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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요약문
○ 지식재산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체계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제 정보는 계속하여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따라 생성, 변화, 발전하고 있으나, 조문ㆍ판례ㆍ정책 등 각 정보들이 도처
에 분산되어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체계적ㆍ입체적 분석이 곤란하다.
○ 또한, 종래의 연구가 공급자 위주의 쟁점별 법제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법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의 고민도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8년 수행한 산업재산권법 4법(특허법, 상표
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제도 비교ㆍ분석
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입법, 정책, 판례분석 및 사업수행
등 여러 목적에 활용 가능한 현행법에 관한 기본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를 중심으로 법률의 비교, 조문관련 판례 조사,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조문대조, 판례분석, 정책조사로 구분된다. 우선 조문 대조 부분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의 부정경쟁방지 또는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을 연계하고, 중국 해당의 법조문의 번역문을 정리하여 각국의 법률 해석 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분석 부분에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관련 국외 주요판례를 엄선하여,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시
사항 등으로 정리하였다. 정책조사 부분에서 부정경쟁방지 또는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책동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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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bstract
○ It is essential to keep paying attention on external environments and understand
legal system based on institutions in order to organiz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nsistently. Even though legal information has been created, modified, and
developed in respond to changes in IP field, it is scattered everywhere,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analyze IP legal system systematically.
○ Furthermore, prior researches contai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ssues that
is selected by provider. Accordingly deliberation on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which is focused on demand of consumer. is required.
○ This research project is aimed to obtain raw legal data, which is able to be used
flexibly in various purposes, such as legislation, policy-making, research and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and research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n respect to laws, policies and cases in not only Korea, also China, India and
Vietnam.
○ This research is consisted of law comparison, cases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At first part. laws are matched in standard of similarity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t legislative attitude. Also, for cases analysis, significant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cases are introduced and organized in sequence of background,
legal issue, opinion, explanation. Lastly, in policy research, the informa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olicies and trends is arranged by order of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o predict
tendency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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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
• 본 보고서는 향후 국가별 지식재산제도의 법령-판례-정책 관련 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하여 작성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초로 국가별(중국,
인도, 베트남) 관련 법령 조문과 판례,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의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조문비교표에서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조문비교표의 번역문은 특허청 공식번역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80호,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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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주체가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이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노력
을 들여 개발한 상표, 신용, 가치,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상품의 양 또는 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공서양속에 반하
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거래
자와 수요자는 물론 일반 공중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은 1934년 3월 제정ㆍ공포한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4호)에 의해 1934년 12월 28일 발령한 조선 부정경쟁방지령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61년 입법 근대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법령정비사업에서 부정경쟁방지법
(1961. 12. 30. 법률 911호)을 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근 ‘아이디어’를 무단으
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 4. 6. 정부로 이송된 후 4. 17. 공포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 7. 18.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반부당경쟁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처럼 경쟁법이
나 지식재산권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규율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도와 같이 아직 성문법
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 9월 2일 제정, 2017년 11월 4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개정은 중국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
정비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규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 영업비밀보호 강화, 침해구제의 강화에 집중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현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걸쳐 규율하고 있는데, 크게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과학기술부(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지식재산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ietNam:
NOIP)이다. 2003년 5월 19일 법령 번호 54/2003/ND-CP의 1조 및 2조 6항에 의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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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에 관해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으로 추후 2004년 1월 16일 법령 번호 28/2004/ND-CP의 제1조 제3항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 및 개정되었다.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공개, 지식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관리 및 행정 활동, 과학적 연구 및 개발 활동, 제조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하고 지식재산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지식재산권 보급 및 교육화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1)한다.
인도의 경우, 성문화된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의 최소 수준이 사실
상 강제되는 특허 등과 비교할 때에 인도의 판례 위주의 부정경쟁행위 규율 방식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영업비밀 침해, 트레이드드레스 도용,
상표 희석화 행위,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통한 서비스 출처 사칭의 4가지를 집중 분석하
였다.
이처럼 각 국가별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가 일부 상이한 바 법제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비교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을 중심으로 비교하되, 베트남의 경우
개별법령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성문법이 없는 인도는 법제도의 비교보다는 해당 국가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와
향후 입법화 가능성 등 정책 동향이 중요하므로 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약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세안 국가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연구” (2017) 107면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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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조표
중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법 (No. 27 / 2004 / QH11)

지식재산권법 (No. 50 / 2005 / QH11)

(법률 제15580호, 2018년 7월 18일 시행)

지식재산권법 일부 개정법 (No. 36 / 2009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2017.11.4.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QH12)

개정, 2018.1.1.시행)

제1조(규제 범위)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 제1조(규제 범위)

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 이 법은 경쟁 제한 행위, 불공정 경쟁 행위, 이 법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식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ㆍ보호하며, 부
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경쟁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명령 및 절차, 경쟁 물품종권 및 이러한 권리의 보호에 대하여 규 정당한 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경영자와 소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법 위반 행위의 처리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규 정한다.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제정한다.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39조(불공정 경쟁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오인성 있는 표시
2.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
3. 사업에서의 강요
4. 다른 사업자의 명예훼손
5.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6. 불공정 경쟁 목적의 광고
7. 불공정 경쟁 목적의 판촉활동
8. 협회에 의한 차별
9. 불법 다단계 판매
10. 기타 불공정 경쟁행위는 이 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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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제130조(부정경쟁행위)

중국
제6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한 혼동행위를 하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

1. 다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

a. 영업체, 영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1)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명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표시의 사용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
동하게 하는 행위

칭, 포장, 장식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생산 방법, 시 단으로 사용한 경우;
설, 품질, 수량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해 혼 (2)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명칭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의 사용; 혹은 (약칭, 핵심명칭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조건에 관해 혼 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

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의 사용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
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

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 당사국인 (3)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국제 조약의 체약국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네임 주요부분, 웹 사이트 명칭, 웹 페이지 등
사용, 그 국제조약에 의하면 만약 상표의 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사용자가 상표권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4) 기타 타인의 상품인 것으로 또는 타인과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더라도 그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에 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하게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

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정당한 것도 아닌 하는 행위.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d. 각 상표, 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의 평판과

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

인지도를 훼손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

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고 도메인이름을 소유할 목적으로 보호되

는 행위

고 있는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사용 권한
이 없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
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등록 및 소유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제40조(오인성 있는 표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1. 기업은 경쟁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제8조 경영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
매 상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대해 허위

한 국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대해 고객을 오인하기 위하여 상표, 영업 모

선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업광고를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 토, 영업 로고, 포장, 지리적 표시 및 정부가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여서는 아니

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 지정한 기타 요소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된다.

하게 하는 행위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의 방식을

정보를 포함하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된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2. 본 조항 제1조에 규정된 오인성 있는 정보

통해 다른 경영자들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
하는 상업적 광고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 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영업 하는 것
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은 금지된다.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
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
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제6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한 혼동행위를 하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1)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명

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

칭, 포장, 장식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

입ㆍ수출하는 행위

단으로 사용한 경우;
(2)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명칭
(약칭, 핵심명칭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
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
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 주요부분, 웹 사이트 명칭, 웹 페이지 등
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타인의 상품인 것으로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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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제130조(부정경쟁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

1. 다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

a. 영업체, 영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

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표시의 사용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생산 방법, 시

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설, 품질, 수량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해 혼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

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의 사용; 혹은

는 행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조건에 관해 혼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의 사용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 당사국인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국제 조약의 체약국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사용, 그 국제조약에 의하면 만약 상표의
사용자가 상표권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더라도 그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에 의
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정당한 것도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d. 각 상표, 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의 평판
과 인지도를 훼손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도메인이름을 소유할 목적으로 보호
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사용
권한이 없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
인이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등록
및 소유

중국

한 국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베트남
제130조(부정경쟁행위)

제6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한 혼동행위를 하

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1. 다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

a. 영업체, 영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

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1)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명

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표시의 사용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칭, 포장, 장식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생산 방법, 시 단으로 사용한 경우;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

설, 품질, 수량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해 혼 (2)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명칭

여할 목적

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의 사용; 혹은 (약칭, 핵심명칭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조건에 관해 혼 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
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의 사용

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 당사국인 (3)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국제 조약의 체약국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네임 주요부분, 웹 사이트 명칭, 웹 페이지 등
사용, 그 국제조약에 의하면 만약 상표의 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상표권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4) 기타 타인의 상품인 것으로 또는 타인과
이더라도 그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에 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하게
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정당한 것도 아닌 하는 행위.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d. 각 상표, 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의 평판
과 인지도를 훼손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도메인이름을 소유할 목적으로 보호
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사용
권한이 없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
인이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등록
및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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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국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베트남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
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
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
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
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
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
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
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
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
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
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

중국

한 국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
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 제3조(용어의 해석)

제4조(용어의 해석)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

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 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 된다.

된다.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

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10. 영업비밀은 다음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 23. 영업비밀이란 아직 공개되어있지 않고 영 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는 정보를 의미한다.

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적 또는/ 행위;

말한다.

그리고 지적 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말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

a. 일반적인 지식 이외의 존재

b.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거나 사용된 적이 한다.

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있는 것으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하는 행위;

그러한 정보의 비 소유자 또는 비 사용자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

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

c.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쉽게 접근 할 수

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 소유자가

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상업비
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전 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
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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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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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
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제41조(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7조(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의 침해행위)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

기업은 다음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1. 다음의 행위는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의 침 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1. 영업비밀의 적법한 소유자에 의해 적용된 해로 간주한다.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보안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 a. 영업 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주어진 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보에 접근하고 취득하는 행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2.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에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속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행위

취득하는 행위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3. 영업비밀 소유자의 영업비밀에 속한 정보 b. 영업 비밀 보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의 하는 행위;
에 접근, 취득 또는 공개하기 위하여 보안 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

무를 지닌 자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c.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 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
보안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비밀을 접근, 취득, 공개하기 위하여 비밀 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

4. 영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나 제품 유통 절차

유지 책임자를 기만, 유도, 매수, 강요, 유 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를 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에 속

혹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상업비

한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하는 행위, 또는 국 d. 당국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 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가 기관의 적용 조치에 대항하거나 영업을 목

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거래 또는 유통 개인이 전 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유

에 관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영업비밀의 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

통 또는 영업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행위

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e. 동 조항의 (a), (b), (c), (d)에 명시된 행위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득된 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알거나 알 의무가 있으면서 그 영업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

f. 동 법의 제128조에 명시된 비밀 유지 의무 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한 국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베트남
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2. 동 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영업비밀의 적
법한 관리자란 영업비밀의 보유자, 적법한 실
시권자, 관리자를 포함한다.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

제127조(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의 침해행위)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

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1. 다음의 행위는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의 침 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

해로 간주한다.

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a. 영업 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주어진 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
취득하는 행위

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b. 영업 비밀 보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의 하는 행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
c.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 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
비밀을 접근, 취득, 공개하기 위하여 비밀 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
유지 책임자를 기만, 유도, 매수, 강요, 유 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혹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상업비

d. 당국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 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거래 또는 유통 개인이 전 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에 관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영업비밀의 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
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e. 동 조항의 (a), (b), (c), (d)에 명시된 행위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득된 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알거나 알 의무가 있으면서 그 영업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

f. 동 법의 제128조에 명시된 비밀 유지 의무 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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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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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국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베트남

중국

2. 동 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영업비밀의 적
법한 관리자란 영업비밀의 보유자, 적법한 실
시권자, 관리자를 포함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제41조(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제127조(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의 침해행위)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

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 기업은 다음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1. 다음의 행위는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의 침 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 1. 영업비밀의 적법한 소유자에 의해 적용된 해로 간주한다.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 보안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 a. 영업 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주어진 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보에 접근하고 취득하는 행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

2.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에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

속한 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행위

취득하는 행위

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3. 영업비밀 소유자의 영업비밀에 속한 정보 b. 영업 비밀 보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의 하는 행위;
에 접근, 취득 또는 공개하기 위하여 보안 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

무를 지닌 자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c.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 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
보안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비밀을 접근, 취득, 공개하기 위하여 비밀 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

4. 영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나 제품 유통 절차

유지 책임자를 기만, 유도, 매수, 강요, 유 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를 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에 속

혹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상업비

한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하는 행위, 또는 국 d. 당국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 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가 기관의 적용 조치에 대항하거나 영업을 목

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거래 또는 유통 개인이 전 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유

에 관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영업비밀의 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

통 또는 영업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행위

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e. 동 조항의 (a), (b), (c), (d)에 명시된 행위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득된 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알거나 알 의무가 있으면서 그 영업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

f. 동 법의 제128조에 명시된 비밀 유지 의무 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동 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영업비밀의 적

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한 국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법한 관리자란 영업비밀의 보유자, 적법한 실
시권자, 관리자를 포함한다.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

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

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

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

하는 행위;

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
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
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상업비
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전 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밀을 취
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
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
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
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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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국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베트남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8.7.18.] 제2조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
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
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
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
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
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
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
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중국

한 국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
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
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
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
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
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
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
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
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
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
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
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

19

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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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
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
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
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6.30.]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제198조(자기보호권)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1.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

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할 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

리를 가진다.

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a.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
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

기술적 조치를 적용
b.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저지른 단체 또

다. <개정 2011.6.30.>

는 개인에게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공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개적으로 사과 또는 시정하며 손해를 배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

하도록 청구
c.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
d.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하여 관할 법원 또는 중재원에 소송을 제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

2.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중국

한 국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베트남

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

발생했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끼치

름의 등록말소

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발견한 단체 및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개인은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3.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거

[제목개정 2011.6.30.]

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주 당국에 이 법의 제202조에 규정된 민사적
구제수단과 경쟁법에 규정된 행정적 구제수
단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 제117조(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제198조(자기보호권)
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및 구제 수단)

제1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

1.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 1.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할 권 을 져야 한다.
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 과 같은 주요 제재 조치 중 하나에 따라야한다. 리를 가진다.
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 a. 경고;
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 b. 벌금.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인

a.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기술적 조치를 적용

할 수 있다.

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2.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경쟁법 b.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저지른 단체 또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전문개정 2007.12.21.]

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추

는 개인에게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공 대한 손해배상금은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한

[제목개정 2011.6.30.]

가 제재 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적으로 사과 또는 시정하며 손해를 배상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a. 사업자 등록증의 취소, 라이선스 및 인증

하도록 청구

서의 박탈
b. 경쟁법 위반 행위에 사용된 증거물 및 수단
의 몰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c.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인해 얻은 이익으로 확정한다. 손해배상액금
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은 경영자가 권리 침해행위의 정지를 위해 지
처리하도록 요청

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3.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제재 조치 d.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
이외에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여 관할 법원 또는 중재원에 소송을 제기 반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

다음의 구제 수단 중 하나 이상의 적용을 받을 2.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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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발생했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끼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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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구조 조정 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발견한 단체 및 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300만
b. 합병 또는 통합된 기업의 분할 또는 분열, 개인은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인수한 기업 일부의 재판매 강요
c. 공개 수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
청할 권리를 가진다.

d. 영업 계약 또는 거래의 불법적인 조항 제거 3.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거
e. 위반 행위의 경쟁 제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 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은
한 필요한 기타 조치

주 당국에 이 법의 제202조에 규정된 민사적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의 구제수단과 경쟁법에 규정된 행정적 구제수
이익, 타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 단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 조항에 따라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
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
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
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
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6.30.]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 제3조(용어의 해석)

제13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 혐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이 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한 국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8. 경쟁 사건이란 이 법의 조항을 위반 한 사

수 있다.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 례를 의미하며,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주정

(1)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진입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 부 기관이 조사하고 처리한다.

하여 검사를 진행;

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 제 49 조 (경쟁관리국)

(2) 조사대상 사업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유

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 1. 정부는 경쟁관리국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관 단위, 개인에 대해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

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규정을 결정한다.

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대상 행위와 관련된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2. 경쟁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 가진다.

(3)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 있는 계약서,

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a.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집중 과정 통제

장부, 영수증, 문건, 기록, 업무서한 및 기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 b. 면제 신청 서류 접수; 결정을 위해 무역부

자료의 조사 및 복사;

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국무총리에

(4) 부정경행행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게 제안서를 제출

봉인, 압류;

2018.4.17.>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c. 경쟁 제한 행위 및 불공정 경쟁 행위와 관
련한 경쟁 사건 조사

(5)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은행
계좌 조회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 d. 불공정 경쟁 행위의 처리 및 제재

전 항 규정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감독검사부

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 e. 법으로 규정된 기타 업무

서의 주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

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56조(경쟁 조치의 원칙)

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제4호, 제5호

2011.6.30.>

규정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구역 내 시급(市级)

1. 경쟁 제한 행위를 포함한 경쟁 사건의 해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상 인민정부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2. 불공정 경쟁 행위를 포함한 경쟁 사건의 해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허가를 받아야

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결은 이 법의 규정 및 행정 위반의 처리에 관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한 법규를 준수한다.

감독검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

[제목개정 2011.6.30.]

3. 경쟁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과 기

[시행일 : 2018.7.18.] 제7조

경쟁관리국 및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각자의

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하고 조사결과를 즉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지키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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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존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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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ㆍ 제117조(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제214조(행정 제재 및 시정 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 및 구제 수단)

1. 이 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 1.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의 침해행위를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강제적으
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과 같은 주요 제재 조치 중 하나에 따라야한다. 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다음의 제재 원칙 중
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a. 경고;

하나에 따른다.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 b. 벌금.

a. 경고

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2.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경쟁법 b. 벌금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 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추 2. 침해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정 2011.6.30., 2017.1.17., 2018.4.17.>

가 제재 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침해한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추가 제재 중

[전문개정 2007.12.21.]

a. 사업자 등록증의 취소, 라이선스 및 인증 하나에 따른다.

[시행일 : 2018.7.18.] 제8조

서의 박탈
b. 경쟁법 위반 행위에 사용된 증거물 및 수단
의 몰수

a. 지식재산 위조 상품, 원자재, 재료, 당해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의 몰수

3.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제재 조치 b. 일정기간 침해가 발생한 영역에서의 영업
이외에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활동 정지

다음의 구제 수단 중 하나 이상의 적용을 받을 3. 동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제재 이
수 있다.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단체 및 개인

a.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구조 조정 은 다음의 시정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b. 합병 또는 통합된 기업의 분할 또는 분열, 따른다.
인수한 기업 일부의 재판매 강요

a. 지식재산 위조 상품 뿐 만 아니라 원자재,

c. 공개 수정

재료, 당해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

d. 영업 계약 또는 거래의 불법적인 조항 제거

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의 강제 파

e. 위반 행위의 경쟁 제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

괴, 비 상업적 목적의 배포 또는 사용. 다

한 필요한 기타 조치

만, 그러한 파괴, 배포, 또는 사용이 지식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의

재산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이익, 타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

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 조항에 따라 b. 침해 요소를 각 상품에서 제거한 후, 베트

중국

한 국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베트남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남 영토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송
상품의 강제 철거 또는 지식재산 위조 상
품과 수입 수단, 원자재, 당해 지식재산 위
조 상품의 제조나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강제 재수출
4. 동 조의 제1항 (b)에서 명시한 벌금의 액수
는 최소 침해 상품의 가치와 동등하게 측정하
되 그 가치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침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제68조(증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 1. 경쟁 사건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쟁사
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 건 처리위원회 (Competition Case-Handling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 Council)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경쟁 절
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차에 참여하도록 소환되거나 관련 당사자의
정 2011.6.30.>

요청에 따라 경쟁관리국에 의하여 증인으로

[전문개정 2007.12.21.]

초청될 수 있다. 단, 민사소송 능력을 상실한
자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증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경쟁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들이 보유
하고 있는 모든 문서, 서류 및 물건을 제공
하고, 경쟁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들
이 알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경쟁관리
국 또는 경쟁사건 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언한다.
b. 공청회에 출석하고 경쟁사건 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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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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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
을 경우 경쟁사건 처리위원회에 소환되거
나 증언할 시 휴가가 허여된다.
d. 법에 규정된 여비를 지급받고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 그러한 증언이 국가 기밀, 직무상의 비밀
또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가까운 관계
의 고소인, 조사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f. 경쟁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게 보고한다.
g. 고소인, 조사 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
를 끼치는 거짓 증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h.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해야하는 경
우 공청회의 출석을 경쟁사건 처리위원회
의 소환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I. 미성년자 증인을 제외하고는 경쟁관리국 또
는 경쟁사건 처리위원회에게 그들의 권리
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동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경쟁사건 처리위원회에 의한 소환
시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거나 근
거 없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출석하지 않
는 증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증인은 법률 조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중국

한 국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
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
指[)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
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
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
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
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1.28.>
[본조신설 2013.7.3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
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
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
(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
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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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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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6.>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
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중국

한 국
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
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
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
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
증명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
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
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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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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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
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
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9조의5(과징금) ①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
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
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
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

중국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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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9조의6(청문)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

제15조 감독검사부서 및 그 직원은 조사과정

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중 알게 된 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
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제198조(자기보호권)

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

1.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

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

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할 권

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리를 가진다.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

a.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적 조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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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b.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저지른 단체 또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는 개인에게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공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

개적으로 사과 또는 시정하며 손해를 배상

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

하도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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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
d.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관할 법원 또는 중재원에 소송을 제기
2.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끼치
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발견한 단체 및
개인은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
청할 권리를 가진다.
3.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거
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주 당국에 이 법의 제202조에 규정된 민사적
구제수단과 경쟁법에 규정된 행정적 구제수
단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7조(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제198조(자기보호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및 구제 수단)

제1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

1.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 1.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용할 권 을 져야 한다.
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과 같은 주요 제재 조치 중 하나에 따라야한다. 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a. 경고;
b. 벌금.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인

a.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기술적 조치를 적용

할 수 있다.

2.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경쟁법 b.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저지른 단체 또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추

는 개인에게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공 대한 손해배상금은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한

가 제재 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적으로 사과 또는 시정하며 손해를 배상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a. 사업자 등록증의 취소, 라이선스 및 인증
서의 박탈

하도록 청구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c.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인해 얻은 이익으로 확정한다. 손해배상액금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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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b. 경쟁법 위반 행위에 사용된 증거물 및 수단
의 몰수

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은 경영자가 권리 침해행위의 정지를 위해 지
처리하도록 요청

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3.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제재 조치 d.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
이외에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여 관할 법원 또는 중재원에 소송을 제기 반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

다음의 구제 수단 중 하나 이상의 적용을 받을 2.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수 있다.

발생했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끼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

a.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구조 조정 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발견한 단체 및 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300만
b. 합병 또는 통합된 기업의 분할 또는 분열, 개인은 주 당국에 이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인수한 기업 일부의 재판매 강요
c. 공개 수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
청할 권리를 가진다.

d. 영업 계약 또는 거래의 불법적인 조항 제거 3.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거
e. 위반 행위의 경쟁 제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 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은
한 필요한 기타 조치

주 당국에 이 법의 제202조에 규정된 민사적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의 구제수단과 경쟁법에 규정된 행정적 구제수
이익, 타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 단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 조항에 따라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
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
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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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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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
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
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
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
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
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

을 져야 한다.

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인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

할 수 있다.

한 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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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대한 손해배상금은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한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인해 얻은 이익으로 확정한다. 손해배상액금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

은 경영자가 권리 침해행위의 정지를 위해 지

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

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

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반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

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

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300만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
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6.30.>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
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
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
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
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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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
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
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
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한다. <개정 2011.6.30.>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
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
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
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
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
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
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
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
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
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
다. <개정 2011.6.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
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

중국

한 국

베트남

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
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
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
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
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30.>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 제56조(경쟁 조치의 원칙)
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1. 경쟁 제한 행위를 포함한 경쟁 사건의 해결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 2. 불공정 경쟁 행위를 포함한 경쟁 사건의 해
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결은 이 법의 규정 및 행정 위반의 처리에 관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 한 법규를 준수한다.
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3. 경쟁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쟁관리국 및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각자의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지키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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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제67조(원고 및 조사 당사자의 변호사)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 2. 경쟁 조치 참여 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h. 경쟁 조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알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

고 있는 조사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

국가의 이익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

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

권리와 이익을 침해 할 목적으로 경쟁 사건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 관련한 서류 일체의 주석 및 사본을 사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

용하지 않아야한다.

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제78조(경쟁 조치 수행시 수사관의 의무)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경쟁 조치 수행시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를 진다.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 1. 경쟁관리국장의 최종 조사 결정을 조사 당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사자에게 전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기업의 영업 비밀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 3. 제공된 문서의 보존
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4. 경쟁관리국이 지정한 경쟁 사건의 조사
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경쟁사건의 예비 조사 또는 공식 조사에 대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한 조사 보고서 작성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 6. 임무와 권한 수행에 있어 경쟁관리국장 및
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법 앞에 책임감 통감

중국

한 국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
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
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
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
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
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
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
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
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
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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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
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
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
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
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
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
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
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
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
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
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
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
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
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
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
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2.]

중국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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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제5조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
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
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
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
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
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 2018.7.18.] 제14조의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 제5조(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국제협약의 제5조(법률의 적용)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 적용)

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기관이 내린 결정

1.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식재산 관련 민 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

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 1. 이 법의 규정과 경쟁 제한 행위 또는 불공 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민법의 규정을 적용 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정 경쟁 행위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한다.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7.30.>

2. 이 법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과 다른 법률의 제3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 또는 가입 규정이 다른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 한 국제협약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그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 궁한다.
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협약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 그 국제협약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

의 규정을 적용한다.

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
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
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8.7.1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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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

제16조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

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위나 개인은 감독검사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있고, 감독검사부서는 신고 접수 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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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중국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2016.2.29.>

감독검사부서는 신고접수 전화, 사서함 또는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

전자우편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제보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실명의 제

정한다.

보자가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 감독

[본조신설 2013.7.30.]

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얄려주어
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6.30.>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
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
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
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
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
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
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신설 2009.3.25.>

한 국

베트남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6.30.]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
정처분 기준
2.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6.1.27.]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6.1.27.>]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
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6.1.27.>]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제117조(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제214조(행정 제재 및 시정 조치)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 및 구제 수단)
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 1.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1. 이 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과 같은 주요 제재 조치 중 하나에 따라야한다. 의 침해행위를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강제적으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a. 경고;

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다음의 제재 원칙 중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b. 벌금.

하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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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2.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경쟁법 a. 경고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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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 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추 b. 벌금
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가 제재 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침해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처한다. <개정 2009.12.30., 2013.7.30.>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a. 사업자 등록증의 취소, 라이선스 및 인증 침해한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추가 제재 중
서의 박탈

하나에 따른다.

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b. 경쟁법 위반 행위에 사용된 증거물 및 수단 a. 지식재산 위조 상품, 원자재, 재료, 당해
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

의 몰수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3.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제재 조치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의 몰수

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이외에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b. 일정기간 침해가 발생한 영역에서의 영업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음의 구제 수단 중 하나 이상의 적용을 받을
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수 있다.

활동 정지
3. 동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제재 이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a.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구조 조정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단체 및 개인
2013.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b. 합병 또는 통합된 기업의 분할 또는 분열, 은 다음의 시정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인수한 기업 일부의 재판매 강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공개 수정

따른다.
a. 지식재산 위조 상품 뿐 만 아니라 원자재,

d. 영업 계약 또는 거래의 불법적인 조항 제거

재료, 당해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 e. 위반 행위의 경쟁 제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

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수단의 강제 파

<개정 2013.7.30., 2017.1.17., 2018.4.17.>
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한 필요한 기타 조치

괴, 비 상업적 목적의 배포 또는 사용. 다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경쟁법을 위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의

만, 그러한 파괴, 배포, 또는 사용이 지식

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익, 타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

재산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 조항에 따라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침해 요소를 각 상품에서 제거한 후, 베트
남 영토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송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
제118조(경쟁법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액)

상품의 강제 철거 또는 지식재산 위조 상

1. 경쟁 제한 협정,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

품과 수입 수단, 원자재, 당해 지식재산 위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점 지위 또는 경제적 집중의 남용에 관한 조항을

조 상품의 제조나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권한을 가진 기
용ㆍ증명용 표지

재료의 강제 재수출

관이 위반 행위를 저지른 해 이전 회계 연도에 4. 동 조의 제1항 (b)에서 명시한 벌금의 액수

중국

한 국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 단체 또는 개인이 취득한 총 이익액의 최대 는 최소 침해 상품의 가치와 동등하게 측정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한다. <신설 2013.7.30.>

되 그 가치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동 조 제1항에 규정 된 것 이외에 불공정 정부는 침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 경쟁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의 조항 규정한다.
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 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권한
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 을 가진 기관이 행정 위반에 대한 법 규정 또
출한 자

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3. 정부는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부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과되는 벌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

제28조 감독검사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

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사를 거부ㆍ방해할 경

[전문개정 2007.12.21.]

우 감독검사부서는 시정할 것을 명하고, 해당

[시행일 : 2018.7.18.] 제18조

개인에게는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공안기관에서 법
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
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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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12.21.]

46

법ㆍ제도 연구 -한국내외
관한 법률
국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베트남

중국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
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8조 혼동행위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19조 상업적 뇌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제20조 허위광고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제21조 상업비밀 침해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제22조 경품판매
제23조 신용훼손
제24조 인터넷부정경쟁행위
제28조 감독부서 명령위반

한 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
정 2011.6.30.>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09.12.30.>
⑤ 삭제 <2009.12.30.>
[전문개정 2007.12.21.]
부

칙 <법률 제3897호, 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베트남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조문대조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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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Ⅰ

중국의 사법제도 일반

중국의 법률체계는 헌법을 근본법으로 하여, 헌법 관련법, 행정법, 민상법, 경제법, 사회
법, 형법, 소송 및 비송절차법의 7개 법률영역으로 구분되고, 중국 법계는 중국 당률(唐
律)을 토대로 하여 서양의 대륙법과 영미법계가 혼합된 중화법계로 분류된다. 또한 중국
법률의 체계는 헌법-기본 법률-기타 법규 및 법률문건의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중국 법률의 특징 중 하나는 법률들이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법규와 부문 규장, 지방성 법규, 사법해석
등을 두어 법원(法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하위 법규들의 명칭은 규정, 결정, 조례,
통지, 의견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데, 해당 법규를 제정ㆍ발표한 관할기관에 따라 법규
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사법해석’이라는
문건을 공표하고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지침을 내리는데, 각 급 법원은 사법해석에 구속
되기 때문에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Ⅱ

반부정당경쟁법 제도 개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
不正当竞争法, 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이라 한다)｣이다.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 9월
2일 제정되었으나 반부정당경쟁법이 20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2000년 이후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 관한 지속적인 개정요
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2017년
11월 4일 반부정당경쟁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개정 법률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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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타법과의 조화를
추진하여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영업비밀보호 강화, 침해에 관한 행정구제의 강화에
중점적인 개정을 추진한 데에 의의가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경제법에 속하는 기본 법률로서 동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규정과
사법해석이 존재한다.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하위 규정으로는 (구)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의 ｢영업비밀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부정경쟁행위 민사사건 심리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
若干问题的解释, 2007.1.12. 공포)｣이 대표적이며 ｢상표, 기업명칭과 선사용권리 충돌
에 관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注册商标、企
业名称与在先权利冲突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인터넷 도메인명에 관한 민
사사건 심리에 대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
计算机网络域名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등이 있었으나, 2017년 개정
을 통해 동 사법해석들의 규정이 법률에 반영되었다.
현행 반부정당경쟁법은 총5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부정경쟁행위(제6조~제12조), 제3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제13조~제
16조), 제4장 법률책임(제17조~제31조), 제5장 부칙(제32조)으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Ⅲ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주요 법리

1. 일반조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는 일반조항으로 동법 제2장에서 열거하지 않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동 조항을 적용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다. 제2조 제2항은 보충
적 일반조항의 성격으로 인하여 현행법 제2장에서 규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었던 반면에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해석으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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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나 법원에서는 제2조를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2) 최고인민법원은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➀ 반부정당경
쟁법에 정해진 행위 유형이 없지만, ② 해당 경쟁행위가 확실히 ‘신의성실 원칙’과 ‘공인
된 상업도덕’을 위반한 부당성 혹은 법적 책임이 있고, ③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확실
하게 해당 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3)
단,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나 상업도덕의4) 의미가 모호하여 법원의 확장적인 해석이 가능
하였고 각급 법원의 판단에서 차이가 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불확정적 요인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제2조 제2항을 수정하고 ‘부정경쟁행위’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개정법은 부정경쟁행위는
‘생산경영활동 중 이 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제2조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보호대상을 경영자, 소비자로 확대하였다.

2. 부정경쟁행위
반부정당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사칭행위(Passing off), 상업 뇌물,
허위광고, 상업 신용훼손,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이다. 구법에서는 유명상표의 희석화, 부
당염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으나 상표법, 반독점
법과 중첩되는 부분으로 삭제하였다.
제6조는 사칭행위(passing off) 유형으로 상품의 장식이나 표장(트레이드 드레스)의 허
위표시, 출처 허위표시, 도메인네임의 무단 사용, 기타의 사칭모용행위를 규정한다.
제7조는 거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뇌물공여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개정법
에서는 수뢰자를 거래 상대방의 직원,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자 명시하였다.

2) 한지영 외,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특허청, 74면.
3) 最高人民法院 (2009)民申字第1065号
4) 공인된 상업도덕이란 특정 산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의 표준으로 거래당사자들이 공통적
으로 공감하는 행위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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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는 허위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에서는 다른 경영자의 허위광고를 방조하
는 것까지 허위광고행위로 본다.
또한 제12조는 인터넷상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규정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할 조항이 부재하여 제2조 일반조항을 적용하였으
나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문제되었던 판례를 토대로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를 유형화하고
동 조를 신설하였다.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인터넷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
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
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제10조 부당한 경품판매 행위, 제11조 상업신용훼손을 규
정하고 있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성, 가치성을 가지고, 비밀유지조치
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이어야 한다. 반부정당경쟁법은 ‘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영업비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구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가치성’ 대신에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을 요구하였다.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에 대해 본 조항을 해석하면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각적인 실행가능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구법
의 해석대로 풀이하면 경영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실제로 활용되기 전에는 영업비밀로
확정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창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즉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산업발전
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5) 또한 실무적으로도 ‘경제적 이익 및 실용성’을 포괄하여
하나의 ‘가치성’ 요건으로 보고 있었으므로,6)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가치성’이라
5) 袁博, 《反不正当竞争法(修订草案)》三大亮点, 中国工商报, 2017.
6) 孔祥俊(编者),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司法解释理解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 2012, 25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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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즉, 영업비밀의 가치성은 그 영업비밀이 권리자에게 현실적으
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잠재적으로 영리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7)
예를 들어 실패한 경업 또는 실패한 방안도 적극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사후 연구개발 원가를 절감하게 하고, 기타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보호할만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8)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체를 경영자에서 경영자 및 전ㆍ현직 직
원으로 확대하였다. 실제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전ㆍ현직 직원이 고용계약상 비밀보
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행위자에 전ㆍ현직 직원이 포함됨을 명시하
고 있다.

4. 침해 구제
동법 제4장에서는 침해구제를 민사, 형사, 행정구제로 구분한다. 실제로 중국 법집행의
특성상 위법행위의 중지 및 행정 제재 등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활용도가
높고, 2017년 개정법에서는 현재 국가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였다.
제20조는 민사책임 규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정지, 원상회복,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인정한다.
제31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중국 형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결제질서 파괴죄 중 제7절 지식재산권침해죄
제219조 영업비밀침해의 죄 및 제8절 시장질서교란죄에서는 제221조 상업신용훼손의
죄, 제222조 허위광고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기타 중국 법률구제 수단으로는 민ㆍ형사적 구제수단 이외에 행정적 구제가 가능하다.
2018년 4월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전까지 시장질서 유지 업무을 수행하여 반부정
당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던 ‘국가공상관리총국(SAIC)’가 폐지되고, 시장질서의 보호 및
7) 袁荷刚, 反思与重构: 我国商业秘密立法之完善, 法学杂志2012年 第1期, 北京市法学会, 2012, 152页.
8) 陈丽苹, “与知识产权有关的不正当竞争行为类型研究 - 以我国《反不正当竞争法》的修改为视角 -”, 法学杂志第8期,
2016, 6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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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으로 이관되었었음을 참
고할 만 하다. 이 부분은 제5장 정책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개정법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금
(과태료)를 조정하였으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법행위의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감경하는 규정도
추가하였다.
| 표 3-1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조문

사칭행위

제18조

-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의 과태료

상업적 뇌물

제19조

- 10만 위안 ~ 300만 위안

허위 광고

제20조

- 20만 위안 ~ 10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200만 위안

영업비밀 침해

제21조

- 10만 위안 ~ 5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300만 위안

부당한 경품판매

제22조

- 5만 위안 ~ 50만 위안

상업신용훼손

제23조

- 10만 위안 ~ 5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300만 위안

인터넷상
부정경쟁행위

제24조

- 10만 위안 ~ 50만 위안
-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300만 위안

감독기관의 조사
방해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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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베트남

Ⅰ

사법제도 일반9)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베트남에서 사법이라 함은 행정ㆍ입법과 함께 3권이라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권력의 각 측면을 의미할 뿐이다.10) 사실상 국가 권력은 3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11) 행정ㆍ입법ㆍ사법을 담당하는 각 국가기관은 국
가의 업무를 배분받아 협업하면서 서로 내부적 견제를 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12)
헌법상 베트남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표 기관은 인민재판소이며,13) 인민재판소는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재판소(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와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
소, 그 밖에 법률14)에서 규정하는 재판소 등으로 이루어진다.15)16)
베트남의 인민재판소는 국회 결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총 4단의 심급을 가지고
있다.17) 구체적으로는 현(huyện), 군(quận), 시사(thị xã/市社), 성도(thành phố), 지방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약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세안 국가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연구” (2017) 206면.
10)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3면.
11) 베트남 헌법(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제2조 제3항.; “Quyền lực nhà nước là
thống nhất......”
12) 베트남 헌법 제2조 제3항.; “......có sự phân công, phối hợp kiểm soát giữa các cơ quan nhà nước trong
việc thực hiện các quyền lập pháp, hành pháp, tư pháp.”
13) 베트남 헌법 제102조 제1항.; “Tòa án nhân dân là cơ quan xét xử của nước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thực hiện quyền tư pháp.”
14) Lut 62/2014/QH13.; 인민재판소 조직에 관한 법률(LUẬT/Tổ chức Tòa án nhân dân).
15) 베트남 헌법 제102조 제2항.; “Tòa án nhân dân gồm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à các Tòa án khác do luật
định.”
16) 인민재판소 조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giải thể
Tòa án nhân dân huyện, quận, thị xã, thành phố thuộc tỉnh và tương đương; Tòa á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òa án nhân dân cấp cao và quy định về phạm vi thẩm quyền
theo lãnh thổ của Tòa án nhân dân cấp cao theo đề nghị của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17) 인민재판소 조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24일 개정되면서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 및 항소법원을 폐지하고
‘고등인민재판소’를 조직체계에 추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직 구성을 갖게 되었다. 개정 법률은 2015년 6월 1일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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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thành phố thuộc tỉnh) 법원 및 이와 동급의 법원(이하 ‘현급재판소’라 한다)을 최하
위 조직으로 하고, 성(tỉnh) 및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법원(이
하 ‘성급재판소’라 한다)을 그 직상위 조직으로 하며, 고등인민재판소(tòa án nhân dân
cấp cao)를 그 위의 심급에 두고, 최고인민재판소를 최상의 법원으로 두는 조직형태를
취한다.18)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도 개요

1. 베트남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의 부정사용(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에 대한 일반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통일된 일반법이 존재하
지 않는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주된 규율은 2005년 제정된 경쟁
법(Law on competition, No. 27/2004/QH11)에서 이루어졌으나,19) 그 외에도 지식재
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 50/2005/QH11), 형법(Criminal Code, No.
100/2015/QH13), 노동법(Labor Code, No. 10/2012/QH13)에도 이에 대한 정의, 처벌
규정 등이 산재되어 있다.
다만 2004년 제정된 경쟁법(이하 ‘구 경쟁법’이라 한다)은 2018년 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쟁법(Law No. 23/2018/QH14, 이하 ‘신 경쟁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체되는데, 신 경쟁법은 기존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조항 중 지식재산권법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
18) 인민재판소 조직에 관한 법률 제3조.; “Tổ chức Tòa án nhân dân
1.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2. Tòa án nhân dân cấp cao.
3. Tòa á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19) 베트남 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부정한 표시ㆍ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괄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 경쟁법은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모아 놓은 광범위한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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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신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이 중복될 때에는 지식재산권법
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20)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쟁법의 개정 이후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주된 규율은 오히려 경쟁법이 아닌 지식재산
권법에 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또한 위의 각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수 제정되어 있는데,21)
이 중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주요 시행령은 경쟁법 위반 행위
에 대한 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71/2014/ND-CP), 지식재산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99/2013/ND-CP) 등이 있다.

2. 법령의 요지
1) 구 경쟁법 및 신 경쟁법
구 경쟁법은 ‘경쟁제한적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행위에는 경쟁제한적 합의, 시장지배적 및 독점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행위 등이 포함되는 반면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총 10가지의 행위 유형이 정의되어
있는데(제39조), 그 중 ‘오인 표시(Misleading instructions)’, ‘영업비밀 침해행위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불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촉활동
(Advertisement and Promotion aimed at unfair competition)’의 유형이 대한민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일치하는 행위 유형으로 보인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 경쟁법 제40조 내지 제46조, 시행령 제28조 내지 34조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대리인의 부정상표 선점행위,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 상호 및 상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오인 표시 제공행위, 다른 광고를 복제한 광고,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디자인, 원산지,
제조자 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신 경쟁법은 제45조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을 규정하면서 ‘오인 표시’를 행위 유형에
20) 이는 기존 구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 간 중복되는 조항의 우선 적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 상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및 단속 주체에 대한 혼동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21) 베트남의 법령 체계는 일반 법률 외에 수많은 정부 입법 시행령(Decree) 및 시행규칙(Circular)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 대한민국에서는 1개의 법률에 1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응하는 경우가 보통인 반면, 베트남은 1개의 기본
법령에 대하여 수 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별도 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위임입법의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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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행위 유형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불법적으로 고객을 유인하
는 행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신 경쟁법은 구 경쟁법과 달리 행위유형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 조항(구 경쟁법 제40조 내지 제46조) 또한 두지 않았다. 향후 신 경쟁법 상에서
규정하는 세부 행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위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22)
2)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은 제127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제130조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행위 유형 및 주체를 기준으로 총
6개의 행위 유형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는 상호 및 상표ㆍ지리적
표시에 대한 오인 표시 제공행위, 대리인의 부정상표 선점행위,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
등의 행위 유형을 기재하고 있다.

Ⅲ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연혁

1. 경쟁법의 개정 연혁
1) 2004년 경쟁법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제개방의 결과 시장경쟁체계가 도입되고 수많은
민간 기업이 설립되었는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법의 존재 필요성 또한 점진
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베트남 국회는 1998년 12월 결의를 통하여 경쟁법의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산업무역부에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부 산하에서 구성된 경쟁법기초
위원회가 법 초안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23) 이와 같이 제정된 초안이 2004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베트남 내에 처음으로 경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22)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제정 시 하위 시행령도 함께 제정되나, 베트남은 입법 실무 상 시행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서 법률이 먼저 제정되어, 후속 시행령이 제정되는 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구 시행령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신법과 구 시행령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3) 허선 외 1, “베트남 경쟁법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2. 11,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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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2) 2018년 경쟁법
2018년 6월 12일 국회에서 신 경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 경쟁법이 최초 제정
후 14면 만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신 경쟁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신 경쟁
법 하에서는 자진신고 제도(Leniency)가 도입되고 경제력 집중의 기준을 기존 시장점유
율 50%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경제력 집중’으로 변경하는 등 상당한 내용
변경이 있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두 가지 주요 변경
내역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지식재산권법과의 중복 조항의 해결이고, 또 다른 하나
는 (2) 경쟁법 집행기관의 변경이다.
가. 지식재산권법과의 중복 조항의 해결

구 경쟁법 제39조 제1항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오인 표시(Misleading Instruction)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공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금지하면서,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그 구체적인 예 중
하나로 대리인의 부정 상표 사용행위 및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를 들고 있었다. 또한 구 경쟁법 제39조 제2항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를 불공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제4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리인의 부정 상표 사용행위 및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는 지식재산권법 제130조에서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었고,
또한 경쟁법 제41조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4개 유형은 지식재산권법 제127조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과 사실상 동일하였다.
이에 신 경쟁법은 제45조에서 불공정경쟁행위에 관한 유형을 정하면서 ‘오인 표시의 제
공’을 삭제하였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또한 새롭게 기재하여 지식재산권법 조항
과의 중복을 최소화하였다. 나아가 동법 제4조 제2항에서 ‘불공정경쟁행위의 정의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본 법과 다른 법이 충돌할 경우 다른 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지식재산권법과의 중복으로 인한 관할 및 절차의 혼란을 해결하였다.
나. 경쟁법 집행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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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베트남 경쟁법은 경쟁법의 집행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하위 시행령에서 독립
적 집행기관인 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uncil)와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인
경쟁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을 두었었다. 그러나 신 경쟁법은 제46조 이하
에서 위 양 기관을 통합하는 기관으로 산업무역부 산하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를 규정하였다.

2. 지식재산권법의 개정 연혁
베트남 내 최초의 지식재산권법은 2005년 11월 29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 발효되었
다. 위 법이 발표되기 전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법 없이
각 지식재산권별로 시행령이 산재되어 존재했다.24)
2009년 6월 19일 동 법은 1차 수정입법(Law No. 36/2009/QH12)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1) 영화 및 사진작품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공표 후 75년(25년
간 미공표 시에는 생성 후 100년)으로 연장되었고, 2) 지식재산권 등록의 법정 소요기간
이 연장되었으며,25) 3)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에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행위도 포함되었고, 4) 행정처벌의 전치조건으로서 권리자의 침해중지 공문
발송 요건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수정이
없었다.
다만 법률의 개정 여부와 별도로 지식재산권법의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매년 개정
되어 왔는바, 가장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시행규칙(Circular No. 1/2007/TT-BKHCN)에
서는 1) 지식재산권 출원 시 행정청의 보완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및 등록비 납부
기한 연장, 2) 법령 상 기한 도과 시 출원인의 면책사유 기재, 3) 실질심사 후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구권 도입, 4) 마드리드협약에 의한 출원 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 중복 도입, 5) PCT 특허 출원 시 신청서 및 번역문 제출 시기 단축 등을 새로
24) 상표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97-HDBT), 실용신안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200-HDBT), 산업디자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85-HDBT), 라이센싱 계약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201-HDBT),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3-CP).
25) 실질심사를 기준으로 특허는 8개월, 상표는 9개월, 산업디자인은 7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실무 상으로는 위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동 법 상의 수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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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Ⅳ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법리26)

1. 부정경쟁행위
베트남 법령 상 부정경쟁행위는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구 경쟁법 제39조 제1항, 제6항,
제7항 및 제40조, 제45조, 제46조, 구 경쟁법 시행령 제28조, 제33조, 제34조, 신 경쟁법
제4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지식재산권법과 신 경쟁법을 기준으로 한 부정경쟁행위
의 유형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업표지의 사용에 의한 혼동야기 행위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가목은 ‘사업 주체, 영업행위, 재화/용역의 주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상업 표지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상업 표지’를 ‘상표, 상호, 영업 심볼, 슬로건, 지리적 표시, 디자인, 상품의
포장 및 라벨 등을 포함하는 상품의 표시 및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상업표지의 사용’을 ‘위와 같은 상업 표지를 판매, 보관, 수출되는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의 수단, 거래문서, 광고 수단 등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야기 행위와 동일ㆍ유사한 범위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상표’는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상품
ㆍ서비스로부터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의미하는바(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
16항),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취지 및 다른 조문과의 해석 상 베트남 내 등록된 상표만
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6) 현재 기준(2018. 11.)에 따르면 구 경쟁법과 시행령, 지식재산권법이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
는 유효한 법령이나, 신 경쟁법이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 베트남 정부 및 국회가 양 법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우선 적용을 신 경쟁법에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 주요 법리에 대한 설명은
현행 지식재산권법 및 신 경쟁법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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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위 유형에 관하여는 2013년 하노이 인민법원 산하 행정법원의 [The X-Men
Trademark case: Marvel Characters Inc. v. the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사건의 판결에서 그 해석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사건은 베트남 내
기업인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s Company(이하 ‘ICP’라 한다)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상표 ‘X-Men’에 관하여 마블(Marvel)사27)의 등록취소 신청을 거부한 베트남 지
식재산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이다.28)29)
마블사는 베트남 내에서 ICP가 출원한 상품류에는 상표 선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었다. 마블사는 본 소송에서 ICP사가 마블사의 상표
및 캐릭터 “X-Men”의 명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30) 그러나 법원은 이에 관한 마블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마블사의 주장과
달리 ICP가 본 상표에 관하여 마블사의 ‘X-men’과 관련되는 ‘Hollywood’ 관련 아이콘,
배우 브래드 피트(Brad Pitt)의 이미지 등을 광고 등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이로써 ICP가 마블사의 상표 및 캐릭터의 명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 하는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1)
위 판결에 따르면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 내 상표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마블사의 ‘X-Men’
상표를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되는 상표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본 행위의
주요 판단요건을 ‘혼동가능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민국 법령 체계
내의 해석례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32)
27) 마블사는 국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돌연변이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유명 애니메이션 ‘X-men’ 시리즈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28) 다만 본 사안의 경우 ICP사의 상표출원이 지식재산권법 시행 전인 2003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식재산권법 시행
이전의 법령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3-CP)’이 적용되었다. 동 시행령은 제4조 제2항 d호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표의 유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야기하는 표시’
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본 사안에서 마블사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은 위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29)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현지 사정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직접 분석은 불가능하였는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한
본고의 설시는 베트남 내 여러 로펌의 의견서, 특히 D&N International이 본 판결에 관하여 분석ㆍ공개한 News
Letter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해당 로펌의 웹사이트(dnlaw.com.vn)에도 관련 판결에 관한 요약 의견서가
공개되어 있다.
30) 이는 ICP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상품 또는 영업 주체에 대한 혼동야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1)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한 이유는 아마도 마블사가 ICP사의 상표로 인한 상품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ICP사가 자신의 상품 광고 등에 마블사의 ‘X-Men’과 관련되는
아이콘 등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소송에서 마블사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호치민시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에 2차례의 사실조회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실제 자신들의 주장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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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부정 상표 사용행위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c)호는 ‘상표권자의 동의나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
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베트남이 체약
당사자인 조약의 당사자인 국가에서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사목의 유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현재 대표자 대리인인인 자 외에 상표사
용행위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었던 자도 행위 주체로 보고 있으나
베트남 법령에는 현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3)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사이버스쿼팅)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d)목은 ‘도메인 명을 소유하고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지리적 표시의 명성과 인기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유사한 도메인명을 등록
하거나 사용권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아목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도메인 선정행위’와 동일하다.
특히 위와 같은 도메인 부정선점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
서의 과태료 및 민ㆍ형사소송 외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 행위로 인하
여 침해를 받은 권리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도메인 명의 변경 또는
반환, 취소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33)

32) 다만 위 판결에서는 ‘부당한 이익’ 또는 ‘악의’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동 요건을 부정경쟁행위
의 성립 요건으로 판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 판결은 엄밀히는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 법령으로 한 판결인데, 해당 시행령 상에서는 부정경쟁행위가 명확하게
다른 상표권 침해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지식재산권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4조 제18항 c)목, 지식재산권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상세하게 정하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b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도메인 명의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안내하는 공동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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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b)호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생산방법, 품질,
수량, 기타 특성, 거래조건 등에 혼동을 초래하는 상업 표지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 경쟁법 제45조 제5항 또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업체, 상품, 서비스, 할인 프로그램,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에 관한 잘못되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구 경쟁법 제45조 제3항 및 구 경쟁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상품의
생산 및 유통기한,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가공장소, 사용방법, 보증기한 등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혼동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었
는데 본 조항은 이른바 무무소(MUMUSO) 사안34)에서 베트남 행정 당국의 주요 단속
근거가 되었다. 다만 신 경쟁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목록에서 제외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지식재산권법 규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
며 현행 지식재산권법의 규정상으로도 구 경쟁법 상의 행위 유형은 대부분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영업비밀의 의의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23항은 영업비밀을 ‘재정적 또는 지적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사업에 사용 가능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통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
리성을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비밀관리성’
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동법 제127조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서는 간접적으로 ‘비밀공지성’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34) 중국에 실질적 투자자를 둔 업체가 베트남 내에서 무무소(MUMUSO)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면서, 위 무무소
(MUMUSO)가 한국 브랜드이고 판매 상품 또한 한국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문제가 되었다. 동 사안의
경우 업체 측이 한국 업체의 베트남 내 등록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은 없었으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점이 문제되어 구 경쟁법 위반으로 베트남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금 등 행정처
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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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를 감안하면 ‘비밀공지성’ 또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제유형
지식재산권법 제127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① 영업비밀의 적법한 통제자에 의해 적
용된 비밀유지 조치를 침해하여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 공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위반
하거나 영업비밀 담당자를 기만, 유도, 매도, 강제, 유혹하거나 혹은 담당자의 신뢰를
남용하는 행위,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용된 비밀유지 조치를 침해하여 제품의
거래 또는 유통에 관한 면허 신청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획득
하는 행위, ⑤ 위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따라 획득된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동조 제128조에 따라 의약
품, 농약의 유통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실험에 제공된 영업비밀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유형 중 ①과 ③, ④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 유형에 속하고, ②는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ㆍ사용하는 행위 유형에 속한다. ⑤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사후적 관여행위라
할 수 있는데, 직접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가 아닌 전득자라 하더라도 해당 영업비밀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동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이한 부분은 ⑥의 유형인데, 이는 ②의 유형 중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위하여 제공된 영업비밀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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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

Ⅰ

인도의 사법제도 일반

인도는 약 3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2위의 국토면적을 가진 대국이다.35) 2018
년 예상 인구는 13억 5천만 명을 넘고, 2022년까지 14억 인구를 돌파할 것이 기대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36) 인도는 또한 약 2조 5천억 달러로 세계
6위의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GDP는 구매력 기준
으로 약 9조 5천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에 앞서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37) 인도의 GDP는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
고 있기도 하다.38) 이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이어 소위 “세계의 공장” 및 세계 최대의
신흥 시장국의 지위를 물려받을 가장 유력한 국가, 소위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를 꼽고
있으며, 전 세계 600여 기업이 2022년까지 약 8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 한다.39)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40) 대통령 역시
35) https://www.india.gov.in/india-glance/profile, 2018.10.18. 최종접속.
36) https://population.un.org/wpp/DataQuery/, 2018.10.18. 최종접속.

37) 산업통상자원부 ｢2017 뉴델리 한국우수상품전｣ 관련 2017.9.20. 자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59651&file_seq_n=1,
2018.10.18. 최종접속.
,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8: Fostering Growth Through
38)
Digitalisation｣, OECD Development Centre, 2018, 제39면.;
https://www.oecd.org/dev/SAEO2018_Preliminary_version.pdf, 2018.10.18. 최종접속.
39) 홍성환 기자, “전세계 600개 기업, ‘포스트 차이나’ 인도에 5년간 총 100조원 투자한다”, 아주경제 2017.10.16.
자 뉴스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171016143618609, 2018.10.18. 최종접속.
40) 조이현 외, 한․인도 수교 45년, 중소기업의 진출 전략과 과제, ｢중소기업 포커스 제18-16호｣,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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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대의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41)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때에 인도 현지 직접투자를 준비하는 우리나
라 기업에게는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한 선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중국의 사례를 통해 신흥 시장을 선점하려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그리고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현지 정부와의 갈등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절실하게 경험하였다.42)
그런데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국가로 영미법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는 영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문(不文)의 판
례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문화된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국제조
약에 따라 보호의 최소 수준이 사실상 강제되는 특허 등과 비교할 때에 인도의 부정경쟁
행위 규율 방식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느껴질 우려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문법으
로 존재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어서,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시장 도전에 상당히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Ⅱ

부정경쟁방지 관련 제도 개요

지식재산권 분야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중 하나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이
라 한다)에서는 공업소유권 보호의 목적 중 하나로 부정경쟁의 억제를 명시하고 있다.43)
2018.
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7.10.;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52304, 2018.10.18.
최종접속.
42) 특허청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관련 2015.6.23. 자 보도자료,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http://www.kipo.go.kr/kpo/download.tdf;jsessionid=9863ca6b30d58d92131a9ddd47d2a12cec52b242d864.
www?f=/SRCDIR/WEB/KE/upload/kipo/new/20150624095704143629_1.pdf&fn=195_%C1%F6%C0%E7%B1
%C7_%BA%D0%C0%EF_%BD%C7%C5%C2%C1%B6%BB%E7(%C0%AF%BF%EB%BD%C5_%C3%D6%C1
%BE2).pdf&table=gp_supp_board_file, 2018.10.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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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은 나아가 각 동맹국이 모든 동맹국 국민에게 부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보호
제공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44) 공업적 또는 상업적 사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는 한편,45)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혼동 유발행위, 허위 주장을 통한 경쟁자 신용 손상행위 및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수요자 기만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다.46)
따라서 파리협약 동맹국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적절한 법률상 구제수단을 다른 동맹국
국민에게도 제공하여야 하지만,47) 그러한 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가 내에서 기존에 인정되고 있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48)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177개국이 속해 있는 이 거대 공동체의
동맹국이며,49) 이에 영미에서는 성문법인 상표법에 따라 규율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아
니하는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상사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판례 법리를 통해 규율하여 왔다. 그리고 1947년 8월 15일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약
200년 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아왔던 인도 역시 영국법제의 영향을 받아 영국과 유사한
43) 파리협약 제1조 제2호.;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44) 파리협약 제10조의2 제1호.; The countries of the Union are bound to assure to nationals of such countries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45) 파리협약 제10조의2 제2호.; Any act of competition contrary to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46) 파리협약 제10조의2 제3호.;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be prohibited:
(i) all acts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confusion by any means whatever with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
(ii) false allegations in the course of trade of such a nature as to discredit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
(iii) indications or allegations the use of which in the course of trade is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nature,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characteristics, the suitability for their purpose, or the quantity,
of the goods.
47) 파리협약 제10조의3 제1호.; The countries of the Union undertake to assure to nationals of the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appropriate legal remedies effectively to repress all the acts referred to in Articles 9, 10, and
10bis.
48) 파리협약 제10조의3 제2호.; They undertake, further, to provide measures to permit federations and
associations representing interested industrialists, producers, or merchants, provided that the existence of
such federations and associations is not contrary to the laws of their countries, to take action in the courts
or befo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with a view to the repression of the acts referred to in Articles 9,
10, and 10bis, in so far as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protection is claimed allows such action by
federations and associations of that country.
49) 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2, 2018.10.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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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규율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인도에서 영국의 관련 법제도를 어떠한 방식으
로 계수하여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본다.

1. 부정경쟁방지
인도에서 부경경쟁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영미법 국가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즉,
우리나라에서 부경졍쟁 행위 및 그 구제수단 등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성문법에 규정하여 민사적ㆍ형사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타인의 신용이 체화된 영업권(goodwill)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
용하는 행위, 상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에게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유명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
와 일정한 제휴 관계가 있다는 등의 그릇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망적 허위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례를 통해 널리 상사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보통법에
따라 규율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상표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50) 상표권
의 침해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
사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인도 상표
법은 “상표의 등록권리자 아닌 사람 또는 허락된 사용 범위에서의 사용자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②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
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때에 ③등록상표가 인도 내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당화 사유 없이 표장을 이용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인지도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51) 상표권 침해행위의 범위를 우리나라에서보다 확장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50) 상표법 제89조.
51)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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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비밀보호
인도는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로서 현재 영업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보호하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 대신 다른 많은 영미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법 및 형평법 원리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구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형평의 원칙(Principles of equity)” 및
신뢰훼손(Breach of confidence)에 대한 보통법상의 해결원칙들”이다.52) 이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구제를 위해 첫 번째로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의 의무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만약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신뢰의 훼손이 보통법상 인정되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방 당사
자의 전적인 희생 하에서 타당 당사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 양자
사이에 심각한 이익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53)
인도에서 영업비밀은 “사용자가 채택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공식, 기술
적 노하우 또는 특별한 영업 방식 내지 수단”으로 매우 폭넓게 정의되며,54) 다만 다수인
이 알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널리 알려져 있는 일상적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이 소극
적으로 영업비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55)
인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56)

52) 솔트먼 엔지니어링 사건(Saltman Engineering Co. Ltd. v. Campbell Engineering Co. Ltd., 1948 (65) R.P.C.
203.)에서 인도 법원이 영업비밀 사건의 해결 원칙으로 처음 선언한 이래 그 이후의 인도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 해결 원칙에 기초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53) 영업비밀 보호의 맥락에서 형평의 원칙은 비밀의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신뢰에 기초하여 정보를 넘겨받은 자가 그 정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구체화
된다.; John Richard Brady v. Chemical Process Equipments P. Ltd AIR 1987 Delhi 372.
54) ......can be a formulae, technical know-how or a peculiar mode or method of business adopted by an
employer which is unknown to others.; Ambiance India Pvt. Ltd. v. Shri Naveen Jain, 122 (2005) D.L.T. 421.
55) ......routine day-to-day affairs of employer which are in the knowledge of many and are commonly known
to others cannot be called trade secrets.; Ambiance India Pvt. Ltd. v. Shri Naveen Jain, 122 (2005) D.L.T.
421.
56) Emergent Genetics India Pvt. Ltd. v. Shailendra Shivam and Ors., (2011) 125 D.R.J.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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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떠한 정보가 그 자체로서 그에 대한 신뢰 보호를 보호할만한 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② 그 정보가 신뢰보호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환경에서 타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③ 그 정보를 전달받은 당사자가 이를 전달하여 준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을 때에;57) 보통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한편 인도에서는 신뢰 훼손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민사적 구제 및 형평에 따른 구제 외의
다른 구제수단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비
밀 침해가 형사적 사건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영업비밀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인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침해자인 피고에 대해 영업비밀의 공개 금지, 미공개
정보 기록물 등의 반환, 손해의 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58)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
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59)

57) (1) the information itself must have the necessary quality of confidence about it;
(2) that information must have been imparted in circumstances imparting an obligation of confidence;
(3) there must be an unauthorized use of that information to the detriment of the party communicating it.
58) Fairfest Media Ltd. v. ITE Group 2015 (2) CHN (CAL) 704.
59) Fairfest Media Ltd. v. ITE Group 2015 (2) CHN (CAL)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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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국ㆍ베트남ㆍ인도 3국의 주요 판례 선정 기준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일반적인 주요 법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최근 개
정 이슈인 아이디어 보호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내용이 있는지 등 정책적 시사점 차원
에서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였고, 올해 분석 대상 국가로 포함된 베트남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판례의 존재 및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당 국가의 리딩케이스
(Leading Case)를 삼아 판례를 분석하였다.

제1절

중국

Ⅰ

영업비밀 침해

1. 이직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60)
1) 사실관계
량즈과학기술공사(量子科技有限责)任公司, 이하 량즈공사)는 벨트식 석탄 컨베이어 설
비를 제조ㆍ생산하는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벨트식 컨베이어 기술을 발굴하였
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직접 생산, 중국 산둥성 일대에 판매하며 경제적 이득
및 고객정보를 취득하였다. 량즈공사는 해당 기술정보와 고객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
하고 있다.
한편 량즈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계약서 등에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
며, 비밀유지조항에는 재직ㆍ이직 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비밀 등급 분류,
비밀유지의 단계, 책임 및 유출 시 제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고용계약서
에는 영업비밀 유출 시의 즉시해고조항을 포함하며 직원은 이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여
60) 山东省高级人民法院 (2016)鲁民终136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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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량즈공사의 전직원인 우바오칭은 2004년에 량즈공사에 입사하여 벨트식 컨베이어의 설
계도 접수, 제조 및 생산용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허진량은 2006년에 입사하
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우바오칭과 허진량은 모두 2009년 량즈공사를 퇴사하고 이
후 밍씽다전기설비공사(明兴达机电设备有限公司, 이하 밍씽다공사)로 이직하여 각각
부총경리(부사장), 판매부사장(판매과장)의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년 량즈공사는 밍씽다공사가 량즈공사의 기술을 침해하여 벨트식 컨베이어를 제조
하고 량즈공사의 고객에게 염가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1심 법원(산둥성 지닝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 밍씽다공사의
해당 설비를 압류조치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내렸으나, 밍씽다공사가 이를 훼손하고 해당
설비를 분해한 상황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만 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다.61)
이에 밍씽다공사가 2심 법원(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한 사건이다.
2) 법적쟁점
가. 량즈공사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밍씽다공사, 우바오칭, 허진량이 량즈공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가. 량즈공사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반부정당경쟁법(2017.11.4.법개정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은 영업비밀을 ‘공중이
알지 못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용성이 있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첫째, ｢부정경쟁행위 민사사건 심리에 대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제9
조 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소속분야의 관련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아려져
있지 아니할 것’과 ‘쉽게 획득하지 못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1심 법원은 기술 감정을
61) 山东省济宁市中级人民法院 (2011)济民三初字第1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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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량즈공사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술정보 11건 중 6건에 대하여 비공지기술임을
밝힌 바 있고, 밍씽다공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량즈공사의 기술이 통상 개발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량즈공사의 기술에는 비밀성이 있다. 또한 량즈공
사가 2심법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써 주장한 경영정보는 고객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명단이며, 경영전략, 거래 가격이다. 량즈공사가 고객명단에
작성한 연락방식, 담당직원의 직무, 직원의 전출입 기록 등의 정보는 일반 공중이 공개적
인 경로로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이다.
둘째, 기술정보와 경영정보의 비밀유지조치(기밀성)의 판단과 관련해서 량즈공사가 우
바오칭, 허진량을 채용할 때 작성한 고용계약서, 승낙서 등에는 모두 구체적 비밀유지조
항이 있고, 량즈공사는 관련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타의 조치를 취한다는 주관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량즈공사의 영업정보는 기밀성 구비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량즈공사의 고객 정보 등은 량즈공사가 해당 업계에서 잠재적인 경쟁우위와
거래기회를 부여하므로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량즈공사의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는 (구) 반부정당경쟁법이 보호하는 영업비
밀에 해당하여, 법에 의거하여 보호해야 한다.
나. 밍씽다공사, 우바오칭, 허진량이 량즈공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

밍씽다공사와 우바오칭이 기술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밍씽다는 1심 법
원의 설비 압류 및 재산보전처분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량즈공사 기술과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법에 의거하여 불리한 책임을 부담한다.
우바오칭은 량즈공사에서 작업장 담당자의 직책을 수행하며 량즈공사의 벨트식 컨베이
어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량즈공사의 영업비밀을 밍씽다공사
에 불법적으로 누설하고, 밍씽다는 우바오칭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설비를 생산하였으므로 기술비밀 침해를 인정한다.
밍씽다공사와 허진량이 경영정보 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허진량은 약정
을 위반하여 허진량이 파악하고 있는 량즈공사의 경영정보를 불법으로 밍씽다공사에
제공하였고, 밍씽다는 허진량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알고도 취득한 경영정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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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경영정보 비밀 침해를 인정한다.
이에 밍씽다공사와 우바오칭, 허진량은 량즈공사에게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
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4) 해설
동 판례는 영업비밀 유지약정에 관한 전형사례 중 하나로, 영업비밀 유지약정은 중국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고용계약시
에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량즈공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 비밀의 등급, 비밀의 단계,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았다. 중국 실무에서는 영업비밀 유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밀보호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밀유지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62)
그러므로 중국에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영업비밀서류
를 전문적인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량즈공사의
사례와 같이 회사 내부의 비밀유지규정을 마련하고, 직원 고용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영업비밀 침해, 중국, 이직, 직원, 기술정보, 경영정보, 비밀유지의무

62) 전정현,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2015,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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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레이드 드레스

1. 왕라오지 트레이드 드레스 사건63)
1) 사실관계
광야오공사(廣州醫藥集團有限公司, 이 사건 피고)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1837년에 광둥
성에서 량차를 판매하던 왕쩌방(王泽邦)의 ‘왕라오지(王老吉) 량차’ 전문점을 흡수합병
하였고, 왕쩌방의 후손은 홍콩으로 건너가 홍다오공사(东莞鸿道食品有)와 함께 광야오
공사로부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대륙에서 왕라오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허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홍다오공사는 왕라오지 량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국 광둥성에 자둬바오공사(广东加多宝饮料食品有限公司, 이 사건 원고)를 설립하였
고 자둬바오는 왕라오지 량차의 10년간 중국내 판매량을 100배 가까이 상승시켰다.
2011년 광야오공사는 자둬바오공사와의 상표사용계약을 취소하였고,64) 자둬바오공사는
자둬바오 량차의 포장 캔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되 ‘왕라오지 량차’ 명칭을 ‘자둬바오
량차’로 바꾸어 판매하였다.
이에 광야오공사는 자둬바오공사가 자신의 포장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다
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둬바오공사도 반소를 제기하며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7월
최종 판결한 사안이다.
2) 법적쟁점
가. (구)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왕라오지 량차’ 포장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지65)
63) 最高人民法院 (2015)民三终字第3号
64) 광야오공사와 자둬바오공사는 2011년 상표사용계약 취소 이후, 추가 계약 분쟁, 허위광고, 제조비법에 관한 분쟁을
지속해 옴.
65) (구)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➀ 경영자는 시장거래에서 자신의 의사ㆍ평등ㆍ공평ㆍ평등ㆍ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➁ 이법 규정의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이법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
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 경제질서에 혼라는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➂ 이법 규정의 경영자란 상품
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구)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경영자는 다음의 부정당한 수단을 채용하여 시장교역에 종사하거나, 경쟁상대에게 손해
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➁ 주지상품 특유의 명칭ㆍ포장ㆍ장식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주지상품과
유사한 명칭ㆍ포장ㆍ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지상품과 서로 혼동을 조성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주지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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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건 트레이드 드레스는 누구의 소유인지
| 그림 4-1 | 왕라오지, 자둬바오 량차

3) 판시사항
가.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특징’을 가지는지

상품의 포장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문자, 도안, 색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적인 이미지이며, 문자 부분이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상품의 명칭이나
상표에 해당된다.
자둬바오는 왕라오지 량차의 판매를 위하여 붉은색 바탕과 노란색의 “왕라오지” 문자
및 그 밖의 문자와 장식선 등의 도안과 문자의 배열 등으로 구성된 포장 디자인을 직접
완성하고, 완성된 상표를 광야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붉은색 위주의 표지가 다른 캔 음료의 포장 디자인에서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음료의
포장 디자인은 비교적 디자인 공간이 넓을 뿐 아니라 본안 포장 디자인은 색상, 문자
및 도안과 같은 디자인적 요소의 선택과 조합을 통하여 상품의 기능과는 무관한 시각적
효과가 창출되므로, 이는 현저한 특징으로 인정된다. 즉 포장이나 장식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자체의 독창성 없이 이들의 독창적인 배열이나 조합만으로도 출처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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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둬바오의 지속적인 선전광고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본안 상품표지는 반부정당경쟁법상의 ‘특유한 포장
디자인’의 보호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지상품(유명상품)인지 여부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왕라오지” 상표의 역사적 기원과 자둬바오에 의하
여 제조, 판매되는 “붉은색 캔 왕라오지 량차”의 판매와 선전광고 나아가 수요자의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왕라오지” 상표가 1993년에는 ‘광저우시 저명상표’로 1998년에는 ‘광동
성 및 광저우시 저명상표’로 선정된 점, 자둬바오는 상표계약 체결 이후에 자둬바오의
제조ㆍ판매량과 선전광고ㆍ수상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왕라오지 량차
는 여전히 광동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
로 양 당사자간 상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왕라오지” 상표는 광동지역에서 대중들에
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라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포장 디자인의 권리 귀속문제

최고인민법원은 광야오는 상표계약의 체결 이전에도 광동 일대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둬바오는 “왕라오지 량차”가 현재의 상업적 명성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셋째 일반 수요자들은 붉은색 캔 왕라오지 량차를 구입
할 때 상품제조자인 자둬바오는 물론 왕라오지의 상표권자인 광야오를 동시에 연상하기
때문에 본안 포장 디자인의 소유권을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중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본안 유명상품 특유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해설
이 사건은 중국의 기능성 음료인 ‘량차’ 포장 캔에 관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한 판결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저한 특징을 가진 유명상품이어야 한다.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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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란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이 유사상품에 통용되는 것이 아닌 현저한 식별력을
구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명상품의 기준으로는 그 상품의 판매시기와 판매지역, 판매
금액과 판매대상 그리고 선전광고의 기간과 정도, 지리적 범위와 유명상품의 보호정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6)
이 사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인정의 근거조항인 (구)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개정법에서는 제6조 제1항의 혼동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향후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주제어

Ⅲ

트레이드 드레스, 상품주체 혼동행위, 왕라오지, 자둬바오, 현저한 특징

사칭행위(passing-off)

1. 항저우 샤오무즈 상표 침해 사건67)
1) 사실관계
원고 항저우 샤오무즈社는 자동차 유지보수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04년부터 가맹점
관리 및 샤오무즈(小拇指) 상표 등 브랜드 관리, 자동차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샤오무즈 상표는 저장성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피고 톈진
화상社는 1992년부터 자동차수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8년 항저우 샤오무
즈社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 톈진 샤오무즈社를 설립하였다. 톈진 샤오무즈社는
인터넷 등에서 샤오무즈 상표를 이용하거나, ‘샤오무즈 간단한 수리’ 등의 문구를 사용하
여 광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는 가맹계약자가 지점을 모집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샤오무즈｣ 상표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샤오무즈｣ 상표권 침해 및 부당경쟁행위 중지에 관한 소송을
66) 송수련, 중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9권, 2018, 265면.
67) 天津市高级人民法院( 2012)津高民三终字第004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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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에게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으나 부당경쟁행위
중지청구는 기각하였고, 당사자들은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다.68)
2) 법적쟁점
가. 분쟁 당사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
나. 톈진 사오무즈와 톈진 화상社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판시사항
가. 분쟁 당사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고가 자동차 유지보수 업체이나 자동차 수리업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고 피고는 자동
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동종업계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아니지만, 반부정
당경쟁법이 조정하는 경쟁관계는 오로지 동종 업계 또는 서비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바, 그러므로 원고는 자동차 수리시장의 관련 경영자로서 자동차 수리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와 간접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나. 톈진 사오무즈와 톈진 화상社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피고는 수차례 ｢샤오무즈｣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로써 상표권 침해
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의 샤오무즈 상표는 관련 공중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 인지도를 획득하였다. 피고가 인터넷 광고에서 샤오무즈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공중이 해당 서비스를 원고의 서비스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밖에 없으며,
악의적으로 저명상표인 샤오무즈를 사용하여 원고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명
확하다.
6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의 상표권 분쟁 사건을 지도사례로 인정, Issue &
Foucos on IP, 20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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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구)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침해자와 피해자가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경쟁관계를 부정경쟁행위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이고 중국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였다.69)
예전에는 일부 법원이 지나치게 경쟁관계를 엄격히 해석하여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이유
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는데,70) 이 판결로 인하여 간접적인
경쟁관계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칭행위(passing off), 경영자, 경쟁관계, 허위광고

2. 중문 상표의 병음 보호 사건71)
1) 사실관계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화학회사인 ‘CASTORL’, ‘쟈스둬(嘉实多)’ 상표의 전용권
자이다.
CASTORL은 1918년 영국에서 설립되었고 1996년 중국에 진출하여 윤활유 상품에 대한
‘CASTORL’, ‘쟈스둬(嘉实多)’ 상표를 등록하여 광고 등에 사용하였고, 2008년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 상표국으로부터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피고 홍콩 캐스톨社는 2004년 홍콩에 윤활류 공장을 설립하였고, 회사의 영문 명칭을
USA JIASHIDUO로 하였다. 피고는 중국에서 윤활유 상품 ‘casiber’을 판매하여 포장지
에 미국 쟈스둬 제품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의 중문 상호의 주요부분인 ‘쟈스둬’ 부분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고 JIASHIDUO는 쟈스둬 상표의 병음에 해당한다.

69)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2015, 28면.
70) 孔样俊, 反不正当竞争法的创新性活用, 中国法制出版社, 2014, 113页.
71) 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 (2008)沪二中民五(知)初字第91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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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저명한 중문상표의 병음 표시의 무단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3) 판시사항
피고 홍콩 캐스톨社가 등록한 기업명칭 ‘USA JIASHIDUO Internationl Petroleum
group(H,K.) Limited’라는 영어명칭의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JIASHIDUO는 ‘嘉实多’
문자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Castrol’이라는 영어 문자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는 嘉实多 상표에 대응하는 한자 병음으로 피고가 위 영어 명칭을 자신의 중문명칭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오인혼동의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또 피고들은 그와 같
은 고의가 있음이 매우 타당하므로, 영어명칭의 사용이 부정당경쟁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중국에서 ‘미국 쟈스둬 국제석유그룹(홍콩) 유한회사 제품’이라는 중문
명칭뿐만 아니라 ‘USA JIASHIDUO Internationl Petroleum group(H,K.) Limited’라는
영어명칭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해설
중국어는 병음(拼音)을 통해 발음을 표시한다. 병음은 중국어와 결합하거나 별도로 사용
되어 유명한 명칭인 경우 그 병음만으로도 일반 대중들이 어떤 명칭인지 한자를 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72) Castol 사건은 타인의 유명한 기업 명칭의 병음
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유사한 사례로 중국어 병음사용에 관한 ‘차오단 사건’을 들 수 있다.73) 이 사건은 성명권,
상표권 침해 사례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 2012년 그의 이름을 사용한 중국 스포츠
용품업체 ‘차오단 스포츠(乔丹体育, QIAODAN SPORTS)’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분쟁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상표권 일부 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차오
단(乔丹) 관련 상표는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피고 차오단 스포츠의

72) 전정현,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2015, 55면.
73) 最高人民法院(2016)最高法行再2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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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QIAODAN 병음 및 이와 결합된 도형
상표가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았을 뿐이며 만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주장하였다면 유명인의 성명 병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주제어

Ⅳ

사칭행위(passing off), 병음표기, 부정경쟁행위

허위광고

1.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선전의 판단기준

74)

1) 사실관계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말뚝을 생산하는 상하이 중지(中技) 건축자재업회사(이 사건 피
고)는 투자설명서에 모델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여섯 개의 요소로 ➀ 공사현장의
지질과 수문 지질 조건, ➁ 공사의 특징과 하중의 성질 및 크기, ➂ 시공이 주위환경에
끼치는 영향, ➃ 시공 장소와 설비의 제약, ➄ 시공안전, ➅ 공사기간 및 건설비용을
설명하였다. 이 투자설명서에는 피고의 상품에 관한 편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경고도 포함하고 있었다.75)
원고는 피고의 투자설명서가 잠재적 투자자에게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선전행위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2) 판시사항
법원은 이 투자설명서에서 콘크리트 말뚝 모델 선택과 관련하여 명시한 내용은 말뚝시공
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업주 등 관련 공중에게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제공의무를

74) 江苏省高级人民法院 (2012)苏知民终字第0219号
75) 전정현,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2015, 14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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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오해를 초래할만한 동기를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전체 관찰의 원칙). 또한 이 투자설명서에서 선
전하는 상품이 피고회사의 주식이라고 보는 경우라면, 피고의 투자설명서에서 소개된
내용이나 결론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해를 초래하여
피고의 주식을 구매해 투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설명서를 배포할
때 이미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경고하여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주요
부분 관찰의 원칙),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인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과 결론만으로 피고의 주식매매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래 관행 및 관련 공중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오해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격 관찰의 원
칙).76)
3) 해설
반부정당경쟁법은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사법해석을 통해 허위선전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법해석은 ➀ 일상행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➁ 관련 공중의 일반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➂ 오해가 발생한 사실이 무엇인지, ➃
선전대상의 실제 정황이 어떠한지를 고려한다.77)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선전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전체
관찰의 원칙으로 인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난 후 구체적 내용보다는 대략적으로 남은
인상을 가지고 소비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주요 부분 관찰의 원칙으로 광고 내용 중 주요부분의 외견상, 명칭상, 개념상 잘못
된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부수적인 부분이 진실성을 가지더라도 허위의 선전에
해당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이격관찰의 원칙으로, 광고를 접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물건 구매여부를 판단할 때 오해가 초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격 관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허위광고,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선전

76) 전정현,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2015, 141~142면.
77) 반부정당경쟁법 사법해석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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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1. 톈진 국청여행사 기업명칭사건78)
1) 사실관계
원고 텐진중국청년국제여행사는 1986년부터 중국 국내외 여행업무를 수행하고, ‘톈진청
여’라는 약칭을 사용해 왔다.
피고 톈진궈칭여행사는 2010년 7월 6일에 설립되었고, 중국 국내여행과 (외국인들의)
중국관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는 구글 검색엔진에 각각 “톈진중국청년여행사”
및 “톈진청여”가 검색하면 톈진궈칭여행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삽입하고,
바이두 검색페이지에는 스폰서 링크를 걸어서 접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톈진궈칭여행사
홈페이지가 톈진중국청년여행사의 사이트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톈진중국청년여행사가 톈진궈칭여행사를 상대로 (구)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3
항에 근거하여 기업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2) 법적쟁점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3) 판시사항
부정경쟁행위 민사사건 사법해석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업의 등기를 주관하는 기관
은 등기부에 등록된 기업명칭 및 중국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지역) 기업명
칭에 근거하여 반부정당경젱법 제5조 제3항 규정의 “기업명칭”을 인정한다. 일정하게
시장 내에서 지명도를 가지고, 관련 공중이 그 기업명칭 중 상호를 아는 경우 반부정당경
쟁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의 “기업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톈진중국청년여행사는 다년간 영업광고를 하고, 관련공중에게 알려졌으며, 그에 상응하
는 지명도를 갖추었다. “톈진청여”는 톈진중국청년여행사가 영업활동에 있어 보편적으
78) 天津市高级人民法院(2012)津高民三终字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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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던 기업의 약칭이었고, 관련 보도 및 거래처 역시 “톈진청여”가 톈진중국청년여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톈진궈칭여행사가 톈진중국여행사의 허가 없이 피고의 사이트 및 추천 링크와 스폰서
링크에 ‘톈진중국청년여행사’와 ‘톈진청여’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혼동을 야기하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톈진궈칭여행사가 인터넷 링크를 삽입하여 톈진중국청년여행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고, 주관적으로는 공중의 오해를 초래할 고의가 있는 점, 객관적으로는 부당하
게 톈진중국청년여행사의 기업 신용을 이용한 점이 인정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해설
이 판결에 대해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나
신문 등 매체 광고에 직접 원고 기업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나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 화면에 홈페이지 링크와 간략한 설명 문구를 나타내는 것은
홈페이지 접속을 위한 중요한 표지와 진입로의 기능을 하는 한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내용에 관한 홍보 및 소개 그리고 가격 안내 등의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키워드 광고에 ‘톈진중국청년여행사 온라인 영업점’과
‘톈진청여’를 사용한 행위는 충분히 관련 대중들에게 혼란과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홈페이지가 본래 검색하려 했던
원고의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피고는 같은 여행기업이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둘러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를 통해 최초로 검색하려 했던 홈페이지를 포기
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제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초기 혼란을 이용하여 원고의 잠재적 고객을 빼앗아 가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
는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평석하였다.79)
이러한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는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에 반영되어 제12조에 반영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사칭행위(passing off), 기업명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79) 전정현, 반부정당경쟁법, 세창출판사, 2015,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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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Q 소프트웨어 설치 방해 사건80)
1) 사실관계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QQ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되며, 사용자의 이용화면에
보이는 각종 버튼과 아이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피고 360회사는 QQ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그램으로 ‘코코 보디가드’라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코코 보디가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행
하면 QQ 소프트웨어의 몇몇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사용이 금지됨’이라는 경고창이 표시
되고 해당 QQ 보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코코 보디가드가 작동
되면 360회사의 안전보디가드 설치 알림창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360회사는 코코 보디가드가 QQ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하고
코코 보디가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출시 72시간 만에 해당 소프트웨어 다운로
드 수가 천 만 건 이상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법적쟁점
가. 원고의 영업방식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해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가. 원고의 영업방식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 수요 및 경쟁상황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 인터넷 제품의 고객 체험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타 상품을 방문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투표방식’에 의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0) 最高人民法院(2013) 民三终字 第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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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QQ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이 소비자에게 침해성
을 띤다는 피고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설사 침해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의 개선은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어 나가는 형식이어야 한다.
나. 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해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수정하여 광고 및 배너 팝업을 저지한 것은 합법적인
사용자 이익 수호의 범주를 벗어난다.
인터넷의 발전은 자유 경쟁 및 과학기술의 창조에 기초해야 하지만, 인터넷 영역이 자신
이 뜻대로만 움직이는 법외 영역은 아니다. 경쟁의 자유와 창조의 자유는 반드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
은 질서 있는 시장환경과 명확한 시장경쟁규칙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사안
에서 피고는 기술 창조라는 명목으로 코코 보디가드를 개발해 피고의 QQ 소프트웨어에
지대한 간섭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가 인터넷 자유와 창조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
하기 힘들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
주제어

소프트웨어 무단 수정,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QQ

3. qunar.com 도메인 분쟁 사건81)
1) 사실관계
지난 2005년 베이징 취나(趣拿)社는 ｢qunar.com｣라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취날(去哪
儿) 웹 사이트로 광고하여 유명 온라인 여행사로 발전한 한편 해당 도메인은 유명상표로
지정되었다. 광저우 취나(去哪)社는 지난 2009년 ｢123quna.com｣, ｢mquna.com｣의 도
메인을 등록하고 취날왕(去哪儿网), ｢quna.com｣ 등 베이징 취나社의 서비스표 및 상표
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심 법원은 광저우 취나社의 도메인들이 베이징 취나社의 ｢qunar.com｣과 비유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베이징 취나社의 ｢qunar.com｣이라는 유명 서비스
81) 最高人民法院 (2014)民申字第14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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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2) 이에 베이징 취나는 항소하였다.
2) 판시사항
베이징 취나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한 광저우 취나가 비슷한 도메인 사용으로(“r”이
생략됨)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의 가능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도메인의

quna.com

등록시기가

qunar보다

2년

더

이르고

mquna.com과

123quna.com은 해당 도메인에서 파생되었으며 qunar과 오인 및 혼동의 가능성이 낮고
qunar은 유명 사이트라 대부분 이용자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제어

도메인네임, 유명상표

4. mercer.com.cn 도메인명 분쟁 사건83)
1) 사실관계
피고 머서(Mercer Inc.) 인력관리회사로 1975년 미국에서 설립되었고, 2000년 중국에
진출하여 상하이 머서를 설립하였다.
2005년 3월에 mercer.com.cn의 도메인명이 등록되었으며, 원고 상하이 메이즈 회사는
2005년 4월 설립되어 해당 도메인을 양수 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로 운영하였다.
2) 법적쟁점
가. .com 도메인명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com.cn 도메인 등록을 부당선점행위
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메인명의 주요 부분이 기업의 핵심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양 당사자는 동일한 업종의 종사자이고 업무상의 연계가 있었으며 광저우 취나가 기업명 변경 시 피고 베이징
취나의 상표와 유사한 기업명과 도메인 네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기에 주관적인 악의를
가지므로 부정경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광저우 취나가 증거로 도메인 네임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광저우 취나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금액을 변경하고 베이징 취나의 항소를 기각한다.
83) 最高人民法院 (2011)民申字第44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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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사항
가. .com 도메인명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com.cn 도메인 등록을 부당선점행위로
주장할 수 있는지

피고는 외국기업으로 자신이 도메인 mercer.com과 mercerhr.com을 먼저 등록하여 가
지고 있으므로 mercer.com.cn에 대한 권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고인민법
원은 도메인명 등록서비스는 우선 신청의 원칙에 따르면 서로 다른 최상위도메인 간의
등록은 독립되므로 피고의 .com 선도메인명은 타인이 .cn 도메인명을 등록하는 것을
당연하게 저지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선등록한 두 도메인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만으로는 해당 도메인명 역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나. 도메인명의 주요 부분이 기업의 핵심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법원은 ‘MERCER’가 영문 단어이며, ‘방직품 상인, 실크 판매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기업명칭의 독창적인 핵심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인
의 정상적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도메인명이 상하이 메이즈에 귀속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도메인이
상하이 머서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동일한 업종인 HR 분야에 종사하는 경쟁자로서, Mercer가 일정한 지명도
를 보유한 피고의 핵심명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Mercer에 대한 합법적인 민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Mercer가 영어에서 고유한 의미
로 ‘실크 판매상’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연인의 성명이나 지명에도 해당하나 이러한 의미
는 HR 분야, 그리고 원고와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해당
도메인명을 등록,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도메인명이 피고와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사용되어 주관적인 고의가 뚜렷하고, 객관적으로도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초래하기에 용이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해당 도메인명을
양도받아 취득한 것일지라도, 해당 도메인명의 최초 등록이 타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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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Mercer가 주지의 기업 핵심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원
고 상하이 메이즈가 mercer.com.cn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해설
위 사건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com.cn’이라는 도메인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이 위 도메인명을 선점해버리는 상황에 대한 판결로 외국기업이 먼저 등록사용하고
있는 .com 도메인 자체의 지명도를 입증하고, 침해자가 .com.cn을 사용하는 행위가
공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초래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선점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이전에는 구법 제2조 일반조항과 인터넷 도메인에 관한 사법
해석을 적용하여 도메인네임 선점행위를 규율하였으나,84)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제6조
제3항은 도메인 무단선점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일반조항의 적용
여지를 해결하였다.
주제어

도메인네임 무단선점, 외국기업, .com.cn

84) 사법해석은 인터넷 도메인네임 선점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➀ 원고가 보호를 요청하는 민사 권익이 합법적이고 유효할 것, ➁ 피고가 등록하여 사용하는 도메인네
임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이 원고의 저명상표의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에 해당할 것 또는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공중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을 것, ➂ 피고는 해당 도메인명 또는 그 주요부
분에 대한 권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도한 당해 도메인을 등록,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➃ 피고가 해당
도메인명의 등록 및 사용에 악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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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디어 탈취 사건85)
1) 사실관계
한타오社는 2012년부터 바이두社가 바이두 지도, 바이두 지식인 등에서 허가 없이 다중
디엔핑의 이용자 리뷰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유입을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사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해당 행위는 상업 도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경
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바이두社가 다중디엔핑의 아이콘을 무단으로 사용하
여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대한 오인을 야기한 것은 유명 서비스 고유
명칭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다.86)
이에 한타오社는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에 바이두社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중지와 경제적 손실 9천만 위안 및 침해행위 제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45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바이두社는 ⅰ) 다중디엔
핑은 이용자에게 요식업 위주의 소비자 리뷰,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자사
가 제공하는 것은 검색서비스로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고, ⅱ) 이용자 평가(리
뷰) 정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며 설령 저작물에 속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한타오社가 아닌 이용자라고 항변하였다
2) 법적쟁점
바이두社의 다중디엔핑 이용자리뷰 정보 이용이 상업도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및 부정당성에 해당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2심)은 바이두社가 다중디엔핑 정보를 사용한 것과 그 사용방식
은 다중디엔핑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한타오社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85) 上海知识产权法院民事判决书 (2016) 沪73民终242号
8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바이두社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323만 위안 배상 판결, Issue
& Foucos on IP, 20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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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바이두社의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바이두 지도 및 바이두 지식인
의 시장 지위, 정보의 사용 방식 및 범위, 부정경쟁행위 유지기간, 한타오社의 리뷰정보
획득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배상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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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베트남

Ⅰ

트레이드드레스 관련

1. 식기세척제 용기 및 라벨 “Sunlight” 사건87)
1) 사실관계
2015년, 유니레버 인터내셔널 베트남(이하 UNV)은 “Sunlight lemon 100”이라는 신제품
식기 세척제를 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Dai Viet Huong Co., Ltd.(화장품 및 가정용
화학 분야의 베트남 기업)도 유통 업체인 Phi Hung Distributor(이하 피홍(Phi Hung))
를 통하여 새로운 식기 세척제 상품인 “Campax lemon”을 출시하였다.
이에 2015년 7월 27일, UNV는 부정경쟁을 이유로 피 훙(Phi Hung)을 인민재판소에
고소하였고, 피 훙(Phi Hung)의 부정경쟁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Campax 병 디자인이 과거 VIPRI(Vietnam IP Research Institute)의 특허심사를
받은 관리번호 KD042-15 YC/KLGD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VIPRI은
해당 디자인이 Unilever N.V.(네덜란드)(디자인특허 제13708호)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
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2개의 병을 비교 하였을 때, (i) 병의 투명한 재질이 같은 점, 병의 크기가 같은
점, 병에 담긴 액체가 같은 노랑색인 점, 병의 뚜껑이 같은 녹색인 점, (ii) 두 병에 붙어있
는 제품 라벨의 구조, 색상, 크기가 유사한 점, (iii) 상표 등이 모두 병의 중앙에 위치하
고, “Sunlight”과 “Campax”라는 문구가 모두 같은 대각선 방향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문구의 배경에 밝은 빛이 강조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 레몬이 있는 점, (iv)
라벨의 왼쪽 상단에 동일한 대각선 방향으로 빨간색 문구가 표시되어있는 점, (v) 라벨

87) 04/2015/TLST-KD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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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는 제품정보가 있는 빨간 리본이 있고, 빨간 리본 위에는 접시와 컵 이 있는 점을
근거로 상업적 표지가 유사하여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Campax의 용기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UNV는 피훙에게 UNV의 “Sunlight dishwashing” 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향후 UNV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UNV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 금전적 보상으로 UNV에 40,000,000VND 지급(변호사 비용 등)을 요청했다.
이러한 UNV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Phi Hung은 VIPRI의 KD042-15 YC / KLGD에
대한 특허 심사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상업적 표지로서 간주되는 요소가 아니라
는 점, Campax 용기는 Dai Viet Huong의 신제품으로 널리 광고도 되어서 베트남 소비
자들은이 제품을 UNV의 Sunlight 제품과 혼동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i) UNV에서 인용 한 일부 요소, 즉 병의 재료, 병 크기, “액체의 색”,
“병 뚜껑의 색깔”은 상업적 표지가 아니라는 점, (ii) UNV에서 인용한 상업적 표지, 즉
병 라벨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이는 단순히 유사한 요소 일 뿐 설명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가 모든 식기 세척 제품에서 필수적이어서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결국 Phi Hung은 UVN의 요청을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근거로 모두 받아들이
지 않았다. 본 사건과 관련한 이슈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슈 No.1 ] : VIPRI의 KD042-15 YC / KLGD
① VIPRI는 이 평가에서, 대상물이 Unilever N.V (네덜란드)의 디자인권 제13708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② UNV는 이 평가를 사용하여 평가대상이 Campax 병과 같으므로 UNV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③ 그러나 UNV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VIPRI의 평가 자료는 본
사안의 부정경쟁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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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 상업적 표지의 요소를 결정하고, 양 상업적 표지 사이의 혼동가능성의 입증
① 병 재질, 병 크기, “액체 색”, “병 뚜껑 색”은 상업적 표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식재산권법 제130.2조에 따르면 상품 표시에는 상표, 상품명, 비즈니스 심볼, 비즈니스 슬로건,
지리적 표시, 패키지 디자인 및 / 또는 라벨 등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지침으로 사용되는 표지가
있다.
③ 병 재질인 투명한 병의 소재는 PET이며,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있고, 모든 제품은 구성 요소,
크기 등의 표준으로 제조되며, “노란 색상의 액체”, “녹색 뚜껑” 등의 표현은 레몬 색을 나타내는
설명적인 요소일 뿐이며, 대부분의 식기 세척제 상품에는 이러한 특징의 표현이 많다.
④ 상업적 표지 사이의 혼동되는 유사성의 판단은 “라벨”로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의 상업적 표지는
용기의 라벨이 될 수 있다.

또한, 양 제품의 상업적 표지를 비교하였을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Sunlight
(원고의 제품)

Campax
(피고의 제품)

라벨의 왼쪽 상단에는 동일한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되는 빨간색 문구가 있다.
이 부분은 전체 라벨이 아닌 라벨의 일부로서, 상업적 표지가 아니다.

상표 “sunlight”는 커브 형태이고,
배경에 반쪽 레몬이 배치되어있다.

상표 “Campax”는 직선 형태이고. 세 개의 레몬이
“Campax”라는 단어 아래에 배치되어있다.

접시와 컵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빨간색 리본이 있음

두개의 접시와 두개의 컵이 왼쪽에 있고,
그 아래에 빨간 리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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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가. VIPRI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 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
이러한 평가에는 문제는 없는가?
나. 이 경우 상업적 표지로 간주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유사성에 대한 UNV의 주장은
합리적인가?
다. “Campax bottle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
다” 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는가?
3) 판시사항
인민재판소는 양 당사자를 소환했으나(2016년 4월 14일 고시 제40호 / TB.HG, 2016년
4월 28일자 제45호 / TB.HG), UNV는 설명 없이 법원의 중재에 참가하지 않았다.
2016년 5월 9일, Phi Hung은 민사 규정에 따라 사건을 중지하기 위한 요청서를 제출하
였고, 이에 따라 2016년 5월 17일 Can Tho Court는 UNV를 두 번 연속 소환했지만
참석을 하지 않자 2004년 민사소송법 제192.1조에 의거하여 판결 번호 02 / 2016 /
QDST-KDTM로 종결하였다. 즉, 법원은 원고를 정식으로 두 번 소환하였으나 결석하였
으며, 이 결정에 따라 UNV는 첫 번째 재판 수수료로 4,000,000 VND를 지불하였다.
상업적 표지의 요소를 결정하고, 양 상업적 표지 사이의 혼동가능성의 입증하는 방법으
로 비교대상 제품 간의 병 재질, 병 크기, “액체 색”, “병 뚜껑 색”은 상업적 표지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부정경쟁행위의 제품 여부 판단시, Campax 제품이 Dai Viet
Huong의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광고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광고 등의 행위가
혼동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레몬, 컵,
접시, 리본의 장치는 식기 세척 제품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식기
세척 제품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들 요소의 상이한 위치는 두 레이블과
의 다른 점을 나타낸다. 즉, 유사 할 수는 있지만 장치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두 병 사이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ampax 병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고의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Phi Hu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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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x의 TVC(TV 광고)를 가진 많은 CD를 제공했고, 또 Campax의 TVC는 National
TV Channel 및 National Provincial TV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또한 Phi Hung은
위에서 언급 한 TVC에 대한 방송 인증서 사본을 제공한 점을 들어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UNV에 대해서, Campax 병의 제품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Campax”와 “Sunlight”
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결론 내릴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
4) 해설
가. 검토배경

식기 세척기용 세제 제품에 대해서 용기 및 라벨의 외형을 통해 부정경쟁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각각의 용기의 표지의 전체적인 비교를 통해 상업적 표지 사이의 혼동되는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즉 용기의 “라벨”로는 판단이 가능하나, 라벨 속의 구성요소
들의 하나하나의 개별 대비로서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판례이다. 즉, 생활용품 제품의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항은 용기의
라벨의 전체적인 표지로 보아야 하고, 이 라벨의 개별 구성요소의 대별로서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해준다.
나. 영향

본 판례를 통해 베트남 법원이 제품의 용기에 대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근거로서, 각 라벨의 개별 요소의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라벨에 대하여만 상업상 표지로
보고있음을 확인하고, 이로서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 시 비교 요소 판단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및 제품 출시 이후 얼마나 많은
광고 활동을 하였고, 또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는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의 중요한 구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분석 및 시사점

상업적 표지의 요소를 결정하고, 양 상업적 표지 사이의 혼동가능성의 입증하는 방법으
로 비교대상 제품 간의 병 재질, 병 크기, “액체 색”, “병 뚜껑 색”은 상업적 표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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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부정경쟁행위의 제품 여부 판단 시 Campax 제품이 Dai Viet
Huong의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광고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광고 등의 행위가
혼동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판단이 부정경
쟁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판례이다.
주제어

트레이드드레스, 부정경쟁, 용기 라벨, 상표의 사용, 오인혼동, 상업적 표지

2. 의약품 패키지 “Gastropulite” 사건88)
1) 사실관계
Recycches et d’ Application Scientifiques (이하 “SCRAS”)는 국제 등록 번호 314437에
의한 상표권을 가진 Class 05의 “의약품”으로 보호되는 “gastropulgite, device” 상표권자
이며, 그 등록상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Trademark sample:
Granting date: July 14, 1986
Expiry date: June 03, 2026

“gastropulgite, device” 상표(상표등록일자: 1986. 7. 14)가 부착된 이 제품은 1990년대
이후 SCRAS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Package box)

(Small pack)

반면 2006년 Ha Tay Pharmaceutical JSC에서도 "Gastrodic"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위장
88) 129/QĐ-Ttr(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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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의약품 Hataphar를 제조하였는데, 이는 상기한 SCRAS 약품과 매우 유사한 포장
상자 및 작은 팩으로 구성되어 있다. Hataphar는 등록번호 76791에 따라 Class 05에서
“의약품”으로 보호 된 “Gastrodic” 마크의 소유자였지만 2006년 11월그 보호가 2006년
11월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Trademark sample: GASTRODIC
Granting date: November 08, 2006
Expiry date: July 19, 2004

“Gastrodic” 상표는 다음과 같이 Hataphar 포장 상자에 인쇄되어 있다.

(Package box)

(Small pack)

2006년, 과학기술부(MOST) 검사국은 SCARS로부터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Hataphar
의 제조에 대한 검사 및 통제를 요청받았다.
그리고 8월 30일, 과학기술부(MOST) 검사국은 경찰과 협력하여 Hataphar 회사의 사무
소 창고에서 브랜드 “gastrodic” 제품의 제조 및 거래 사실을 조사하였고, 당시 검사국은
Hataphar의 사무실과 창고에 저장되어있는 약 2,000개 상자의 포장 상자와 57,600개의
소형 패키지인 “gastrodic” 제품을 발견했다.
Hataphar의 부정경쟁행위를 밝히기 위해 SCARS는 다음을 증명해야 했다. 첫째, 지식재
산권법 제130.2조에 따라 상업적 표지로 간주되는 제품의 요소를 밝혀야 한다. 즉, 상표,
상호, 비즈니스 심볼, 비즈니스 슬로건, 지리적표시 등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표시 및 정보 , 패키지 및 / 또는 상품 라벨의 디자인 등을
말한다. 둘째, “gastropulgite”와 “gastrodic” 패키지와 작은 팩 그리고 두 패키지 상자와
두 작은 팩 사이의 유사한 구조, 장치, 단어, 프리젠테이션을 표현하는 상업적 표지의
혼동 가능성 및 유사성을 설명해야 한다. 셋째, 제품광고, 포스터, 팜플렛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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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패키지 상자 사용에 대한 우선 권리를 증명하는(Hataphar 제품보다 빠른 날짜가 명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용되는 제재 조치는 최종 과학기술부(MOST)가 결정
하고, SCARS는 추가적인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2) 법적쟁점
가. SCARS 또는 Hataphar 둘 중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가?
나. 지식재산권법 제130조에 따라 Hataphar가 포장 상자와 작은 팩 “Gastrodic”은 부정
경쟁행위로 간주되는가?
다. 침해자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인가?
3) 판시사항
두 제품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작은 팩에는 위장 그림 표시가 있고,
포장 상자의 우측 상단에 “gastrodic”이 적혀 있는 바, 다음 표에서 언급 한 것처럼 전반
적인 레이아웃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부(MOST)는 패키지 상자 및 소형 팩의 요소에
의해 동일한 시각적 표현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SCARS는 Hataphar보다 상업 광고(패키지 상자 및 소형 팩)를 더 빨리 사용했으므
로 Hataphar가 동일한 상업상 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게 제품의 출처와 연결
되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Package box of SCARS

Package box of Hataphar

- “gastropulgite”와 “gastrodic”이라는 단어는 같은 글자, 같은 색(갈색)으로 표시
- 제품 이름 아래에는 2개의 선이 있고, 두 선 중 상부라인은 둘 다 오렌지이고, 또 하부라인은 보다 두껍고
동일한 갈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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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0. Acts of unfair competition
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deemed to b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which can cause any confusion as to business entities, business
activities or commerci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
…”
1. 다음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a) 사업체, 사업 활동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상업적 표지의
사용

또한, 위에 명시된 부정경쟁행위에 따라 과학기술부(MOST) 검사관은 2005년 9월 30일
자 법령 No. 120 / 2005 / ND-CP의 제30조 제2항(a)를 이의 위반 처리에 적용 할 수
있다.
“Article 30.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2. Fine from 10,000,000VND up to 20,000,000VND to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stipulated in Point 1 of this Article under the following cases:
a) Goods, services regarding to the products stipulated in Point a, Clause 2, Article 10 of this
Decree
b) Goods, services are distributed, provided within the area of more than one province, central
city
…”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항의 제1항에 명시된 오도된 표시를 유발하는 행위시에는 10,000,000 ND에
서 20,000,000VND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a) 이 법령의 제10조 제2항에 규정 된 제품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b) 하나 이상의 지방이나 도시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검사 당시(2006년 8월), “Gastrodic”이라는 표지는 아직 보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Hataphar는 포장 상자와 소형 팩에 “®” 요소를 넣었다. 따라서 이는 1999년 3월 6일
법령 No. 12 / 1999 / ND-CP의 제6조 제1항의 b)에 따라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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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Acts of infringement of indication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1. Warning or fine from 500,000VND up to 2,000,000VND to entity, person having one of the
following acts:
b) Wrong indication (even in symbol type) on goods, services having protected element;
1.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에게 경고 또는 500,000VND에서 최대 2,000,000VND까지
벌금 :
b) 상품에 대한 잘못된 표시

과학기술부(MOST)는 Hataphar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제재에 대하여 Decision No. 129
/ QD-Ttra를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다.
- 벌금 :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10,000,000VND (약 500USD에 해당)
- 벌금 : 허위 표시로 인한 500,000VND (약 25USD와 동일)
- Hataphar는 제조를 중단하고 “Gastrodic” 제품을 거래를 중지하는 명령 받음과 동시에
MoST는 Hataphar, Xuyen A Co., Ltd.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로 행정 처분함
- 이 결정을 받은 후 모든 침해 제품은 과학기술부(MoST) 사무소에서 파기됨
4) 해설
가. 검토배경

각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출시한 제품과 후발 제품 간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시 기준을 살펴보는 사례이다. 과학기술부(MOST) 검사국은 두 제품 간에 몇 가지 차이
점에 있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작은 팩에는 위장 그림의 표시가 있고, 포장 상자의 우측
상단에 “gastrodic”이 적혀있는 등) 두 제품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비교하여 패키지 상
자 및 소형 팩의 요소에 의해 동일한 시각적 표현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상표권을 소유
한 상태라 할지라도 포장상자의 전체적인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나. 영향

베트남 과학기술부 검사국은 제품의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벌금 및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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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폐기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즉, 법원에 의한 소송 보다는 이와 같이 과학기
술부 검사국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각기 다른 상표권을 소유한 상태라 할지라도, 포장 상자의 전체적인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에 후발업체의 포장 상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사
례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가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의 중요한
구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분석 및 시사점

후발업체로서 선출시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사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포장 상자의 전체적인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등록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된 것과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제어

트레이드드레스, 부정경쟁, 의약품, 패키징, 상표, 포장상자

3. 의약품 패키지 “Superkan” 사건89)
1) 사실관계
MEDIPLANTEX Central Pharmaceutical JSC.(이하 “MEDIPLANTEX”)는 등록번호 제
44906호의 등록상표로서 분류기호 5류의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상표 “SUPERKAN”의 권
리자이다. 그러나 상표가 등록된 후 몇 개월 후에 시중에 “Thekan”이라는 이름으로
“Ginkgo biloba extract”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이 출시되었다. 이 의약품은 Thanh Hoa
Pharmaceutical - Medical Supplies JSC.(이하 “THP”)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의
포장상자는 상기 언급한 MEDIPLANTEX사의 의약품 포장상자와 매우 유사하였다. THP
는 “Thekan, device”의 상표권자이며, 이는 등록번호 제147860호의 등록상표이고 분류
기호 5류의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보호되고 있다.

89) 2007/CT/01/03(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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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5일, 과학기술부의 검사국은 MEDIPLANTEX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IP 대리
인으로부터 “Superkan” 상품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THP의
공장에 대한 검사와 통제를 요청했다.
2007년 10월 29일, 과학기술부의 검사국장은 THP사의 “Thekan” 브랜드의 의약품의 제
조시설 및 거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결정(No.51/QD-TT)을 내렸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THP사의 창고에는 “Thekan” 상품 13,000박스가 발견되었다.
이때 침해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조사를 요청한 측인 MEDIPLANTEX는 다음의 사항으로
THP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증명해야 했다.
① 지식재산법 제130.2조에 따른 상업상의 표지가 이 상품에서 사용된 구성요소를 지적
해야한다. 이 구성 요소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원되는
정보나 표지를 말하며, 이는 상표 , 상호, 비즈니스 심볼, 비즈니스 슬로건, 지리적
표시, 포장상자의 디자인, 상품의 라벨 등을 포함한다.
② 두 상표 “Superkan”과 “Thekan”의 포장상자 간의 구조, 장치, 단어, 표현에 관한 혼동
가능성 및 유사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③ 포장상자의 사용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증명하게 위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들로는 상대회사보다 빠른 날짜를 지닌 상품판매 청구서, 광고, 포스터, 브로
셔 등이다.
④ 행정조치는 조사 후 과학기술부에 의해 결정된다. MEDIPLANT사는 추가적인 법률조
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치의 제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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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가. 양 사의 두 개의 각각의 상표인 “Superkan”과 “Thekan”은 모두 그들의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의 포장상자에 인쇄된 상표들이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의 혼란을 주고 있는가?
나. MEDIPLANTEX사와 THP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진 것인가?
다. THP의 포장상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30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 이 침해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인가?
3) 판시사항
과학기술부(MoST)는 상기 언급된 THP의 의약품 포장상자의 사용행위는 지식재산권법
의 제130조에 따른 부정경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005년 9월 30일자 법령 No. 120
/ 2005 / ND-CP 제30조에 따른 위반시 본 조항에 명시된 오도된 표시를 유발하는 행위
는 10,000,000VND에서 20,000,000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2007년 11월 10일, MEDIPLANTEX Company는 THP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을 철회하는 문서(No. 112/CV/MNP)를 과학기술부(MoST) 검사국에 제
출하였다. 결국 두 회사 모두 협상을 통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법령 106 / 2006 / ND-CP의 제21조 제5항 및 상기의 부정경쟁행위 조치에 대한
철회 요청에 따라, 2007년 11월 15일 과학기술부 검사관은 No. 337 / TTra에서 THP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치는 가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4) 해설
산업재산권의 부정경쟁을 결정할 때, 신청자의 그 표지를 사용할 권리 뿐 만 아니라
상업적 표지(상품 및 포장상자 등에 그러한 상업적 표지의 위치 등)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제어

트레이드드레스, 의약품, 패키지, 상표의 사용, 오인혼동, 상업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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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 패키지 “Sac Ngoc Khang” 사건90)
1) 사실관계
Hoa Thien Phu 제약 JSC.(이하 Hoa Thien Phu)는 Class 05의 “의약품 및 영양 식품”에
대한 상표등록 번호 제181940호(등록일자: 2012년 3월 28일)의 “Sắc Ngọc Khang” 상표
의 소유자이다. 상표권의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다.
Trademark sample(상표): Sắc Ngọc Khang
Granting date(등록일): March 28, 2012
Expiry date(만료일): January 07, 2021

상표 “Sắc Ngọc Khang”은 Hoa Thien Phu사 크림 제품의 포장상자에 인쇄되어 있다.

2014년, Tan Dai Duong Manufacturing, Commercial Trading, Import & Export Co.,
Ltd(이하 “Tan Dai Duong”)는 제품 이름을 “Mủ trôm Sắc Ngọc Khang”으로 생산했다.
한편, 호아 티엔 푸(Hoa Thien Phu)사의 크림 제품 “Mủ trôm”은 상기의 오리지널 제품
인 아 티엔 푸(Hoa Thien Phu)의 크림과 매우 유사한 상태로 출시되었다. “Mủ trôm”은
식물에서 수액을 추출한 것이고, 식물의 이름은 “Sterculia foetida”이다.

90) 2014/67/QD-XPVPHC(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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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Hoa Thien Phu는 위에서 언급한 Tan Dai Duong 제품을 발견하고, 즉시
과학기술부(MoST)의 검사국에게 (i) 상표권 침해, (ii) 부정경쟁에 근거하여 위에서 언급
한 Tan Dai Duong 제품에 대한 조사와 검사 및 통제를 요청했다.
2015년 5월, 과학기술부(MoST)의 검사국은 Tan Dai Duong 창고에서 “Sắc Ngọc
Khang” 이라는 상표가 있는 “MÓTROM” 제품의 제조 및 거래를 확인했다.
2) 법적쟁점
가. “Sắc Ngọc Khang”은 Hoa Thien Phu의 등록상표이다. 그러나 Tan Dai Duong은
허가없이 제품에 “Sắc Ngọc Khang”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 사용이 상표권 침해
로 간주되는가?
나. 두 제품의 패키지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것인가?
다. Hoa Thien Phu 또는 Tan Dai Duong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권리는 누구에
게 있는 것인가?
라. Hoa Thien Phu의 패키지 사용은 지식재산권법 제130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가?
마. 침해자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인가?
3) 판시사항
Tan Dai Duong의 침해를 밝히기 위해 Hoa Thien Phu는 다음을 입증해야 했다.
a) “Sắc Ngọc Khang”에 대한 상표권 침해 입증
b) 두 제품의 패키지를 비교하고 구조, 장치, 단어, 표현 등의 상업적 표지 간의 혼동에
대한 설명(지식재산권법 제130.2조에 따라 상업상의 표지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거래
를 위한 안내로서의 표시 및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 상호, 비즈니스 심볼,
비즈니스 슬로건, 지리적 표시, 패키지의 디자인 및 상품 라벨 등이 이에 속함)
c) Tan Dai Duong 제품보다 일찍 발행 된 제품, 광고, 포스터, 브로셔의 공식 송장,
패키지 상자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d) Hoa Thien Phu는 (i) 상표권 침해 및 (ii) Tan Dai Dong의 부정경쟁행위를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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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경우 침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가 가능
이하의 그림을 살펴보면, “Sắc Ngọc Khang”이라는 상표(대문자 형식)가 허가없이 Tan
Dai Duong의 제품 패키지에 사용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의 상업적 표지는 제품의 상표 위치, 포장 색상, 포장에 글자 색,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사진, 슬로건의 위치 등이 될 수 있다.
Hoa Thien Phu
(청구인 제품)

Tan Dai Duong
(피청구인 제품)

Commentary
(특징 설명)
“SẮC NGỌC KHANG” 상표는 붉은 색으로 된 두 개의 패키지
상단에 인쇄되어 있다.
두 패키지의 중간에는 서로 다른 그림이 있다. 그러나 두 그림
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흰색 배경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 이 여자 뒤에는 녹색의 대나무와 푸른 색의 산이
있다.
“Tạm biệt tàn nhang - Xo tan vết nám”이라는 슬로건이
붉은 색으로 된 두 개의 패키지 하단에 인쇄되어 있다.

두 패키지 간의 상업적 표시를 비교한 결과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 패키지(오리지널
은 분홍색이고 모조품은 금색, 오리지널은 패키징이 사각모형이고 모조품의 경우 직사각
형 모양인 점 등) 간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레이아웃, 단어와 장치의 조합, 색상
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부(MoST)는 소비자가 동일한 상표, 동일한 슬로건,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사진 및 제품 구성 요소의 위치에 대해서 제품의 출처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했다.
Hoa Thien Phu는 Tan Dai Duong 보다 앞 선 시점에서 상업적 표지로서 사용하여
제품을 광고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과학기술부(MoST)는 Tan Dai Duong이 Hoa Th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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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u의 허가없이 “Sắc Ngọc Khang”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간주된다.
또한, Tan Dai Duong은 Hoa Thien Phu와 비슷한 제품 패키지를 사용했다. 이 행위는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a)에 따라 부정경쟁으로 간주된다.
(Article 130. Acts of unfair competition)
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deemed to b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which can cause any confusion as to business entities, business
activities or commerci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

또한 상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과학기술부(MoST) 검사관은 2005년 9월 30일자 법령
No. 120 / 2005 / ND-CP의 제30조 제2항(a)를 이의 위반 처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는 10,000,000VND에서 20,000,000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어 진다.
(“Article 30.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2. Fine from 10,000,000VND up to 20,000,000VND to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stipulated in Point 1 of this Article under the following cases:
a) Goods, services regarding to the products stipulated in Point a, Clause 2, Article 10 of this
Decree
b) Goods, services are distributed, provided within the area of more than one province, central
city

2014년 5월 28일, 과학기술부(MoST)의 검사관은 Tan Dai Duong의 행정 제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결정문 제67호 / QĐ-XPVPHC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제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벌금 : 20,000,000VND(약 1,000USD에 해당)
- 탄 다이 두옹(Tan Dai Duong)은 “MÓTROMSSCHC Ngọc Khang” 제조 및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음
- 과학기술부(MoST)의 관찰 하에 Tan Dai Duong은 침해한 상표를 “trôm Sắc Ngọc
Khang” 제품에서 삭제하도록 명령 받음
- 모든 침해 제품은 회사의 창고로 회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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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받은 Tan Dai Duong은 벌금을 지불하고 과학기술부(MoST)의 명령을 이행하
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 Tan Dai Duong은 이를 지키지 않고 침해 제품을 계속
거래했다. 따라서 2014년 8월에 과학기술부(MoST)는 2차로 Tan Dai Duong에게 행정
제재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과학기술부(MoST)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의 검사국은 2014년 말에 호아 티엔
푸(Hoa Thien Phu)의 “Sắc Ngọc Khang” 크림 제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행위를 한 10개의 회사를 모두 처벌했다. 총 벌금은 315,000,000VND(15,750USD에
해당) 이었으며, 벌금 이외에 침해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또 침해
제품의 제조 및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되었다.
4) 해설
Hoa Thien Phu 제약 JSC.(Hoa Thien Phu)은 “의약품 및 영양 식품”에 대하여 문자상표
“Sắc Ngọc Khang”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없이 Tan Dai
Duong은 자사 제품에 “Sắc Ngọc Khang”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또한 두 패키지의
중간에는 서로 다른 그림이기는 하나, 각기 사용된 두 그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는 흰색 배경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표현되어져 있고, 이 여자 뒤에는
녹색의 대나무와 푸른 색의 산이 배경으로 인쇄되어져 있다.
이러한 Tan Dai Duong사의 “Sắc Ngọc Khang”이라는 상표를 포장상자에 사용하고,
또 유사한 요소와 배경을 지닌 포장상자의 사용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30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서, Hoa Thien Phu는 Tan Dai
Duong 보다 앞 선 시점에서 상업적 표지로서 사용하여 제품을 광고했음을 입증하였으
며, Tan Dai Duong이 Hoa Thien Phu의 허가 없이 “Sắc Ngọc Khang”이라는 상표를
무단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였다. 이 사례는 지식재산권법상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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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품 패키지 “Hoat Huyet Duong Nao” 사건91)
1) 사실관계
TRAPHACO사(이하 “TRAPHACO”)는 상표등록 제46766호(05류)의 지정상품 이 “의약
품”인 상표 “HOAT HUYET DUONG NAO + 도형 등”의 상표권자이다. 또한
TRAPHACO사는 디자인등록 제 5191호의 디자인권도 소유하고 있다. 이 등록상표 및
등록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Trademark Registration (등록상표)

Design Patent(등록디자인)
Photo of design: (상표)

Trademark sample: (상표)

Granting date(등록일자): May 16, 2003
Expiry date(만료일자): March 26, 2022

Design Title: Package box for medicine
디자인의 명칭: 의약품용 포장상자
Design Patent No.: 5191(디자인등록번호)
Granting date: July 13, 1999(등록일자)
Expiry date: January 17, 2008(만료일자)

“HOAT HUYET DUONG NAO” 문자가 있는 제품은 1996년부터 TRAPHACO에서 오랫
동안 사용되고 있었다. 시장에서 판매중인 이 제품 “HOAT HUYET DUONG NAO”는
다음과 같다.

91) 2185/SHTT-TTKN

117

법ㆍ제도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한 편, 하이퐁시에 소재하고 있는 Hai Phong Pharmaceutical Co. Ltd.사는 자사의 브랜
드로 2005년부터 “HOAT HUYET DUONG NAO”(이하 Haipharco) 라는 제품을 출시하
였다. 포장 상자가 있는 이 제품은 뇌순환을 돕는 약제가 포함되어있고, TRAPHACO사
의 약과 동일하다. 이 Haipharco 제품은 2005년 말까지 약 250 만 개의 정제와 18,000개
의 패키지를 TRAPHACO사의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했다.
2005년 10월 20일 TRAPHACO사는 NOIP(베트남 특허청)에 공문 번호 제 DN2-200500489호를 제출했으며, 공문에서 TRAPHACO사는 “HOAT HUYET DUONG NAO” 라
는 약의 제조시 Haipharco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NOIP에 요
청했다. Haipharco의 부정경쟁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증명해야 했다.
a)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상업적 표지로서 간주되어지는 상품 상의 요소
즉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표지 및 정보, 상표, 상품명, 비즈
니스 심볼, 비즈니스 슬로건, 지리적 표시, 패키지 디자인 및 / 또는 상품 라벨을
포함할 것
b) 두 개의 포장상자 사이의 상업적 표지로서의 유사성 및 두 포장상자 및 포장팩 사이의
디바이스, 문자, 그리고 표현 등의 구조에 대한 유사성을 설명할 것
c) TRAPHACO와 Haipharco 사이에 누가 포장상자를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것
d) 베트남 특허청(NOIP)만이 부정경쟁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만 베트남특허청은 침해자에 대해 조사, 또는 급습할 권리는 없다.
2) 법적쟁점
가. Haipharco사의 포장상자의 사용은 지식재산권법 제130조에 따라 부정경쟁으로 간
주되는지?
나. 베트남 특허청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TRAPHACO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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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사항
베트남 특허청은 동일한 시각적 표현은 두 포장 상자의 요소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다고 보았다.
Package box of TRAPHACO
(오리지널사의 포장상자)

Package box of HAIPHARCO
(침해자의 포장상자)

Similarity & confusion: (유사 및 혼동가능성)
- Both packages are in the rectangular shape having green color, light green color and blue.
- Element “HOAT HUYET DUONG NAO” are both stylized in upper case form, in red color. Under this
element, in both packages, there are the phrases “100 vien bao duong” (100 tablets) in the left corner.
- Element “Hoat Huyet Duong Nao” are both placed in the sides of the box, stylized in upper case form,
having green color.
- The number of blisters in both packages are similar: 5 blisters (100 tablets)
- The number of tablet in a blister are similar: 20 tablets
- 두 포장상자는 초록 및 밝은 초록 그리고 파란 색상을 지난 사각형의 포장상자이다.
- “HOAT HUYET DUONG NAO”는 포장상자 상부에 모두 빨간색의 대문자로 표기된다. 상기 글씨 아래에는
왼쪽 구석에 “100 vien bao duong” 문구(100정)가 있다.
- “HoatHuyetDuongNao”는 모두 상자의 측면에 배치되어있으며, 녹색이다.
- 두 포장 상자에는 브리스타의 개수가 둘다 동일하게 5장이다. (100정)
- 브리스타 안에 들어있는 타블렛의 개수는 둘다 동일하게 20정이다.

TRAPHACO사는 1996년부터 상업적 표지로서 사용되었으며, Haipharco(2005년)사 보
다 사용이 앞선다. 따라서 Haipharco사가 동일한 상업적 표지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 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앞에서 언급 한 것을 고려하여 베트남 특허청은 2005년 11월 10일자로, No.2185 /
SHTT-TTKN로 TRAPHACO사에 공문을 회신했다. 이 서한에서 베트남 특허청(NOI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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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pharco사의 포장 상자는 TRAPACO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임을 전달했
다.
NOIP는 이 사건에서,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a)호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
다고 결정했다.
“Article 130. Acts of unfair competition
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deemed to b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which can cause any confusion as to business entities, business
activities or commerci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
…”
Based on the NOIP’s conclusion of unfair competition,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issued a Decision requesting Haipharco to immediately stop
manufacturing and trading the infringing products.
1. 다음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a) 사업체, 사업 활동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상업적 표지의
사용

베트남 특허청(NOIP)의 결정에 따라, 의약품국(보건부 소속)은 Haipharco사에 침해 제
품의 제조 및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TRAPHACO사는 하이
퐁시의 시장관리부(이하 “MMD”라고 함)에게 요청을 보냈으며. 이 요청에서 시장관리부
(MMD)는 Haipharco 사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수사(습격)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
사에서 시장관리국(MMD)이 Haipharco사를 방문했을 때, 당 사의 이사는 당국과의 협
력을 거부하고 검사 시간을 연장하려고 했다. 또한 회사는 시장관리국(MMD)의 요청에
따른 검사를 위해 창고를 열어야 하나 열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의 징후가 분명하고, 습격에 대한 문서에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침해자
가 전술 한 관할 당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사건의 처리가 어려워 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조사를 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해결책 중 하나는 TRAPHACO사가 시장관리국(MMD)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당국의
협력을 얻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TRAPHACO사가 Haipharco
사를 급습 할 때 경제 경찰, MMD 및 MoST의 검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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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가. 검토배경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문자와 도형으로 결합된 도형 결합상표에 있어서, 그
포장 상태가 매우 유사한 배열과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자의
허락없이 유사한 상표로서 출시한 후발 제품에 대해서, 지식재산권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후발 제품의 포장 패
키지의 패키징(포장상자)의 문자상표 및 도형 등의 배열이 극히 유사하다면 베트남 지식
재산권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나. 영향

베트남 과학기술부 특허청에서 상표권 침해 및 디자인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판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판단에 의거, 시장관리국에서는 침해제품에
대한 몰수 및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분석 및 시사점

부정경쟁행위의 징후가 분명하고, 습격에 대한 문서에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침해자가
전술 한 관할 당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사건처리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조사를 취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있어서, 과학기술부의
검사국 이외에도 특허청의 침해여부 판단 결정에 의거하거나 시장관리국의 협조를 통해
침해업체에 대한 급습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서,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현시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그리고 부정경쟁행위 제재 등에 의한
침해제품의 단속을 시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트레이드드레스, 부정경쟁, 의약품, 패키징, 포장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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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이오제품 패키지 “Wat-Cleane” 사건92)
1) 사실관계
2008년 3월 6일, 테크놀로지 솔루션 및 환경 관리 연구 센터(Center of Researching
technical solu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이하 “CREM”)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인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이하
“VCA”)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CREM이 당국에 Toan Cau Solution of Applying Environmental Technology
JSC(이하 “Toan Cau”)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조치해 주기를
당국(the competent authorities)에 요청한 것으로서, Toan Cau가 CREM의
“Wat-Cleane” 제품의 패키지를 복사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4일
VCA(Vietnam Competition Authority)는 관리 번호 KNCT-KLM-0002의 부정경쟁행위
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문 No. 44 / QD-QLCT를 발표했다.
2008년 7월 2일 CREM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REAM은 호치민
과학기술부에 의하여 과학기술 활동 등록증(관리번호 77 / DK-KHCN (2008년 3월 18일
까지 만료))을 수여받았고, 갱신 신청 후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CREM의 주요 활동은 “Wat-Cleane” 제품을 포함하여 환경 처리를위한 바이오 제품을
연구, 제조 및 거래하는 것이다. CREM의 총 수익은 약 50,000,000VND(2,300USD수준)
이며, 수익의 50%는 Wat-Cleane에서 발생하고 있다.
“Wat-Cleane”은 수처리를 위한 것으로 2007년 이 제품은 베트남 브랜드 프로그램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의 신뢰할 수있는 브랜드 톱텐(Top 10)에서 골든 컵을 받았다. Wat
Cleane의 패키지는 CREM의 설립시부터 창안되었고 시장에 진입했으며, 2005년부터
Wat-Cleane 제품의 광고를 증명할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
Toan Cau는 2007년 9월 새로 설립된 회사로 Toan Cau의 관리자 및 직원 대부분은
CREM 출신이었다. 즉, Lai The Trung(Toan Cau의 총책임자), Le Ba Hung(Toan Cau
의 C.E.O), Le Thi Phuong(Toan Cau의 회계 원장) 부인은 CREM의 전직 직원이었다.
92) 2008/CT/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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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CREM은 Toan Cau가 “BITICO”라고 불리는 수처리 제품을 거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BITICO” 제품은 정보, 구조, 장치를 포함하여 “Wat-Cleane” 제품과 비교하
여 패키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CREM은 위에서 언급 한 Toan Cau와 같은 패키지의
사용이 경쟁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4일 Toan Cau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Toan Cau는 2007년
9월 10일에 설립되었고, 회사의 주요 활동은 환경 처리, 수처리, 파이프 플럭스 분말을
위한 바이오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또 Toan Cau의 제품은 “BITICO”, “thuốc muỗi
Nhà Bè”( “Nha Be insecticides”)라고 불리기도 한다. Toan Cau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
지 않고 있으며, 이 회사는 다른 회사 제품의 구성 요소를 구입 한 후, 회사에서 포장하여
판매했다. 이 제품은 Bac Lieu, Dac Lak, Hai Duong, Ho Chi Minh City와 같은 일부
지방에서 거래되었다.
“BITICO” 수처리 제품은 2007년 10월부터 Toan Cau에 의해 거래되었다. 검사 당시에는
약 3,500팩(무게 : 200g)이 있었고 Toan Cau는 700팩을 판매했다. Toan Cau의
“BITICO”와 CREM의 “Wat-Cleane”은 모두 Ho Chi Minh Chemical Technologies
Institute에서 제조했다. Toan Cau와 CREM은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용으로 포장했다.
Toan Cau는 판매원 (동료)을 통해 제품을 배포했다. 판매원은 판매를 위해 Toan Cau와
CREM 모두로부터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검사 당시에는 “BITICO”와 “Wat-Cleane”이
더 이상 최신 유행 제품이 아니었다.
Toan Cau는 “BITICO” 패키지를 만들 때 참조 용으로 Wat-Cleane 제품 패키지를 사용함
을 확인했다. 따라서 두 제품 간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듯이
CREM은 관할 당국에 “Wat-Cleane” 제품 패키지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Toan Cau는
침해없이 동일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Toan Cau는 두 패키지의 전체 패키지가
비슷할지라도 두 패키지가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BITICO”는
“Wat-Cleane”과 다르며, “BITICO”는 Toan Cau’s 생성물로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소비자
는 두 제품간에 혼동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Toan Cau는 주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CREM으로부터 왔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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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가. 두 제품의 포장을 비교하고 상업적 표지 사이의 혼동이 있는지?(즉, 구조, 장치, 단어,
표현 등의 유사성 판단)
나. 양 당사자의 문서를 검토하여 포장 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 침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는 무엇인지?
3) 판시사항
VCA는 Toan Cau가 CREM 제품과 유사한 제품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지식
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a)호 및 경쟁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으로 간주했다.
“Article 40. Misleading Indications
1. Enterprises are prohibited to use indications having information that might cause confusion of
tradename, slogan, trading symbol, package, GI and other elements under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The use is aim to mislead the consumers’ knowledge on goods, services to compete.
…”
기업은 정부 규정에 따라 상품명, 슬로건, 상업 심볼, 패키지, 지리적표시 및 기타 요소가 혼동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된다. 이 사용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을 오도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과학기술부(MoST) 검사국은 2005년 9월 30일자 법령 No. 120 / 2005 / ND-CP의 30조
2(a)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rticle 30.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 2. Fine from 10,000,000VND upto 20,000,000VND to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stipulated in Point 1 of this Article under the following cases:
a) Goods, services regarding to the products stipulated in Point a, Clause 2, Aritle 10 of this
Decree
b) Goods, services are distributed, provided within the area of more than one province, central
city …”
2. 다음과 같은 경우이 조항의 1 항에 명시된 오도된 표시를 유발하는 행위시에는 10,000,000 ND에서
20,000,000VND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a) 이 법령의 제 10 조제 2 항, 제 10 항에 규정 된 제품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b) 하나 이상의 지방이나 도시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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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30일, VCA는 부정경쟁을 이유로 Toan Cau의 행정 제재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제재에는 벌금 : 15,000,000VND(약 750USD에 해당) 포함되었고,
Toan Cau는 벌금을 지함과 동시에 과학기술부(MoST)의 검사국(inspectorate)의 명령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Tan Dai Duong은 Hoa Thien Phu와 비슷한 제품 패키지를 사용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a)호에 따라 부정경쟁으로 간주되었다.
(Article 130. Acts of unfair competition)
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deemed to b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which can cause any confusion as to business entities, business
activities or commerci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

또한 상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과학기술부(MoST) 검사관은 2005년 9월 30일자 법령
No. 120 / 2005 / ND-CP의 제30조, 제2(a)항을 이의 위반 처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10,000,000VND에서 20,000,000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어 진다.
(“Article 30.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2. Fine from 10,000,000VND up to 20,000,000VND to acts of causing misleading indications
stipulated in Point 1 of this Article under the following cases:
a) Goods, services regarding to the products stipulated in Point a, Clause 2, Article 10 of this
Decree
b) Goods, services are distributed, provided within the area of more than one province, central city

2014년 5월 28일, 과학기술부(MoST)의 검사관은 Tan Dai Duong의 행정 제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결정문 제 67 호 / QĐ-XPVPHC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제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벌금 : 20,000,000VND(약 1,000USD에 해당)
- 탄 다이 두옹(Tan Dai Duong)은 “MÓTROMSSCHC Ngọc Khang” 제조 및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음
- 과학기술부(MoST)의 관찰 하에 Tan Dai Duong은 침해한 상표를 “trôm Sắc Ngọc
Khang” 제품에서 삭제하도록 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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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침해 제품은 회사의 창고로 회수되도록 함
결정문을 받은 Tan Dai Duong은 벌금을 지불하고 과학기술부(MoST)의 명령을 이행하
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 Tan Dai Duong은 이를 지키지 않고 침해 제품을 계속
거래했다. 따라서 2014년 8월에 과학기술부(MoST)는 2차로 Tan Dai Duong에게 행정
제재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4) 해설
이 사례는 지식재산권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사례로서, 제품상
의 포장 패키지가 상업상 표지로 인정되며, 이를 통한 유사성 판단에 의거, 부정경쟁행위
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경쟁 행정제재 사례이다.
테크놀로지 솔루션 및 환경 관리 연구 센터(Center of Researching technical solu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REM”)은 환경 처리를 한 바이오 제품인 “Wat-Cleane” 제품
을 연구 및 생산 판매를 하고 있던 차에, 유사 제품인 후발 업체 Toan Cau의 “BITICO”
제품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당국인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VCA”)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부정경쟁 사건으로서 후발업체인 Toan Cau사는
신규 설립된 회사로 전직 CREM 출신직원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상기
두 회사는 제조원을 동일한 곳인 Ho Chi Minh Chemical Technologies Institute에서
제조한 사실이 있다.
관할 기관 VCA는 Toan Cau가 CREM 제품과 유사한 제품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판단은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a)호 및 경쟁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Toan Cau는 “BITICO” 라는 수처리 패키지는
내용, 모양, 구성요소 및 색상이 CREM의 “Wat-cleane” 패키지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였는 바, 이는 “Wat-cleane” 패키지에 대한 CREM의 상업적 표지의 유사 사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Wat-cleane” 패키지는 CREM의 상업적 표지로서 인정된 것이며,
이로 인해 부정경쟁행위로 결론지은 사례이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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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메인네임 해적행위 관련

1. “삼성전자” 사건93)
1) 사실관계
삼성전자 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이하 “삼성전자”)는 “samsung” 문자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이며, 베트남에서 문자상표 “samsung”은 등록상표
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9년에 국제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를 획득하였다. 당시
삼성전자는 “samsungmobile.com.vn”과 “samsungmobile.vn”이라는 두 개의 도메인네
임을 베트남에서 등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이 도메
인네임 등록요청을 받은 후, 2005년 11월 3일 “samsungmobile.com.vn”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미 베트남사람인 Duong Hong Minh(이하 “Mr. Minh”)에게 부여
되어 있었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등록요청한 해당도메인은 거절되었다.
“samsungmobile.vn”의 도메인도 베트남 회사인 ViTechNet JSC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
었다. 이때 특이점은 이 베트남 회사의 대리인이 바로 Mr. Minh이고, 그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이 회사의 법정대리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던 중 삼성전자는 이 시점에서 상기 언급한 해당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
com.vn”이 프로모션 가격 80,000,000VND(약3,600USD 상당)에 온라인 거래 매물로 인
기웹사이트 www.muare.com에 게시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상기 프로모션 가격으로
“samsungmobile.vn”을 추가로 무상 지급함을 광고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개의 도메인네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2008년 12
월 24일자 Circular 10 / 2008 / TT-BTTTT의 III.1 및 2조항에 따라 두 도메인의 소유자
와 협상하기 위해 IP Agent를 선임하고 협상임무를 부여했는데, 협상결과 상기 도메인
소유자인인 Mr. Minh은 상기 2개의 도메인 네임의 양도조건으로 218,204,000VND(약
9,920USD 상당)의 가격을 제시했다.
93) 69/2010/KDTM-ST(1심), 52/2011/KDTM-PT(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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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10월 21일에 삼성전자는 이 사건에 대하
여 하노이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 받을 수 있도록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을 철회시키도록 요청했다.
도메인네임 분쟁소송에 관한 Circular 10 / 2008 / TT-BTTTT(Part II.1)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① 삼성전자는 Samsung 모바일폰을 포함하여 모바일폰의 제조 및 판매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회사이다. “Samsung”은 상표명이며 원고의 상표권이다. 이 상표 브랜드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1993년부터 베트남 특허청(NOIP)에 의해 모바일폰용으로 “Samsung” 상표가 등록
보호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8년에 베트남 국가에서 모바일폰 제조를 목적으
로 베트남 삼성전자가 설립되었다.
② Mr. Minh(피고인)는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을 등록하고 사용했다. 이
도메인네임은 “Samsung”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표에 대해서는 독점권과 이익권이 있다.
③ Mr. Minh는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④ Mr. Minh는 이익을 얻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 네임을 먼저 등록
및 사용하여 삼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⑤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은 무료 프로모션을 위해 “samsungmobile.
vn”을 포함하여 약 3,600USD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광고했다. 판매 정보는
온라인 거래에서 인기 웹사이트인 www.muare.com에 게시되어 있다.
협상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두 개의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중단하고 삼성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삼성은 등록일로부터 도메인네임을 유지하면서 Mr. Minh가 등록비
를 지불한 금액만큼의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Mr. Minh은 여전히
약 9,920USD의 양도 가격을 요구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므로 악의로
볼 수 있음을 주장했다.
Mr. Minh은 삼성전자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은 “선착순” 원칙에 따라 등록되었으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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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② “samsungmobile.com.vn”의 등록 목적은 Samsung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③ 협상이 끝난 후, Mr. Minh은 삼성에 약 9,920USD의 도메인 양도에 대한 제안 가격을
제시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제안 가격은 도메인등록비(VNNIC 요금)와 해당 웹
사이트 구축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삼성전
자 측은 해당 가격으로 약 5,100,000VND(232USD 상당)를 제시하였는 바, 이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④ ViTechNet JSC 직원이 두 도메인네임을 판매를 시도 하였으나, 이는 그 당시 Mr.
Minh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당시 Mr. Minh은 상기한 도메인네임을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 법적쟁점
가. 이 경우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것인가?
나. Mr. Minh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다. Mr. Minh의 도메인네임 등록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가?
3) 판시사항
2010년 6월 2일, 하노이 법원은 1심(판결 No. 69 / 2010 / KDTM-ST) 결과를 발표했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을
철회하고 1심 판결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삼성에 해당 도메인네임 등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은 누구든
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도메인네임은 다른 사람, 즉 Dao Ngoc Tien에
의해 다시 도메인네임이 등록되었으며, “samsungmobile.vn”의 철회 요청은 거부되는
셈이 되었다.
삼성전자는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vn”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대하여 수락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했다. 따라서 제1심판 판결 No. 69 / 2010 / KDTM-ST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Circular 10 / 2008 / 2010에 따라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 com.vn”의 철회 조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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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도메인네임은 항소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분쟁 상태에 있었다. 2010
년 3월 17일 VNNIC의 국장은 “.vn”이라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로 결정
하였고, 최종 결정 No. 73 / QD-VNNIC에 따라 삼성은 도메인네임이 기간 만료되기
전에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다.
2010년 12월 3일, “samsungmobile.com.vn”은 도메인 갱신 만료일이 되었지만 Mr.
Minh은 등록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도메인네임은 탈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삼성전자가 우선 등록을 위해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6일 삼성은
VNNIC에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을 성공적으로 등록했다.
2011년 3월 29일 하노이 최고 인민 법원의 항소 법원은 항소 판결 No. 52 / 2011 / KDTM-PT
를 발행하여 삼성의 요구를 수락했다. 항소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이 같이 결정했다.
① 1심 판결을 수정한다.
②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com.vn”을 철회하고 삼성전자에 등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도메인네임 “samsungmobile.vn”을 철회하고 삼성전자에 등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4) 해설
가. 검토배경

상표권자의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행위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d)호에
의거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로서, 최초의 도메인네임 분
쟁관련 소송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나. 영향

베트남 법원의 특허 , 디자인 및 상표 이외에 IP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부정경쟁행위
대한 입장 및 판단 기준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도메인네임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
다. 분석 및 시사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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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의한 베트남 국가 도메인네임등록의 우선권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d)호에서는 각각의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등의
명성과 신뢰에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위해 사용권이 없는 가운데 그러한 도메인네임의
소유를 목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호나 상표 그리고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그 권리를 소유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는 부정경
쟁행위로 간주한다.
주제어

도메인네임, 해적행위, 부정경쟁, 상표권침해, 삼성전자

2. “도요타” 사건94)
1) 사실관계
일본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 Toyota Motor
Corporation, 이하 “Toyota”)는 문자로 된 상표인 “TOYOTA”, “CAMRY” 및 “TOYOTA
INNOVA”의 등록상표 권리자이며, 베트남 특허청에서 모두 심사 후 등록받은 상기 3가
지 상표의 등록소유권자이다.
Trademark No. 1: TOYOTA
Reg. No.: 14
Reg. Date: February 16, 1985
Class: 12: Automobiles and vehicle accessories.
Trademark No. 2: CAMRY
Reg. No.: 20735
Reg. Date: May 11, 1996
Class: 12: Motors and vehicle accessories.
Trademark No. 3: TOYOTA INNOVA
Reg. No.: 59210
Reg. Date: December 21, 2004
Class: 12: Automobiles and vehicle accessories.

94) 69/2010/KDTM-ST(1심), 52/2011/KDTM-PT(2심)

131

법ㆍ제도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에 Toyota는 INGAS Co., Ltd.(이하 “INGAS”)라는 회사가 “camry.vn” 및
“innova.vn” 도메인네임을 자사보다 선등록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Kim Long
Consulting and Invest Co., Ltd.(이하 “Kim Long”)가 도메인네임 “Toyotavn.vn”을 마
찬가지로 자사보다 먼저 등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는 베트남 회사인 INGAS 및 Kim Long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 “toyotavn.vn”, “camry.vn”와
“innova.vn” 등 세 개의 도메인네임의 등록 철회를 VNNIC에 요청했다.
도요타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도요타는 베트남에서 “Toyota”, “Camry” 및
“Innova” 문자상표를 베트남 특허청(NOIP)으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므로, INGAS와 Kim
Long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네임 “Camry.vn”과 “innova.vn” 및
“toyotavn.vn”은 도요타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임을 주장했다.
도요타는 지적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d)호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상표명 또는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권리를 등록 또는 보유하는 행위, 그러한 도메인네임을 소유할 목적으로 각 상표,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의 평판과 신뢰도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저해하는 사용은 부정경쟁
행위임을 피력했다.
INGAS와 Kim Long의 부정경쟁행위는 Toyota의 명성, 신뢰, 이미지 및 경제적 이익을
손상 시켰으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벌금도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요타는 (i) Kim Long 회사에게 부여된 도요타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 동일
도메인네임 “toyotavn.vn”과, INGAS회사에 부여된 “camry.vn” 및 “innova.vn”을 등록
철회할 것과 (ii) INGAS와 유사한 징후가 있는 도메인네임 등록을 중단하도록 VNNIC에
요청했다.
참고로, 최초에 VNNIC은 INGAS 및 Kim Long에 도메인네임을 부여하기 전에 Toyota
에 여러 차례 통지를 보냈었다. 그러나 Toyota는 도메인네임 부여에 대한 요청이나 회신
을 보내지 않았었다. Toyota가 3개의 도메인네임과 비슷한 상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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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도메인네임을 Kim Long 및 INGAS에 부여하기 전에 VNNIC은 Toyota에 등록
우선 순위를 부여했었다. 또한 VNNIC은 공식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Toyota에 여러
번 전자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도요타는 이 기간이 끝나고도 도메인네임 “toyotavn.vn”,
“camry.vn” 및 “innova.vn”의 등록 요청에 대해 회신이나 파일 요청을 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VNNIC은 도요타가 세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행 규정
하에서, 이전에 등록한 조직과 개인은 심사 우선 순위에 대해 주무 당국에 의해 고려되어
졌다. INGAS와 Kim Long은 Toyota 보다 먼저 3개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했는 바, 이는
두 회사는 이들 도메인네임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2) 법적쟁점
가. 이 경우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것인가?
나. INGAS회사와 Kim Long회사가 도요타 보다 먼저 세 도메인네임을 등록했는데,
INGAS와 Kim Long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것인가?
다. VNNIC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어떤 관할 당국이 도메
인네임 분쟁과 관련한 사례를 처리 할 수 있는가?
3) 판시사항
즉, 도요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i) 협상 또는 화해 (ii) 중재, (iii) 공소 제기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했다.
그러나 도요타는 VNNIC에게만 사건 처리를 신청하였으며, VNNIC은 도메인네임 분쟁
을 직접 처리 할 권한이 없었기에 VNNIC는 오히려 Toyota가 INGAS와 Kim Long을
법원에 소송하여 권리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VNNIC은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직접 처리 할 권리가 없는 바, 관할 당국은 “중재”
또는 “재판소” 였는데, Toyota는 이유없이 분쟁사건 진행을 중단하였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추정하건데 베트남에서의 사업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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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가. 검토배경

상표권자의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행위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d)호에
의거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쟁으로서, 상표권자가 도메인
을 선등록한 자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례로서 그 의미
가 있다. 그러나 도요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신청한 VNNIC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 상태로 분쟁이 중단되었다.
나. 영향

이 사건을 처리 할 당시(2006년 기준), 도메인네임의 등록 원칙은 “선착순”이었다. 즉,
2005년 8월 11일자로 2005년 8월 11일 결정문 27 / 2005 / QD-BBCVT 제 8.1.b 항에
따라 “도메인네임 등록 원칙은 평등이며 먼저 신청한 단체 및 개인은 해당 관청이 우선
순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해 상표권리자가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선등록을 한 INGAS와 Kim
Long은 “toyotavn.vn”, “camry.vn” 및 “innova.vn”이라는 도메인네임의 등록권한이 있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 INGAS와 Kim Long이 분쟁에서 유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 분석 및 시사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자를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베트남 국가 도메인네임 등록 기구에
신청한 사례로서, 다만 VNNIC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권한은 없었고 오히려 법원소송
등을 권유하는 정도였으며, 그 당시 도메인선점을 위한 선등록의 사례가 보펀적인 것에
해당되며, 이를 막거나 불법행위로 간주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30조 제1항 (d)호에서는 각각의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등의
명성과 신뢰에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위해, 사용권이 없는 가운데, 그러한 도메인네임의
소유를 목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호나 상표 그리고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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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그 권리를 소유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는 부정경
쟁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바, 도요타 사건의 경우 그 시점에서는 선등록된 도메인네임
소유권자에게 선등록의 지위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베트남 지식재산법
에 근거하여, 이미 선등록된 도메인네임 등록의 경우라도, 상표권자의 등록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등록된 도메인네임인 경우라도
등록 철회되며 상표권자에게 해당 도메인의 등록 기회를 허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주제어

도메인네임, 해적행위, 부정경쟁, 도요타

3. “Lafarge” 사건95)
1) 사실관계
Lafarge(이하 “Lafarge Company”)는 시멘트, 건설 집계 및 콘크리트의 세 가지 주요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 회사로서, 전세계 64개국에 이르는 매우 큰 시장을 소유하
고 있다. 2001년에 Lafarge Company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지점을 설립하
였으며, Lafarge Company는 콘크리트 및 석고 천장 제조에 주력했다. Lafage
Company는 “Lafarge”라는 요소가 포함된 여러 상표의 소유자이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LAFARGE” 문자 상표 및 도형결합상표의 서지사항이다.
Trademark 1: LAFARGE
Int’l Reg. No.: 406277
Reg. date: March 25, 1974
Class: 01, 02, 03, 07, 11, 16, 17, 18, 19, 21, 22, 24, 31

Trademark 2:
Int’l Reg. No.: 648681
Reg. date: December 18, 1995
Class: 01, 02, 06, 07, 17, 19, 37, 42

95) 05/2014/KDT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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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3:
Reg. No.: 147510
Reg. date: June 10, 2010
Class: 06, 17, 19, 37

2014년 이 사건 당시에, 이들 상표는 베트남에서 보호되고 있었으며, 2010년에 Lafarge
Company는 다음의 상표침해 사건을 발견하였다. 즉, Pham Thi Ngoc Han(이하 “한”)
은 Lafarge Company의 상표권인 Lafarge 요소가 있는 도메인네임인 “lafarge.com.vn”
을 등록했다.
이에 Lafarge Company는 이 사건을 다낭 인민 법원에 제기했으며, (i) 한씨의 도메인
이름 “lafarge.com.vn”을 철회할 것과, (ii) Lafarge Company에게 해당 도메인을 등록받
을 수 있도록 등록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메인네임 분쟁 소송에 관한
규정인 Circular 10 / 2008 / TT-BTTTT (Part II)의 규정에 따라, Lafarge Company는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다.
① 2010년 7월 27일 No. 0258451에 의거, 다낭시 시장 관리부와 Mr. Dong Syung
Phung(한의 대리인) 양 측은 홈페이지 “Lafarge.com.vn”의 주요 요소 인 “lafarge”가
Lafarge Company의 “Lafarge”(국제 등록 번호 406277)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 동
의했다.
② 베트남 지식재산권 조사기관(이하 “VIPRI”)의 결정문인 No. NH194 / 10YC / KLGD
에서, VIPRI는 Lafarge Company의 동의없이 “컨설팅 광고, 건축 자재 서비스 적용”
을 위해 웹 사이트 “Lafarge.com.vn”에서 “Lafarge.com.v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상표(No. 406277)인 “Lafarge”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③ 웹 사이트 “Lafarge.com.vn”은 “Lafarge.jimdo.com”에 링크되어 있으며, 두 웹 사이
트에서 상표 요소인 “L”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굵고 큰 글씨로 녹색의
단어 “Lafarge”가 검은 색으로 표시된 “L” 아래에 구도되어 있고, “.com.vn”요소가
있으며, 이 표시는 국제 등록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인 Laf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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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No. 648681)” 상표와 동일하다.
④ 한씨는 Lafarge Company에서 제공 한 제품 / 서비스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건축
자재 및 콘크리트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
⑤ 한씨는 도메인 이름 “lafarge.com.vn”을 소유할 목적으로 Lafarge Company가 등록
을 하지 못하도록 선등록을 했다.
⑥ 웹 사이트 “lafarge.com.vn”은 다른 회사의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웹 사이트에 연결
되어 있는데, 이 행위는 “Lafarge”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의 충족요건이 요구
된다.
① 분쟁 도메인네임은 원고의 “Lafarge”상표와 피고의 “Lafarge.com.vn” 도메인 사이에
원고의 이름 / 상표 / 상호명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가
② 피고인은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권리가 없으며,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한씨가 도메
인 이름을 무엇에 사용 했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도메인네임을 악용했는지]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사용했다: [한씨는 Lafarge
Company에게 우선권이 있는 이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기 위해 도메인등록을 했던
것이며, 고가로 도메인네임을 양도하기를 희망했는지 여부]
2) 법적쟁점
가. 이 경우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것인가?
나. 도메인네임 등록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가?
3) 판시사항
2014년 4월 22일에, 다낭 인민 법원은 판결 제05 / 2014 / KDTM-ST호를 발표했고,
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Lafarge Company)의 요청을 수락하여, 해당 도메인네임은 “Lafarge.com.vn”의
기존 등록을 철회하고, 본 판결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Lafarge Company에
도메인네임에 대한 등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이 기간이 자나면 해당 도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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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arge.com.vn”은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인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다른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2014년 5월 13일 판결이 발효되었으며, 해당 도메인네임은 2014년 5월 13일부터
10일 이내에 Lafarge Company의 우선 등록을 위해 철회되었고. 2014년 5월 20일
Lafarge.com에서 “Lafarge.com.vn”을 해당 도메인으로 등록했다.
참고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① “LAFARGE”와 “LAFARGE, device” 상표는 베트남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② Lafarge Company는 한씨에게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Lafarge Company의 자회
사가 아니었다. 또한 한씨는 Lafarge Company 또는 상표 “LAFARGE”와 어떠한 관계
도 없다.
③ 한씨는 소유를 목적으로 도메인네임 “Lafarge.com.vn”을 등록했다. 한씨의 이러한
행위는 Lafarge Company가 해당 도메인네임 등록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하다.
④ 도메인네임 “Lafarge.com.vn”은 거래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
며, “LAFARGE” 및 “LAFARGE, device”로 된 결합상표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
권 침해로 인식된다.
4) 해설
가. 검토배경

이 사건은 법원에서 도메인네임의 부정경쟁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된
다. 원고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한씨)의
결석으로 상호의 주장을 다툴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시각은 선점한 도메인
네임 소유권자가 소유를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자가 해당 도메인네임 등록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하다며, 도메
인네임 등록이 거래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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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향

등록상표에 대해서 도메인네임을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악의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다. 분석 및 시사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자를 대상으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의 주장에 의거, 해당 도메인네임의 기존 소유권자의 등록을
철회하고 동시에 이를 우선 등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또한 선점한 해당
도메인네임에 링크하여 유사 제품 등에 대한 판매시 유사 상표 사용이 상표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도메인네임, 부정경쟁, 상표권침해, LAF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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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

Ⅰ

영업비밀 관련

1. 은행 고객관리정보 사건96)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금융 분야 기업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Bank Ltd., 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의 전 직원이었던 프리야 푸리(Priya Puri,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그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이다. 피고
는 원고의 북부 WM(Wealth Management) 부분 책임자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사직을
앞두고 원고의 고객정보보호정책을 위반하여 고객명단을 외부에 유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원고 고객 가로채기의 금지, 원고의 고객정보보호정책에 위반하는 비밀 누설행위
의 금지 및 무단 반출한 원고의 비밀정보의 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거의 “영업의 여신”과 같은 모객 능력의 보유자로, 원고의 북인도
지역 매출의 약 60%에 기여하는 기록적 실적의 보유자였으며, 2004년 한해에만도 원고
에게 약 9억 루피(원화 환산 약 140여억 원)의 매출액을 안겨주었을 정도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고객의 상당수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부 결재라인에서 서면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직무상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
하였다.97) 원고는 내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통해서도 그의 종업원들이 고객
96) American Express Bank Ltd. v. Ms. Priya Puri, CS(OS) No. 1442/2005.
97) “You will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all the information that you will be exposed to and will not divulge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operation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to any on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your superior. You will not, at any time, while in employment with the Company,
use other than in reference to the business of the Company and in the course of your duties any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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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고객관리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명
단과 그들의 재산 및 그 자산 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출력하여 반출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피고는 ①자기는 고객명단 등을 반출한 바 없으며, ②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은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비밀의 성립요
건을 충족할 수 없고, ③피고가 자연인으로서 고객들과 쌓아온 관계에 대해 법인인 원고
가 어떠한 재산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④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의 고객들은 원고와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구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에다가, ⑤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비밀정보라고 주장하는 대상이 사실은
피고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경험에 해당하며
그러한 업무 경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원고는 확립되어 있는 선례에서 영업비밀을 “경쟁자에게 알려질 경우 그 보유자에게
현실적인 또는 의미 있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①거래 또는 영업 상
사용되고 ②그 보유자가 확산을 제한하거나 널리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정
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고객명단 등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8) 그러나 인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객명단 등이 영업비밀의 요건
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인도 법원은 고객의 이름 등은 그 자체로서는 공중
의 영역에 있는 정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보호가치 있는 대상으로 성립하려면 원고가
그 소재정보에 일정한 가공을 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99) 원고가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정보를 단순히 선점하기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 인도 법원의 판단이었다.100)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fter cessation of employment with the Company, use to disclose to anyone el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you will also undertake to indemnify the Company and its affiliates from
an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any breach of this undertaking.”
98) a trade secret is information which, if disclosed to a competitor, would be liable to cause real or significant
harm to the owner of the secret. I would add first, that it must be information used in a trade or business,
and secondly that the owner must limit the dissemination of it or at least not encourage or permit widespread
publication.; Lansing Linde Ltd v. Kerr (1991) 1 All E.R.418.
99) In order to claim right in the derivative work containing the original material, the plaintiff is to show adaptation,
abridgement, arrangement, dramatization or translation in his work entitling him to have certain rights.
100) 이 관점에서 인도 법원은 재산적 권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파생물(deriv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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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은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전산 시스템에서 접근권한 없는 정보를 출력하여 반출하
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고객의 상당수와 관계를 맺어왔
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미 알고 있는” 고객정보를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반출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나아가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들과 개인적 신뢰관계
를 형성한 피고에게 자기의 금융정보를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인도 법원은 그러한 사정 하에서 고객정보가 일단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하여 그
정보에 피고가 다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101)
원고는 피고가 유출시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평
(equity)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미의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에 원고가 투자하여 수집하고 추가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피고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
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데, 일정한 신뢰관계 하에
서 일방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 일반적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기대될
수 있고 그러한 기대가 법적 보호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
달하면서 피고가 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 피고
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정보를 전달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해당 정보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102)
원고는 나아가 은행과 고객 사이에는 수탁자-신탁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고객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므로,103) 피고가 원고의 고객정보를 반출하는 행위는 당연히
에 대한 저작권 침해” 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상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101) If the defendant knows the customers, can she be restrained from approaching them and if they are willing
to disclose their financial details to her, can she be restrained from taking it because such details have
already been given by the customers to the Plaintiff bank already.
102) Printers and Finishers Ltd v. Holloway (1965) R.P.C.239 at 255.; Baker v. Gibbons (1972) 2 All E.R.759
at 765.
103) The plea on behalf of the plaintiff bank is that the bank owes a duty of secrecy to its customer which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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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적쟁점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는 일단 확보한 고객을 별다른 노력 없이 계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104) 여부.
3)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피고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항변의 당부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우려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인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나아가 직접선택의 자유는 매우 중요
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금지청구는 그것이 비밀
정보의 보호를 위한 것이더라도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도 법원은 분명히 하였고,105)
능력 있는 종업원에게 사실상 영속적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금지청구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조사할 수 있는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러한 금지청구가 더욱 인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06)
결국 인도 법원은 원고가 금지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선례를 제시하
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10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때에 원고가 얻는 이익과 비교
할 때에 피고가 입는 손실은 훨씬 크다고 보았다.108)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주제어

104)
105)
106)

107)
108)

영업비밀, 부당한 반사 이익

out of the confidential nature of Bank- Customer relationship and is not limited to contractual and equitable
obligations and is well established in Bank’s fiduciary duty towards its customers.
Such an injunction will facilitate the plaintiff to create a situation such as ‘Once a customer of American
Express, always a customer of American Express’.
Rights of an employee to seek and search for better employment are not to be curbed by an injunction
even on the ground that she has confidential data in the present facts and circumstances.
In the garb of confidentiality the plaintiff can not be allowed to perpetuate forced employment with American
Express. Freedom of changing employment for improving service conditions is a vital and important right
of an employee which cannot be restricted or curtailed on the ground that the employee has employer’s
data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customers which is capable of ascertainment on behalf of defendant
or any one else, by an independent canvass at a small expense and in a very limited period of time.
In totality of circumstances the plaintiff bank has failed to make out a strong prima facie case in his favor.
The inconvenience caused to the defendant shall be much more in case the injunction as prayed by the
plaintiff is granted in his favor and therefore, the balance of convenience is in favor of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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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공개 패션 디자인 사건109)
1) 사실관계
리티카(Ritika Private Ltd.,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인도의 유명 의상 디자이너 브랜드
“리투 쿠마르(Ritu Kumar)”에 대한 권리자이다. 비바어패럴(ㆍBiba Apparels Private
Ltd., 이하 “파고“라 한다) 역시 인도의 유명 의류 디자인 및 제품 생산 기업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둘 모두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전통 디자인으로 인도 내에서 상당히 유명
한 기업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의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그 디자인의 복제 및 배포 등의 방법으
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의 금지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의해 침해되
었다고 주장한 의류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도(原圖)의 저작권, 의상
에 체화된 디자인의 저작권 및 원고의 미공개 디자인에 대한 영업비밀 등이었다. 한편
원고의 디자인은 인도 디자인보호법에110) 따른 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인도 저작권법111) 제1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인도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에 따르면 디자인보호
법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산업공정에서 50번 이상 복제된 디자인은
더 이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한다.112) 그런데 원고는 이미 50번 넘게 원도의
디자인을 의상에 체화시켜 의복을 제작하였고, 그렇다면 원고의 다자인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피고의 항변의 핵심이었다.
델리 고등법원 단독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인도 법원은 어떠한 디자인
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되는 경우 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보호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만약 어떠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상 등록 가능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지만
109)
110)
111)
112)

144

Ritika Private Limited v. Biba Apparels Private Limited, CS(OS) No. 182/2011.
THE DESIGNS ACT, 2000 No. 16 of 2000 [25th May, 2000].
THE COPYRIGHT ACT, 1957 ACT NO. 14 OF 19571 [4 th June, 1957].
THE COPYRIGHT ACT, 1957 §15 (2) “Copyright in any design, which is capable of being registered under
the [Designs Act, 2000 (16 of 2000)] but which has not been so registered, shall cease as soon as any
article to which the design has been applied has been reproduced more than fifty times by an industrial
process by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with his licence, by any 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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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보호는 공업적 공정에서 그 디자인이 제품에 50회 이상 적용되는 것을 한계로
하여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113) 인도 법원은 나아가 그것이 저작권법과 디자
인보호법 사이의 관계를 그 입법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하였다.114) 그리
고 원고는 이 사건 의상 디자인을 등록 없이 50회 이상 복제하였고, 그러므로 이 사건
의상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상디자인의 원도
(原圖)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델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는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경우에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예전 종업원을 고용해 원고의 미공개
디자인 정보를 불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제품수명이 짧은 패션 디자인의
특성 상 제품 출시 전까지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디자인 모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업체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전략이며, 따라서 미공개 디자인
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원고의 귀중한 영업비밀로 성립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정확히 다음과 같다.
패션 제품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및 소비자 기호를 읽고 이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이너의 다음 시즌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이 제
품화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디자인이 영업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디자인에는 시장 예측에서부터, 기술적
창의 과정, 의상 한 벌 한 벌에 대한 개념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노하우를 반영하
고 소중한 영업비밀을 형성하는 다양한 독창적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115)
113) If the design is registered under the Designs Act, the Design would lose it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If it is a design registrable under the Designs Act but has not so been registered, the Design
would continue to enjoy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Act so long as the threshold limit of its application
on an article by an industrial process for more than 50 times is reached.
114) This interpretation would harmonize the Copyright and the Designs Act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115) Fashion products have a short life, and the Plaintiffs business depends on the Plaintiff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rends and changing tastes, its corporate judgment under Mrs. Ritu Kumar’s creative
leadership of what will meet with success next season. There is a long gestation period for each product
during which the utmost confidently has to be maintained within the Plaintiffs organization; surprise innovation
is the lifeblood of the Plaintiff’s business. Starting with the Plaintiffs skilled market assessment, going through
the technical creative process described above, but also including the general conceptualization of each
collection of each outfit and of each individual garment and accessory, there is thus a multiplicity of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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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은 업계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영업비밀
이 보호되지 않으면 어떠한 패션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비밀
에 대한 기밀성이 계약 조건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원고는
종업원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16)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장에는 구체적인 영업비밀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상에 체화되어 있는 디자인
저작권에 불과할 뿐이어서 인도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항변하였다.
2) 법적쟁점
금지청구 인용에 충분할 정도의 영업비밀 특정에 대한 판단 기준
3)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피고의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인도 법원은 먼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금지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
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117) 영업비밀 주장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먼저 영업비밀이 특정
되고 그 다음으로 원고가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떻게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지가 소명
되어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견해였다.118)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의 존재가 단순히 추정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 금지명
령을 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입장이었다.119)
inputs which cumulatively reflect the Plaintiff’s know how and incorporate valuable trade secrets.
116) It is submitted that such confidently is an inherent feature of the industry, without which no fashion enterprise
would be viable. Though the confidentiality of the Plaintiffs trade secrets does not depend on contractual
agreements, the Plaintiff nevertheless takes due care to ensure that its employees appreciate their
confidentiality obligations......
117) So far as the issue of violation of trade secrets is concerned, it is noted that firstly paras 16 and 17 of
the plaint are far too general to make out such a case and for passing an order as to so called trade secrets
which are being not specifically talked of and pleaded by the plaintiff.
118) If an injunction order is sought with respect to trade secrets then such specific trade secrets have to be
mentioned and as to how those trade secrets are in the ownership of the plaintiff, and only thereafter the
court can consider the grant of any injunction order on the basis of specified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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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 법원은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원고 대리 변호인에게 석명
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 변호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이 체화되어 있는 스케치,
그림 및 디자인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영업비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 문제라고 보아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20)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주제어

영업비밀, 영업비밀 특정에 대한 판단 기준

3. 품종개량 옥수수 사건121)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종묘(種苗)를 연구개발하고 생산ㆍ판매하는 이머전트 제네틱스(Emergent
Genetics India Pvt. Ltd., 이하 “원고”라 한다)라는 회사가 샤일렌드라 시밤(Shailendra
Shivam, 이하 “피고 1”이라 한다) 등 원고의 전직 종업원들과 생명공학 기업(Pradham
Biotech Pvt. Ltd., 이하 “피고 2”라 한다) 및 종자 가공ㆍ포장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였던 사건이다. 피고 1은 원고의 품종개량 옥수수 종자
관련 비밀 정보를 피고 2에게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DNA 지문 분석
결과 피고 2가 생산하는 종자(이하 “이 사건 종자”라 한다)의 유전자형이 원고가 개발한
종자의 유전자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종자의 제조,
판매, 이를 위한 청약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원고는 DNA 염기서열이 일련의 지시를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서
119) ......it cannot be that a general order can be passed that there is presumed to be a trade secret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o be injuncted with respect to that unspecified trade secret which is not described
in the plaint, and with respect to which thus no specific injunction order qua specific trade secret can be
passed.
120) As a matter of abundant caution during the course of arguments I put it to the counsel for the plaintiff
as to what are the trade secrets which the plaintiff has and to which counsel for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y are the same sketches, drawings and designs in which copyright is claimed by the plaintiff and which
are taken away by the erstwhile employees of the plaintiff and used by the defendant. Therefore really the
issue once again is nothing but of application of Section 15(2) of the Indian Copyright Act and not with
respect to any trade secret dehors the provisions of the Indian Copyright Act and the Designs Act.
121) Emergent Genetics India Pvt. Ltd v. Shailendra Shivam and Ors., CS(OS) 5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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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종자의 유전
자형이 원고가 개발한 종자의 유전자형과 유사하다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저작권법에서는 독창적인 어문저작물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고,122)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어문저작물을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배포 등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123) 어문저작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표 및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물이 모두 포함되는 데에다가,124)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로 하여금 특정 작업
을 수행하거나 특정 결과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언어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지시로
정의된다.125) 이에 원고는 DNA 염기서열이 언어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단백질 합성이라는 기계적 작업을 지시하는 일련의 암호 코드로서 기능
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특정 DNA 염기서열을 최초로 밝혀낸 자는 그 서열정보에 대하
여 저작권법 상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NA 염기서열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일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 특허법은 미생물 이외의
생물체 관련된 창작 또는 개량 등을 발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126) 개량 종묘
에 대하여 특허보다 더 장기간의 보호를 제공하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도 지식재
산권법 제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항변을 하였다.
원고가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 중 하나는 유사 사례에서
의 미국 판결이었다.127) 이 미국 사례에서의 원고는 자기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2종의 옥수수 교배 계통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
는 식물신품종등록이나 특허등록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이들을 영업비밀로만 관리하
고 있었다. 미국 법원은 이 사례에서 원고의 품종개량 옥수수와 유사한 피고의 품종이
122)
123)
124)
125)
126)

THE COPYRIGHT ACT, 1957 §13(1)(a).
THE COPYRIGHT ACT, 1957 §14(1)(a).
THE COPYRIGHT ACT, 1957 §2(c).
THE COPYRIGHT ACT, 1957 §2(ffc).
THE PATENTS ACT, 1970 §3 The following are not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j) plants
and animals in whole or any part thereof other than micro organisms but including seeds, varieties and
specie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production or propagation of plants and animals.
127)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v. Holden Foundation Seeds, Inc. 35 F.3d 1226 (8th Ci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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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다른 품종으로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품종은
원고의 품종개량 옥수수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식물신품종의 등록요건인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이128)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식물 신품종 보호 및 육종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하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라 한다)｣에도129) 그러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영업비밀
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보호 요청 대상 정보가
공중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 역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즉, 피고
들의 주장은 품종개량 종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의
일반요건에 더하여 그 품종개량 종자가 식물 신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적
으로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2 이상의 개체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유전자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
락에서 유전자 지문 검사는 “구별성” 판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적절한 것이고 그 검사
결과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이었
다. 1996년 종묘법도 품종개량 종자에 대해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들은 원고가 식물 신품종 보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이라 항변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미국의 선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품종개량 종자 생산을 위한 교배 계통에서의 생식질(germ plasm)이 영업비밀로 보호되
는지가 핵심 쟁점인 것인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교잡 등에 의한 품종개량에 특허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인도의 법 정책이 농업분야에서 특정인의 지식재산권 독점을 억제하
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이었다.130) 식물신품종보
128)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가 신규성 및 품종명을 추가적인 별도 보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129)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130) 실제 많은 인도 선례가 농업 분야에서 특정인의 기술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IA Nos. 388/2004, 1267/2004 & 1268/2004 in CS(OS) No.5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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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이 명시적 입법에 따라 제한적 보호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광범위하
고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가 농업 분야에서 특정인에게 부여된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교잡 기타 농업적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특별하거나
보호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이었다. 전통적 육종기업에 따른
품종개량은 농부나 육종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실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생식질 정보가 비밀 정보이고 피고에 의해 스스로 개발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피고 1과 관련하여, 선례에131) 따르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제기에 있어서는 ①어떠한 정보가 그 자체로 비밀 유지
가치가 있어야 하고, ②비밀 준수 의무가 그 비밀정보 전달 상황에서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방에 손해를 끼치는 비인가된 정보 이용이 있어야만 한다.
2) 법적쟁점
영업비밀 침해의 판단 기준 및 DNA 염기서열을 기재한 문서가 인도 저작권법 상 어문저
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3)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영업비밀 소송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여부는
핵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면서, 어떠한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만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품종개량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인도 헌법이 생산자원의 배분 시에 공공의 복리(common
good)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132)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또한 인도
헌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국민의 생명권 및 자유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131) Coco v. A.N. Clark (Engineers) Ltd, (1969) R.P.C. 41.
132) Constitution of India §39 The State shall, in particular, direct its policy towards securing— (b) that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material resources of the community are so distributed as best to subserve
the comm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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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133) 국가는 국민의 영양섭취, 삶의 질, 건강 등을 증진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134) 확인하였다. 인도 법원이 보기에 공중의 영역에 있어야 할 정보에
명백한 법률상 근거 없이 특정인의 독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기관이 입법
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3권 분립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어떠한 정보가 기술이 새롭거나 독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문서화나 공지ㆍ공용 기술의
주합에 불과하다면 보호가치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판단이었다. 인도 법원이 보기에 원고는 특정 기술 또는 공정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주장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신품종의 유전정보 그 자체는 공지ㆍ공용의 정보이므로 이는
누구든지 보고 비슷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판단이었다. 구체성
도 없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모든 교잡행위가 단지 문서로 기록되기만 하면 소위
“비밀정보”에 대하여 인정되는 영구무한의 정보 독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인도
법원은 이로 인하여 오랜 전통을 가지는 농업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품종개량 종자의 DNA 서열을 기록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일 뿐이고
거기에서 저작권을 인정할만한 독창성을 찾기는 힘들다. 품종개량 과정에서의 기술적
특징은 원고에 의해 주장된 바 없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지 않고 식물 신품종에
사실상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도의 법체계 하에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는 것이 되는바, 인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DNA 염기서열을 기재한 문서가 인도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도 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주제어

영업비밀, DNA 염기서열, 어문저작물

133) Constitution of India §21 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except according to
procedure established by law.
134) Constitution of India §47 The State shall regard the raising of the level of nutrition and the standard of living
of its people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s among its primary duties and, in particular, the State
shall endeavour to bring about prohibition of the consumption except for medicinal purposes of intoxicating
drinks and of drugs which are injurious t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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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레이드드레스

1. 청색 비스킷 포장재 사건135)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인도 제과업계의 두 거대 기업인 아이티씨(ITC Ltd., 이하 “원고”라 한다)
와136) 브리타니아(Britannia Industries Ltd., 이하 “피고”라 한다)가 청색 및/또는 청색
과 황색의 색상 조합에 의한 트레이드드레스를 둘러싸고 충돌하였던 사건이다. 원고는
2016년 2월 출시한 자사의 다이제스티브 비스킷(Sunfeast Farmlite Digestive-All Good,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트레이드드레스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법원에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보다 조금 늦은
2016년 7월에 다른 이름의 다이제스티브 비스킷(Nutri Choice Digestive Zero,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인도 시장에 출시하였는데,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유사한
색상 조합의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망적 트레이드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포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제품 포장>

<피고 제품 포장>

135) Britannia Industries Ltd. v. ITC Ltd. FAO(OS) (Comm) 77/2016.
136) “선페스트(Sunfeast)”라는 브랜드로 인도 내에서 비스킷 시장의 최강자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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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피고 제품을 인도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 국제 시장에 같은 제품을 판매할
때에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모양의 포장을 사용하였다. 즉, 청색-황색 조합의 베개형
비닐 포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색상 조합의 직육면체 종이 박스 포장을 사용하였다.

<외국 판매 피고 제품 포장>

한편 피고는 비스킷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으로서 이 사건 피고 제품 이외에도 섬유
질 강화 비스킷(Nutri Choice Hi Fibre Digestive)이나 오곡 비스킷(Nutri Choice
Digestive 5 Grain) 등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색상과 모양의 포장이 적용되어 있었다.
번호

제품명

색상조합

사용개시

1

식이섬유(Hi Fibre)

황색+적색

2014년 10월

2

오곡(5 Grain)

황색+녹색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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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품명

색상조합

사용개시

3

무설탕(Zero)

황색+청색

2016년 7월

원심에서 단독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피고제품의 포장에 황색은 사용할
수 있지만 청색은 반드시 다른 색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
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본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청색 또는 황색-청색 색상 조합을
피고가 피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었다.137)
2) 법적쟁점
트레이드드레스와 관련한 사칭(passing-off) 여부
인도 법원은 이 사건이 트레이드드레스와 관련한 사칭(passing-off) 여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라 보았다.138) 사칭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사칭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상품이나 서비스에 체화되어 그것을 구매하는 일반 공중의
마음속에 그것이 독특한 것(get-up)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영업권(goodwill)또는
명성(reputation)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139) ②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이나

137) 현재 이 사건은 인도 대법원에서 심리중인데, 양 당사자 합의로 상고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companies/apex-court-gives-britannia-itc-chance-to-settle-dispu
te-out-of-court/article9760567.ece, 2018.10.18. 최종접속.
138) The present case, therefore, has to be considered as one of passing off in relation to the trade dress /
get-up.
139) First, he must establish a goodwill or reputation attached to the goods or services which he supplies in
the mind of the purchasing public by association with the identifying „get-up‟ (whether it consists simply
of a brand name or a trade description, or the individual features of labelling or packaging) under which
his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are offered to the public, such that the get-up is recognised by the public
as distinctive specifically of the plaintiff’s goods 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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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원고의 것이라 믿도록 만들거나 그렇게 믿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피고에 의한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가 있어야 하며,140) ③피고의 허위표시에 의해 유발된 오인
ㆍ혼동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141)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였다.142)
3)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여러 선례를 검토한 후 사칭 사건에서 확인하여야 할 핵심은 영업권이 부정
하게 유용되었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다음143) 원고의 트레이드드레스와 유사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사용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칭 성립의 두 번째 요건 판단에
필수적 전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보았다.144) 그러면서 피고
가 뉴트리 초이스 다이제스티브 제품군에서 전통적으로 황색을 주된 색상으로 배경에
깔고 적색 및 녹색 등을 황색에 조합하여 왔던 것을 고려하면 황색에 청색을 조합한
것이 원고의 트레이드드레스의 영업권을 부정하게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오히
려 자연스러운 변화 내지 확장의 의도였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나아가
피고는 비스킷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이미 상당한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바,
인도 법원은 그러한 피고가 원고의 영업권에 부당 편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도 법원은 나아가 원고 제품 트레이드드레스의 식별력을 문제 삼았다. 새롭고 동시에
놀라운 표장의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상세한 증거 없이도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145) 이 사건에서의 황색-청색 색상 조합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판단이었다. 청색은 이미 많은 다른 무가당 또는 무설탕 제품에 사용되
140) Secondly, he must demonstrate a misrepresentation by the defendant to the public (whether or not
intentional) leading or likely to lead the public to believe that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him are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plaintiff.
141) Thirdly, he must demonstrate that he suffers or, in a quia timet action, that he is likely to suffer damage
by reason of the erroneous belief engendered by the defendant’s misrepresentation that the source of the
defendant’s goods or services is the same as the source of those offered by the plaintiff
142) Reckitt & Colman Products Ltd v. Borden: 1990 RPC 341 HL.
143) From the above, it is evident that in a passing off case, it is the goodwill which is sought to be
misappropriated. It is this misappropriation which provides a cause of action at common law.
144) It is true that intention is not necessary for demonstrating the second element of passing off, that is,
misrepresentation, but it is also a factor which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145) Weingarten v. Bayer: (1905) 22 R.P.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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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색상이었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무설탕 제품에 사용하는 청색 색상이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청색 색상이 원고의 사용에 의해 2차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었다. 사칭의 관점에서 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법적 보호는 단지 원고의 제품이
널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한 독특한 표장
이 일반 공중에게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그것이 영업권으로
구체화되었을 때에 그 영업권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황색-청색 색상
조합이 명백하게 원고를 표시하는 출처표지로 확립되어 있는지가 밝혀져야만 한다.146)
인도 법원은 비록 원고의 제품이 대중적 인기를 끌었을지언정 피고 제품의 인도 내 출시
까지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한 기간을 사용하였을 뿐인 황색-청색 색상 조합이 원고 제품
의 출처 식별자로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았
다. 인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인도 대법원도 현재까지는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147)
주제어

트레이드 드레스, 사칭((passing-off)

2. 전통예술 모티프 생활용품 사건148)
1) 사실관계
아이허굿어스(Eicher Goodearth Pvt. Ltd.,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생활용품 분야에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법인이었고,149) 크리슈나 메타(krishna
mehta, 이하 “피고”라 한다)는 한때 원고에 고용되어 있던 자로서 “인디아서커스(India
146) The issue here, in this case of passing off, is not that a new biscuit or a new product has acquired popularity
in a short span of time, but whether the get-up and, in particular, the colour combination of yellow and
blue has become exclusively identifiable with the plaintiff‟s product ? In other words, whether the combination
of yellow and blue has become a clear and established source identifier?
147) https://www.financialexpress.com/industry/britannia-gets-sc-relief-on-selling-nutrichoice-zero-biscuits-in-itccase/650028/, 2018.10.18. 최종접속.
148) Eicher Goodearth Pvt. Ltd. v. Krishna Mehta & Ors., CS(OS) 1234/2014.
149) 인도 3위의 상용차 제조업체이자 모터사이클 판매량 1위 기업 아이허모터스(Eicher Motors Ltd.)와 동일 계열의
기업이다. 아시아 전체 재벌 서열 40위의 랄 가문 총수인 비크람 랄(Vikram Lal; 아이허모터스의 전 CEO이며
현 CEO인 싯다르타(Siddhartha)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의 아내 아니타(Anita)와 딸 심란(Simran)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인도 내에서는 최고급 가정용품 브랜드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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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라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원고와 동일ㆍ유사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제품의 것과 모티프, 장식, 패턴, 디자인 등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
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원고는 팔콘(Falcon) 및 페리야르(Periyar)를 비롯한 7가지150) 패턴 디자인(이하 ‘원고
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 디자인보호법151) 상의 등록권리자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원고 디자인을 여러 종류의 생활용품에 공통으로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갖는 제품군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원고는 인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터키, 네팔 등 외국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며 국내외 모두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있을 당시 디자인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원고 디자인이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얻어 완성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 그림 4-2 | 다종 생활용품에 대한 원고 이미지 통일 적용 사례: 페리야르152)

150) Serai, Vrindavan, Lotus, Bali Mynah 및 Rose Princess를 포함하여 총 7종의 디자인이 문제되었다.
151) THE DESIGNS ACT, 2000 (No. 16 of 2000) [25th May, 2000].
152) https://www.pinterest.com/pin/515802963549710770/, “페리야르”는 본래 남인도의 지명으로서, 야자수 등 남
인도 특유의 자연물을 전통 양식에 따라 형상화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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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예전 디자인들을 보면 피고가 가재도구, 주위
환경, 인도 영화 등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들을 주로 창작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53) 이에 비해 원고 디자인은 인도의 전통 예술작품 및 디자인 양식
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작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종래 창작
스타일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 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사용 디자인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명백하게 원고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창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된 항변은 원고 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 예술작품
등을 거의 그대로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서 보호 가치 있는 새로운 창작이 아니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보호 가치 있는 새로운 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다. 특히
문화유산, 전통예술, 자연물 등 원고가 디자인의 모티프로 삼은 것들은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역시 그러한 대상을 모티프로 삼아
창작한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154) 원고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중 “로투스”, “페리야르” 및 “팔콘”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 원고
디자인 제품, 피고 디자인 제품 및 피고가 참고하였다 주장하는 제3의 디자인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3) The defendant No.1 used to create designs deriving inspiration from household things, surroundings and
even bollywood.
154) All the plaintiff’s designs in question are inspired by work of art available since centuries and the same
are not being original designs as claimed by the plaintiff who is not the owner, inventor or creator of the
same and no one can claim exclusive right on the Heritage/ Indian Tradition /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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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디자인 제품(로투스)

피고 디자인 제품(로투스 관련)

원작품

원고 디자인 제품(페리야르)

피고 디자인 제품(페리야르 관련)

원작품155)

원고 디자인 제품(팔콘)

피고 디자인 제품(팔콘 관련)156)

원작품157)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인도 법원에 피고의 행위가 영미에서 널리 금지되고 있는 부정경
쟁 유형인 “사칭(passing-off)”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인도 법원은 먼저 불법적 사칭행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도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① 독특한 인상(get-up), 트레이드드레스, 간판, 포장, 라벨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사용에
의해 소비자 등 그것을 구매하는 일반 공중이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연상하고
그 출처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체화되어 있는 영업권
(goodwill)또는 명성(reputation)158)
155) http://www.nja.nic.in/Concluded_Programes_2015-16/P-940_PPTs/11.%20Passing%20Off%20and%20Designs.pdf,
2018.10.18. 최종접속.
156) https://www.pinterest.nz/pin/252412754089714064/, 2018.10.18. 최종접속.
157)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_Prince_with_a_Falcon.jpg, 17세기 초 무굴제국 시대에 창작된 전통
문화예술 작품으로서, “Prince With a Falcon”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이 소장 중이다.
158) ......there is goodwill or reputation attached to the goods or services which the plaintiff offers, in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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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원고의 것이라 믿도록 만드는 피고에 의한 허위표
시(misrepresentation)159)
③ 피고의 행위에 의한 손해의 유발 또는 그 가능성160)
피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
료한 것은 2012년이었고, 피고는 원고 회사를 사직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이메일을 통해
자기 회사의 설립 사실 및 그 회사에서 디자인 기획 업무를 담당(creative director)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161)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신뢰 훼손의
불법행위이고, 이로부터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일련의 디자인 도용 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페리야르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더 이상
페리야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162) 이에 인도 법원
은 페리야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디자인을 피고 디자인과 비교하여 검토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로투스 및 발리미나 이외의 다른 원고 디자인과 관련하여
서는 불법적 사칭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팔콘, 로즈프린세스, 세라이 및 브린
다반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163)
그러나 로투스 및 발리미나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164)

159)
160)
161)

162)

163)

160

of the purchasing public, i.e., the consumers, who associate or are in a position to identify such goods
or services by virtue of trademark used, which could include the get-up, trade-dress, signs, packaging,
label, etc.
......the defendant has employed misrepresentation which has made the consumers believe that the
defendant’s goods are those of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action has caused damage or is calculated to cause damage.
The defendants stated that they had started the defendant No.2 company in November, 2011. However,
defendant No.1 left the plaintiff company only in the year 2012. The defendant No.1 had never disclosed
it to the plaintiff company that the defendant No.1 had started a new company and it was only in the year
2012 that the defendant No.1 had written an email to the plaintiff stating that he had accepted the role
of Creative director in the defendant No.2 Company.
Initially, the defendant has argued that the Periyar Design of the plaintiff is merely a combination of two
palm trees and no exclusivity can be claimed by the plaintiff in respect of the same as the same is in public
domain and is being used by various third parties prior to the plaintiff. However, now the defendants have
acknowledged the rights of the plaintiff in the said design and have agreed not to use any design which
is similar to the Periyar Design of the plaintiff.
......I am of the considered view that the product used by the defendants in relation to the design of Falcon,
Rose Princess, Serai, Vrindavan are almost same to the products of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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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우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인도 법원의 논리가 다음과 같
다. 어떠한 디자인이 그 자체로서는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적용된 바
없는 새로운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165) 것이 확립
된 법원칙이라면,166) 이 사건에서도 디자인과 관련해 “독창적(origin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는 오래되었지만 그 적용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우가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67) 원고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로운 미적 디자인을 창작하므로 무엇을 참고하였는가 보다는 영감을 이용하는
창의적 방식 및 그러한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는 방식이 독창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168)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전직 종업원
인 피고는 원고가 참고한 대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제품군에 그 디자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된다.169)
3)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원고 디자인이 원고의 제품
적용행위 이전 제3자에 의해 이미 동일 제품에 이루어져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170) 원고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원고에 의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활발히 판매되고 있었고, 기타 여러 증거를 종합

164) As the products used by the defendants in relation to the design of Lotus and Bali Mynah is concerned,
the design of the product are dissimilar substantially......
165) It is a well settled law that even though the design is old in itself but if the same is applied to a new article
to which it has never been previously applied, then the said design needs to be protected.
166) Gammeter Vs. Controller of Patents and Designs (1918) ILR 45 Cal 606 등 5개의 선례를 열거하고 있다.
167) The law has been crystallized in a catena of judgments wherein the Courts have held that in relation designs,
expression “original” includes designs which though old in themselves but were new in their application.
168) It is alleged by the plaintiff that every designer uses an inspiration to create an aesthetic design. Therefore,
what is to be considered is the creative manner in which the inspiration is used and the manner in which
such designs are applied to the products.
169) In the present matter, the defendant No.1 being an ex- employee of the plaintiff company has simply taken
the same inspiration as that of the plaintiff and has used the same in an identical manner and in respect
of identical range of products.
170) The defendants have failed to produce any document or magazine or any product wherein such designs
were used prior to the plaintiff.

161

법ㆍ제도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ㆍ제도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할 때에 인도 법원은 원고가 독특한 디자인, 모티프 및 패턴 등에 체화된 영업권 및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요약하자면, 인도 법원은 오래된 공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현대적 물품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적용 측면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되는
독창성 디자인 적용에 영업권 및 명성이 체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독창적 적용”을 허락 없이 모방 이용하여 그 창작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그 모방 이용자의 행위는 불법적 사칭행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의 로투스 디자인과 피고의 연꽃 디자인은 그것들이 주는 인상 자체가 상이한 것으
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에 대비되어 있는 제품은 원고의 디자인의
경우 머그컵, 피고의 디자인의 경우 쿠션 커버로 차이가 있다. 즉,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이 서로 상이하므로, 설사 디자인 자체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 디자
인의 독창적 제품 적용을 피고가 모방하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발리미
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디자인 대조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171) 피고
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에 공통점이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두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사칭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칭이 인정된 팔콘 디자인을 보면 전통 예술작
품인 “매를 들고 있는 왕자(Prince With a Falcon)” 디자인을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방식
으로 동일 제품인 쿠션 커버에 적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주제어

트레이드 드레스, 사칭(passing-off)

171) The design of the plaintiff i.e. Bali Mynah, no comparative chart has been provided by the plaintiff either
in the suit or in the pres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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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표 희석화

1. 포드 사건172)
1) 사실관계
포드 자동차 주식회사(Ford Motor Company, 이하 “원고”라 한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미시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의 상표, 상호 및
제조사문장을 구성하는 “FORD” 부분은 1903년 원고를 설립한 창업주의 이름인 “Henry
T. Ford”에서 유래하였는데, 원고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의 기업집단
중 하나이다.
인도 상표법은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어느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표지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 수요자들 상당수에게 인식되어 있어
서 그 상표를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그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처음 언급한 상품 또는 서비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의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이 받아
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를 “주지상표”로 규정하고 있다.173)
원고는 “FORD”를 그의 상호 및 자동차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로서 1903년
이래 지속적으로 널리 사용하여 왔고, 인도에서는 1908년부터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또한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여 다양한 “FORD” 상표를 인도 내에 등록하여 왔으
며,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인도 법원이 보기
에, 원고가 해마다 기록하고 있는 막대한 판매량,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규모 광고ㆍ홍보
과정에서 지출한 엄청난 판촉비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업권
(goodwill)과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였다.174) 이는 “FORD” 상표가 기네스
172) Ford Motor Company & Anr. v. Mrs. C.R. Borman & Anr., CS(OS) 1710/2005.
173) Section 2(1)(zg) of Trade Marks Act, 1999 (Act No. 47 of 1999); “well-known trade mark”,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means a mark which has become so to the substantial segment of the public which
uses such goods or receives such services that the use of such mark in relation to other goods or services
would be likely to be taken as indicating a connection in the course of trade or rendering of services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a person using the mark in relation to the first-mentioned goods or services.
174) Extensive goodwill and reputation enjoyed by the plaintiff across the globe is not only evident from the hefty
sales figures generated by them on annual basis that run into billions of dollars but plaintiffs have also 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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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강력한 브랜드네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터브랜드175)
선정 세계 100대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에서 볼 때에 더욱 그러하
다고 판단되었다.176)
한편 보먼(Mrs. C.R. Borman, 이하 “피고”라 한다)은 캘커타(Calcutta)에서 신발류를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신발에 “FORD” 상표를 붙여 팔고 있었는데, 피고는 “FORD”를 상
호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그 대신 “해프 앤 해프(Half and Half Company)”
라는 “FORD”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동차와 신발은 전혀 다른 상품류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업으로서 “FORD”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의 상품과 피고의 상품 사이에 출처 혼동이나 기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웠
다.177)
2) 법적쟁점
원고가 “FORD” 상표를 등록받지 아니한, 자동차와 상품류 구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상품류에 대하여 피고가 “FORD” 상표를 사용하
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법조문에 사용된 표현 중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전제에
서, 법원이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법조문 자체에 사용된 문언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178) 그리고 인도 법원은 인도 상표법 제29조 1항과

175)
176)

17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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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de scale advertising and publicity undertaken by them over decades which is evident from the vast
expenses incurred by them in their promotional and advertising campaigns......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회사.; https://ko.wikipedia.org/wiki/인터브랜드, 2018.07.02.
최종접속.
The wide spread goodwill and reputation earned by the plaintiffs is also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ir
trade mark “FORD” has been identified by Guinness Book of Business Records as the 7th most powerful
brand name in the world and “Interbrands Compilation of Worlds Top 100 Brands”
Since the goods of the partie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re cannot be any confusion or deception in the
course of trade inasmuch as the Plaintiffs were aware of the use of the mark FORD by the Defendants
since 1997.
That intention, and therefore, the meaning of statute, is primarily to be sought in the words used in the
statute itself, which must, if they are plain and unambiguous, be applied as they 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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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을 대비하였다.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항은 “상표의 등록권리자 아닌 사람 또는
허락된 사용 범위에서의 사용자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수요자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179) 등록상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은 “상표의 등록권리자 아닌 사람 또는 허락된 사용 범위
에서의 사용자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②등록상
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때에
③등록상표가 인도 내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당화 사유 없이 표장을 이용함으로
써 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인지도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를 손상시키는 경우”
에 등록상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0)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의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은, 첫째로 제4항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원고의 명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제4항의 적용 요건에 “혼동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 법원은 원고가 소장 기재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명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
였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였다고 보았다.181) 또한 원고의 상표가 인도 내에
서 명성을 획득하여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증거를 통해 입증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문제되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 혼동의 가능성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82) 피고가 사용한 상표는 원고의 등록상표
179) TRADE MARKS ACT, 1999 §29(1) A registered trade ma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not being a registered
proprietor or a person using by way of permitted us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mark which is identical
with, or deceptively similar to,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and in such manner as to render the use of the mark likely to be taken as being used
as a trade mark.
180) TRADE MARKS ACT, 1999 §29(4) A registered trade ma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not being a registered
proprietor or a person using by way of permitted us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mark which(a)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 mark; and
(b)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and
(c) the registered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India and the use of the mark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reput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181) ......a reading of Paragraphs 32 to 34 of the Plaint leave no possibility for doubting that the Plaintiffs had
in terms, inter alia, pleaded that the Defendants had taken unfair advantage of the Plaintiffs’ reputation.
182) If it is, prima facie, clear or it is proved through evidence that the concerned trademark enjoys and commands
a reputation in India, the Plaintiffs do not have to prove deception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or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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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와 동일ㆍ유사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동일 상품류구분
내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비유사하더라도 원고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판단이었다.183)
결국 사건은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이후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더 이상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인도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184)
주제어

상표희석화, 부당한 이익

2. 야후 스낵 사건185)
1) 사실관계
야후(Yahoo! Inc.,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 포털 서비
스 기업이다. “YAHOO” 표장은 1994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인도 내에서도 최소한 인터
넷 포털 서비스의 출처표시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산자이 파텔(Sanjay Pstel)은 아프리코트푸즈(Apricot Foods Pvt. Ltd.) 등 다른 자들과
함께(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Yahoo Masala Chakra”와 “Yahoo Tomato Tangy” 등의
이름을 붙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조미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본래 스낵류에 대해
“Everest” 및 “e-vita”라는 상표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4년 무렵 종래 사용하던
“Everest” 및 “e-vita” 상표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고 “Yahoo”라는 문자를 제품 포장
전면에 더 크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양념 사출 성형 스낵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의 상표와 피고들의 사용 표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다.

of the customer being misled because of the use of the challenged trademark.
183) Once the Plaintiffs have made out a case that the offending trademark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its
registered trademark, relief would be available even if the purveyed goods are not similar and/or fall in the
same category or class.
184) Accordingly, as prayed, present suit is decreed in favor of the plaintiff and against the defendants in terms
of para 40(a) and (b) of the plaint.
185) Yahoo! Inc. v. Sanjay Patel And Ors., CS(OS) 94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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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표>

<피고들의 사용 표장>

이에 원고는 자기가 스낵류 등 제29류 및 30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하여서도 “YAHOO”
상표를 등록받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YAHOO” 표장을 스낵 등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 상표의 인터넷 포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그 명성을 손상시켜
장래의 상표 라이선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전형적인 희석화 행위라고도
주장하였다.
2) 판시사항
이 사건에서는 인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후 피고들이 “YAHOO” 표장을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스낵류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들이 원고와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믿게 만들어 제휴관계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86)
특히 인도 법원은, “Yahoo” 표장의 영향력이 단지 원고의 주된 사업 영역인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187) 피고들이 원고
186) It is bound to cause confusion amongst the public, causing them to believe that AFPL is associated with
the Plaintiff, which is not.
187) The YAHOO trademark and trade name is not restricted only to computer and internet related service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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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원고 상표의 명성에 부당편승(piggyback)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들의 상품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188) 인도 법원은 피고들이 “Yahoo” 표장을 자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원고의 상표에 체화된 가치로부터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원고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해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189)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를 위와 같은 방식
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원고의 상표의 가치는 희석되고 그 명성은 훼손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었다.190)
인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하고 피고에게 Rs.32라크의191)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Rs.6,44,000의192)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주제어

희석화, 식별력 약화

3. 나마스테 로고 사건193)
1) 사실관계
아이티씨(ITC Ltd.,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인도의 재벌그룹으로서 본래는 담배회사로
설립되었으며,194) 지금도 여전히 인도 담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195) 그
밖에 식품, 소비재, IT, 호텔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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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oes to establish that the fame, repute and renown of the Plaintiff‟s YAHOO trademark is not confined
to any one class or type of goods and services.
The Plaintiff has also been able to prove that Defendants 1 and 2 have adopted the Plaintiff‟s trademark
as the name of their product in order to piggyback on the reputation of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trademark and that such adoption of the trademark Yahoo for AFPL’s snack items is undoubtedly dishonest.
AFPL has by using the mark Yahoo as a name of one of its products taken an unfair advantage of the
Plaintiff‟s trademark and that this use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and repute of the Plaintiff‟s
well known trademark.
The continuous infringement by the Defendants 1 and 2 of the Plaintiff‟s well known trademark has the
potential of diluting the trademark Yahoo and tarnishing the reputation attached to the said trademark.
라크(lakh)는 10만을 의미하는 인도의 숫자 단위이다. 32라크는 320만이며, 320만 루피는 현재의 한화 가치로
대략 5천만 원에 해당한다.
현재의 한화 가치로 약 1천만 원에 해당한다.
ITC Ltd. vs Philip Morris Products S.A. And Ors., CS(OS) 1894/2009.
“ITC”라는 사명 자체가 영국 식민지 시절 창립 당시 “Imperial Tobacco Company”였던 사명을 후에 “Indian
Tobacco Company”로 바꾸었던 것을 다시 그 머리글자만 딴 약어로 변경한 것이라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ITC_Limited, 2018.10.18. 최종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ITC_Limited, 2018.10.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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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호텔경영 부분을 “웰컴그룹(Welcom Group)”이라는 사업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면서 “Welcome”의 첫 글자인 “W”를 인도 전통의 인사법 “나마스테”에서 양손을 합장
하는 모양으로 형상화한 로고(이하 “나마스테 로고”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의 상징 이미
지로 채택하였다. 나마스테 로고는 아래와 같이 문자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원고는
이를 인도 특허청에 등록하기 하였는데, 등록된 상표 역시 문자와 나마스테 로고의 결합
상표였다.
| 그림 4-3 | 나마스테 로고의 사용 모습

한편 필립모리스프로덕츠(Philip Morris Products S.A., 이하 “피고”라 한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의 자회
사로,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고의 인기 담배 브랜드 “말보로
(Marlboro)”가 인도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말보로의 기본 로고는 백색
바탕에 그 첫 영문 글자인 “M”을 뒤집은(inverted) 모양의 붉은 문양을 결합한 것이었는
데, 피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담배의 제품군을 라인별로 구분하여 기본 로고의 모양과
색상을 조금씩 변형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여 왔다. 말보로의 기본 로고 및
제품 라인 별 주요 변형 사용 로고는 아래와 같다.

<말보로 기본 로고>

<제품 라인 별 변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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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시즌 한정 상품 포장에 원고의 나마스테 로고와
유사한 색상 및 형상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말보로 변형 로고(이하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라 한다)를 적용하여 마케팅을 하였다.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는 나마스테
로고와 비교할 때에 나마스테 로고의 손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형상이 유사하였고,196) 적용된 색상 역시 불타는 황색(yellow flames) 계열로 나마스
테 로고의 색상과 유사하였다. 나마스테 로고와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마스테 로고>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다. 원고의 주된 청구 이유는 피고의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 사용이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에서197) 금지하고 있는 상표 희석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196) “W”와 “M”의 상하 반전 형태는 그 형상이 당연히 유사하다.
197) THE TRADE MARKS ACT, 1999 §29(4) A registered trade mark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not being
a registered proprietor or a person using by way of permitted us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mark
which(a)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 mark; and
(b)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and
(c) the registered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India and the use of the mark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reput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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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쟁점
①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외에;198)
② 원고의 상표가 인도 내에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어야 하고;199)
③ 피고의 상표 사용에 정당화 사유가 없어야 하며;200)
④ 그 사용이 부당한 이익의 취득으로 이어지거나 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해치
게 되는 경우;201)
상기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상표 희석화라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법원은 상기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표
희석화를 인정할 수 없으며,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사실로부터 희석화 행위가 추정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202) 결국 상표 희석화의 요건 심사는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이었다.203)
인도 법원은 먼저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영국 판례에서 비롯된 인도 대법원
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204) 이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인정에는 비교되는 두 상표 간
거의 동일하거나 극히 흡사한 정도의 유사성이 요구된다.205) 그런데 원고의 나마스테
로고는 문자와의 결합상표로 등록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 시에도 위에 제시된 그림에서
처럼 “WELCOMEGROUP”이라는 문자 등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206) 이에 인도 법원은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apart from the similarity of the two marks (or their identity)......
......his (or its) mark......has a reputation in India......
......the use of the mark without due cause......
......the use (amounts to) taking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reput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Importantly, there is no presumption about trademark infringement, even if identity of the two marks is
established, under Section 29 (4).
The plaintiff has to fulfill a more stringent test (than the deceptive similarity standard) of proving identity
or similarity, where trademark dilution is complained.
Amritdhara Pharmacy v. Satya Deo Gupta AIR 1963 SC 449.
There must be a near identification of the two marks or they must have the closest similarity.
......the plaintiffs‟ mark is not a “stand alone” mark; it is used with the words WELCOMGROUP, or the
name of the resort or service. Moreover, the plaintiffs‟ mark is part of the overall marks and devices which
are used in relation to each hotel, restaurant, resort or service it offers, to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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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와 비교하여야 하는 대상이 원고의 나마스테 로고부분이 아니라
전체 등록상표 또는 사용상표라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비교되는 두 상표가 전체적 외관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흡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07) 인도 법원
은 나마스테 로고가 공중접객업 분야에서는 고유의 시장을 표시하는 다른 식별표지와
함께 사용되어야만 하는 틀에 박힌(stylized) 표장이라고 판단하였고,208) 그렇기 때문에
인도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논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인도 법원은 그 다음으로 나마스테 로고의 주지ㆍ저명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인도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나마스테 로고 자체가 주지ㆍ저명하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인도 법원이 보기에 공중접객업 분야에서 식별력이 취득되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WELCOMEGROUP” 브랜드일 뿐이고
그와 분리된 나마스테 로고까지 주지ㆍ저명한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설사 나마스테 로고가 주지ㆍ저명성을 취득하고 그 영향력이 공중접객업 분야를
넘어 다른 고급 상품 분야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라도 그러한 영향력이
중고가 담배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209) 원고가 담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피고의 담배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낮은 가격을 책정
한 다른 가격대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인도 법원은 이를 원고가 나마스테 로고를 공중접객업에 대해서만 사용하였고
원고의 나마스테 로고가 사용되는 분야와 피고의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가 사용되는
분야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다는 보는 근거로 삼았다.
인도 법원은 피고의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 사용에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
사용이 부당한 이익의 취득으로 이어지거나 원고의 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해치
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210) 법원은 뒤집힌 “M”자형 도형과 “Marlboro” 문자가
207) Considering the overall marks or logos, without cataloging minutely the similarities or dissimilarities, this
court discerns no “identity” or “similarity” in the overall presentation of the two.
208) ......the plaintiff‟s mark, in relation to hospitality industry, is a stylized logo, which has to be juxtaposed
with another mark, which, the materials on record prima facie suggest, has its own distinctive market.
209) However, though the “aura” of the W-NAMASTE mark may go beyond the niche hospitality services, and
could extend to other luxury goods, there is nothing suggestive that such association extends to mid to
high priced cigarettes.
210) 선례에서도 이 두 가지 요건은 동시에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에서는 Amritdhara Pharmacy v. Satya
Deo Gupta AIR 1963 SC 449 사건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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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병기되어 있는 말보로 기본 로고를 피고가 말보로 페스비벌 팩의 뚜껑 부분에 도형문자 좌우 병기 형태로 변형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도 법원이 보기에
이는 피고가 기존 다른 제품군의 포장 뚜껑에 적용하여 왔던 말보로 기본 로고 변형
사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인도 법원은 말보로 페스티벌 팩의 전면에도
문제가 된 로고 아래쪽에 “Marlboro”라는 문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피고의 상표 사용에 정당화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 또한 원고가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도 법원이 보기에 이상의 사실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원고의
요건사실 입증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아가 인도 법원은 이러한 사실이 피고
가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상표
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해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인도 법원은 결론적으로 분별력 있는 소비자라면 피고의 제품 포장을 접하였을 때에 원고
의 나마스테 로고를 연상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상표 희석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소명이 피고의 말보로 페스티벌 팩 로고 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주제어

희석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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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메인네임

1. 야후인디아 사건211)
1) 사실관계
야후(Yahoo Inc, 이하 “원고”라 한다)는 “Yahoo!”에 대한 상표권자이며 “yahoo.com”에
대한 도메인이름 권리자로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아카시 아노라
(Akash Anora, 이하 “피고”라 한다)는 “yahooindia.com”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
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받아 원고와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국가별로 그의 서비스 제공 국가를 표시하는 서로 다른 도메인네임을 등록받아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
고가 제공하는 인도 내 서비스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인도
법원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Yahoo!” 상표 및 “yahoo.com” 도메인이름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명성
과 영업권이 체화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상표 및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함으
로써 피고의 상품과 서비스가 원고의 것으로 보이게끔 사칭(passing off)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세계 여러 나라에 서로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지역 특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인도에 특화된 인터넷 콘텐트를 찾는 사람들이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원고의 사이트가 아닌 피고의 사이트로 유인되는바, 이는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의 잠재적 고객을 가로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
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행위 역시 불법 무단점유
(cyber-squatters)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12)
211) Yahoo!, Inc. vs Akash Arora & Anr, 1999 IIAD Delhi 229, 78 (1999) DLT 285.
212) 피고의 항변 중에는 “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의 적용범위 및 대상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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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사항
인도 법원은 사칭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확고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누구든
지 그가 영위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이 영위하는 사업인 것처럼 믿어지게끔 하는 방식으
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칭 금지의 법리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213)
이러한 원칙은 선례에서214)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었다.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널리 알려진 이름과 충분히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
여 영업응 하고 있어서 일반 공중의 상당수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 또는 원고
의 사업부나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는 사칭행위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215)
원고의 등록상표 “Yahoo!”가 인도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상표이고, 그 상표에
법적 보호가치 있는 영업권 및 명성이 체화되어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 가능하였다.216)
한편, 불법행위로서의 사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원고의 손해 또는 손해
의 가능성이 필요한데,217) 인도 법원은 이 사건의 양 당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
서 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혼동 및 기망에 대한 명백하고 커다란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218)
“Yahoo”의 뒤에 붙어있는 “India” 부분은 원고의 주장대로 서버가 위치한, 또는 특화 콘텐
트가 제공되는 지역적 범위에 해당하는 나라 이름 또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도메인이름과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서로
이 글의 주제 및 맥락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하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를 다루지 아니한다.
213)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action is that no man is entitled to carry on his business in such a way as
to lead to the belief that he is carrying on the business of another man or to lead to believe that he is
carrying on or has any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carried on by another man.
214) Monetary Over seas Vs. Montari Industries Ltd., 1996 PTC 142.
215) When a defendant does business under a name which is sufficiently close to the name under which the
plaintiff is trading and that name has acquired a reputation and the public at large is likely to be misled
that the defendant’s business is the business of the plaintiff, or is a branch or department of the plaintiff,
the defendant is liable for an action in passing off.
216) 앞서 분석한 “야후 스택 사건”의 사실관계를 참조하라.
217) 앞의 각주 112)를 참고하라.
218) If the two contesting parties are involved in the same line or similar line of business, there is grave and
immense possibility for confusion and deception and, therefore, there is probability of sufferance of damage.
In this case also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have common field of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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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인도 법원의 판단이었다.
인도 법원은, 최소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칭의 모든 요건이
입증되고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신청한 대로 피고에 대해 침해의 임시적 금지를
명하였다.
주제어

도메인 네임, 사칭행위

2. 라디프닷컴 사건219)
1) 사실관계
레디프커뮤니케이션(Rediff Communication Ltd., 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7년 1월
6일부터 통신 사업 및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온라인 미디어 회사였다. 원고
는 1997년 2월 8일에 “rediff.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아 이 사건 시점까지 사용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직전 2개 년도에 각각 Rs. 0.31 크로어 및 Rs. 1.93 크로어의
총매출액을 기록하였다는220) 사실 등을 통해 “rediff.com”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사용자
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이름에 영업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버부스(Cyberbooth,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99년 1월 31일 “radiff.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받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1999년 3월에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받고 거기에
“RADIFF ONLINE”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데
에는 일반 공중에게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모그룹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라고 믿게
하려는 명백한 사칭(passing off)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219) Rediff Communication Ltd. vs Cyberbooth & Anr., 1999 (4) BomCR 278.
220) “크로어(crore)”는 1,000만을 의미하는 인도의 숫자 단위이다. 현재의 한화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310만 루피는
약 4,900만 원, 1,930만 루피는 약 3억 3백만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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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홈페이지>221)

<피고의 홈페이지>222)

221) https://indiancaselaws.files.wordpress.com/2015/07/rediff.png, 2018.10.18. 최종접속.
222) https://indiancaselaws.files.wordpress.com/2015/07/radiff.png, 2018.10.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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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사항
원고는 인도 법원에 피고가 “RADIFF”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표장이나 인터넷 도메인이
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영구적 침해 금지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로, 피고는 “REDIFF”와 “RADIFF”가 그
외관 및 칭호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혼동이나 기망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하는 동시에 “RADIFF”는 “급진적”, “근본적”이라는 의미의 “radical”에서 첫 3글자를, “정
보”를 뜻하는 “information”에서 첫 1글자를, “미래”와 ”자유”를 의미하는 “future” 및
“free”에서 각기 첫 1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의미도 “REDIFF”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 역시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피고는 원고의 “REDIFF” 도메인이름에 명성이 체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였
다. 또한 셋째로, 피고는 도메인이름은 단순한 인터넷상의 주소에 불과할 뿐이어서 인터
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 및 그 정보 편집 방식에 따라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므로 “rediff.com”과 “radiff.com”사이에 혼동이나 기망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다
고 항변하였다.223)
인도 법원은 여러 선례를224) 언급하며 도메인이름은 단순한 인터넷주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표와 도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 자산이라고 보았다.225) 그리
고 사칭 사건에서 법원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에게 혼동 또는 기망을 야기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226) 인도 법원이 보기에 “REDIFF”와 “RADIFF”는
두 번째 영문 철자 하나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철자는 모두 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극히 유사한 상표였다.227) 원고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원고가 높은
223)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가 “언론(web newspaper)” 사이트에 가까운 반면 자기 웹사이트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를 주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 제공 정보의 내용 및 웹사이트 게재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단
들어와서 보면 양자의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Thus the ‘look and
feel’ of the plaintiffs’ website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defendants website.
224) Yahoo. Inc. v. Akash Arora, 1999(19) P.T.C. 201 외 3개의 선례를 언급하였다.
225) What emerges from these authorities is that the Internet domain names are of importance and can be a
valuable corporate asset. A domain name is more than an Internet address and is entitled to the equal
protection as trade mark.
226) the real question in each case is whether there is as a result of mis- representation a real likelihood of
confusion or deception of the public and consequent damage to the plaintiffs.
227) 인도 법원은 두 상표 또는 도메인이름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까지 보았다.;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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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기록하여 왔다는 점 등에서부터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명성이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웹사이트를 통해 유사한 성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적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228)
인도 법원은 나아가 피고가 “RADIFF”를 “RAdical, Information, Future, Free”의 머리글
자를 딴 조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다.229) 인도 법원이 판단
하기에 피고가 “RADIFF”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유일한 목적은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명성
에 부당편승하려는 것뿐이었다.230) 일단 기망의 의도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추가로
혼동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231) 피고의 수요자 기망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원이 그 의도가 실현되어 실제 수요자 기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그러한 추정에 기초하여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232)
이로써 피고의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인도 법원은 원고의 “rediff.com”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피고가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주제어

228)
229)

230)

231)
232)

도메인 네임, 사칭의 의도

can be no doubt that the two marks/domain names. “RADIFF” of the plaintiffs and ‘RADIFF’ of the
defendants are almost similar.
In the instant case both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have common field of activity. They are operating
on the website and providing information of similar nature.
To my mind, the explanation given by the defendants makes no sense inasmuch as the defendants want
me to believe that from the alleged phrase “radical” information, future, free”, the word “RADIFF” was
coined.
I am prima facie satisfied that the only object in adopting the domain name “RADIFF” was to trade upon
the reputation of the plaintiffs’ domain name.; 인도 법원은 피고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Once the intention to deceive is established, the Court will not make further enquiry about likelihood of
confusion.
If it is found that man’s object in doing that which he did was to deceive that he had an intention to deceive
the Court will be very much more ready to infer that his object has been achieved, if the facts tend to show
that, that is the case and to say that his intention to deceive ripening into deceipt gives ground for an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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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Ⅰ

중국의 부정경쟁방지 관련 정책

중국에서 시장질서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
督管理总局)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4월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인해 설립
되었으며, 기존에 시장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던
‘국가공상관리총국(SAIC)’의 폐지로 인해 시장질서의 보호 및 규범화 업무가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으로 이관되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 거래,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하며, 가격 관련 위법행위, 부정경쟁, 위법 직매, 다단계, 상표권 침해, 위조품 제작
및 판매 등에 대한 조사 처리를 지도한다.
또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부서는 국무원이 발표하는 중ㆍ장기계획에 따라 단기간
단속활동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23일, ‘13ㆍ5 시장 관리감독 규획(“十三五”市场监管规划)’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획은 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성ㆍ기초성ㆍ전략성 규획으로, 제13
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에 경쟁 집행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계획은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에 중국의 시장 환경은 다소 개선되었으
나, 위조품, 허위광고, 해적판, 가격 위법행위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
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특히 동 규획에서는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 등의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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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표,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및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
권을 보호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규칙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관점의 시장질서 유지계획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구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은 다양한 집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Ⅱ

집행부서의 법집행 활동

1. 2018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 방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8개 기관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검망행동’을 실시하여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233) 유관기관은 ‘검망행동’ 기
간동안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처리하고,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의 관리감독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방안은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부처간 연석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 시장
관리감독의 새로운 상황ㆍ임무ㆍ요구에 적응하며 관리감독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검망행동의 실시를 통해 인터넷 권리침해 및 위조, 신용도 조작, 허위 광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인터넷시장의 위법문제를 억제함으로써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인터넷 시장의 경쟁질서 및 소비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인터넷 경영주체의 자격을 규범화하여 경영활동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웹사이트 등록,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인프라에
233) 동 방안 시행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공업정부화
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중앙인터넷안전 및 정보화위원회(中
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우정국(邮政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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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의 제조 및 인터넷 판매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특히 유아
이유식 등 주요 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수출입 과정
에서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의 조사처리 수준을 강화한다.
셋째,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악의적 등록, 가장 매매, 허위
평가 등을 통해 타 경영자가 오인을 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넷째, 인터넷 허위 홍보,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능, 가격, 용도, 유효기간 등에 대한 정보 기재를 규범화하며,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
는 상품 설명, 상품 표준, 상품 가격표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2.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
法)’의 시행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집행 중점행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행동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상거래, 농촌시장, 의약, 교육 등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 뇌물, 허위광고, 인터넷 부정경쟁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반부정당경쟁법 제6조, 제9조, 제18조, 제21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고,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한다. 산업 선도기업,
저명상표, 영향력 있는 상호, 과학기술 집약형 기업의 영업비밀, 농촌시장, 시 외곽지역
의 ‘대형 시장’ 등에 혼란을 주거나 허위광고 행위, 일용품, 주류 등 상품에 대해 ⅰ)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상품명,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으
로 사용하는 행위, ⅱ)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기업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
위, ⅲ) 타인의 등록상표를 기업명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중의 오인을 야기하여 부정경쟁
을 구성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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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부정당경쟁법 제7조, 제19조 등 규정에 따라 의약, 교육 분야의 상업 뇌물 조사
를 통해 시장환경을 정비 정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매매, 교육에 관한 공공기관ㆍ기
업ㆍ비영리기관 등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 분야에서 거래 상대방의 직원,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개인, 직권을 이용하거나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금품 또는 기타 수단으로 뇌물을 제공함으
로써 거래기회를 얻거나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셋째, 반부정당경쟁법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영역의 허위광고 행위 조사를
통해 공평한 경쟁질서를 수호한다. 인터넷 영역의 ‘매출 과장’, 허위의 상품 또는 경영자
신용평가, 직판 영역에서의 허위광고 행위,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해
ⅰ) 경영자가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량, 이용자 평가, 수상이력 등을 허위로 표기
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상업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 ⅱ)
경영자가 위장거래 등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도록 돕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3. 부정경쟁행위 단속활동 실시
부정경쟁행위 단속활동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시절부터 전개되었다. 국가공상행정관
리총국은 2015년 ‘부정경쟁행위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위조 상품
판매행위 단속 및 불법 다단계 마케팅,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상표침해 행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2015년 단속활동에서는 대형 재래시장 및 도매 상가에서 노인과 어린이와 같이 분별
능력이 약한 자를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마케팅 활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 기업과 판매원 및 다단계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을 통한 다단계 판매조직 모집 등 위법 행위를 엄벌하였다. 또한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표 침해, 허위광고 등 위법한 판매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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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 개정
2018년 6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올림픽 표지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234)
동 조례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되는 ‘올림픽 표지’를 중국 경내에서 개최하는 올림픽과
관련된 표지로 하고, 그 권리자를 중국 경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조직기구
로 규정하였으며, 페럴림픽 관련 표지에 대한 보호는 동 조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권리자는 올림픽 표지를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공고해야 하며, 상업
목적으로 올림픽 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권리자는 사용허가계약 시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35)
또한 올림픽 표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기간 만료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올림픽 표지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올림픽 표지 전용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벌 수준을 강
화하여 올림픽 표지 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시켰다.
한편, 동 조례는 올림픽과 관련된 요소를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올림픽 표지
권리자와 협찬 또는 기타 지불관계에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는 부정경쟁행위
를 구성한다고 보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의 심화개혁방안에 근거
하여 2018년 제13기 중국 전인대 제1차회의는 중국의 당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통
과시킨 바 있다. 이번 중국 국가기구의 개혁 방안 중에 외국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영문명칭,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234) 중국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됨.
235) 관련 정보란 올림픽 표지의 종류, 피허가인, 사용을 허가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사용기간, 사용 지역 범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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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upervision “SAMS”)의 설립이다. 이 개혁방안에 따라 이미 2018년 3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간판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신설된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이 같은 날 설립되었고 2018년 4월 10일 정식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초대 국장에는 최근까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장 겸 당서
기를 지냈던 장마오가 임명되었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위
이번에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 검
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와 반독
점법 업무,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신고(기업결합신고) 관련 반독점법 업무,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 사무처 등의 업무를 종합하여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구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주요한 업무는, 시장의 종합적인 감독관리, 시장주체의 통일적
인 등기와 정보공시와 공유 시스템의 수립,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집행 업무
의 조직, 반독점법에 대한 통일적 법집행, 시장질서의 규범화와 보호, 품질강국 전략의
실시, 공업제품의 품질 안전, 식품안전, 특수설비 안전의 감독관리 업무, 통일적인 계량
표준, 검수검측, 인증인가 작업 등이다.

2.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통일
기존의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삼두마차”라 하여 국무원 반독점법 위원회의 조율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상무부(반독점국), 국가발전과개혁위위원회(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국)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반독점과 반부정당경쟁법집행국)에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
여 왔다. 이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에 관한 통일된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존의 부서들의 역할을 모두 흡수하여 반독점
법 집행업무를 통합해서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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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관할
약품의 감독관리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
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하여, 이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할하게 되었다. 국
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이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관리업무, 국가품질감독 검수검역총국
의 원산지 지리 표지 관리 업무를 종합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재편하여, 국가시장감
독관리총국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건설, 상표, 특허, 원산지 표지의 등록등기와 행정심판, 상표,
특허 관련 법 집행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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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베트남

Ⅰ

베트남 경쟁법 개정

1. 정책배경
2018년 6월 12일, 베트남은 2004년 경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법 개정안(이하 ‘신
경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를 다
루고 있는 2004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 사이에 존재하던 불일치 문제를 제거한다.

2. 주요내용
1) 부정경쟁행위
2004년 경쟁법과 그 하부 규정(Decree No. 71 / 2014 / ND-CP 등)의 약점은 다른
법률에도 존재하는 부정경쟁 관련 조항과 중복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04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사이버 스쿼팅 행위, 오도 된 상표 표시
사용, 대리인에 의한 상표의 무단 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 혹은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어떠한 집행 메커니즘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혼란을 겪었다.
이에 신 경쟁법은 이미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명시
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신 경쟁법은 경쟁법과 다른 법 간에 부정경쟁 규정에
있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다른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 경쟁법이 시행되면 권리자는 지식재산권법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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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비밀 침해행위
신 경쟁법은 새로운 법적 용어인 “사업상의 비밀(bí mật trong kinh doanh)”을 도입하여
“사업상의 비밀”의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사업상의 비밀”의 정의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 용어는 이미 지식재산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영업비밀(trade secret)”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신 경쟁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으므로 “사업상의 비밀”이라는 용어가 지식재산권법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의미인
지 또는 완전히 무언가 새로운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향후 정부는 신 경쟁법
시행을 가이드하기 위해 decree를 시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decree에서는 “사업상
의 비밀”이라는 용어의 개념 및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법원 관할권
기존의 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비 계약상의 손해에 대한 해결을 민법에 위임한
다. 특히,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손실을 보상하여야 했다.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에서도 비 계약상의 손해 보상에 관한 분쟁은 민사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부정경쟁행위를 손해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평가해야만 했다.
반면, 신 경쟁법은 더 이상 민사법을 부정경쟁행위를 다루는 법적 도구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사 법원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지배 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려는 일으키고 있다. 다만, 경쟁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회피하지는 않고 있다.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the Law on Promulgation of Legal Documents)에 따르면,
법이 다른 법률에서 언급 된 규정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민법은 이미 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 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다루는데 있어 법원의 권한을 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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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할 것이다.
4) 기타 변경 사항
신 경쟁법은 독점 금지 및 부정경쟁 관행의 해결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인 국가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를 설립한다고 명시하였다. 반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그러한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각 당국이
권한을 갖는다. 이를테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기업은
지식재산권법에 명시된 행정집행기관, 민사법원 또는 중재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신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가 부정경쟁행위를 집행하는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기간은 최대 60일이며 추가로 45일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오직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전반적으로 신 경쟁법은 수 년간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던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 간의
규정 중복 및 불일치 문제를 없애는 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법규가 실제로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강제실시권이나 “사업상의 비밀”과 같은 내용에 있어 더욱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Ⅱ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개정

1. 정책배경
2018년 1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2016년 6월 30일에 공표한 지식재산권법
Circular No. 16/2016/TT-BKHCN(이하 시행규칙 제16호)이 발효되었다. 개정된 시행규
칙 제16호는 베트남 국내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지침 문서로서,
기존의 시행규칙 No. 01/2007/TT-BKHCN(이하 시행규칙 제01호) 산하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특히 기존의 시행규칙 제01호 산하의 67개 항목(points) 중 거의 49개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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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변경하는 개정안이므로 베트남 국내의 지식재산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다. 또한, 그동안 국제 지식재산체계와 충돌하여 발생하던 몇몇 문제점 및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국제 동향에 맞추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내용
개정 내용은 대체로 베트남 특허청(NOIP)에서 특허, 등록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기타
IPR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심사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내용은 크게 변화되는 바가 없으나, 지식재산권법 제130
조에서 상표의 부정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상표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지상표의 인정 - Point 42.4
상표를 ‘주지 상표(well-known mark)’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제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집행, 반대/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 등록기관 - Point 37.5a 및 37.5b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는 조직/기관의 유형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3) 이의제기권 – Point 15.7.a(iii)
신청인이 상표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요소에 관한 NOIP의 등록거절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신청인은 통보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4) 국제출원에 관련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대한 대응 – Point 41.6.d
예를 들어, 마드리드출원을 한 사안을 NOIP에서 거절한 경우, 신청자에게는 개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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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에 따라 NOIP의 잠정적 거절에 대응할 수 있는 3개월과 이후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NOIP의 거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만이 주어졌다.

Ⅲ

베트남 형법 개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 정책배경
2016년 7월 1일, 2015년판 새로운 형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형법이 도입되면서 등록상
표 및 여타 지식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되었다. 개정 형법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및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상표 및 부정경
쟁행위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으로 인해 도입된 주요 변화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주요내용
1)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최초로 법인(개인이 아닌 법인(juridical persons)의 의미)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부과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 사례에 적용된다.
• 위조 상품을 제조 및 매매한 범죄(Article 192)
• 위조 식품, 식료품 또는 식품 첨가제의 제조 또는 매매 범죄(Article 193)
• 위조 근치 의학 또는 예방의학 약물의 제조 및 매매 범죄(Article 194)
• 위조 동물 사료, 비료, 동물용 약품, 식물 방역 약품, 식물 변종 및 동물 종의 제조
및 매매 범죄(Article 195)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범죄(Article 225)
• 산업재산권 침해 범죄(등록상표 및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Article 226)
법인에 적용되는 형사적 책임의 예로는 범칙금 부과, 영업 일시 정지, 영업활동 금지
처분 및 자금 조달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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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등록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직 범죄를 대상으로 강력하고 효율적
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위조 상품을 제조 및 매매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저작권, 등록상표 및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관련된 범죄 척결에도 유리한 조치이다.
2) 위조상품 및 권리침해상품 범죄 기준의 변경
위조상품 및 권리침해상품의 제조 및 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2015년 개정 형법은 전보다
새롭게 낮아진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 위조상품

현금 가치로 약 $89(USD) 또는 그 이상에 상당하는 위조 상품을 제조 및 매매한 것만으
로 위조 상품의 제조/매매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나. 권리침해상품

기존 형법에서는 등록상표 또는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를 “상업적인
규모로”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만으로 산업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었다. 다만 이
조항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침해 행위가 “상업적인 규모”라고 간주해야
할 시점을 정하기 위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2015년 개정 형법에서는 “상업적인 규모로”라는 구절을 삭제하였고, 산업재산
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아래와 같은 한도를 제시하였다.
• 침해자가 약 $445(USD)를 넘는 불법적인 이윤을 취득한 경우
• 침해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소유자에게 약 890달러(USD)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권리 침해 상품의 현금 가치가 약 $890(USD)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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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

Ⅰ

부정경쟁 방지 관련 동향

인도에서 부정경쟁의 방지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적용되어 왔던 판례의 원칙을 수정하거
나 변경하려는 국가 정책적 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의 상표법 역시
다른 다수 영미법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처혼동 유발 행위 등 영업표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정 유형의 부당한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보아 제한하던 데에서 상표에 체화된
“영업권”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논리를 전환하는 과정에 대륙법계 국
가에서와는 달리 성문의 상표법 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포섭하는 경우가 엿보인다.236) 그렇다면, 아직 뚜렷한 정책
동향이 감지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인도에서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관련 부정경
쟁행위의 일부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추가 포섭함으로써 미국과 유사한 부정경쟁 법제도
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에서 부정경쟁방지 관련으로 뚜렷하고 명확한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영업비밀 보호 관련으로는 최근 10년 사이에 영업비밀보호법 성문
화 시도가 몇 차례 있어 왔고, 특히 영업비밀 보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효율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하나로
선언한 문서가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인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정책
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국가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36)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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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기술혁신법 초안237)

인도에서는 2008년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국가기술혁
신법 초안을 입안하였던 적이 있다. 국가기술혁신법은 “미공개 정보, 영업비밀 및 기술혁
신의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비밀유지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이를 성문화” 하는 것을
그 입안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238)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은 제6장에서 다루고 있는
데,239)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외에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비밀유지 의무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240)
◦ 이미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정보, 독립적으로 취득한 정보 및 법원에 의해 공개가 명하
여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비밀정보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241)
◦ 침해금지 청구 외에 침해 예방 청구 역시 가능함을 명시242)
237) THE NATIONAL INNOVATION ACT OF 2008.
238) ......codify and consolidate the law of confidentiality in aid of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rade
secrets and Innovation.
239) Chapter VI. Confidentialit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Remedies and Offences.
240) THE NATIONAL INNOVATION ACT OF 2008 §9 (Confidentiality arising from non contractual relationships)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equitable considerations may also create rights to maintain and obligation
as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nd rights to prevent disclosure or release into the public domai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y any third party who has received such information other than with the consent of a
complainant.
241) THE NATIONAL INNOVATION ACT OF 2008 §11 (Exceptions to Misappropria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not have been misappropriated where:
(a)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was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or
(b)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has been independently derived by the alleged Misappropriator, or by
any third party from whom the alleged Misappropriator received the information; or
(c) where disclos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held to be in public interest by a court of law;
242) THE NATIONAL INNOVATION ACT OF 2008 §12 (Preventive or mandatory injunction restraining
misappropria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1) A court shall grant such injunctions, including interim, ad interim or final injun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restrain actual, threatened or apprehended Misappropria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2) A court may vary or vacate an injunction granted under sub-section (1) in the event tha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question is found to fall under any of the categories described in clause (a) to (c) of
Section 11.
(3) In the event a complainant secures an interim injunction against an alleged or apprehended
Misappropriation and is later found not to have been entitled to such relief for failure to establish any
of the grounds essential to securing interim relief, or where the issue relating to which interim relief
was initially secured, is eventually decided against the complainant, then such complainant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efendant for actual losses arising as a direct result of the interim relief earlier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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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243)
◦ 선의행위자 면책제도 도입244)
이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종래 영미법 이론들을 성문화하여 재판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법원의 재량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요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와 그 이용자 사이에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들 사이의 이익 균형
을 도모하고 법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의 범위 등에 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기기술혁신법은 아직 정식 인도 법률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
태 또한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한다.245)

(4)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injunction may stipulate conditions for future use upon payment of
a reasonable royalty for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use could have been prohibited.
(5) The Appropriate Government shall provide its machinery, including police and local administration, to
aid and assist in implementation/enforcement of any injunction granted or other direction passed by
a court under sub-section (1).
243) THE NATIONAL INNOVATION ACT OF 2008 §13 (Mandatory damages on proof of breach of confidentiality)
(1) Where a Misappropriator has utilized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s directly or indirectly responsible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falling into the hands of a third party or into the public domain,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elect to receive anyone of the following
(a) such mandatory damages not exceeding the limit as may have been notified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s under Section 15 (c), which sum shall be recoverable as a contract
debt; or
(b) such damages as may have been agreed upon b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or
(c) actual damages as may be demonstrated, including consequential losses;
(2) In addition to damages provided for in sub-section (1), where a Misappropriator is found to have acted
with willful or malicious intent,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not more than three times the
mandatory damages provided for in Section 15 (1) (a) and costs including attorney fees.
(3) Subject to the requirements for securing grant of interim relief, a court may require an alleged
Misappropriator to pre - deposit upto 10 percent of the damages claimed by the complainant as und
244) THE NATIONAL INNOVATION ACT OF 2008 §14 (Immunity for acts done in good faith or purporting to be
so done) No legal proceedings or any other claim or action, shall lie against any person for anything done
in good faith under this Act or the Rules and Regulations made thereunder.
245) https://www.loc.gov/law/help/tradesecrets/india.php, 2018. 10. 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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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지식재산권정책

한편 2016년 5월 12일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공업정책진흥
과(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국가지식재산권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이하 “NIPRP”라 한다)이 인도 내각(Union Cabinet)
의 승인을 얻었다.246) 인도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가기술혁신법 초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중 최소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단일화된 성문의 법령
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16년 NIPRP는 바로 직전 해인 2015년
10월 29일 인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도-미국 간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진 후속 조치로서, 인도 내에서는 이로써 드디어 영업비밀보호법의
성문화 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실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247)
NIPRP는 사회 전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일반인들이
인식하게끔 만들고248)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249) 권리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법을 정비
하는 것 등에250)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법제 정비의 목표는 강하고 균형 잡힌 법제가
지속적 혁신 흐름을 촉진하고 지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으로서,251)
국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목표이다.252)

246)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olicy of India 2016,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247) http://rnaip.com/wp-content/uploads/newsletters/june-2016/trade-secrets-law-in-india-soon.html, 2018.
7. 6. 최종접속.
248) Objective 1, IPR Awareness: Outreach and Promotion - To create public awareness about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of IPRs among all sections of society.
249) Objective 2, Generation of IPRs - To stimulate the generation of IPRs.
250) Objective 3, Legal and Legislative Framework - To have strongand effective IPR laws, which balance the
interests ofrights owners with larger public interest.
251) It is an acknowledged fact that a strong and balancedlegal framework encourages continuous flow
ofinnovation and is among the bare necessities tofuel a vibrant knowledge economy.
252) India recognizes that effective protection of IP rights is essential for making optimal use of the innovative
and creative capabilities of it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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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때로는 필요한 경우 법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므로,253) 이를 위하여 국가적 필요 및 우선순위와 조화되도록 법률을 계속
하여 정비하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서,254) 그 과정에 지식재산권법 운용 및 집행 관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인 틀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255)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인도 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현행 지식재산권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256)
◦ 국제 조약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인도에 이익이 되는 다자조약에는 적극 가입
하고 활동257)
◦ 특히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국제적 보호 관련 회의에는 적극 참
가258)
◦ 선진국으로부터의 친환경 기술 도입 활성화259)
◦ 지식재산권 집행 및 관리 측면에서 명확화ㆍ간소화ㆍ능률화ㆍ투명화 및 기간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ㆍ가이드라인ㆍ절차서 및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260)
◦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현행 법 적용의 적절성 및 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 제안261)
253) ......it becomes necessary to carry out legislative changes, as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254) For this purpose, stakeholder consultation shall be done to keep the laws updated in consonance with national
needs and priorities.
255) The legal framework may also be utiliz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IPR laws.
256) Review existng IP laws, where necessary, to update and improve them or to remove anomalies and
inconsistencies, if any,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257) Engage constructively in the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examine accession to some multilateral treaties which are in India’s interest; and, become
signatory to those treaties which India has de facto implemented to enable it to participate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258) Continue to engage actively and constructively in the deliberations at various international fora to develop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TK), Genetic Resources (GR)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
259) Pursue transfer of clean technology and know-how from developed countries to India, as p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UNFCCC,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s of reducing anthropogenic emissions of GHGs
and support actviti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260) Review and update IP related rules, guidelines,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clarity, simplification,
streamlining, transparency and time bound processes in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IP rights.
261) Undertake an in-depth stud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and extent of applying the existing laws to
protecting TK, GR and TCE, and to propose changes required,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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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영화예술법(Indian Cinematography Act, 1952) 개정을 통한 불법복제 형사처
벌 조항 마련262)
◦ 미래의 정책 발전을 위한 중요 연구 분야 확인263)
- 지식재산권법 사이, 지식재산권법과 타법 사이 법제간 연구264)
-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법 사이 접점 연구265)
- 특허와 생물다양성 등 지식재산권 관련 파장이 큰 소관업무를 갖는 부처를 위한
가이드라인266)
- 영업비밀 보호267)
◦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이전 등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대한 쟁점 연구268)
이처럼 NIPRP가 미래 정책 발전을 위한 주요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영업비밀을 명시하
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같은 영미법 국가인 미국에서와 같이 영업비밀 보호 관련
판례법 원칙을 성문화하는 작업이 조만간 기대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Ⅳ

인도 영업비밀 보호의 전망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 협정의 부속협정인 무
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라 한다)에서도 회원국들에게 미공개정보의 보호 가능성
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69) WTO/TRIPs에서도 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영업비
262) Indian Cinematography Act, 1952 may be suitably amended to provide for penal provisions for illegal
duplication of films.
263) Identfy important areas of study and research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such as (the list is indicative,
and not exhaustive):
264) Interplay amongst IP laws; and between IP laws and other laws to remove ambiguities and inconsistencies,
if any;
265) IP interface with competition law and policy;
266) Guidelines for authorites whose jurisdictions impact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IPRs such as Patents
and Biodiversity;
267) Protecton of Trade Secrets.
268) Examine the issues of technology transfer, know-how and licensing relating to SEPs on fair and reasonable
terms and provide a suitable legal framework to address these issues, as may be required.
269) WTO/TRIPs Section 7: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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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 법적 체계 내에서 보호될 수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며, 반드시 영업비밀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보호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에 종래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보를 통한 공개 및 등록을 필요로 하는 지식재
산권과 달리 영업비밀은 비공개 및 비밀 유지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제도적
기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전달받은 자가 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민사에 관한 보통법 및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270) 그런데 2015년 인도-미국 간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2016년 10월 인도-미국 간 무역정책포럼에서도 영업비밀 보호의 명확성
문제는 또 다시 중요한 논제가 되었고, 인도 대표단은 인도의 영업비밀 보호가 보통법적
접근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면서도 매우 강력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재차 피력하였는데, 그럼에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그들의 영법비밀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과 정책을 인도 정부가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였다고 전해진다.271)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서 그 가능성과 보호범위 및 구제수단 등을 가장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보호대상, 요건 및 구제수단 등을 성문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인도-미국 간 무역정책포럼에서 표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법조
1. In the course of ensuring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s provided in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 (1967), Members shall protect undisclosed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nd data submitted to governments or governmental agenc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2. Natural and legal persons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information lawfully within their control
from being disclosed to, acquired by, or used by others without their consent in a manner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10) so long as such information:
(a)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c)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3. Members, when requiring,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pharmaceutical or of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which utilize new chemical entities, the submission of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the origination of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 shall protect such data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In addition, Members shall protect such data against disclosure, except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or unless steps are taken to ensure that the data are protected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270) 1989년 GATT 회의록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271)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protecting-trade-secrets-india, 2018.10.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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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 시에 영업비밀 교과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점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될 것이라는 점 등이었는데, 여기에서의 “다양한 접
근”에는 지금까지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결실을 맺지 못하였던 영업비밀보호법의 성문화
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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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기술발전과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질서로 규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
의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20년만에 개정되며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2조 일반조항 적용 내지 사법해석으로 해결
하였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판례
가 발전하여 개정법으로 반영된 판결들을 담았다. 특히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는 최고인민
법원 등 판례에서 제2조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여 법원 간 판단이 상이하여 법적 안정성
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율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일반조항에서 그 보호대상을 경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까지 확대
하고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의 목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통한 건전
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이다. 하지만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의
역할은 그동안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 보호
에서 발휘되었다. 이에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부정경쟁행위 유형에서 아예 상표 침해를
삭제하여서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위법행위 제재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행정규제의 강화도 질서유
지라는 취지를 뒷받침해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며 반부정당경쟁
법 행정집행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책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행활동을 실시하여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관한 중국 국민의 인식제고를
꾀한다.
2018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이후에 아직 신법에 따른 많은 판례가 쌓이지는 않았으나,
중국 정부의 집행활동은 꾸준히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실시 상황
을 살피고, 중국 법원의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에 따라 중국에서 부정경쟁행위 침해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과 경쟁
법 간에 중복된 조항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자 및 집행기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
는 등 법 체계가 통일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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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2018년 6월, 경쟁법의 개정으로 양 법 간의 중복 조항을 제거하였고, 경쟁법
과 타 법이 충돌하는 경우 타 법을 우선시 한다는 법률관계를 명시하였으며, 경쟁법
집행기관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한 법률 및 집행기관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쟁법에서는 사업상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영
업비밀이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양자의 개념이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 성격
을 가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한계점들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 법률과는 별도로 법률의 하위 시행령
(Decree) 또는 시행규칙(Circular)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이 존재하므로, 향후 공표될 경쟁법 시행령 등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
인 정비를 꾀하고 있는 반면, 아직 관련 판례는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의약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패키지(포
장)과 관련한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또는 도메인네임의 해적행위의 2가지 분야에 대하여
소송이 치우쳐져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상표의 희석화나 무단사용,
허위광고, 아이디어 탈취 등의 쟁점에 대하여도 법적 판단기준을 정립해나가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은 2017년 기준으로 지식재산 무역수지가 중국을 추월할 만큼 지식재산분야의
주요국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와 NOIP에서도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동향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베트남 경쟁법 및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ㆍ개정 상황과 정부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
가 있다.
인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판례를 보면 인도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는 영미법계 국가로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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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영국 및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도에서의 판결에 적용되는 법적
원리 역시 영국이나 미국의 선례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과 미국의 판례가 직접적으로 인도 판결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인도에서의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인도 법원이 영미의 판례 이론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기준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 법원은 많은 경우에 영국과 미국의 선례를 “배경 및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상표 사용자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
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인도 판례 중에서는 전통예술 모티프 생활용품 사건이272) 대표
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인도에서 오히려 법적 예측가능성의 손상 내지 법적 안정
성의 훼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예술 모티프 생활용품 사건에서 인도 법원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원고의 디자인등
록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신규성273) 및 비용이창작성을274) 갖춘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디자인보호법 역시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신규성외에 비용이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275) 그
런데 전통예술 모티프 생활용품 사건의 원고의 디자인, 특히 “팔콘”의 경우는 디자인과
제품 간 결합에 진짜로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 회화 기법의
전통예술표현물을 새로운 제품인 쿠션 커버에 적용하였으므로 그 디자인의 신규성은
물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지의 제품인 쿠션 커버에 전통예술표현물을 그대
로 적용한 후 약간의 배경 처리만을 부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의 또 다른 요건인 비용
272)
273)
274)
275)

Eicher Goodearth Pvt. Ltd. v. Krishna Mehta & Ors., CS(OS) 1234/201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THE DESIGNS ACT, 2000 §4 A design which- (a) is not new or original; or
(b) has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anywhere in India or in any other country by publication in tangible
form or by use or in any other way prior to the filing date, or where applicabl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 is not significantly distinguishable from known designs or combination of known designs; or......shall
not b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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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작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디자
인등록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면 원고의 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선언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아니하였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원고의 디자인 등록
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경우에도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야후 스낵 사건의276)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야후(yahoo)”는 피고의 항변대로 “신이
나서 외치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로 사전에도 기재되어 있는 단어이다.277) 피고가
“yahoo”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다른 글자
체로 그 색상 조합 역시 권리자의 사용 양태와 다르게 하여 본래 사용하던 출처표시
“Everest”와 병기해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고에게 “yahoo”
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사실상의 독점권을 인정하여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닐지 음미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영자들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용되는 법 제도를
선호한다. 더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고
싶어하고, 이는 그 리스크가 법률적 리스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말해, 어쩌다
가 한 번씩 매우 강하게 주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법적 보호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로 예측 가능하게 주어지는 적당한 보호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정보
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와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 사이에서의 이익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도에서 이따금씩 선고되는 권리자에 유리한 판결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법률적 예측
불가능성으로 다가오고 법률적 리스크를 높게 인식하게끔 하는 사건에 다른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속해 있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
밀 보호가 독립된 성문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문제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인다. 영미법의 특유한 개념인 “형평의 원리” 내지 “신뢰의 원칙”
등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우리 기업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개념일 것이며, 부정경쟁 사건
276) Yahoo! Inc. v. Sanjay Patel And Ors., CS(OS) 949/2015.
277)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en&entryId=056e6568af884d7a8364e2ab4aaa6946, 2018.10.1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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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영미법상의 “영업권” 개념 등은 우리 기업들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성문화는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
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법적 문제 대응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인 CEPA”라 한다)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 한-인
CEPA는 2009년 8월 양국이 정식 서명하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양자
협정으로, 그 실질은 양국이 일정 기간 내에 상호 관세를 철폐 또는 대폭 감축하여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한-인 CEPA 논의 당시에도 이미 인도에서
는 최소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성문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
도 한다.
다만 우리와 인도 사이에 다음 단계의 양자 간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그때에
인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의 성문화 문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미국과의 사이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인도 내부에서도
관련 법제의 성문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보
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인도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으면서도,
인도에서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제의 성문화를 적절히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건설적 협의가 포함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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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부록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부록

부록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수정. )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ㆍ보호하며,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에 있어서 자율(自願)ㆍ평등ㆍ공평ㆍ신의성실의 원칙을 따
라야 하며,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당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는 상품의 생산 및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이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영리조직을 의미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당경쟁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무원은 반부정당경쟁 업무조율체제를 확립하고 반부정당경쟁 중대정책을 연구ㆍ결
정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ㆍ처리한다.
제4조 현급(县级)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기타 부서가 조사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은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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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직은 해당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법에 의거한 경쟁을 규범화하고
유도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
제6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한 혼동행위를 하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핵심명칭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
(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 주요부분, 웹 사이트 명칭, 웹 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타인의 상품인 것으로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
하게 하는 행위.
제7조 경영자는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 상대방의 직원;
(2)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단위 또는 개인;
(3)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활동 중, 명시적인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 할인대금을 지불하거나 중개
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경영자는 거래상대방에 지불한 할인대금과 중개인에
게 지불한 수수료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할인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은
경영자도 성실히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경영자의 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경영자가 해당
직원의 행위임을 증명하는 증거 및 해당 직원의 행위가 경영자의 거래기회 또는 경쟁
우위 도모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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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영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대해 허위
선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업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들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적 광고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
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
나 개인이 전 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업비
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
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제10조 경영자가 경품판매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상황이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품의 종류, 당첨 조건, 상금의 금액 또는 경품으로 제공되는 제품 등 경품판매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당첨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거짓의 상품추첨 또는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경품판매를
하는 경우;
(3) 추첨식 경품판매에서 최고경품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제11조 경영자는 허위정보, 오도성 정보를 날조ㆍ유포하여 경쟁상대의 상업적인 신용ㆍ
명예와 상품의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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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영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이 법의 각
조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인터넷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및 파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행위;
(2)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를 오도, 기만하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수정할 것을 강요하거나, 닫거나, 삭제하게 하는 행위;
(3)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환되지 않게 하는 행위;
(4) 기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 및 파괴하는 경우;

제3장 부정당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13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
(2) 조사대상 사업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유관 단위, 개인에 대해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대상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
(3)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 있는 계약서, 장부, 영수증, 문건, 기록, 업무서한 및
기타자료의 조사 및 복사;
(4) 부정경행행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봉인, 압류;
(5)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은행계좌 조회
전 항 규정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제4호, 제5호 규정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구역 내
시급(市级)이상 인민정부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허
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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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즉시 사회에 공개
해야 한다.
제14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할 경우, 조사받는 경영자나 이해관계
인, 기타 유관 단위 및 개인은 관련 자료 및 정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검사부서 및 그 직원은 조사과정 중 알게 된 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위나 개인은 감독검사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고, 감독검사부서는 신고 접수 후 반드시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신고접수 전화, 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실명의 제보자가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얄려주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1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
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
한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
위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확정한다. 손해배상액금은 경영자가 권리 침해행위의 정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
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제18조 경영자가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혼동행위를 한 경우, 감독검사부서에서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상품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
상일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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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경영자가 등록한 기업명칭이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명칭변경등록
을 해야 한다; 명칭 변경 전, 기존에 기업등록을 한 기관은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기업명
칭을 대체한다.
제19조 경영자가 이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감독검
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 경영자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광고를 하거나, 허위 거래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광고를 방조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경영자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허위광고 게재에 해당될 경우, <중화인민
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21조 경영자가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
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이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경영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 상대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손상시킨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와 영향제거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경영자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및 파괴할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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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
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를 적극적
으로 제거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등 법적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위법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26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해
야 한다.
제2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담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재산으로 지불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우선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8조 감독검사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사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시정할 것을 명하고, 해당 개인에게는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
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감독검사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부
정행위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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