의 혼동방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111) 현행 96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의 제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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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
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66조(상표권의 침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
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속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
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
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하여 사용하는 행위
3.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
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약하게 하
거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
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을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
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
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
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알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소지, 보관, 운송, 우송하거나
그밖에 경영상의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
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신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
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
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
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
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비고

3. 제안 이유
□ 상표권의 직접적인 침해의 태양을 명확하게 규정함
○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행위를 규정한 것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그 상표권에 관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0조 본문의 반대 해석
상 상표권의 동일영역에서의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에 이론이 없지만,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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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유사영역에서의 침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규정하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포함시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
○ 제3호에서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약하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저명한 등록상표의 희석화 행위를 상표권 침해의 일태양에 포함시킴.
○ 미등록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다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하
는 한편, 저명한 등록상표의 희석화행위는 상표법의 영역내로 끌어들여 부정경쟁방지법보다 강하
고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이상에서와 같이 제1항은 상표권의 직접 침해행위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조문제목을 “상표권의 침해 등”으로 표현함
□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3가지 행위를 제2항 각 호에 규정함
○ 제1호는 종전과 같은 내용이지만 상표는 무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의 대상이 그 ‘상표가 표시된 물건’, 예컨대 라벨, 레테르, 태그 등 유체물에 상표가 표현된
것임을 명백히 함
○ 제3호는 현행 상표법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규정된 것을 보다 확대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알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소지, 보관, 운송, 우송하거나 그밖에
경영상의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상표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형벌을 세분하여 규정함
○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음
- 형벌의 대상을 상표권의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희석화 행위에 의한 침해,
예비적 행위에 대한 간주행위, 기타로 구별하여 규정
- 동일영역에서의 침해는 소위 상표위조행위(counterfeiting)에 의한 침해이므로 그 형벌을 가중하
고, 자유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병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또는 저명한 등록상표의 희석화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된 처벌을 하되, 자유
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한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희석화 행위보다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
되, 상표권의 희석화만 인정함(즉, 전용사용권은 제외함)
- 간주침해행위(현행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개정안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도 벌칙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되, 그 처벌의 정도를 낮추고,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는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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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
○ 입법례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4법은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병과를 규정
- 일본 상표법은 최근 개정에서 병과를 규정함
○ 병과의 취지
- 상표권 침해죄는 재산권 침해이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형벌의 억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병과의 인정여부 및 문제점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112)
-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① 행위자를 사회내에 두면서 그의 경제력의 일부를 박탈하는 벌금형의
본질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점, ②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③ 범죄로부터 생긴
불법수익은 몰수제도를 통하여 박탈할 수 있다는 점, ④ 과중한 형벌규정의 일반예방적인 효과의
유효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음
○ 개정 제안
- 죄질이 중한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 법원의 비밀유
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병과를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병과를 불인정함
□ 과태료의 차등화 및 현실화
○ 현행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대상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 규정함
○ 다른 법률의 경우, 민법은 500만원 이하, 저작권법은 1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부정경쟁방
지법은 2천만원 이하, 독점규제법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까지로 되어 있음

11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7헌바68 결정(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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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위조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 개인은 2,00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병과 가능하고, 법인은 5,000,000달러 이하의 벌금
- 본조에 의하여 다른 범죄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본 조의 범죄를 범한 경우: 개인은 5,000,000달
러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병과, 법인은 15,00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113)

□ 독일
143 Strafbare Kennzeichenverletzung
(1) Wer im geschäftlichen Verkehr widerrechtlich
1. entgegen §14 Abs. 2 Nr. 1 oder 2 ein Zeichen benutzt,
2. entgegen §14 Abs. 2 Nr. 3 ein Zeichen in der Absicht benutzt, die Unterscheidungskraft oder die
Wertschätzung einer bekannten Marke auszunutzen oder zu beeinträchtigen,
3. entgegen §14 Abs. 4 Nr. 1 ein Zeichen anbringt oder entgegen §14 Abs. 4 Nr. 2 oder 3 eine
Aufmachung oder Verpackung oder ein Kennzeichnungsmittel anbietet, in den Verkehr bringt, besitzt,
einführt oder ausführt, soweit Dritten die Benutzung des Zeichens
a) nach §14 Abs. 2 Nr. 1 oder 2 untersagt wäre oder
b) nach §14 Abs. 2 Nr. 3 untersagt wäre und die Handlung in der Absicht vorgenommen wird, die
Ausnutzung oder Beeinträchtigung der Unterscheidungskraft oder der Wertschätzung einer bekannten
Marke zu ermöglichen,
4. entgegen §15 Abs. 2 eine Bezeichnung oder ein Zeichen benutzt oder
5. entgegen §15 Abs. 3 eine Bezeichnung oder ein Zeichen in der Absicht benutzt, die
Unterscheidungskraft oder die Wertschätzung einer bekannten geschäftlichen Bezeichnung auszunutzen
oder zu beeinträchti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Handelt der Täter gewerbsmäßig,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Geldstrafe.
(3) Der Versuch ist strafbar.
(4) In den Fällen des Absätzes 1 wird die Tat nur auf Antrag verfolgt, es sei denn, dass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wegen des besonderen öffentlichen Interesses an der Strafverfolgung ein
Einschreiten von Amts wegen für geboten hält.
(5) Gegenstände, auf die sich die Straftat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74a des Strafgesetzbuchs
ist anzuwenden. Soweit den in §18 bezeichneten Ansprüchen auf Vernichtung im Verfahren nach den
Vorschriften der Strafprozessordnung über die Entschädigung des Verletzten (㎣ 403 bis 406c der
Strafprozessordnung) stattgegeben wird,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Einziehung nicht anzuwenden.
(6) Wird auf Strafe erkannt, so ist, wenn der Verletzte es beantragt und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an
dartut, anzuordnen, dass die Verurteilung auf 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Die Art der
Bekanntmachung ist im Urteil zu bestimmen.

113) 18 U.S.C. §23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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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 處罰할 수 있는 標識侵害
(1)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서 법률에 위반하여
1.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하는 자,
2.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자,
3. 표지의 사용이 제3자에게
a)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b)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고 행위가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에 있어서, 제14조 제4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 표지를 부착하거나, 제14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외장 또는 포장 또는 식별수단을 제공하고, 시장에 내놓고, 소유하고,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4. 제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표시나 표지를 사용하는 자 혹은
5 제15조 제3항에 위반하여 표시나 표지를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최고 3년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 범인이 직업적으로(on a commercial basis)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침해미수는 처벌할 수 있다.
(4) 제1항에 있어서 형사소추관청이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형사소추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는 고소에 의하여서만 소추된다.
(5) 범죄와 관련된 상품은 압류될 수 있다. 형법 제74a조가 적용된다. 제18조에 규정된 폐기청구가 피해자보상
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형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6c조)에 따른 소송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고 이에 관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은 청구에
따라 공표되도록 명령된다. 공표의 방법은 판결에서 결정된다.

□ 일본
第九章 罰則
(侵害の罪)
第七十八条 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た者(第三十七条又は第六十七条の規定により商標権又は専用使用
権を侵害する行為とみなされる行為を行つた者を除く。) 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
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七十八条の二 第三十七条又は第六十七条の規定により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する行為とみなされる
行為を行つ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제9장 벌칙
침해의 죄
제78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제37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행위를 행한 자를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제78조의2 제37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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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4법
법령

침해

병과

간주
침해

몰수

고소

상표법

침해죄(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97조): 3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97조의2): 침해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
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

×

강행

×

특허법

침해죄(22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230조): 3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231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
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

강행

○

실용
신안법

침해죄(4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50조): 3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51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

×

임의

○

디자인
보호법

침해죄(82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50조): 3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51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

강행

○

벌칙

병과

간주
침해

몰수

고소

벌칙(136조)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2.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

강행

벌칙(137조)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한 자

×

벌칙(138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출처의 명시)를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 저작권법

양벌규정(141조)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몰수(139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고소(140조)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저작재산권침해), 제136조제

법인중과는 없음

강행

△

327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병과

간주
침해

몰수

고소

직접침해

병과

간주
침해

몰수

고소

벌칙(18조)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기타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

×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조제1호(아목,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

×

×

벌칙
2항제3호(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제4호(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자,
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비밀유지명령위반죄(1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외 불문

양벌규정(19조)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중과는 없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병과

간주
침해

몰수

고발

벌칙(66조)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상호출자금지 등 위반
②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

-

○

벌칙(6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위반

×

-

-

○

직접침해

양벌규정(70조)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국내법상의 과태료
○ 민법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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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8. (생략)
○ 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전자거래기본법
제46조(과태료) ①제31조의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2.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
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 9.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 6. (생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 2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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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기타 : 검토결과 개정안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
가. 현행 규정

□ 없음
나. 제·개정 검토 사항

□ 제·개정 검토 사항의 요지
○ 상표법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 검토 및 논의 결과 저작권법과 달리 상표법은 P2P 거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표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여, 별도 규정을 신설하지 않기로 함

□ 제·개정 검토 초안
64조의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통신판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자(이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상표권등이라 한다)를 침해(침해로 보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상품의 구매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64조의4 제1항에 따른 상표품의 판매중단 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고 즉시 그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킨 경우
4. 제64조의4 제4항에 따라 판매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의뢰자의 상표권등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상표권등의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4조의4 (상품 판매 등의 중단)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의 판매114)로 인하여 자기의

상표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에게 그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 및 해당 통신판매의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의뢰자가 상표권 등의 침해가 아님을 소명하여 판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330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예정일에 판매를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상표권 등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야 한다.
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의 판매를
중단 또는 재개시킨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권리주장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다만, 권리주장자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기 전에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 부당하게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품의 판매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1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판매 등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 (판매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
게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의 심의를 거쳐116)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제출하도
록 명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토 이유 및 검토안의 내용

□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책임의 감경 또는 면책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I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존의 온라인마켓(쇼핑몰)이 상품기획과 마케팅, 주문 및 배달까지 모두 책임
지던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상의 장터(사이버몰)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픈마켓 웹사이트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파인드올117) 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eBay가 가장 유명함
○ 인터넷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권자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114) 판매정보의 게재, 판매의 유인,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 배송 등 일련의 행위를 포함함. 또는 “상품판매업자의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함
115) 저작권법 제123조 제4항과 같은 취지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것임
11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117) www.find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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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118) 또는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직접침해자
(통신판매업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히 있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지위
○ 오픈마켓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데, 통신판매중개자는 1)사이버몰 이용허락자, 2)정
보제공형 통신판매알선자 및 3)거래관여형 통신판매업자로 구분됨
○ 1)형은 쇼핑몰웹사이트(사이버몰)를 만들어 임대 또는 판매하고 통신판매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여지가 없고, 2)형은 상품나열식 정보제공
을 하는 포털사이트 또는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등)와 같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통신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상표
권 침해의 문제에서 비켜나 있음
○ 3)형은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인데,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인 통신판매자의 물품을 선택하되 할인쿠폰의 발행, 마일리지 적립, 사이버머니
이용,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불만사항의 처리 등은 오픈마켓 화면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므로
오픈마켓을 상대로 거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갖게 됨. 즉, 소비자는 오픈마켓의 신용을
믿고 거래하는 측면이 있고 오픈마켓 역시 통신판매에 일정한 관여자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통신판
매자의 불법행위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 전원합의체 판결119)
○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
립한다”고 판시함120)
(2) 저작권 침해사건에서의 간접침해 인정 여부
○ 대법원은 저작권 관련 판결에서도121) 상기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선상에서 “인터넷 포털사이
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
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18)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하 ‘ISP’로 통일하여
사용함
119)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20) 소수의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
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여 불법행위책
임을 불인정하는 입장을 밝힘
12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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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
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
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
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
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함
(3) 상표권 침해사건에서의 간접침해 인정 여부
○ 오픈마켓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고 거래에 별도의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60조 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저지르거나 개별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의 성립 여부임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
게 하는 경우도 포함됨.”122)
○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건은 현재 3건임
○ 히노끼 사건123)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오픈마켓 운영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임124)
○ K2 사건125)에서 법원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픈마켓 운영자
의 책임을 부정하였고, 동일·유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새로 등록·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하여 방조책임을 부정하였음
○ Adidas 사건126)에서 법원은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ㆍ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12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등
123)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1901 판결
124) 서울고법은 Adidas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권리”는 사생활보호권 또는 명예 및
이와 유사한 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상표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125) 서울중앙지법 2008. 11. 13.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126) 서울고등법원 2010. 5. 10. 선고 2009라1941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현재 상고심 계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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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의 상시감시(monitoring),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filtering),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
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면서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
지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에서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위조상
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드러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술적ㆍ경제적
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판매자가 더 이상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음
○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오픈마켓운영자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요
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 판매자가 더 이상은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후적인
작위의무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상에서의 대법원 판례(명예훼손 사건 및 저작권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법원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과 ‘침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책임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notice and takedown’ 만으로 면책되는 미국
과 차이가 있음
○ 오픈마켓운영자의 의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시기

내용

작위의무

사전적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전면적인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
감시(monitoring); 포괄적·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차단(filtering), 판매자
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없음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에 상응
하는 죄

있음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 등의 조치

있음

위조상품을 적발하기 위한 포괄적·전면적인 사후 검사

없음

사후적

상품의 진정성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자,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하
려고 하였다가 판매금지등의 조치를 당한 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의 계정을 삭제하
고 일정기간 재가입을 금지하는 조치

불분명함

라. 국내외 입법동향

□ 한-EU FTA 제10.62조~제10.66조
○ 한－EU FTA는 중개자(ISP)의 서비스가 침해행위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양 당사자가 인정한다는 것,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책시
켜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언적 내용을 제외하고는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
과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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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 한미 FTA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예를 따라, 서비
스제공자를 단순한 도관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캐싱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위치
정보제공 서비스의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면책 요건을 규정함
○ 한미 FTA는 면책의 범위 및 ‘Notice & Takedown’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한미 FTA는 저작권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해 ISP로부터 온라인상 저작권을 침해한 자(네티
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 저작권법
○ 2003년 5월 개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6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의 신설(저작 104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명령제도를 도입(저작권법 제133조)함.
○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송중단을 요청받은 뒤에도 그 대응이 늦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에 대한 대응을
취하도록 명문화하였고, P2P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권리자의 요청
이 있을 경우 불법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의 법적의무를 명문화함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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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
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표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신설 여부
가. 현행 규정

□ 없음
나. 제·개정 검토 사항

□ 제·개정 검토 사항의 요지
○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
○ 일본 상표법 제39조가 준용하는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의 제한)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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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검토 초안
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
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그것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이유 및 검토안의 내용

□ 등록무효의 항변의 법제화 필요성의 검토
○ 특허법의 영역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
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무효사유가 있임이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부정함(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 이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소위 킬비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
는 법원은 관련 특허권의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임
○ 킬비항변은 권리남용의 항변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권리남용 케이스에 비하여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 이 점을 중시하여 일본은 2005년에 특허법 제104조의3을 신설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을 일본 상표법 제39조가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무효의 항변을 권리남용의
항변과 분리하여 입법화하였음
○ 상표법의 영역에서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
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
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
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
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
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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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하여 킬비판결을 상표법의 영역에
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함
○ 상표법의 영역에서 등록무효의 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
데, 적어도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보다는,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여 상표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의 차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되, 우리나라는 심결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과 상표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 특허법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사유의 ‘명백성’을 권리행사제한의 요건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상표등록무효의 항변을 상표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권한분배의 원칙,
심결취소소송 담당법원과 침해소송 담당법원의 관할의 집중,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권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표법에 규정하는 것은 추이를 보아 결정하기로 함
라. 입법례

□ 일본
(特許権者等の権利行使の制限)
第百四条の三 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当該特許が特許無効審判により又は当該特
許権の存続期間の延長登録が延長登録無効審判により無効にされるべき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特許権者
又は専用実施権者は、相手方に対し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攻撃又は防御の方法については、これが審理を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提出
され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却下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특허법 제104조의3(특허권자등의 권리행사의 제한)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될 것으로 인정되
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이것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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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 の準用)
第三十九条 特許法第百三条 (過失の推定)、第百四条の二(具体的態様の明示義務)、第百四条の三第一項及び
第二項(特許権者等の権利行使の制限)、第百五条から第百五条の六まで(書類の提出等、損害計算のための鑑
定、相当な損害額の認定、秘密保持命令、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及び訴訟記録の閲覧等の請求の通知等) 並び
に第百六条(信用回復の措置) の規定は、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の侵害に準用する。
(상표법의 준용)
제39조 특허법 제103조(과실의 추정), 제104조의2(구체적태양의 명시의무), 제104조의3 제1항 및 제2항(특
허권등의 권리행사의 제한), 제105조부터 제105조의6까지(서류의 제출 등,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및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및 제106조(신
용회복의 조치)의 규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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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권리·효력분야 의견수렴 결과
2012년 9월 18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2년도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
변리사분회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결과는 아래와 같음127)
1. 문항 1

[상표의 정의 규정의 변경 내용은 적절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8명

42명(87.5%)

없음(0%)

6명(12.5%)

2. 문항 2-1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정의는 적절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37명

31명(83.78%)

4명(10.81%)

2명(5.41%)

127) 총 응답자는 49명이었지만, 항목별로 무응답이 있는 관계로 각 항목별 총인원 및 찬성, 반대, 모르겠음의 백분율
은 응답한 자만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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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2-2

[서비스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상표로 통합하며, 서비스업을 서비스로 표현을 변경한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37명

34명(91.89%)

2명(5.41%)

1명(2.70%)

4. 문항 3

[온라인에서의 사용 등 특수한 유형의 사용에 대한 정의는 적절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7명

39명(82.98%)

4명(8.51%)

4명(8.51%)

5. 문항 4

[제7조제1항제7호의 판단시점을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한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7명

35명(74.47%)

6명(12.77%)

6명(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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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항 5

[제7조제1항제8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5명

32명(71.11%)

4명(8.89%)

9명(20.00%)

7. 문항 6

[동일자 출원 경합시(제8조제2항)에 선사용자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5명

34명(75.56%)

4명(8.89%)

6명(13.33%)

8. 문항 7-1

[선사용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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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39명

30명(76.92%)

2명(5.13%)

7명(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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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항 7-2

[제1안과 제2안 중 어느 개선안이 타당한가]
총인원

제1안

제2안

28명

13명(46.43%)

15명(53.58%)

10. 문항 8-1

[상표권 침해의 유형과 형벌을 차등화한 것은 적절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0명

31명(77.50%)

4명(10.00%)

5명(12.50%)

11. 문항 8-2

[등록한 저명상표의 희석화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0명

31명(77.50%)

4명(10.00%)

5명(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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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항 9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을 상표법에 별도 규정할 필요는 없다]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40명

20명(50.00%)

11명(27.50%)

9명(22.50%)

13. 문항 10

[혼동방지표시에 관한 통합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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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39명

28명(71.79%)

5명(12.82%)

6명(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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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출원등록절차 분야

Ⅰ 이의신청제도의 검토
1. 현행 규정
□ 제 25 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7.1.3>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 <2007.1.3>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제 26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
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제 27 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④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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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
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
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 29 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1) 출원공고건수에 대한 이의신청율이 최근 5년간 평균 약 2.57%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대다수 출원까
지도 심사처리가 지연되며, 이에 따라 현행 이의신청제도는 조속한 상표등록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
하지 못함
2) 이에 대한 개정안으로 크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기공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조기 공고 후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방안(개선방안 1), ⅱ) 등록 전 출원
공고를 폐지하고 등록 후 등록공고 제도를 신설하여 등록공고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방안(개선방안 2)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개선방안 2는 무효심판과 중복되어 제도
의 실효성이 거의 없고, 등록 전 부실권리 발생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
가 완료되면 즉시 조기공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조기 공고 후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방안(개선방안 1)을 제안함

□ 제·개정 초안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
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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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의 보정 등)
①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②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상표등록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77조의6 제2항(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77조의2 제2항(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및 제77조의
8(심판관 합의체에 관한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의 직권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
정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인에 대하
여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인이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거절결
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상표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등록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등록결
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등록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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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상표등록출원인·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
자의 성명)
3. 결정에 관련된 상표등록출원의 표시
4.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상표등록출원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의4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
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
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
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개가 있는 때
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
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
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
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
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의 보정 등) ①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
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
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②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
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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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개정(안) 규정

<신설>

제27조(심사·결정의 합의체) ①상표등록이의신
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상표등록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
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77조의6 제2항(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
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제
77조의2 제2항(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
무를 총괄한다.) 및 제77조의8(심판관 합의체에
관한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28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의 직권
심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
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
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
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
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
야 한다.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
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
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표등록이의
신청인에 대하여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
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
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
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
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
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
복할 수 없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
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9조의2(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
관은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인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내
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
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상표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등록한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등록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등록결
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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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
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
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
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
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개정(안) 규정

비고

<삭제>

제29조의3(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
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상표등록출원인·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대
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결정에 관련된 상표등록출원의 표시
4.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
는 때에는 그 등본을 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상
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제2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제안 이유128)
□ 현행법상의 이의신청제도
○ 상표등록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 된 상표출원에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
게 그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하며(25조), 이는 상표등록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 함임
○ 이의신청 대한 입법례로는 크게 ⅰ)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와 ⅱ)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즉, 현행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 제1항 각 호 및 제48조 제1항 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

128)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2000.12.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 제6집 및 2001.03. 특허청 발행
지식재산21 통권 제65호에 “商標出願公告制度에 관한 小考”로 게재된 이재성 박사의 논문과 제82차 상표제도
연구회 발표자료인 이재성, 상표출원공고제도 개선방안 2012.06.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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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록 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의
출원공고결정을 거쳐 일반공중을 상대로 ‘출원공고’를 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
구든지’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출원공고가 된 부실권리의 등록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음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ⅰ) 공시최고(公示催告)설, ⅱ) 객관성담보설,
ⅲ) 공중심사설, ⅳ) 공중심사협력설 등이 있으나, 출원공고제도는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출원공
고제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공중심사협력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129)
○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49.11.28.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71호
제정상표법에서는 출원공고제도가 없었으나, 1973.2.8. 전부개정된 법률 제2506호 상표법에서
상표권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등록 전 출원공고제도를 신설하
였음130)
□ 현행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 저조한 이의신청율
- 상표등록출원 현황과 공고건수 및 이의성립건수는 다음과 같음
상표출원 공고 및 이의신청 건수131)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출원건수

132,288

127,910

126,420

121,125

123,814

631,557

처리건수

127,709

117,796

89,638

106,945

123,773

565,861

공고건수

82,020

79,197

55,123

75,423

72,732

364,495

(공고율)

-64%

-67%

-61%

-70%

-59%

64%

이의신청건수

1,905

2,003

1,447

1,676

2,345

9,376

이의신청율

2.30%

2.50%

2.60%

2.20%

3.20%

2.57%

830

613

784

671

533

3431

이의성립률

43.60%

30.60%

54.10%

40%

22.70%

36.59%

공고건수 대비
이의성립건수

1.00%

0.40%

1.40%

0.90%

0.70%

0.94%

이의성립건수

- 구체적으로 보면 상표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원공고된 건수 총 364,495건 중
이의신청 건수는 9,376건으로 5년간 평균 이의신청율이 2.57%에 불과하여(이의신청이 성립된 성
립률은 총 성립건수 3,431건으로 0.94%(약 1%)의 이의성립률을 보이고 있음) 이의신청이 없는
129) 심사관의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출원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하고,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도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8.23. 선고 96후23 판결).
130) 법률 제2506호 제‧개정이유 참고
131)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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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출원(97.43%)의 출원까지도 심사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즉, 1998.3.1. 시행된 특허법에서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한 이유가
5년간 평균 이의신청율이 0.98%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대다수의 출원(99.02%)의 출원까지
도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상표법 또한 최근 5년간 이의신청율이
약 2.57%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97.43%의 대다수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가 지연되고 있
고, 또한 최근 5년간 출원공고된 건수 364,495건 중 실제 이의신청에 의하여 거절된 건수는 9,376
건(약1.0%)에 불과하여 출원공고 100건당 1건 정도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걸러지는 것에 불과하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이의신청 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가 크게 퇴색되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1%의 이의성립율을 가지고 이의신청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없는 97.43%
의 대다수의 출원공고건에 대하여 약 3월정도의 등록지연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권리화 지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의신청율이 2.57%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대다수
의 출원(97.43%)의 출원까지도 심사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2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원공고된 건수 100건 중 약 97.5건이 출원공고기간 2월 및 기타 제반 소요기간
1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07.7.1. 시행된 2007년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기간을 과거 30일에서 2개월로 연장을 하였
는바, 2.57%의 이의신청을 위하여 출원공고된 모든 상표출원건이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위하여
대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조속한 상표등록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함
- 최근 자유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제품 사이클
이 짧은 유행성 있는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상표등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데, 현재의 상표심사기간은 최초 OA까지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상표등록
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있고 특히 등록 전 출원공고기간 및 제반
처리를 위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을 낭비하는 것이 권리화를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우선심사도입 취지의 퇴색
- 2009. 4. 1.부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하여 조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함(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 이에 따라 출원후 조속한 권리확보를 하고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약 2월 정도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우선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 출원공고 후에 이의신청절차를 위하여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시 대기하는 실정인 관계로
우선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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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현행법상의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예상하고도 일부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유 및 증거의 보정기간과 그 연장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타인 상표등록출
원의 설정등록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소결
- 이상과 같이 ⅰ) 최근 5년간 이의신청율은 2.57%로 극히 저조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97.43%의
대다수의 출원까지도 권리화가 지연되고 있고, ⅱ) 이로 인하여 조속한 상표등록을 요구하는 거래
계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유행상품에 있어서 적시에 상표권을 확보하
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함. 또한 ⅲ) 모든 출원공고건이 일괄적으로 출원공고기간인 2개월 이상
이의신청을 위하여 대기하게 되어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되며, ⅳ) 상표권의 설정
등록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현행 이의신청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전락하여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한편,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크게 ⅰ)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가 완료
되면 즉시 조기공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조기 공고 후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방안(개선방안 1), ⅱ) 등록 전 출원공고를 폐지하고 등록 후 등록공고 제도를 신설하여
등록공고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방안(개선방안
2)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개선방안 1 - 조기공고 후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제도
○ 개요
-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실체심사에 착수하기 전인 출원 후 약 1-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즉시
공개 또는 공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출원공고제도를 대신함
- 즉, 현재 실체심사에 착수하는 시점까지 적어도 약 9개월 이상이 대기기간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표등록출원 후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실체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일단 출원공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약 2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임
- 한편, 이의심사관을 별도로 두어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 건(대부분의 건으로
예상됨)은 ‘일반심사 Track’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출원 건은 이의심사관에 의한
‘이의심사 Track’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건에 대한 ‘일반심사’와 이의신청이 있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사인 ‘이의심사’를 구별함
○ 조기 출원공개제도의 도입
- 앞서와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실체심사에 착수하기 전인 출원 후 약
1-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즉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출원공고제도를 대신함
- 현재의 전자출원제도의 도입과 CD-ROM,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보 발간의 사무환경하에서는 충분
히 즉시 공고제도를 시행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KIPRIS 공개제도는
유용하기는 하나 법규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기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면 현행 KIPRIS 공개의 근거
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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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심사와 이의심사를 구분하여 심사
- 종전에는 모든 출원을 해당류 심사관이 심사를 한 후 공고를 하고,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건은 이의심사관이 또 다시 심사하였으나 개선안은 출원 후
즉시 공고하고 심사 전에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이 있는 건은 이의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이 없거나 정보제공이 있는 건은 일반심사관이 심사토록 하는 방안임
○ 정보제공제도의 유지 및 이의신청기간의 확대
- 개선방안 1에 의하는 경우라도 이의신청이 없어 일반심사관이 심사하는 일반심사건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 등에 의한 정보제공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당자자에게 공방의 기회가 부여되
는 등 절차권의 보장이 가능한 이의신청제도와 심사관에게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제
도는 각각 개별적으로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선방안1을 따른다 하여도 현행법상
의 정보제공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함
- 다만, 현행 출원공고기간은 2개월이나 이는 심사기간을 고려한 것이므로 조기공고 후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을 받는다면 이의신청기간을 3개월 내외로 확대하여도 심사처리에 지연이 없다고 보
임. 즉, 실체심사 전에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개 후 3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게 되더라도 심사처
리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중심사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유용한 것으로 보임
○ 실체심사 후 등록결정
- 실체심사 후 곧바로 등록결정을 함. 즉, 이미 출원 후 심사 전에 공개 후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였
기 때문에 곧바로 등록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의신청제도의 취지 즉 공중심사를 통한
심사의 객관성·완전성·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즉, 현행 출원공고일로
부터 2월의 이의신청기간 및 제반 소요기간 1월 정도를 합산한 3월 정도의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
하여 조기 권리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개선방안 2 -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 개요
- 현행 등록 전 출원공고를 폐지하고 등록공고제도를 신설하여 등록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등록
후) 이의신청을 받아 현재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함. 즉, 상표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상표등록결정전에 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출원공
고 후 상표등록 전에 하도록 하던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상표등록 후에 하도록 조정함
○ 등록공고 및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의 변경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현재는 설정등록 후 별도의 등록공고 절차가 없으나 현행
출원공고절차를 삭제한다면 등록 후 등록공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조정 가능)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등록 후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등록 전 별도의 출원공고절차가 없고 이로 인하여 현행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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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제반 소요기간 1월 정도를 합산한 3월 정도의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조기 권리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정보제공제도의 내실화(부실권리 등록 부작용 최소화)
- 현행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한다면 부실권리 등록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아지므로, 부실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보완책이 필요함
- 즉, 최근 5년간 이의성립율이 2007년 830건(이의성립율 1.0%), 2008년 613건(이의성립율 0.4%),
2009년 784건(이의성립율 1.4%), 2010년 671건(이의성립율 0.9%), 2011년 533건(이의성립률
0.7%) 등 총 3,431건(이의성립율 0.94%)에 해당하여,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에 의하여 매년 평균
약 750건의 부실권리가 등록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가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개정된다면 부실권리가 등록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제공제도를 내실화 하여 등록 전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한편, 이 경우 정보제공제도를 현행 이의신청과 같은 수준으로 양 당사자의 공방기회를 제공하고
별도의 심리를 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사실상 등록 전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등록 후 이의신청의 기회가 다시 부여되는 것이 되어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불리
한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제도를 현행 이의신청제도와 비슷하게 양 당사자 공방을 통한
당사자 대립구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단지 ⅰ) 심사기준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 후
일정기간 내 제공된 정보 및 증거의 보정‧추가 등을 보장하고, ⅱ) 정보의 활용결과를 반드시 공식
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주며, ⅲ)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이해관계인, 심사관’ 뿐
아니라 ‘정보제공자’도 포함하여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이 되었다면 정보
제공자는 그 자체로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도록 하는 정도132)로 내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무효심판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문제
- 현행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경우 상표등록무효심판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제도적으로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특허법의 경우도 [1998.3.1. 시행된 법률 제5329호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
기 위하여 종전에 특허사정(특허결정)전에 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종전에 출원공고 후 특허등록 전에 하도록 하던 특허이의신청을 특허등록 후에 하도록
조정하였으나, [2006.3.3. 시행된 법률 제7871호 개정 특허법]에서는 등록 후 이의신청은 등록
후 그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제도로서 무효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한 절차 및 판단기준이 적용되
고 제도적 취지가 중복되며 이의결정은 심사관이, 무효심결은 심판관이 각각 담당하여 판단의
주체도 서로 달라 제도의 이용자에게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후 이의신청제
도 또한 폐지하고 무효심판으로 단일화 하였음.
- 따라서, 현행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경우 상표등록무효심판
132)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무효심판에서의 이해관계가 인정될 것이므로, 정보제공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하여도 상표권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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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 등으로 단일화되어 결과적으로 폐지될 염려가
있음

□ 개선방안 1 내지 2에 대한 장단점 비교
구분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주요내용

(1) 출원 후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출원공고
를 하여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함
(2) 이의심사관을 별도로 두어 이의신청이 없는 건
은 ‘일반심사 Track’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의신청이 있는 건은 ‘이의신청 Track’으로 심
사를 진행하여 일반심사와 이의심사를 구별함

(1) 현행 출원공고 후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
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전환함
(2) 출원공고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 후 등록공고
를 하고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함

(1) 약 3월 정도의 심사단축효과가 기대됨
(2) 정보제공 이외에 등록 전 당사자의 절차권이
보장되는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한다는 현행 상
표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

(1) 약 3월 정도의 심사단축효과가 기대됨
(2) 현행법상 등록 전 타인의 등록을 저지하는 방
법인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이 등록 전 정보제
공,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제
도적 의의가 확보될 수 있음

(1) 행정법상 이의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특허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행위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이론적 난점이 있음

(1) 등록 후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무효심판과 중
복적이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신청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등록
전 부실권리를 막는 방법은 정보제공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부실권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정보제공의 경우 당사자의 절차권이 보장되지
않아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
청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심사관의 상표심사에
대하여 등록 전 당자자의 절차권이 보장되는
방식의 이의제도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베트남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독일, 일본 등에서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장점

단점

입법례

□ 소결
○ 현행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공중심사를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출원공고건수에 대한 이의신청율
이 최근 5년 평균 약 2.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는 대다수 출원까지도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상표등록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그 정확성 못지 않게 신속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선의의 출원인에게 제도적으로 기한의 손실을 부담시
키는 현행법상의 이의신청제도는 그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한편, 그 개선의 방안으로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ⅰ)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기공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조기 공고 후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제
도’로 개정하는 방안(개선방안 1), ⅱ) 등록 전 출원공고를 폐지하고 등록 후 등록공고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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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등록공고 후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방안(개
선방안 2) 등이 고려될 수 있고,
○ 양자 모두 일정한 장단점이 있고 법리적인 면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되나, 7월 31일 상표협회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전원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선방안 1이 지지됨
○ 개선방안 2의 경우 무효심판과 사실상 중복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
- 개선방안 2의 경우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약 3월 정도) 동안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무효심판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중복제도이며, 특허법의 선례 등을 볼
때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음
○ 특허법 선례 참고
- 특허법의 경우 [1998.3.1. 시행된 법률 제5329호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허사정(특허결정)전에 하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
전에 출원공고 후 특허등록 전에 하도록 하던 특허이의신청을 특허등록 후에 하도록 조정하였으나,
- [2006.3.3. 시행된 법률 제7871호 개정 특허법]에서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과 중복된
다는 이유를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특허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특허무효심판에 도입하기 위하여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특허법에 의하여 불필요한 제도로 이미 판명난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뒤늦게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개선방안2의 경우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는 설정등록 후 권리로서 확정된 후에 그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제도로서,
무효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한 절차 및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무효심판제도에 비하여 심결취
소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고 이의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무효심판과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의결정은 심사관이,133)
무효심결은 심판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어 판단의 주체가 달라 제도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부실권리의 증대가 우려됨
- 최근 5년간 이의신청율이 2.57%에 불과하다 하여도 그 건수를 보면, 2007년 1,905건, 2008년
2,003건, 2009년 1,447건, 2010년 1,676건, 2011년 2,345건으로서 그 이용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
고 있고, 특히 이의성립건수는 2007년 830건, 2008년 613건, 2009년 784건, 2010년 671건, 2011년
533건으로서 최근 5년간 출원공고 후 등록 전 이의신청에 의하여 부실권리로 정리된 건수가 3,431
건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에 해당함
- 따라서, 현행 등록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여 등록 전 부실권리의 발생
133) 한편, 등록 후 등록된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를 심사관이 담당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으며, 만약 심판부에서 담당한다면 무효심판과 완전히 동일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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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제공
제도만으로는 부실권리를 막기 역부족이고, 따라서 부실권리의 증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등록
전 당사자 절차권이 보장되는 이의신청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선사용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여 등록 전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절차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정보제공제도만으로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움
- 특히, 선사용 주지상표 등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심사단계에서 제7조
제1항 제9호 등의 거절이유가 발견되기 어렵고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 당사자의 주장·입증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실사용실적이나 매출현황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주지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한다면 먼저 사용한 주지상표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하는 모방상표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정당한 선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최근
의 개정방향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 상표의 경우 특허보다 부실권리의 악용여지가 더 커 등록 전 부실권리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큼
- 상표의 경우 침해에 대한 발견이나 판단이 특허보다는 비교적 용이하여 부실권리를 등록 받은
후 정당한 선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권리가 악용되기 쉬움.
- 따라서, 특히 상표법에서는 등록 전 당사자의 절차권이 보장되는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정당한
선사용자가 자신의 상표 등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1의 경우 출원공개후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등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출원인으로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출원건을 미연에 포기, 취하 등을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의견수렴 결과 반영
- 2012년 9월 18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2년도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변리사분회 세미나에서 이의신청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의 도입]에 대하여 총 50명의 답변자 중 [12명이 찬성, 34명이 반대, 4명이 모르겠음]을 답하여
68%가 등록 후 이의신청에 대하여 무효심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 따라서, 개선방안2와 같이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현행 이의신청제도를 개정한다면, 이는 의견수
렴 결과 약 70%의 다수가 반대하는 안을 채택하는 것이 되므로 법령 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현행 이의신청제
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면 개선방안 1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의견수렴결과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134)

134) 첨부 - 의견수렴 결과 참고

358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 따라서, 개선방안 1에 따라 출원 후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출원공개를 하여 실체심사 전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하되 등록 전 당사자 절차권이 보장
되는 이의신청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당한 사용자 등 상표등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동시에 보장하여 부실권리의 발생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는 현행과 같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만약 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3-5개월로 단축한다면 현행 이의신청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도 무방할 것임
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1) 미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출원공고후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상표법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가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출원기준이 현재사용기준(Actual Use)인 경우에는 바로
공보(Official Gazette)에 공개(Publication)하여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제3자가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제기
(Opposition)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따라서, 심사관이 등록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표라 해도 이 상표가 바로 상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심사를 통과한 상표라 해도 공개과정에 제3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이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나 자신이 가진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의 등록을 원하는 출원인의 입장과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배타적 보호권 유지를
목적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공개된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은 대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상표청은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상표 항소법원(Trademark Trial
and Appear Board, TTAB) 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상표권자는 매주 공개되는 상표공보를 검색하여 유사 상표가 발견되면 바로 상표 항소법원에 이의제기하는
방식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제기는 상표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서류 제출을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만일 이의제기 서류가 상표 항소법원에 접수되면 공개된 상표의 출원인은 곧바로 이의제기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를 받게 되는데 이때 출원인이 4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개된 상표의 등록은 취소
된다.
(2) 해당 조문
§1063. Opposition to registration
(a)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would be damaged by the registration of a mark upon the principal
register, including as a result of dilution under section 1125(c)of this title, may,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file an opposition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publication under subsection (a) of section 1062of this title of the mark sought to be
registered. Upon written request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hirty-day period, the time for filing opposition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thirty days, and further extensions of time for filing opposition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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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d by the Director for good cause when requested prior to the expiration of an extension. The Direct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each extension of the time for filing opposition. An opposition may be amended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b) Unless registration is successfully opposed-(1) a mark entitled to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based on an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1051(a) of this title or pursuant to section 1126 of this title shall be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hall be issued, and notice of the registr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r (2) a notice of allowance shall be issued to the
applicant if the applicant applied for registration under section 1051(b) of this title.
(3) 번역문
§1063.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a) 특정한 표장에 대한 주등록부에의 등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것 이라고 믿는 어떠한 자도 §1125
제(c)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편 제10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요구되는 표장의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30일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는때에는 추가되는 30일의 기간동안
연장되고 그에 대하여 추가되는 재연장은 연
장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요구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청장은 이의신청
의 제기에 대한 기간의 각 연장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를
보정할 수 있다.
(b) 등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1) §1051 제(a)항 또는 §112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에 근거하여 주등록부에의 등록이 가능한
표장은 특허‧상표청에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의 공고가 특허‧상표청의 공보에 공표된다.
(2) 허가통지서는 출원인이 §1051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한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발급된다.

□ 독일
(1) 독일 입법례의 분석 결과
독일의 경우 1995.1.1. 개정을 통하여 종전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였다.
즉, 독일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이 출원요건에 합치되고 상표법 제37조에 의한 거절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그
출원된 상표는 등록부에 등록된다. 그 등록은 공고된다.
등록된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공고된다. 특허청은 특히 전자적 매체의 형태
로도 추가적으로 공고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공고에는 시행령 제18조 제21호와 제32호를 제외한 등록소에
등록된 신청자료 전부가 포함된다. 색채로 등록된 상표는 색채로 공고된다. 등록된 상표의 최초 공고에는 상표
법 제42조에 의한 이의신청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41조에 의하여 상표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선원권135)이 있는 소유자에 의하여 상표등
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이의신청은 누구든지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선원권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한 우리의 이의신청이유는 거절사유 전부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위배, 유명상표
침해, 부정대리행위의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법 제42조 제1항의 기간내에 요금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의 제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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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조문
§ 42 Widerspruch
(1) Innerhalb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nach dem Tag der Veröffentlichung der Eintragung der Marke
gemäß § 41 kann von dem Inhaber einer Marke oder einer geschäftlichen Bezeichnung mit älterem
Zeitrang gegen die Eintragung der Marke Widerspruch erhoben werden.
(2) Der Widerspruch kann nur darauf gestützt werden, daß die Marke
1.wegen einer angemeldeten oder eingetragenen Marke mit älterem Zeitrang nach § 9,
2.wegen einer notorisch bekannten Marke mit älterem Zeitrang nach § 10 in Verbindung mit § 9,
3.wegen ihrer Eintragung für einen Agenten oder Vertreter des Markeninhabers nach § 11 oder
4.wegen einer nicht eingetragenen Marke mit älterem Zeitrang nach § 4 Nr. 2 oder einer geschäftlichen
Bezeichnung mit älterem Zeitrang nach § 5 in Verbindung mit § 12
gelöscht werden kann.
(3) (weggefallen)
(3) 번역문
제42조 (이의신청)
(1) 제41조에 따른 상표의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선행상표의 소유주는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상표가
1.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출원상표 혹은 선등록상표,
2.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선행 유명상표,
3. 제11조에 따른 상표권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위한 등록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것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3) 폐지

□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일본상표법에서는 누구든지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특허청장관에게 등록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43조의2), 권리부여후 이의신청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서 하고 있음(43조의3 제1항).
일본도 예전에는 한국과 같이 출원공고후 이의신청제도를 채택했었지만, 이의신청건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
하고 이의신청제도로 인하여 모든 등록이 늦어진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1996년 개정 때 출원공고후 이의신
청제도를 폐지하고 등록공고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하였음
한편, 일본상표법에서는 2이상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43조의2 제1항), 우리나라와 달리 지정상품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135) 시간적으로 보다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 선사용권이 있는 경우등 시간적 선원의 모든 것으로 해석됨.
우리 법제로 보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에 해당되는 거절이유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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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상표법에서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공익적 이유에 한정시키고(43조의2),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수단에 적합한 무효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상표법에서는 모든
거절이유가 이의신청의 이유가 되고 있음(25조).
(2) 해당조문

(登録異議の申立て)
第四十三条の二 何人も、商標掲載公報の発行の日から二月以内に限り、特許庁長官に、商標登録が次の各号の
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登録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二以上の指
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係る商標登録については、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ごとに登録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
できる。
一 その商標登録が第三条、第四条第一項、第七条の二第一項、第八条第一項、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第五
十一条第二項(第五十二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第五十三条第二項又は第七十七条第
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特許法第二十五条 の規定に違反してされたこと。
二 その商標登録が条約に違反してされたこと。
(決定)
第四十三条の三 登録異議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理及び決定は、三人又は五人の審判官の合議体が行う。
２ 審判官は、登録異議の申立てに係る商標登録が前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商標登録を
取り消すべき旨の決定(以下「取消決定」という。)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取消決定が確定したときは、その商標権は、初めから存在し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
４ 審判官は、登録異議の申立てに係る商標登録が前条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認めないときは、その商標登録
を維持すべき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５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3) 번역문

제43조의2 (등록이의신청)
누구든지 상표게재 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특허청장관에게 상표등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2 이상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한 상표등록에 관해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마다 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그 상표등록이 제3조, 제4조 제1항, 제7조의 2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제51조 제2항
(제52조의 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3조 제2항 또는 제7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
2. 그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한 것.
제43조의3 (결정)
① 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리 및 결정은 3명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한다.
② 심판관은 등록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상표등록이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은 등록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상표등록이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362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 중국
(1) 중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

출원된 상표에 대해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통해 심사관이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초보심사결정(우리나
라의 출원공고결정을 의미함)을 하고 공고한다.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등록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중국 상표법 제30조).
따라서, 중국의 경우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로 ‘출원공고 후 3월’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해당조문

第三十条
对初步审定的商标，自公告之日起三个月内，任何人均可以提出异议。公告期满无异议的，予以核准注册，发
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
(3) 번역문

제30조
초보심사결정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여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5. 기타
□ 기타 현행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제도를 개정안 1과 같이 실체심사 전 출원공개 후 이의신청제도로
개정하는 경우 출원의 보정, 분할 등 현행법상 출원공고 제도와 연계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Ⅱ 기타 - 검토결과 개정안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
1. 변경출원의 시기 제한 필요성 검토
□ 상표법은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등에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심판이나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진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되고 변경출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게
되는 결과 기왕의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가 무의미해지므로 출원변경의 시기를 보정과 마찬가지로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를 검토함
□ 그러나, 외국 입법례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변경출원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아례
입법례와 같이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
경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청구 후 30일 이내 등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단순히 출원의 형식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할 여지가 드물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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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단서가 규정되어 변경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이미 대비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심판청구
후 심리도중 출원의 형식 등에 대한 불비를 비로소 인정하고 기왕에 출원된 출원의 출원일을 인정
받기 위하여 변경할 실익도 있다는 점에서 변경출원제도를 계속하여 존속시키는 이상 굳이 보정과
같이 시기적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경출원의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
는 것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일본상표법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2) 해당조문

(出願の変更)
第十一条 商標登録出願人は、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を通常の商標登録出願(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及び地
域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以外の商標登録出願をいう。以下同じ。) 又は地域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に変更
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商標登録出願人は、地域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を通常の商標登録出願又は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に変
更することができる。
３ 商標登録出願人は、通常の商標登録出願を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又は地域団体商標の商標登録出願に変
更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三項の規定による商標登録出願の変更は、商標登録出願について査定又は審決が確定した後は、するこ
とができない。
５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商標登録出願の変更があつたときは、もとの商標登録出願は、取り下
げたものとみなす。
６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商標登録出願の変更の場合に準用す
る。
(3) 번역문

(출원의 변경)
제11조
① 상표등록출원인은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통상의 상표등록출원(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 및 지역단체
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이외의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통상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
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인은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을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
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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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원래의 상표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⑥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에 있어서의 미비점 검토
□ 검토사항
○ 제24조의2 제5항은 상표법 제5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ⅰ) 출원상표에 대한 보호가 등록상
표에 대한 보호보다 클 수는 없고, ⅱ) 제3자의 사용이 제5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자의 사용이 제51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문상 이에 대한 근거규
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함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전용권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상표와
상품의 동일범위에 한하나, 그 금지권은 제66조 제2항 제1호136)의 규정에 따라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행사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지정상품
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자에 한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함
□ 검토결과
2012년 8월 30일 상표협회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전원회의 결과 위의 내용은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경제이므로 별도의 입법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임.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136) 제66조 제2항 제1호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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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출원등록절차분야 의견수렴 결과
2012년 9월 18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2년도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
변리사분회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문항 1

[현행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를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12명(24%)

34명(68%)

4명(8%)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16명(32%)

22명(44%)

12명(24%)

2. 문항 2

[변경출원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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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심판소송 분야

Ⅰ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검토
1. 현행 규정
□ 제 73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④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
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 전부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로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1)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될 것을 알고 난 후 심판청구일 전 3월 이내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2) 불사용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3) 불사용취소심판의 심결확정에 의한 상표권 소멸은 취소심판청구일부터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제·개정 초안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3. (생략)
② 삭제 <1997.8.22>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
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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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일전 3월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지만 그 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상표를 사용한 것임을 청구인이 증명한 때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
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청구일부터 소멸된다.
⑧ (생략)
⑨ (생략)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 제73조 제4항 다음에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일전 3월 이내
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지만 그 심판청구가 있을 것
을 알고 난 후에 그 상표를 사용한 것임을 청구인
이 증명한 때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은 제4항에
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
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
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
지 아니한다.
⑦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
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
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생략)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⑤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
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
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
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
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
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생략)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 제73조 제6항
현행

개정안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
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러하지 아니 하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
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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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표 - 제73조 제7항
현행

개정안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
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
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
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청구일부터 소멸
된다.

비고

3. 제안 이유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직전 급한 사용의 방지
○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일 전 3개월 이내에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사용은 상표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하기 전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함.
○ 취소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고난 후 청구일전 3월이내에 사용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이 그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함. 예를 들면, 취소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기 전부터 당해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
가 그러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
여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함.
○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일 전 3개월 이내에 상표권자가 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동일.유사한 상표권
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방어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불허하도록
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개정 상표법137)에 의하여 불사용취소
심판청구인은 취소심판청구 전에 취소심판청구대상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두었을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방어출원은 후출원으로서 등록이 불가하다. 따라서 방어출원에 대한 등록금
지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음.
○ 현재 일본과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2012.8.30.전문가초청토론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해야 함.
○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검색부담이 과도해
졌으며, 특허청의 심사도 지연되고 있음.
○ 신속한 심판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과 이에 대한 판단으로
심리가 지체되고 있음.
○ 불사용취소심판제도는 원래 공익목적상 불사용저장상표의 존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직권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사용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키던 것을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
하여 등록을 취소시키도록 도입한 것이기도 함.
○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취득, 유지, 연장 할 때에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137) 2013. 7. 1. 시행예정인 개정상표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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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신 제3자의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통하여 불사용상표를 정리하고 있는데, 심판청구인 적격
을 확대하여 불사용상표의 정리를 촉진시켜 불사용저장상표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함.
○ 실무상 ‘이해관계’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형태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청구 가능하게 하여도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
지는 것은 아님.
○ 출원상표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소멸된 등록상표간의 선후출원 판단기준시점을 출원상표의 ‘출원
시’에서 ‘등록시’로 변경(2012. 8. 30.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표법개정안)하면 불사용취소심판청
구인은 상표출원부터 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변경하여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음.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과 판단은 심리를 지연시킬 뿐 아무런 역할 도 할 수 없을 것임.
○ 출원시 지정상품 수수료 가산제 폐지(2003. 4. 10.) 이후 1상품류당 지정상품 숫자가 급증하여
불사용저장상표가 급증하였음. 2012. 4. 1.부터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 가산
제가 부활하였지만, 2003. 4. 10.~2012. 3. 31.까지 등록된 약 88만 건의 상표등록들의 상당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은 불사용저장상표이므로 이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불사용취소심판제
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불사용취소심판이 좀 더 활성화 하여 상표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때 지정상품
을 줄이고, 불사용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유도하여 불사용저장상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일본과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제7호의 청구인 적격은 제7호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 규정하고 있고, 제4호만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도록 하여야 함.
○ 취소심결의 확정 당시부터 장래에 소멸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사용상표이기 때문에 권리로
보호해야 할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결확정시까지 제3자가 사용하면 침해행위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불사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표는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흡인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 후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서의 실체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그 불사용상표에 근거한 민형사상의 청구가 행하여지고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음.
○ 현재 일본과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1) 미국의 입법례의 분석결과
미국은 상표등록 후 5년차에서 6년차 사이에 상표사용선서서와 사용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상표
는 등록이 취소된다. 그리고 등록 후 10년마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을 할 때에도 사용선서서와 사용실적을 입증자
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등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사용저장상표는 거의 없고,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
사건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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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등록상표가 이미 포기된 것일 경우에도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최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최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2) 해당조문(U.S. Trademark Law)
37C.F.R.§2.160 Affidavit or declaration of continued use or excusable nonuse required to avoi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 During the following time periods, the owner of the registration must file an affidavit or declaration of
continued use or excusable nonuse, or the registration will be cancelled:
(1)(i) For registrations issued under the Trademark Act of 1946, on or after the fifth anniversary and no
later than the sixth anniversary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or (ii) For registrations issued under prior
Acts, on or after the fifth anniversary and no later than the sixth anniversary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
under section 12(c) of the Act; and
(2) For all registrations, within the year before the end of every ten-year period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Trademark Act of 1946, as Amended
TITLE X - CONSTRUCTION AND DEFINITIONS
§45 (15 U.S.C. § 1127). Abandonment of mark.

A mark shall be deemed to be "abandoned" if either of the following occurs:
(1) When its use has been discontinued with intent not to resume such use. Intent not to resume may
be inferred from circumstances. Nonuse for 3 consecutive years shall be prima facie evidence of
abandonment. "Use" of a mark means the bona fide use of such mark mad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not made merely to reserve a right in a mark.
(2) When any course of conduct of the owner, including acts of omission as well as commission, causes
the mark to become the generic name for the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it is used
or otherwise to lose its significance as a mark. Purchaser motivation shall not be a test for determining
abandonment under this paragraph.
(3) 번역문
37 C.F.R §2.160 (상표등록 취소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 사용 선언서 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다음 기간 동안에, 등록권자는 지속적인 사용 선언서 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등록은 취소된다.
(1)(i) 1946년 상표법 하에서 등록된 상표의 경우, 등록일 이후 5년차 되는 날, 또는그 날 이후부터 6년차를
넘기지 않는 때에, 또는 (ii) 구상표법 하에서 등록된 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12조(c)에 근거한 공고일 이후
5년차 되는 날, 또는 그 날 이후부터 6년차를 넘기지 않은 때에
(2) 모든 등록상표들은, 등록일 이후 매 10년이 지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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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Act of 1946, as Amended
TITLE X - CONSTRUCTION AND DEFINITIONS

§ 45 (15 미국 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s) § 1127)
상표의 포기.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그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그 상표의 사용이 재개될 의도 없이 사용이 중단된 경우. 재개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추정한다.
3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일단의 증거가 된다. 상표의 "사용"
은 보통의 거래계에서의 성실한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리를 상표 안에 저장만 하는 것은 상표 사용이
아니다.
(2) 누락 및 위임 행위를 포함하여 상표권자의 모든 행위 과정에서 상표가 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보통 명사가 되거나, 혹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읽게 되는 경우: 소비자 동기부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포기를
결정하는 데에 판단요소가 되지 않는다.

□ 유럽
(1) 유럽의 입법례의 분석결과
유럽의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일 전 3월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을 알고서 사용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으며, 불사용취소심판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또한,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부터 소멸한다.
(2) 해당조문

Article 51. Grounds for revocation
1. The rights of the proprietor of the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to be revoke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a) if, within a continuous
period of five years, the trade mark has not been put to genuine use in the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it is registered, and there are no proper reasons for
non-use; however, no person may claim that the proprietor's rights in a Community trade mark should
be revoked where, during the interval between expiry of the five-year period and filing of the application
or counterclaim, genuine use of the trade mark has been started or resumed; the commencement or
resumption of use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or counterclaim
which began at the earliest on expiry of the continuous period of five years of non-use shall, however,
be disregarded where preparations for the commencement or resumption occur only after the proprietor
becomes aware that the application or counterclaim may be filed;

Article 55. Consequences of revocation and invalidity
1. The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emed not to have had, as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vocation or of the counterclaim, the effects specified in this Regulation, to the extent that the rights of
the proprietor have been revoked. An earlier date, on which one of the grounds for revocation occurred,
may be fixed in the decision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3) 번역문
제51조 (취소사유)
1. 공동체 상표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청구 또는 침해 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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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의하여 취소된다.
(a)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동안 계속하여 공동체 상표가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공동체 내에서
진정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러나 5년의 불사용 기간 만료일과 취소 청구일 또는 반소 청구일 사이에
상표의 진정한 사용이 시작되거나 재개된 때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권리자가 취소 청구 또는 반소
청구가 제기될 것을 알고 취소 청구일 또는 반소 청구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상표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진정한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 (취소와 무효의 효과)
1. 공동체 상표는 취소 심판 청구일 또는 반소 청구일로부터 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여러 취소사유 중 먼저 발생한 취소사유의 발생일자를 결정문에 확정할 수 있다.

□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결과

일본은 1996년 상표법 개정 당시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대폭 손질하였는데, ①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
존부에 대한 입증 및 판단으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폐단을 없애고, 불사용상표는 공익을 해치는데 이에
대한 체크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 적격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였다. ② 피청구
인이 불사용취소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고서 심판청구일 전 3개월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는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불사용상표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에 소급효를 인정함하였다. 즉,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취소심판예고등록일 이후부터
상표권이 소멸한다.
(2) 해당조문

第五十条(商標登録の取消しの審判)
① 継続して三年以上日本国内において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のいずれもが各指定商品又
は指定役務についての登録商標(書体のみに変更を加えた同一の文字からなる商標、平仮名、片仮名及びロー
マ字の文字の表示を相互に変更するものであつて同一の称呼及び観念を生ずる商標、外観において同視され
る図形からなる商標その他の当該登録商標と社会通念上同一と認められる商標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
同じ。) の使用をしていないときは、何人も、その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係る商標登録を取り消すことにつ
いて審判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前項の審判の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審判の請求の登録前三年以内に日本国内において商標権
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のいずれかがその請求に係る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のいずれかについて
の登録商標 の使用をしていることを被請求人が証明しない限り、商標権者は、その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
係る商標登録の取消しを免れない。ただし、その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ついてその登録商標の使用をして
いない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ことを被請求人が明らかに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③ 第一項の審判の請求前三月からその審判の請求の登録の日までの間に、日本国内において商標権者、専用
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のいずれかがその請求に係る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ついての登録商標の使用を
した場合であつて、その登録商標の使用がその審判の請求がされることを知つた後であることを請求人が証
明したときは、その登録商標の使用は第一項に規定する登録商標の使用に該当し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
その登録商標の使用をした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ことを被請求人が明らかにしたときは、この限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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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ない。
第五十四条(商標登録の取消しの審判)
① 商標登録を取り消すべき旨の審決が確定したときは、商標権は、その後消滅する。
②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五十条第一項の審判により商標登録を取り消すべき旨の審決が確定したとき
は、商標権は、同項の審判の請求の登録の日に消滅したものとみなす。
(3) 번역문

제50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각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상표(서체만에 변경을 가하여 동일한 문자로 되는 상표, 히라가나, 가타가나 및 로마
자의 문자표시를 상호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칭호 및 관념이 생기는 상표, 외관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도형으로 되는 상표, 기타 당해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또한 같다)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할 누구라도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판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심판청구의 등록 전 3년 이내에 일본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어느 누구도 그 청구에 관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어느 것인가 대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피청구인이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피청구인이 밝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심판청구전 3월부터 그 심판청구의 등록일까지의 사이에 일본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그 청구에 관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한
경우로서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심판청구가 된 것을 안 후 임을 청구인이 증명한 때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은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피청구인이 밝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후 소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동항의 심판청구의 등록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중국
(1) 중국 입법례의 분석결과(중국상표법 제3차개정안)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심사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함.
등록상표를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해당 조문
第五十二条 使用注册商标，有下列行为之一的，由商标局责令限期改正或者撤销其注册商标：
(一) 自行改变注册商标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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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自行改变注册商标的注册人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
(三) 自行转让注册商标的；
(四) 连续三年停止使用的。
(3) 번역문
중국상표법(2001년 개정법)
제44조 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
록 명령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1.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등록상표의 등록인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4.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하더라도 당해 심판청구가 불사용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도 폐지
1. 현행 규정
□ 제 74 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
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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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상표법 제74조를 삭제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도’를 폐지함.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현행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
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
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안

비고

<삭제>

3. 제안 이유
□ 제74조의 연혁, 취지 및 유용성
○ 본 조항은 1986년 개정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에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지정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불성실하게 사용하여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출처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규정(현행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과 사용권설정등록을 취소하는 본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항은 사용권설정등록 후 사용권자의 상표사용행위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사용권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그런데 사용권자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상표 자체를 취소하는 것(제73조 제1항
제8호)으로 충분함. 뿐만 아니라, ①설령 사용권설정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다시 사용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할 제도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고,
②위 심판청구 후에 만약 상표권자가 사용권설정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 심판은 각하를 면하기
어려우며, ③사용권설정등록은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간의 사적인 계약을 공시하여 사용권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데 실효성도 없는 심판제도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둘 필요성이 없으며, ④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표권자가 사용권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도 사용권계약을 해지하여 그에 따른 사용권설정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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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며 그 유용성이 전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사용권설정등록취소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상표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 유럽
사용권설정등록취소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상표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 일본
사용권설정등록취소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상표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 중국
사용권설정등록취소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상표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상표 분할이전시 유사상품 동시이전 강제규정 및 상표권 이전 후 혼동으로 인한

Ⅲ 취소심판 규정의 정비
1. 현행 규정

□ 제 12 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②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제 54 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제 54 조의 2(상표권의 분할)
①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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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1 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제1호: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제 73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제4호: 제54조 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①제9호: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
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
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

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1) 제54조 제1항 후단 삭제
2) 제71조 제1항 제1호 무효사유에서 ‘제12조 제2항 후단’ 삭제
3) 제73조 제1항 제4호의 취소사유에서 ‘제54조 제1항 후단’을 삭제
4) 제73조 제1항 제9호를, ‘상표권의 이전’에 ‘제54조 제1항에 의한 이전(상표권분할이전)’과 ‘제54조의 2(지정
상품별 분할)에 의한 상표권 분할한 후의 상표권 이전’을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
5) 제73조 제1항 제9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상표권 이전 또는 분할이전 후 오인.혼동을 생기게 한 사용자의
상표에 대해서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제54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하여야 한다.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
할 수 있다.

비고

밑줄부분 삭제

□ 대조표-제71조 제1항 제1호
현행

개정안

비고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
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
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
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
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
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
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
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
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5항

밑줄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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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
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

비고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대조표 - 제73조 제1항 제4호
현행

개정안

비고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제54조 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
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제54조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
정에 위반된 경우

밑줄부분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
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
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
는 경우.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동일한 지정상품
에 대한 유사한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
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사용한 그 상표에 대해서만 취소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 대조표 - 제73조 제1항 제9호

‘유사한 등록상
표’에 ‘동일상
표-유사지정상
품’과 ‘유사상
표-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
품’을 추가함.

단서추가

3. 제안 이유
□ 유사한 상표의 이전에 관한 상표법 변천 과정
○ 과거의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을 할 때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들’은 반드시 한꺼번에 이전 또는 지정상품분할이전
을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상표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을 불허하고, 착오로 이에
반하는 이전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당하게 이전된 등록상표 뿐만 아니라 함께 이전하여야

379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했던 상표들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었다
(1990. 1. 13. 법률 제4210호 제73조 제2항). 이는 출처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들을 보호하
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 그러나 동일인이 소유하는 유사상표들은 연합상표로서만 등록할 수 있고, 연합상표들은 모두 함께
이전하도록 하던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고, 유사범주내의 등록상표들을 각기 다른 주체가 소유
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을 하였다.
○ 나아가 상표권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즉, 유사한 상품별로 묶을 필요 없이) 상표권을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유사한 지정상품들을 각각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
○ 즉, 상표가 등록된 후에는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유사상표 중 몇 개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지정상품분할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정상품을 분할할 때 유사한 지정상
품별로 묶어서 분할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자유롭게 분할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지정상품분할이전’을 하거나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한 후 이전’하는 절차에 의하여 유사범주내의 상표(‘유사한 상표들-유
사한 지정상품에 각각 등록된 경우’ 또는 ‘동일한 상표 -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등록된 경우’ 모두
포함)들이 각기 다른 주체의 명의로 존속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등록상표의 ‘이전’/‘분할이전’/‘분할 후의 이전’에 의하여 유사한 범주 내의 상표에 대한 권리
주체가 달라질 경우 제7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심판에 의한 사후적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 한편, 상표법은 위와 같이 유사한 범주 내의 등록상표들이 각기 다른 주체의 명의로 존속하는
것을 용인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도,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설령 ‘선출원인’/‘선등록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을 불허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 제12조 제2항 후단은 거절이유로는 존치하되 무효사유에서는 삭제함
○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분할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분할
이전한 상표와 분할이전 후 남은 상표는 ‘동일자 출원’- ‘동일한 표장’-‘유사한 지정상품’-‘출원인이
각기 다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여 출원인들의 협의가 없으면 추첨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만 등록받을 수 있음. 즉, 후단 조항을 두어 지정상품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명
의변경을 심사하면서 유사상품 중 일부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음.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명의변경 허용여부를 심사하면서 지정상품들간의 유
사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분할에 의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출원상
표에 대한 통상의 심사를 할 때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제12조 제2항 후단 규정 위반을 상표등록거절이유(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등록거절이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 하지만 위 규정을
등록거절이유에서 삭제할 경우 마치 상표등록출원 중 지정상품을 분할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
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도 모두가 등록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규정 위반
자체를 거절이유로 두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상표등록거절이유에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함.
○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무효사유에서 삭제함. 상표등록 후에는 유사한 지정상품의 일부만 양도(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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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 또는 지정상품 분할 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규정위반을 등록무효사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분할이전시 유사상품 동시이전 규정은 삭제하여야 함
○ 제54조의 2에서 상표권의 분할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 때문에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
유사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무의미한 규제에 불과함.
○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여 이전하거나,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한 후 각각을 이전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
○ 상품마다 제한 없이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상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상품
을 일괄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유사상품을 분할하여 각각 양도하
면 제9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취소되는데, 분할양도를 한꺼번에 하면 9호 요건에 관계없이
취소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음.
□ 상표권 이전 후 혼동방지를 위한 취소규정(73조1항9호)은 여전히 필요함
○ 오인.혼동으로부터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이전’/‘지정상품분할이전’/‘지정상품 분할
후의 상표권이전’으로 인하여 유사범위 이내에 있는 상표가 각각 다른 권리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혼동방지를 위한 취소사유 규정은 그대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정상품분할이전’ 및 ‘지정상품분할(상표권분할) 후의 상표권 이전’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유사
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각각 다른 권리자에게 속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혼동방
지를 위한 취소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정함.
○ 선행상표권자의 동의서가 있더라도 유사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는 현행 상표법 체제
에 부합함.
□ 상표권 이전 후 혼동 발생시 취소심판청구의 대상 확정
○ 상표권을 이전, 분할이전, 분할 후 각각 이전한 후 오인.혼동이 발생할 경우 취소심판청구대상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일.유사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 그 상표만’을 취소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표권 이전 후 혼동방지표시청구권 인정여부
○ 상표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상표권 이전(상표권 지정상품분할이전, 상표권 지정상품 분할
후 이전을 포함) 후 쌍방의 권리자에게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은 없음.
○ 일본은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을 인정함138)

138) 일본상표법 제2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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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입법동향
□ 미국
(1) 미국 입법례의 분석결과
상표권의 이전 및 지정상품분할이전시 유사상품을 동시에 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시이전강제규
정위반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해당 조문
§ 10 (15 U.S.C. § 1060). Assignment
(a)(1) A registered mark or a mark for which an application to register has been filed shall be assignable
with the good will of the business in which the mark is used, or with that part of the good will of the
business connected with the use of and symbolized by the mark.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sentence,
no application to register a mark under section 1051(b) of this title shall be assignable prior to the filing
of an amendment under section 1051(c) of this title to bring the application into conformity with section
1051(a) of this title or the filing of the verified statement of use under section 1051(d) of this title, except
for an assignment to a successor to the business of the applicant, or portion thereof, to which the mark
pertains, if that business is ongoing and existing.
§ 14 (15 U.S.C. § 1064). Cancellation
A petition to cancel a registration of a mark, stating the grounds relied upon, may,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be filed as follows by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is or will be damaged, including
as a result of a likelihood of dilution by blurring or dilution by tarnishment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by the registration of a mark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or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1)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registration of the mark under this chapter.
(2)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under section 1062(c) of this title of a mark registered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3) At any time if the registered mark becomes the generic name for the goods or services, or a portion
thereof, for which it is registered, or is functional, or has been abandoned, or its registration was obtained
fraudulently or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054 of this title or of subsection (a), (b), or (c) of
section 1052 of this title for a registration under this chapter, or contrary to similar prohibitory provisions
of such said prior Acts for a registration under such Acts, or if the registered mark is being used by,
or with the permission of, the registrant so as to misrepresent the source of the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mark is used. If the registered mark becomes the generic name for less
than all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a peti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for only
those goods or services may be filed. A registered mark shall not be deemed to be the generic name
of goods or services solely because such mark is also used as a name of or to identify a unique product
or service. The primary significance of the registered mark to the relevant public rather than purchaser
motivation shall be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the registered mark has become the generic name
of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it has been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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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 any time if the mark is registered under the Act of March 3, 1881, or the Act of February 20,
1905, and has not been publish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c) of section 1062 of this title.
(5) At any time in the case of a certification mark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rant (A) does not control,
or is not able legitimately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use of such mark, or (B) engages in the production
or marketing of any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certification mark is applied, or (C) permits the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for purposes other than to certify, or (D) discriminately refuses to certify or to
continue to certify the goods or services of any person who maintains the standards or conditions which
such mark certifies:
Provided, Tha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may apply to cancel on the grounds specified in paragraphs
(3) and (5) of this section any mark registered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and
the prescribed fee shall not be required. Nothing in paragraph (5) shall be deemed to prohibit the registrant
from using its certification mark in advertising or promoting recognition of the certification program or of
the goods or services meeting the certification standards of the registrant. Such uses of the certification
mark shall not be grounds for cancellation under paragraph (5), so long as the registrant does not itself
produce, manufacture, or sell any of the certified goods or services to which its identical certification mark
is applied.
(3) 번역문
§ 10 (15 U.S.C. § 1060). 양도
(a) (1) 등록된 표장 또는 등록출원서가 제출된 표장은 그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기업의 영업권과 함께 또는
표장의 사용과 관련되고 그 표장에 의하여 상징되는 기업에 대한 영업권의 일부와 함께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105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어떠한 출원도 기업이 운영되고 현존하는 때에는
출원인의 기업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승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51 제(d)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된 사용진
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064. (등록의 취소)
이 법 또는 1881년 3월3일 법이나 1905년 2월 20일 법에 의하여 비치된 주등록부에의 특정한 표장의 등록으
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는 어떠한 자도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이류를 들어 표장의 등록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2) 1881년 3월 3일 법 또는 1905년 2월 20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표장에 대하여는 §1062 제(c)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에
(3) 등록된 표장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통상적인 명칭이 되었거나 포기되었
을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1054 또는 §1052
제(a)항 제 (b)항 또는 제(c)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득된 경우, 전기한 구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 그 구법의
유사한 금지규정에 반하여 취득한 경우 또는 그 등록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시키도록
등록명의인에 의하여 또는 그 승낙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등록표장이 그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통상적인 명칭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만에 대한 등록의 취소청구
를 할 수 있다. 등록표장은 그 표장이 유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으로 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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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상정인 명칭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표장이
그 사용되어 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상적인 명칭이 되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과정이 구매자의
동기보다는 관련공중에 대하여 등록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4) 표장이 1881년 3월3일 법 또는 1905년 2월 20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으나 §1062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
(5) 증명표장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A)그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통제권
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 (B) 증명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 (C) 증명행위 이외의 제반 목적을 위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이유 및 (D) 그 표장의
증명기준 또는 증명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자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증명 또는 그 증명의 계속을
차별하여 거부한다는 이유 다만, 연방통상위원회는 이 조 (3) 및 (5)에 명시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주등록부상에 등록된 어떠한 표장에 대하여도 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의 수수료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유럽
(1) 유럽 입법례의 분석결과
(a) 출원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의a에서, 지정상품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되, 분할된 상품과
분할되고 남은 상품의 중복을 금지할 뿐 유사상품별로 묶어서 분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b) 상표등록 무효/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0조 내지 제52조에 ‘유사상품을 동시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는
없음.
(c) 등록상표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제48조의a에서, 지정상품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되, 분할된
상품과 분할되고 남은 상품의 중복을 금지할 뿐 유사상품별로 묶어서 분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2) 해당 조문
Article 17 Transfer
1. A Community trade mark may be transferred, separately from any transfer of the undertaking, in respect
of some or all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A transfer of the whole of the undertaking
shall include the transfer of the Community trade mark except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law governing
the transfer, there is agreement to the contrary or circumstances clearly dictate otherwise. This provision
shall apply to the contractual obligation to transfer the undertaking.
3.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an assignment of the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require the signatur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except when it is a result of a judgment;
otherwise it shall be void.
4. Where it is clear from the transfer documents that because of the transfer the Community trade mark
is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concerning the nature, quality or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it is registered, the Office shall not register the transfer unless the successor agrees
to limit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to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it is not likely
to mislead.
5. On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a transfer shall be entered in the Register and published.
6. As long as the transfer has not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the successor in title may not invoke
the rights arising from the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7. Where there are time limits to be observed vis-a-vis the Office, the successor in title may make the

384

Ⅰ제2장 주요개정검토과제Ⅰ

corresponding statements to the Office once the request for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has been received
by the Office.
8. All documents which require notification to the proprietor of the Community trade mark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shall be addressed to the person registered as proprietor.
Article 44a Division of the application34
1. The applicant may divide the application by declaring that some of the goods or services included
in the original application will be the subject of one or more divisional applications. The goods or services
in the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not overlap with the goods or services which remain in the original
application or those which are included in other divisional applications.
(a) if, where an opposition has been entered against the original application, such a divisional application
has the effect of introducing a division amongst the goods or services against which the opposition has
been directed, until the decision of the Opposition Division has become final or the opposition proceedings
are finally terminated otherwise;
(b) during the periods laid down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
3. The declaration of division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
4. The declaration of division shall be subject to a fee. The application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until the fee has been paid.
5. The divis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orded in the files kept by the Office concerning
the original application.
6. All requests and applications submitted and all fees paid with regard to the original application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Office receives the declaration of division are deemed also to have been submitted
or paid with regard to the divisional application or applications. The fees for the original application which
have been duly pai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claration of division is received shall not be refunded.
7. The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preserve the filing date and any priority date and seniority date of the
original application.
Article 50 Grounds for revocation
1. The rights of the proprietor of the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to be revoke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a) if, within a continuous period of five years, the trade mark has not been put to genuine use in the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it is registered, and there are
no proper reasons for non-use; however, no person may claim that the proprietor’s rights in a
Community trade mark should be revoked where, during the interval between expiry of the five-year period
and filing of the application or counterclaim, genuine use of the trade mark has been started or resumed;
the commencement or resumption of use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or counterclaim which began at the earliest on expiry of the continuous period of five years
of non-use shall, however, be disregarded where preparations for the commencement or resumption occur
only after the proprietor becomes aware that the application or counterclaim may be filed;
(b) if, in consequence of acts or inactivity of the proprietor, the trade mark has become the common name
in the trade for a product or service in respect of which it is registered;
(c) if, in consequence of the use made of it by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or with his consent in
respect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the trade mark is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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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as to the nature, quality or geographical origin of those goods or services;
(d) [deleted]37
2. Where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rights exist in respect of only some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Community trade mark is registered, the rights of the proprietor shall be declared to be revoked
in respect of those goods or services only.
Article 51 Absolute grounds for invalidity
1.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a) where the Community trade mark has been register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38;
(b) where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when he filed the application for the trade mark.
2. Where the Community trade mark has been registered in breach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 (b),
(c) or (d), it may nevertheless not be declared invalid if, in consequence of the use which has been made
of it, it has after registration acquired a distinctive character in relation to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3. Where the ground for invalidity exists in respect of only some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Community trade mark is registered, the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as regards those goods
or services only.
Article 52 Relative grounds for invalidity
1.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a) where there is an earlier trade mark as referred to in Article 8 (2) and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or 5 of that Article are fulfilled;
(b) where there is a trade mark as referred to in Article 8 (3) and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paragraph
are fulfilled;
(c) where there is an earlier right as referred to in Article 8 (4) and the conditions set out in that paragraph
are fulfilled.
2. A Community trade mark shall also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where the use of such trade mark may be prohibited
pursuant to another earlier right, and in particular:
(a) a right to a name;
(b) a right of personal portrayal;
(c) a copyright;
(d) an industrial property right.
under the Community legislation or national law governing the protection39.
3. A Community trade mark may not be declared invalid where the proprietor of a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or 2 consents expressly to the registration of the Community trade mark befor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r the counterclaim.
4. Where the proprietor of one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or 2 has previously applied for
a declaration that a Community trade mark is invalid or made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he may not submit a new application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r lodge a counterclaim on the basis
of another of the said rights which he could have invoked in support of his first application or count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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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ticle 51 (3) shall apply.
(3) 번역문
제17조(양도)
1. 공동체상표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다.
2. 양도를 규율하는 법에 달리 규정하거나 공동체상표를 함께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합의 내지 주변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와 전부양도로 공동체상표도 함께 이전한다. 이는 영업양도에 의한 계약의무에
도 적용된다.
3. 제2항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체상표의 양도는 판결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서명을 요한다.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양도계 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4. 양도계약서상 공동체상표의 양도로 인해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또는 원산지에 관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상표청은 양수인이 공동체상표의 등록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양도대상을 제한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5. 양도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고된다.
6. 양도가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상표의 양수인은 공동체상표의 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향유
하지 못한다.
7. 상표청에 준수되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경우 상표의 양수인은 양도 등록신청이 상표청에 접수된 이후 이에
상응하는 진술서를 상표청에 제출할 수 있다.
8. 권리자로서 등록부에 등재된 자만이 제77조에 따라 공동체상표의 권리자에 게 통지를 요하는 모든 서류의
정당한 수령인이 된다.
제44조의a(출원의 분할)
1. 출원인은 2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분할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분할되고 남은 원출원 또는 분할된 다른 출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와 중복 되어서는 아니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a) 출원의 분할로 인하여 이의신청된 원출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분할의 효과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절차가 종료되는 때까지
(b)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3. 출원의 분할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4. 출원의 분할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수료가 지불되기 전에는 분할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분할된 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6. 상표청이 분할신청을 접수하기 전 원출원에 대하여 제출된 모든 신청서·신청 사항 및 수수료는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분할신청이 접수되기 전원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
되지 아나한다.
7. 원출원의 출원일·우선권 주장일·선권 주장일의 효력은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0조 (취소사유)
1. 공동체상표권자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 또는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
써 취소된다.
(a) 5년동안 계속하여 등록공동체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하여 공동체 내에
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다만, 5년의 ' 불사용 기간만료일과 취소청구일 사이 또는 반소청구일 사이에
상표의 진실 한 사용이 시작되었거나 재개된 때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자가 취소청구일 또는 반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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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 전 3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재개하더라도 취소청구 또는 반소청구가 제기될 것을
안 때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b) 권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등록공동체상표가 거래계에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보통명칭이 된 경우
(c)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하여 상표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특히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원산지 등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취소사유가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때에는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
스업에 대한 권리만 취소된다.
제51조(절대적 무효사유)
1. 공동체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 또는 침 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무효로
된다.
(a) 공동체상표가 제7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b) 출원인이 악의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2. 공동체상표가 제7조 제1항 (b),(c),(d)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다만, 사용의 결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
업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3.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제52조(상대적 무효사유)
1. 공동체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 또는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무효로
된다.
(a)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상표가 존재하고 동조의 제1항이나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b)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존재하고 동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C) 제8조 제4항에서 언급된 선권리가 존재하고 동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 공동체상표는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 및 기타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상표청에 대한 신청이나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무효로 된다.
(a) 성명권
(b) 초상권
(c) 저작권
(d) 산업재산권
3. 공동체상표는 무효신청 또는 반소청구가 제기되기 전 제1항 내지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권리자가 공동체상
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때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에 언급된 권리의 권리자가 이미 무효신청을 하였거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초 무효
청구 또는 반소청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권리로써 무효신청 또는 반소청구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5. 제51조 제3항은 본 조에도 적용된다.

□ 일본
(1) 일본 입법례의 분석 결과

(a) 일본상표법에는 한국상표법 제12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음.
(b) 제24조의2(상표권의 이전)에서 ‘상표권의 이전은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2이상 있을 때에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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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마다 분할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상품 동시이전규정 없음.
(c) 상표권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범주내의 상표’가 각기 다른 주체에게 귀속하는 경우 이전 후 혼동방지를
위한 혼동방지표시청권 및 취소심판규정을 두고 있음.
(2) 해당 조문

第二十四条の二 (商標権の移転) 商標権の移転は、その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が二以上あるときは、指定商品
又は指定役務ごとに分割して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若しくはこれらの機関又は公益に関する団体であつて営利を目的としないものの
商標登録出願であつて、第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ものに係る商標権は、譲渡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３ 公益に関する事業であつて営利を目的としないものを行つている者の商標登録出願であつて、第四条第二
項に規定するものに係る商標権は、その事業とともにする場合を除き、移転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４ 地域団体商標に係る商標権は、譲渡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十四条の四(商標権の移転に係る混同防止表示請求) 商標権が移転された結果、同一の商品若しくは役務
について使用をする類似の登録商標又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同一若しくは類似の登
録商標に係る商標権が異なつた商標権者に属すること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一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
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の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についての登録商標の使用により他の登録商
標に係る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の業務上の利益(当該他の登録商標の使用をしている指定商品又は指定役
務に係るものに限る。) が害されるおそれのあるときは、当該他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
は、当該一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に対し、当該使用について、その者
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と自己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との混同を防ぐのに適当な表示を付すべきこと
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二条の二 ① 商標権が移転された結果、同一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類似の登録商標又
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ついて使用をする同一若しくは類似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が異なつた商標権
者に属すること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一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者が不正競争の目的で指定商品又は
指定役務についての登録商標の使用であつて他の登録商標に係る商標権者、専用使用権者又は通常使用権者
の業務に係る商品又は役務と混同を生ずるものをしたときは、何人も、その商標登録を取り消すことについ
て審判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번역문

제24조의2(상표권의 이전)
①상표권의 이전은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2이상인 때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마다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혹은 이들의 기관 또는 공익에 관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의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공익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자의 상표등록출원으로,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상표권은, 그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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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혼동방지표시 청구) 상표권이 이전된 결과 동일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유사한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동일 혹은 유사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하나의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
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다른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이익 (당해 다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당해 하나의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게 당해 사용에 대하여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혼동을 방지하기에 적당한 표시를 붙여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의2(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상표권이 이전된 결과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유사
한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동일 혹은 유사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그 하나의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서 다른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
용권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때에는, 누구라도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국
(1) 중국 입법례의 분석 결과(중국상표법 제3차 개정안)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유사한 상표는 동시에 이전하지 않으면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양도에 의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도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조문

第四十五条 转让注册商标的，转让人和受让人应当签订转让协议，并共同向商标局提出申请。受让人应当保证
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转让注册商标经核准后，予以公告。受让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用权。
转让注册商标的，商标注册人对其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应当一并转让；未一
并转让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补正；期满不补正的，视为放弃转让该注册商标的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
申请人。
转让注册商标可能产生误认、混淆或者其他不良影响的，商标局不予核准，但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3) 번역문

제45조 ①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응당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하
여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비준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 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③ 등록상표양도시, 상표등록인은 응당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같이 양도; 같이
양도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제한 시간내에 보충·개정하도록 통보; 기한 만료 시, 보충·개정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응당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등록상표양도로 오인·혼동 또는 기타 불량영향이 생기는 경우, 상표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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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외부전문가회의 검토의견
○ 73-1-9 취소사유와 73-1-2 취소사유를 합쳐서 하나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방안:
- 제9호: ‘상표권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범주내의 상표권들’이 ‘각각 다른 권리자에게 귀속된 경우’
일방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 2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 2호를 수정하여 9호를 포함하되,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범주내의 상표권이 각각 다른
주체에게 속하는 경우 여부에 관계 없이 상표권자가 유사범주 이내에서 사용(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내의 사용도 포함)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두 2호에 의하여 취소시킬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임.
- 즉, ①유사상표를 각각 이전, ②지정상품을 분할이전 또는 ③지정상품을 분할한 후 이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각기 다른 주체에게 귀속된 경우를 73-1-2에서 모두 규율하는 것이
가능함. 상표권의 이전 등을 사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각기 다른 주체에게 귀속된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변형사용하여 타인의 상표와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일으킨 경우 그 상표(오인.혼동을 일어나도록 사용한 상표)를 취소시키면 족함.
-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 법규정을 간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상표권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범
주내의 상표권’이 각각 다른 주체에게 속하는 경우 일방이 오인혼동을 유발하면 그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9호와 2호를 각각 별도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제안하지 않음.

공유지분의 양도나 질권설정시 타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Ⅳ 취소심판청구사유에서 삭제
1. 현행 규정

□ 제 54 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⑤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제 73 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제4호: 제54조 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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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제73조 제1항 제4호의 취소사유에서 ‘제54조 제5항’을 삭제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 제73조 제1항 제4호
현행 규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2. (생략)
3. (생략)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
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 규정

비고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밑줄부분 삭제
2. (생략)
3. (생략)
4. 제54조제1항 후단,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안 이유
□ 공유지분에 대한 양도나 질권설정을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함. 타 공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양도나 질권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타 공유자들이 위조 등을 이유로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무효여부를 다투어 바로잡게 될 것임.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르면 양도나 질권설정이
무효가 될 경우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게 됨. 그럴 경우 타 공유자들
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을 잃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되므로 법개정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함.
4. 국내외 입법동향
공유지분에 대한 양도나 질권설정을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면 타 공유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지분을 잃게 되므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Ⅴ 법정사용권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법정사용권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정비
1. 현행 판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782 판결에서, 선사용자는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의 항변만 가능
할 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선사용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139).
13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782 판결: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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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제안
□ 제·개정 요지
법정사용권자들(제57조의 2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및 제57조의 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법정사용권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법정사용권자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표 -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
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제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
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
하는 권리자 또는 제57조의 3에서 규정하
는 선사용자를 포함한다)은 자신이 사용하
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상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비고

②항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청구를 규정
하면서 법정용
권자의 청구권
인정

3. 제안 이유
○ 선사용자 등 법정 사용권자들이 선사용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만 확인
가능하거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만 주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사용자 등의 법정사용권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선사용자 등 법정사용권자들은 자신들의 상표사용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법정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상표권자등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선사용권 등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하고자 함.
4. 국내외 입법동향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제도로서 산업계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존치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
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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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견
○ 법정사용권자들이 그 사용권 범위 내에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는 범위에 속하도록 아래와 같이 제51조 제2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2안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현행 규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개정(안) 규정

비고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57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존
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자
및 제57조의 3에서 규정하는 선사용에 따
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자가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상표.
3. (생략)
4. (생략)

제2호 신설

○ 그러나 법정사용권은 그 제도적 취지상 법정사용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을 폐지하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법정사용권 규정을 그대로 두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도 위와 같이 규정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법정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함. 따라서 위 안을 제2안으로 올리지 아니하고 기타의견으로 함.

Ⅵ 기타 - 연구검토과정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안들
1. 증명표장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에 ‘심사관’을 포함
가. 현행 규정

증명표장등록취소사유(제73조 제1항 제13호 가.목~마.목)
증명표장등록취심판청구인적격(제73조 제6항): 누구든지
나. 개정방향

‘누구든지’에 ‘심사관’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증명표장등록취소사유가 상표등록무효사유(제71조 제1항 제1호~제6호) 못지않게 공익을 해침.
따라서 증명표장등록취소사유 발생시 심사관도 취소심판을 청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다. 검토결과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심사관에 의한 증명표장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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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도를 도입하여도 제도가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직권 무효심판청구는 하자있는 심사를 심사관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증명표장등
록취소사유는 심사의 하자 유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심사관에게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음.
따라서 증명표장등록취소심판청구인 적격을 심사관에게 확대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
2. 일부무효심결의 보완
가. 현행 규정과 판례

제71조 제1항: 무효심판 또는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판결: 직권으로 일부무효의 심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10호~1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일부무효심결을 하면서 무효로 하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무효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나. 개정사유와 개정방향

무효심판청구인이 무효심결에 의하여 소멸시킨 상품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일부 남아있는 유사상품
으로 인하여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무효심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요자보호를 위한 제7조 제1항
10호~12호의 취지에도 반함.
제71조에 ‘지정상품의 일부를 무효로 할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항을 신설.
다. 검토결과

71조에 위와 같은 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표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입법적인 해결보다는 제7조 제1항 제10호~12호의 해석 적용에 대한 판례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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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심판소송분야 의견수렴 결과

2012년 9월 18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2년도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
변리사분회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문항 1

[불사용취소심판청될 것을 알고난 후 심판청구일 전 3월 이내의 사용은 사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단,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면 사용으로 인정함]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41명(82%)

7명(14%)

2명(4%)

2. 문항 2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적격에서 이해관계요건 폐지하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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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32명(64%)

16명(32%)

2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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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 3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 의한 상표권 소멸의 효과는 심판청구일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함]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42명(84%)

4명(8%)

4명(8%)

4. 문항 4

[법정사용권자(‘선사용권자’,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게 권리범위확
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42명(84%)

2명(4%)

6명(12%)

5. 문항 5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인적격 및 취소심판청구인 적격을 ‘상표권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함]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40명(80%)

6명(12%)

4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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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항 6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무효사유에서 ‘제3조(상표의 사용의사)’를 삭제함]
총인원

찬성

반대

모르겠음

50명

33명(66%)

6명(12%)

11명(22%)

7. 기타의견 (추가적인 개정 검토사항)
1) 제23조 1항 3호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인과 취소심판 청구인 적격 완화

위 이의신청인 적격과 취소심판청구인 적격을 ‘이해관계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
진되었기에 검토하였음.
○ 본 조항은 속지주의의 예외규정으로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누구든지’ 이의신청/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실무상 이에 해당하는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도록 하거나 등록을 취소시킬 필요성이 가장
큰 주체는 현재 Agent 등의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인 및 취소심판청구인
적격을 이해관계인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음. 현행규정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만 이의신청인 및 취소심판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무상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과 개정안의 대조:
- 제23조 제1항 제3호
[~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를
[~ 다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로 개정
-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제2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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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파리협약 원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the proprietor of a mark’140)141)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만일 그 상표에 대한 사용권자 또는 Agent142)들(즉 ‘이해
관계인’)도 그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한다면 오히려 이 규정이 조약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들이
등록을 저지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상표의 권리자에게 요청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파리협약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볼 수여지도 있어 이번에 개정제안을 하지 않기로 함.
2) ‘사용의사’를 등록무효사유에서 삭제(71조1항 1호 무효사유에서 ‘제3조’를 삭제)

- 사용의사의 존재 여부 확인은 매우 불확실한데 등록 이후에 출원 당시에서 사용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 등록 이후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지 않는 것으
로 하였음

140) 제6조의7(상표 :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의 등록)
1. 일 동맹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또는 2이상의 동맹국에서 자기의 명의로 그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등록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그 국가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위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의 상표를 사용할 것을 저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본 조에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은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141) Article 6septies [Marks: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Proprietor Without
the Latter’'sAuthorization]
(1) If the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person who is the proprietor of a mark in one of the countries
of the Union applies, without such proprietor’'s authoriz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mark in his
own name, in one or more countries of the Union, the proprietor shall be entitled to oppose the
registration applied for or demand its cancellation or, if the law of the country so allows, the assignment
in his favor of the said registration, unless such agent or representative justifies his action.
(2) The proprietor of the mark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be entitled to oppose
the use of his mark by his agent or representative if he has not authorized such use.
(3) Domestic legislation may provide an equitabl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proprietor of a mark must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142) 본 조항에 해당하는 상표출원 이후의 새로운 Agent로서 실무상 해당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거나 취소하는 데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다.

399

Ⅰ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Ⅰ

첨부

｢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내ㆍ외부 회의 리스트

3.26 착수보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개요

2012.3.26. 15.:30 ~18:00
특허청 서울 사무소 5층 중회의실
과제 연구원 및 특허청 손영식과장 등 10명
◦ 분야별 업무분장 및 과제 일정 논의
◦ 상표법 입법체계 및 편성 방향 검토

4.27 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 분회 세미나
- 상표법 전면 개정 방향논의 -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개요

2012. 4. 27(금) 14:00 ~ 28(토) 12:00
양지 파인리조트(경기도 용인)
연구원 및 변리사회 소속 상표 전문 변리사 50여명
◦ 상표법 개정 방향 논의
- 상표 등록요건에서 상표법개정방향
- 상표 출원등록절차에서 상표법개정방향
- 상표 권리효력 분야에서 상표법 개정방향
- 상표 심판소송분야에서 상표법 개정방향

6.12 연구자 회의

일시 및 장소

2012. 6. 12(화) 14:00~16:00
특허청 서울사무소 4층 소회의실

참석자

특허청 담당자 및 연구원 등 8명

회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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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전면개편 연구 분야별 중간 진행상황 점검
- 개별 연구자별 발표
- 보완요청사항 논의
◦ 추후 진행 상황 및 일정 협의
- 과제 중간보고(7월 2째주)

Ⅰ첨 부Ⅰ

7.31 연구자 및 전문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개요

2012. 7. 31(화) 07:00~12:00
특허법인 신세기(강남구 논현동)
연구원 및 김종윤 변리사 등 10명
◦ 분야 별 주요 이슈 논의
- 상표법 장절입법체계, 조문의 문장, 용어의 정리, 복잡한 조문 등의 각 호처리 등 법체
계 분야 개정방향 검토
- 이의신청제도의 장단점, 해외 입법현황 등 출원등록절차 분야 개정방향 검토
- 선사용권자의 항변권에 대한 심판청구대상편입 등 심판소송분야 개정방향 검토
- 혼동 방지 표시, 상표권침해자에 대한 형벌강화 등 권리효력분야 개정방향 검토

8.21 중간보고 회의

일시 및 장소

2012. 8. 21(화) 14:00~16:00
특허청 서울사무소 소회의실(4층)

참석자

특허청 담당자 및 연구원 등 7명

회의 개요

◦ 분야별 진행 상황 및 과제 일정 논의

8.30 연구자 및 전문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개요

2012.8.30. 14:00~18:00
특허법인 신세기(논현동)
연구원 및 최성준 법원장 등 전문가 18명
◦ 법체계, 출원등록절차, 권리효력, 등록요건, 심판소송의 5개 분야별로 분과책임연구자가
분과별 개정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정의 주요 논점을 설명 한 후 개별 개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함
◦ 법체계분야 : 향후 나머지 4개분과의 개정안이 최종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최종안 작성
계획, 현행 상표법을 기준으로 장절 입법편성체계,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의 간결‧명확,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특수표장 등 발표/이에 대한 토론
◦ 이의신청제도 등 출원등록절차분야 개정안에 대한 장단점 등 발표, 특수표장의 전반적
인 정리 등 발표/이에 대한 토론
◦ 절대적, 상대적 부등록 사유, 주지저명상표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 희석화 방지규정 등
에 대한 발표/이에 대한 토론
◦ 선사용권자의 항변권에 대한 심판대상으로의 편입방안, 불사용취소 심판의 정비안 등에
대한 발표/이에 대한 토론
◦ 표 및 서비스표 정의, 선사용권강화방안,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강화 등에 대한
발표/이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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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분회 세미나
- 상표법개정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

일시 및 장소

참석자

402

2012.9.18. 08:00~10:00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19층
연구원 및 변리사회 소속 상표 전문 변리사 90여명

회의 개요

◦ 상표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과제 연구원 발표 및 토론
▸ 상표 등록요건분야 상표법 개정 방안
- 절대적, 상대적 부등록 사유의 구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시점 등 개정 방안에
대한 발표
▸ 상표 출원등록절차분야 상표법 개정 방안
- 이의신청제도의 개정 사항 및 변경 출원의 시기 제한 필요성에 대한 발표
▸ 상표 권리효력 분야에서 상표법 개정 방안
- 상표, 서비스표의 정의 수정, 7조1항7호 판단시점 변경, 대리인/대표자의 무단출원에
관한 규정, 선사용권 제도 등 개정 방안 발표
▸ 상표 심판소송분야에서 상표법 개정
- 불사용취소심판제도 및 유사상품 동시이전 규정과 관련한 취소심판규정 개정 방안
등 발표

기타

공개토론회 참가자 대상으로 상표법 전면개정에 관하여 각 분야별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표법령 체계 전면 개편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