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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최근 상표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벗어나 상표제도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해치는 상표의 사용,
상표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로운 창작은 장려하되, 권리가 남용되지
않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
ｏ 상표제도의 본래적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
정적 외부효과를 발현하므로 상표권자-경쟁자-소비자 사이의 적정한 한계에 대한 검토 필요
ｏ 공정한 지식재산 문화 정착을 위해 상표권이 정당하게 사용·거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되, 타법과의 관계 및 상표법의 본질을 고려하여 상표법 영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를 모색
□ 본 연구는 ① 상표의 사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의 상표권 계약 및 거래에 적합한 상
표법과 그 밖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 ②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상생문화 확산 및 정당한 상
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제언, ③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정당한 상표제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상표권과 관련한 불공정 이슈 검토
□ (상표권의 출원·사용에 관한 문제)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한 사례를 ① 보편적·일반적 관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사례와 ② 특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불공정 이
슈를 유형별로 정리
□ 보편적·일반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 유형
ｏ (악의적 상표출원) 국외 유명상호·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 국내 사업예정자에 대한
합의금 편취수단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행위, 국내에서 유명세를 가진 명칭·상호와 동일·유
사한 상표의 선출원
ｏ (국내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표장에 대하여 국내·국외의 권리자를 달리하
는 경우, 법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개인명의 상표권으로 이전·양도하는 경우
ｏ (상표권의 이전, 상속 관련 문제) 상속세 면탈을 목적으로 한 상표권 이전행위,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어 상속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ｏ (상표의 불사용) 자신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표권 사용허락 계약에서 상표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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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 지속성
없는 단발적 영업을 상표권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ｏ (상표권 사용료) 상표권 사용료는 계약의 영역에 있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업계의 일반적인 통계나 수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판례 및 일부 선행문헌 등을 통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의 공시를 통해 공개
□ 특수관계에서의 상표권 관련 문제
ｏ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과 상표권의 문제
- (프랜차이즈 상표의 사적 보유) 프랜차이즈 상표를 오너 및 창업자 등 개인명의로 보유하
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나, 2018년 특허청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에 대한 출원심사를 강
화함에 따라 대부분 근절
-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미보유 등) 가맹본부가 상표권 없이 가맹점사업주를 모집한 뒤에 종
국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경우, 타 상표권자와 법적 분쟁 등으로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ｏ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문제
- (지배주주의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 대주주나 경영진이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상표권
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터널링 성격의 사익편취 행위, 상표권의 사익편취에 따른 업무
상 배임죄 여부
-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문제) 상표권의 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지주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지주회사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
용료의 적정한 산정기준의 문제
□ 상표와 관련한 문제의 인식과 한계
ｏ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따른 한계
- 등록주의 하에서는 하자있는 등록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는 소정의 절
차에 의하여 등록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권리로 인정
-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상표제도가 왜곡될 위험성 및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한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는 등록 당시와 존속 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을 기대하
고 있으나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현실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는 상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택일하여
야 하나, 등록주의 체계 내에서 사용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미할 것인지 가치판단이 필요
ｏ 상표법상 사용의사 확인제도와 한계
- 선출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출원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
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출원인이 상표 사용
의 사실 또는 사용의사의 부재,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그 사용의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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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으나, 상표법상 법인이 상표를 소유하여야 한
다는 규정이 없어 심사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꼼수 등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표
권 등록권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부재
- 또한 상표의 양도 및 존속기간의 갱신 시에는 사용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될 수 있음
ｏ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제한과 한계
- 현재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안과 관련해 일반적·획일적 기준이 부재하고, 사적자치의 원칙
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통상 당사자 간의 협의(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형태, 계
약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관계처럼 반드시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관계에서 고율의 상표
권 사용료를 수취하거나 상표권 사용료를 지주회사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표법상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움
- 상표권 사용료의 구체적 산출방식이나 사용요율은 ① 계약 당사자 간의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② 업종에 따라 일률규정이 어려우며, ③ 공개된 경우라도 유형분석 또는 통상
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 시장에서의 객관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이 존재

3. 상표와 관련한 타법 규정 검토
□ 공정거래법상 상표 관련 이슈
ｏ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무체재산권 등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
로 제공하는 경우의 문제
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집단을 특정하여 세
부 유형별 금지행위를 규정, 상표권을 비롯하여 산업재산권의 이용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게 특별히 유·불리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
ｏ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를 점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편취 예방을 도모, 단 현재로선 상표권 사용거래가 사
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의 수취경위, 사용료의 적
정한 수준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 가맹사업법상 상표 관련 이슈
ｏ (정보공개서와 상표권) 정보공개서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및 주요사업의 표지에 대하
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①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②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③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만료일, ④ 가맹본부
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범위를 기재하도록 규정, 단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실관계만을 기재할 뿐,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식재산권(상표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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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정보의 제공행위와 상표권)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
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①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ｏ (가맹사업과 로열티의 책정) 로열티에 통상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로열티
는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영역이나 초기 가맹금, 차액 가맹금, 수요의 불
확실성,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의 역량 등 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
재하여 상표법상 사용료와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없음, 단 로열티의 산정요소나 방식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산정의 참작요소로 활용 가능
□ 세법상 상표 관련 이슈
ｏ 세법상 상표권 사용료를 특정하여 평가하는 규정은 부재하나,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이 존재
ｏ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당사자 요건), ② 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객관적 요건),
③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결과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
□ 형법상 상표 관련 이슈
ｏ 대표이사의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회사에게 상표권을 이전했는지 여부
가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임
ｏ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
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일률
적으로 배임죄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형법상 배임죄 여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표권의 사용료 수준과 산정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 소결
ｏ 상표권은 현대사회에서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법
역에 걸친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ｏ 특히 법인의 상표권 문제는 공정위 등에서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상표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타 기관의 역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표권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행위태양의 성격상 상표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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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및 상표사용과 관련한 국외동향 검토
□ 미국
ｏ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 사용주의를 채택하여 등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 상표 가치의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표권자를 판단
하고 상표권자와 사용자를 일치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입법적으로 구비하여 국내와 동일·
유사한 문제 상황의 사례는 희박한 편
- 양도 등을 통하여 진정한 상표권자가 아니게 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상표등
록이 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
- 상표사용선언서 제출제도, 상표권과 영업의 분리양도 금지조항 등 상표법상 부의 부당이전
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
- 등록상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국내 사용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시사점을 부여
ｏ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 셔먼법, FTC법, 클레이튼법 등 다수의 경쟁법에 대하여 FTC와 DOJ가 그 권한범위 내에
서 집행, FTC법은 불공정경쟁 및 기만적 거래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셔먼법은 거래제
한적 행위와 독점력 남용, 클레이튼법은 기업결합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함
- FTC법은 규제대상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상표권 남용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국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나 제재조항은 부재
ｏ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 가맹사업에 관한 오랜 역사에 기반, 각 주를 중심으로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규율하고
있으며, FTC에서 가맹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FTC 규칙은 정보공개사항 중 상표
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FTC 규칙 중 상표관련 사항으로, 상표에 관한 일반적 사실 관계, 특허청의 등록 여부, 등
록되지 않았을 경우의 규정, 소송계류 등의 경우에 대한 기재사항, 가맹사업에 관한 중요
한 사항에 대한 공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
□ EU
ｏ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 기본적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며, EU 개별국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거나, EUIPO에
EU 상표로 등록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
- 일반적 원칙에서 정직한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되는 제3자의 표지 또는 표시의 사용
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상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정책 및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상표의 등록 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의 평판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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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표의 등록제한, 무효의 절대적 사유로서 신청자의 악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악의
적 상표출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참고할 만함
ｏ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조항을 규정, 부당한 공
동행위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목적과 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거래
관계에서의 상표권 거래행위 또한 그것이 경쟁제한의 목적 또는 효과를 일으킨 경우 금지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 경쟁법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직접적 규정이나 언급은 부재하며,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 판단에서 남용의도(주관적 요소)를 중요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용의사
에 따른 상표권 사용행위가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
ｏ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 상대적으로 가맹계약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별도의 프랜차이즈 규정을 가진 국가는 8개
국에 불과,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별로 지식재산권(상표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와 비교하였
을 때 특별히 상이한 점은 없음, 단 이탈리아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에 로열티의 산정 및
지불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점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됨
□ 중국
ｏ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 2019년 4차 개정에서 ‘악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출원 등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시사
- 등록출원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악의적 상표 선점의 금지,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의
거절,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및 소송에 대한 제재,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에 대한
제한 등 부정한 목적을 강력히 규제하고 하는 동향이 존재
- 상표법뿐만 아니라 전리법에서도 성실신용의 원칙의 준수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워 산업재산권
전반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을 시사
ｏ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 및 기타 하위법령으로 구성
- 상표권 남용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하나, 산업재산권 남용행위 규제에 대한 중
국 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상표권 남용행위가 반독점법 등 규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ｏ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 기본적으로 무체재산권이나 영업시스템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한을 보유함이 원칙
-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분쟁
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것을 권장

- vi -

□ 일본
ｏ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 우리나라와 상표법 체계가 매우 유사하며, 상표권 남용사례 역시 유사한 형태로 제기·적용
되나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판례가 누적, 단 상표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한 이전에
대한 논의는 희박한 편
- 상표법의 경우 타법 대비 권리남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남용
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 등록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이 화체되어 있지 않고, 상표권이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제3
자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 부정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권자가 오로지 특정
목적을 위해 상표권자가 된 경우 등에 대해 상표권 남용을 인정
ｏ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 독점금지법의 규제대상에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이용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유형 중 거
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은 특수관계인 간의 상표남용행위와 유사
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
ｏ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 대비 특이한 부분은 찾
아볼 수 없음

5. 공정한 상표제도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 상표법제 개선방안 제언
ｏ (상표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관한 재고찰) 공정한 상표제도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상표법
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목적조항의 개정 또는 기본원칙의 신설 제안, 기존의
목적 중 수요자의 이익보호에서 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하
게 목적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ｏ (상표법 제34조 개정방안)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2호를 신설, ‘타인을 기만하거나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반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을 명시, 현행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상표 그자체가 부정할 경우 제한하나, 새로이 제안하는 사항
은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며 EU의 악의의 출원의 규정에 해
당, 단 제22호가 현행 제4호와 경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22호의 신설 대신 제
4호 규정을 보다 폭 넓게 해석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ｏ (상표법 제119조의 개정방안)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사유로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해 공정
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입될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상
표권 남용 금지의 선언적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 또는 사용 등의
제한을 두는 방안, 권리남용 규정을 근거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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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는 규정을 검토
ｏ (더블트랙 출원제도의 신설방안 검토) 상표출원인이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와 장래에 사용할
경우를 구분하여,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상표법 절차를, 출원상표를 사용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원등록과 사용등록의 2단계에 걸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ｏ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한 개선 검토) 불사용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한 사용의 요
건으로 형식적인 사용이 아니어야 하며, 정당한 사용인지의 여부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등 정당한 사용의 개념을
실무에 맞도록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파악하도록 개선
□ 상표심사기준 강화방안
ｏ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을 위한 증거제출 강화) 상표사용계획서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통하여 사용의사를 확인, 악의의 출원을 방지하는데 기여
□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ｏ 실제 거래계에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양하며, 상표법에서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황, 타법이나 기술거래 로열티
등을 토대로 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기준
으로 작용할 수는 없음
ｏ 상표권 사용료를 상표법 체계 내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우나, 통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의 사용권 설정등록 과정상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수
집, 업계 내에서 납득가능한 사용료의 범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 차
원에서 사용권 등록 등의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료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 및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 요청
ｏ 특수관계인 간의 상표권 사용거래의 경우, 상표권 산정방식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 등에서 요율이 아닌 최소한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 등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적절한 산정방법을 구성함에 있어 특허청과 공
정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 진행
□ 상표권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ｏ 상대적 약자인 개인, 소상공인 등의 상표권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 입장에서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ｏ 가이드라인에서 제정 및 주요내용, 상표와 관련한 기초사실 정리,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기초사실 정리,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상표권 사용료의 책정,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시의 주의점, 상표권 사용계약서 샘플
등일 제시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적 개선방안
ｏ (계약지원 플랫폼) 보다 직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상표권 사용계약 Tool이 포함된 플랫
폼 형태의 사용계약서 지원,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하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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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함으로서 장기적 관
점에서 공정한 상표제도의 형성에 기여
ｏ (공정한 상표제도 수립을 위한 인식제고 및 협의체 신설) 상표와 관련한 각 이해당사자(대
기업, 중소기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 특허청, 유관기관)의 입장이 각기 상이하므
로 상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 논의의 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직접관계자 이외의 소비자들이 상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사업을 수행
ｏ (관계부처 협력방안-가맹계약상 상표관련 공정성 제고방안)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내 상
표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여부 검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유형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추가사례의 발굴 및 제언, 가맹거래에서 활용되는 정보공개서에서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정비를 위한 제언 및 협력 방안 모색 등
ｏ (국제협력방안) 악의적인 상표선점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국가 상호 간 상표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공유 및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화, 국내기업 대상 상
표출원 인식제고 사업 실시 및 진실한 상표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공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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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며,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상표는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대 사회에
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상표의 중요
성과 가치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상표로 대표되는 ‘브랜
드(brand)’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삼고,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1)
역사적으로 상표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가 특정하는 상품의 제조자나 소유자 등
의 출처를 알도록 하고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상표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었으나.2) 현대사회에서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
라 상표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전달하거
나, 유통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가지게 하는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표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벗어나 상표제도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상표의 사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국내에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자에게 합의금 편취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기간에 유명세를 얻은 캐릭터나 상호 등을 선등록하는 행위 등 등록주의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3) 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등록주의의 단점
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을 개정해왔으며, 이에 일부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상표권의
남용 및 사익편취행위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1) 브랜드(Brand)와 상표(Trademark)의 사전적 의미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
한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라면, 브랜드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 그룹의 제품
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써
브랜드 속에 상표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제로 브랜드가 몇 가지 상표에 의해 보호되면 브랜
드의 관리는 필연적으로 상표법을 포함하게 된다.
2)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도서출판 글누리, 2006, 3면.
3) 상표법상 등록주의는 상표출원 시 상표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표권의 발생·유지·소멸을 형식
적인 등록원부에 기재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 편리함이 있으나, 악의적인 등
록이나 사용의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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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없이 상표권 사용료만을 수취하기 위한 등록이나 양도를
실시하거나 지배적 주주나 오너(owner)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상표 사용료를 부당하
게 수취하는 현상들도 문제시 되고 있다.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개인회사에
상표권을 귀속한 후 계열사로부터 부당한 상표 사용료를 수취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명 가맹업체 대표들을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기소하였으며, 공
정거래위원회(이하에서는 ‘공정위’라 한다)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
하여 특수관계인에 유리한 사업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허청에서도 프랜차이즈 회사가 상표를 출원할 경우 프랜차이즈 법
인이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등록주
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상표법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기에 상표권 사용료는 권리자가 스스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
한 사용료 수취가 사익편취라는 견해 및 다양한 입장별 애로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상
표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지주회사4)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지주회사가 설정한 각 수수료의 기준이 정당한 수준에
이르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권 사용료의 조정
을 통해 세금 탈루 여건을 조성하거나, 특정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상표제도의 본래적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편
부정적 외부 효과를5) 낳을 수 있는 바, 현대사회에서 상표권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상표법 체
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이해되
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속해 있으나 특허권이나 저작권과는 구별된다. 특
허권과 저작권은 창조된 것에 대하여 창조자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지
4)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
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
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5)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cs)라고도 하며,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손
실을 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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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역사적으로 상표권은 저작권이나 특허권과는 다른 권리였으며, 비록 상표의 창
작에도 많은 노력이 포함된다고 하나 특허나 저작권과 동일하다 볼 수 없다. 상표
는 노동이나 창조적 행위 또는 발견과도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
전이나 예술의 진흥과도 관련이 없다.6) 상표권은 상거래 행위와 관련되어 존재하
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질적으로 그 등록만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달리 말하면 등록만 한다고 해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7) 나아가 상표의 재산권성의 확장에 대한 부작
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의 근본 목적은 소비자 보호이지만 강한 상표를 인정한
다면 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생기업
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
상표의 기원과 현대적 의미를 재검토하여 상표권자와 경쟁자, 그리고 소비자의 권
리 사이에 적정한 한계(fine line)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다시금 검토함에 있어서도 타법과의 관계 및 상표법의 본
질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상표법, 더 넓게 산업재산권법은 합법적인 독점을 허
용하는 것이 본질이며, 이러한 권리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
정거래법 등의 경쟁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련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상표법의 영역에
서 해결가능한 방법과 타법(특히 경쟁법) 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상표제도 내에서 권리자와 이해관계자가 자유로운 경쟁질서 내에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상표가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상표법의 본질에 어긋나는 상표의 사용을 방지하고, 새로운 형태
로 발생하는 상표권의 남용이나 사익편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6) US constitution Art 1. §8.
7)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볼 국외동향 중 미국 상표법의 형성원리의 주된 흐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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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구성
사회변화로 상표의 가치 및 상표를 사용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법의 공백을 이용하거나 편법적 사용, 또는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들
의 법사상과 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표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표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상표권을 본래의 상표법상 본래의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
위, 상표권 남용행위의 유형 및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으나 상표와 관련하여 문제
가 된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상표권
남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기존의 상표권의 남용 이론에서 벗어나는, 또는 상표
법상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유형(예: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행위, 상표권
사용료의 과다 수취)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다.
제3장에서는 상표권의 남용 및 사익편취 등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 행위 등은 주로 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등의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 경우 공정위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고 있
다. 이러한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법의 개정 또는 상표제도와의 조화, 협
력, 해결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국외 주요국에서의
상표관련 규정 및 가맹거래법, 경쟁법 등을 폭넓게 살피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
와 유사한 사례의 검토 및 대응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해
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선 문제점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상표제도를 남용하
는 사례에 대하여 상표법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보고자 한다.
특히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로서, 상표권자와
사용자 간의 상표권 사용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상표법이나 정
책적 개선을 통한 개선방안 및 유관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함으
로써 보다 공정한 상표제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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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표권과 관련한 불공정 이슈 검토

I. 기초사실 정리
1. 상표의 본질과 문제제기
가.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법 제1조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그 목적을 규
정하고 있다. 즉,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궁극적
인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상표보호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한다고 하
는 데에 특징과 입법목적이 있다. 문제는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모순 내지 충돌되는 경우 어느 목적을 우선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상표가 가지는 경제적 기능 및 그 밖의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해
석하여야 하는가이다. 상표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8) 때문에, 상표의 가
치와 의미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상표의 또 다른 목적이 도출
되거나 보다 중요한 기능을 강조해야할 필요성이 요청될 수 도 있다.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는 출처
표시, 정보제공, 품질보증, 신용표지, 광고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선호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와 다른 상품이나 서
비스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출처표시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통하여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정보교환을 활성
화하고 광고를 용이하게 해주기도 한다.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표는 구매결정
시 품질과 출처에 관한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표사용자의 입
장에서는 상표의 신용표지로서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자신의 상표가 나타내는 신
8) 정상조 편저, 「상표법 주해 Ⅰ」, 박영사, 2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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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와 명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의욕을 가지도록 기능하게
된다.
한편 상표법은 상표를 통해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기업의 신용을 보호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신용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러한 신용을 상표법이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해석의 논쟁이 되고 있다.9) 또한 상표사용자의 신용보호는 표현
의 자유 또는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에
서, 얼마만큼의 신용을 보호해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현대 상표법의 큰 화두가 되
고 있다.10)
마지막으로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와 함께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법 목
적의 두 가지 축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출처혼동의 방지를 통한 수요자의 이익보
호는 상표법의 기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법 탄생의 배경이고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의 기능과 목적이 소비자 보호인지 또는 상표권자 보호인지
문제는 상표권의 법리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상표권자 보
호가 주된 목적이라면 상표권의 배타성이 강하게 보호되고, 소비자가 보호에 중점
을 두는 경우라면 상표의 침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배타성이 다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나. 경쟁법과 상표법의 관계
현대의 상표법은 상표를 재산권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상표를 상품의
사용에 독점하는 권리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가
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9)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Trademarks and Consumer Search Coasts on
the Internet, 41 Hous. L. Rev. 777(2004)
10) 정상조 편저, 앞의 책, 15면.
11) 예컨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적인 사용(descriptive use)은
소비자 기망이 없기 때문에 타인상표를 설명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침해로 볼 수 없으나, 상표
권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소비자 기망이 없더라도 설명적 사용이 상표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그 타인의 상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어느 관점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상조 편저, 앞의 책(‘[제2조 전론
(前論)] 상표의 개념’, 나종갑 작성 부분), 92-93면.

- 6 -

위하여 경제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12) 수정자본주의 원칙에 의
하여 국가는 경제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상표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의 규제와 조정 권한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불공정경쟁법(law of unfair competition, 우리
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의미이다), 상표법은 모두 경쟁을 촉진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시장을 확립하고 경
쟁을 보장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면, 불공정경쟁법이나 상표법은 경쟁의 내용과 질
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13)
헌법상 자유경제질서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주체는 자유경쟁을 할 수 있지만, 불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 경쟁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불법행
위 책임 중 특정한 경우를 정하여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로 인정하고
있다.14) 결론적으로 특정한 행위(예컨대, 상표침해행위)가 문제될 때 특별법인 상표
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법 순으로 적
용이 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법이고 상표법이 특별법임을 인정하고
있다.15)
한편 경쟁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크게 ① 거대
자본의 경제력을 분산하여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② 시
장에서 경쟁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③ 배분적 효율성
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④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의 부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제
적 자유 보호의 관점은 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주체적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남용행위
를 규제하는 것이 경쟁법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거래
과정과 관련하여 수단과 방법의 불공정을 제거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의 거래상대
방에 대한 강요, 차별적 거래거절 등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12)
13)
14)
15)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정상조 편저, 앞의 책(‘[제2조 전론(前論)] 상표의 개념’, 나종갑 작성 부분), 26-27면.
정상조 편저, 앞의 책(‘[제2조 전론(前論)] 상표의 개념’, 나종갑 작성 부분), 30면.
대법원 1996. 5. 13. 96마2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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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경쟁법은 경쟁과정도 보호해야하지만 경쟁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16) 때문에 경쟁법은 독점시장17)에서 그 균
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독점력을 취득한 독점
사업자의 이윤극대화 가격책정행위는 경쟁법 위반이 아니나, 배타조건부행위, 끼워
팔기, 거래거절, 약탈적 가격설정 등 배제적 행위를 통한 독점화, 독점화 시도 및
독점화 공모는 경쟁법에 위배될 수 있다.18)
독점으로서의 상표는 다른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과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
업재산권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부터의 기대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
고, 특허권의 보상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혁신을 육성한다. 특허시스
템은 공적 공시를 요구하며 이것은 특허권의 예상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과
학과 기술정보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하지만 상표의 독점과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는 산업재산권과 같은 공적인 기여나 공공의 이익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지식재산권법에서 유일하게 존속기간 갱신을 통하여 무

제한으로 상표권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바,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상표권에 대한 지위는 굳건해지며, 상표의 사용자는 단순히 상표사용으로 이익만
얻으면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20) 결국 독점에 의한 남용이 경쟁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통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의 정당성과 부당성의 한계는 상표법
내에서 그 한계를 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다.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상표권
일반 재산과 비교되는 지식재산의 특징은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그 본질이 정신적 작용의 결과로서 이러한 정신적 작
용은 어떠한 표현수단을 통해야만 전달이 가능하게 되며, 비로소 지식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지식재산은 한 사람이 지식재산을 소비하여도 다른 사람이
16)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일, 2019, 23면.
17) 독점시장이란 공급자가 유일하고 시장진입이 봉쇄되어 있어 경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독점의 원인으로는 ① 통신, 전력, 철도, 가스, 수도 산업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자연독점산업, ② 특정 원료나 서비스의 소유권 독점, ③ 신약·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④ 의료·법
률·택시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진입제한 등이 있다. ; 김형배, 앞의 책, 46면.
18) 김형배, 앞의 책, 46면.
19)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6면.
20) 정태호, 상표권의 신용귀속과 사용료의 상표법상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공정한 상표제도 수
립을 위한 제1차 콜로키움」, 2020,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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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화를 소비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재산과 비교하여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지식재산의 경제적 특수성, 즉 지식재산의 비배제성은
공공재적 특성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규율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통
제권을 줄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인 취급에 차이가 존재하고 좀 더 넓은 입법형성
권의 부여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형성과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부
분의 지식재산은 일반적인 유체물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에서 생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천재에
의하여 기존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창작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 점점 드
물어지고 있고, 통상은 일반인에 의하여 기존의 창작에 약간의 창작을 보태는 정도
가 대부분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는 표현은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들이다. 셋
째, 지식재산은 그것이 많이 이용되어 주위를 환기시키게 되면서, 그 자체가 문화
적·정신적 시대상을 함께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여 사회적 관계
(sozialer Bezug)를 확대·․재생산한다.21)
일반 재산과 비교되는 성질이 존재하나, 상표권은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임은 분
명하기에 임의로 재산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상표법은 창작법이 아닌 표
지법의 성격을 갖기에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받는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도 ‘등록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22)으로서의 상표권은 헌법상 보호
되는 재산권에 속한다.’라고만 할 뿐 헌법 제22조 제2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다만 존속기간 갱신제도를 주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간 사용할수록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의 신뢰가 축적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상표권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취지에서라고 한다.23)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더라도 과연 보호의
방법과 정도가 재산권과 동일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정책적 결단’
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문제이다.24)

21) 이규홍,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한국법
학원, 2019, 186-187면.
22) 2003년 판결 당시 상표법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현행 제89조 (상표권의 효력)이다.
23)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바31.
24) 이규홍, 앞의 논문, 185면.

- 9 -

2.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가.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하는 바, 지정상품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점적 사용이란, ‘등록상표’
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것뿐 아니라 동일성이 있는 상표나 상품을 포함한다.25)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
용하는 권리 범위는 독점권의 효력에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
함한다.26)27)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 공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
및 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권리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
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
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하여
이전되고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품
질의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 등을 방지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28) 우리 상표법은 영업과 분리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
으며 다만 공유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표권의 이전에 대
해서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29)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상표권자 이외의 자에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

25) 동일성은 동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하 동일과 동일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아니
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6)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7) 정상조 편저, 「상표법 주해 Ⅱ」(‘제89조 (상표권의 효력)’, 나종갑 작성 부분), 박영사, 2018, 36-37면.
28) 정상조 편저, 「상표법 주해 Ⅱ」(‘제93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김병일 작성 부분), 박영사, 2018, 126면.
29) 상표권 이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상표권의 분할이전 시에는 유사한 지정상품을 수요자의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공유인 상표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불가하다. 이는 공
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유자간 신뢰관계와 자본능력 또는 영업의 경영능력의 변동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은 오직 이들
공공단체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양도가 금지된다. ④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으며,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업무표장은 업무
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으며, 증명표장 역시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 10 -

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권 제도’라 한다. 상표
법은 제96조에서 전용사용권 제도(exclusive license)와 제97조에서 통상사용권
제도(non-exclusive license)를 규정하고 하고 있다.30) 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
로부터 설정을 받은 제3자(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배타
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그 상
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
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31) 또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권도 청구할 수 있다.32)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33) 전용사용권과 같은 물권적 성격이 없는 것을 말한다.
통상사용권은 원래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권에 관하여 복수 존
재할 수 있지만, 계약에 의하여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사이에 그 통상사용권자
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다른 제3자에게는 사용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바 독점적 통상사용권과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사용권의 설정에 따라 상표권자는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달리
이야기 하면 사용권자의 주요한 의무는 사용료(로열티)의 지급의무이며 그 구체적
인 액수와 산정방식 등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상표법상의 사용권제도에 대하여는 다른 지식재산법의 경우와 달리 비판적 의견이 꽤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이러한 제도가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한 것이다. 즉 일
반 소비자는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한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이 상
표권자의 상품이라고 믿고 상품을 구입하였더니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그것보다 조악하여 결과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음
을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권제도를 두더라도 그러한 소비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붙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생산 환경의
변화로 전체적으로 상품품질의 균질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약화되었고, 자
유롭고 개방적인 사용권제도가 상표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중신하는 국제적 경향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상조 편저, 「상표법 주해 Ⅱ」(‘제95조 (전용사용권)’, 이해완 작성 부분),
박영사, 2018, 140-141면.
31) 상표법 제95조 제1항 및 제3항.
32) 만약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액으로 사용료를 정하여 전용사
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매상이 감소하더라도 상표권자에게는 사용료 수
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사용
료를 전용사용권자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상표권
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그 사용료 감소분에 상응하는 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정상조 편저,
「상표법 주해 Ⅱ」(‘제95조 (전용사용권)’, 이해완 작성 부분), 박영사, 2018, 148면.
33) 상표법 제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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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권의 제한
상표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나, 여타의 지식재산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
면이 있다. 상표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발생할뿐더러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었던 공중의 자원(기술명칭 등)에 대해서도 독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표법
은 공중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법 제90조와 같이 상표권의 한
계를 규정한 조정규정을 두고 있다.34)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범위의 확인규정
이자 예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성질상 본질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은 타법에 의하여도 제한받을 수 있다. 상표법은 독점을 창설하고,
공정거래법은 독점을 규제하는데, 양법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적용영역과 기능이
다르므로 양법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는 공
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상표권의 부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상표권의 남용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사적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
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에 어떠한 상표권의 행사는 사법상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상표권 남용은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
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
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볼 때 상표
권의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
34)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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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
로 하는 것은 아니다.35) 지식재산권 영역 중 특히 상표법 영역에서 특히 권리남용
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① 상표권이 발명, 디자인, 저작물과 같은 정신
적 창작행위가 없더라도 문자·도형 등을 임의로 선택 또는 결합하여 이를 출원함으
로써 권리가 취득된다는 점, ② 현실적으로 다수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한 채
로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빼앗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해외에서 해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거
나 또는 심사상 과오로 등록이 되어 원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등록권자가 수입판매금지 등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점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36)
또한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
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
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37)
또한 모방상표의 상표권 행사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
를 사용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계속 사용해
왔음에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영업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고
상당한 돈을 양도 대가로 요구한 점 등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
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
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8)

35)
36)
37)
38)

대법원
송영식
대법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40478 판결.
외,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8, 290면.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40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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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서 상표법의 본질 및 상표권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은 이하에서 제
시될 문제 상황에 있어서 그 논의의 범위를 정리하기 위함이다. 상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 상황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표의
사용, 즉 상표권을 행사함으로서 발생, 파생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단 악의가 의심되는 등록 역시 상표권을 행사를 염두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하에서 함께 살피도록 한다. 그리고 제시된 문제 상황들이 상표법상의 정당한 행
사인지 또는 불공정한 행위인지를 파악한 후에 상표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찰할
때 상표법제 내에서 해결가능한 문제인지를 판단해보면서, 상표제도 내에서의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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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표권의 출원·사용에 관한 문제들
1. 악의적 상표출원
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
하여 국내에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자에게 합의금 편취수단으로 상표권
을 등록하는 행위 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등록이
상표권의 남용이나 부정경쟁행위임이 인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에까지 이어져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 1

국외 유명 상호·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

국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자
에게 합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디지털 시장의 확대, YouTube 등 개인
미디어의 확장, 기존 커머스 플랫폼 이외에 소셜 마케팅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와 달리 특정 상표에 대한 인지도나 저명도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사례를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그런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계획이 없거나, 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틈타 권한없는 자가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사례] 국외 요식업 브랜드 ‘Shake Shack’의 출원/등록 관련39)
Ÿ 대상상표
:
[동일상표 출원 시도 1]

Ÿ

출원인 : SSEIP LLC

Ÿ

출원일자 : 2010. 5. 7.

Ÿ

우선권 주장일자 : 2010. 3. 5.

Ÿ

법적상태 : 등록(2011. 12. 27.)

Ÿ

대상상표 :

Ÿ

출원인 : 권○수

Ÿ

출원일자 : 2010. 4. 14.

Ÿ

법적상태 : 거절

Ÿ

거절사유 : 법 제8조 제1항

[동일상표 출원 시도 2]
Ÿ

대상상표 :

Ÿ

출원인 : 강○웅

Ÿ

출원일자 : 2014. 7. 14.

Ÿ

법적상태 : 거절

Ÿ

거절사유 : 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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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외 요식업 브랜드 ‘에그슬럿’의 출원/등록 관련
[동일상표 출원 시도]
Ÿ

대상상표 :

Ÿ

대상상표 :

Ÿ

출원인 : EGGSLUT HOLDINGS LLC

Ÿ

출원인 : 이○윤

Ÿ

국제등록연월일 : 2016. 8. 8.

Ÿ

출원일자 : 2016. 11. 7.

Ÿ

우선권 주장일자 : 2016. 4. 9.

Ÿ

법적상태 : 거절

Ÿ

법적상태 : 출원

Ÿ

거절사유 :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부
정한 목적 상표사용)

[사례] 국외 요식업 브랜드 ‘인앤아웃’의 출원/등록 관련
[동일상표 출원 시도]

Ÿ

대상상표 :

Ÿ

대상상표 :

Ÿ

출원인 : 인-앤-아웃버거즈

Ÿ

출원인 : 이○규

Ÿ

국제등록연월일 : 1991. 12. 2.

Ÿ

출원일자 : 1996. 11. 8.

Ÿ

법적상태 : 등록

Ÿ

법적상태 : 포기

유형 2

국내에서 유명세를 가진 명칭·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선출원

국내에서 단기간에 유명세를 얻은 대상이나,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역
등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상호 등을 모방한 악의적 출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먼저 화제가 되었던 ‘펭수’ 상표의 출원·등록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펭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 ‘자이
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는 EBS를 시청하는 어린이와 학부모
를 대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크게 없었던 편이다. 하지
만 2019년 9월 중순 방영된 EBS 육상대회 영상이 커뮤니티 등에서 큰 인기를 끌
게 되면서 해당 영상을 기점으로 펭수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다.40) 이에 EBS는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2019년 11월 20일에 출원하였으나, 이보다

39) 사례의 대상상표는 대표되는 상표만을 제시한 것이며, 복수의 대상상표 및 복수의 동일상표 출
원 시도가 존재한다. 이하 사례 모두 동일하다.
40) 펭수-나무위키 검색결과 참조, <https://namu.wiki/w/%ED%8E%AD%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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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펭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2019년 11월 13일에 ‘펭수’와 ‘자이
언트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
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자,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대
리한 ○○특허법률사무소 측은 2020년 1월 17일 EBS 실무진과 만나 상표출원 전
부를 취하했으며, 상표권의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하
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41)
[사례] 국내 유명 캐릭터에 대한 악의적 출원시도 사례
[동일상표 출원 시도]
Ÿ

대상상표 :

Ÿ

출원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Ÿ

출원일자 : 2019. 11. 20.

Ÿ

법적상태 : 출원

Ÿ

대상상표 :

Ÿ

출원인 : 정○성

Ÿ

출원일자 : 2019. 11. 13.

Ÿ

법적상태 : 출원(거절의견통지)

펭수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출원은 다시 이어졌다. 2020년 10월
5일 서울에서 덮죽 프랜차이즈((주)올○○○코퍼레이션)가 개업하였는데, 이는 그보
다 앞서 방송된 TV 예능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
란이 발생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유명세를 탄 제3자와 동일한 메뉴를 내세워 프
랜차이즈를 개업하고 유사한 상표권까지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등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원조 식당의 경우 대표 메뉴인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그리고 사
업장 명칭인 ‘THE 신촌’s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나, ‘덮죽덮
죽’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았었다.

41) 이지영 기자, 펭수 상표권 논란 종지부…출원인 측 EBS 만나 상표출원 전부 취하, 중앙일보 2
020. 1. 22. 기사 참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68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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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에서 유명세를 가진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 사례
원조 식당의 상표권 출원 현황

원조 식당의 상표·메뉴와 유사한 타 출원 현황

*해당 출원은 2020.11. 기준 KIPRIS에서 검색 불가

물론 널리 알려진 상품의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보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제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사후적인 구제 이전에 악의가 명
백한 출원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악의가 추정되는 출원이나 등록은 우리나라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42) 상표법상 등록주의는 상표출원 시 상표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표권의 발생·유지·소멸을 형식적인 등록원부에 기재에 의거하
여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 편리함이 있으나, 이러한 등록주의의 시스템
을 악용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가 다른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시도하는 것이
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실사용자와 소유자를 완벽하게 일치할 수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물론 이러한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이 개
정되어 왔으며, 일부 사용주의요소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계속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43)
42) 상표권 체제는 크게 등록주의 체제와 사용주의 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등록주의
는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였고, 사용주의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1949년의 제정 상표법에서 사용주의를
채택한 바 있으나, 1958년 상표법 개정 시 등록주의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3) 다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표에 대하여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
과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상표의 경우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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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국외 출원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유형

동일 표장에 대하여 국내/국외의 권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사례] 바디프랜드는 2015년 사내이사인 K본부장으로부터 국내상표권을 183억 원에 매
입하였다. 이 상표권은 K본부장이 바디프랜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
었던 것이다. 한편 K본부장(당시 본부장, 현 이사)은 바디프랜드 최대주주인 BFH홀딩스
지분 8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실제 바디프랜드 오너이다. 2017년 5월, 바디프랜드
는 미국 LA에 직영점을 내면서 현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점차 확장하며 점유
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상표권의 일부가 법인
이 아닌 K본부장의 개인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1월 기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적 권한을 획
득하기 위해 바디프랜드는 관련 로고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그중
바디프랜드 대부분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상표권 로고가 법인인 ‘바디프랜드’와 개인인
‘K’ 양측 모두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이다. 상표권 출원시점인 2017년 11월은 바디프랜
드가 이미 법인의 상태로 개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신청 당시 바
디프랜드는 연 매출 4,130억 원 규모의 법인으로 성장해 더 이상 개인이 상표권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바, 바디프랜드가 상표권을 교묘하게
분리출원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개인에게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상표권 등록에 대하여 사측은 실무진 착오로 회사와 K본부장 모두
등록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오히려 주력상품에 대해서는 K본부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 단순히 실무진의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4)45)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개인명의의 상표등록으로 뭇매를 맞았던46)47) 법인의
44) 뉴스핌, [단독] 수상한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사내이사가 핵심 상표 독점, 2019. 1. 29. 기
사 참조,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128000862> (2020. 8. 30. 최종방문)
45) 한편 특허권과 관련한 이슈도 존재한다. K이사는 바디프랜드가 보유한 의료기술 특허의 발명자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8월 기준, 바디프랜드가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 88개
중 K이사가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 올라가 있는 특허는 27건이다. 이들 특허 중 일부는 의
료분야 전문지식이 없으면 개발하기 힘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에 대해서 일반
적 관리나 추상적 조언만 한 단순 관리자, 발명자의 지시에 따른 단순 보조자, 발명자에게 자금,
설비만을 제공한 원조자는 특허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K이사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자로 등록하여 회사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면(바디프랜드는 직무발명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다. ; 아시아경제, 바디프랜드, 실소유주는 ‘특허왕?’,
2020. 8. 3. 기사 참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0313414328848> (2020.
8. 30. 최종방문)
46) 2015년 개인명의 상표를 출원한 기업 오너들이 여론의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김제남 정의당

- 19 -

주요 상표들의 경우, 국내 상표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권리이전을 실시하였으나 일
부 기업의 경우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국외상표의 경우 여전히 개인의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요청된다.
[표 2]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이전 현황
해당 상표

상표상세

(최초)

(現)권리자

출원인

본죽

○철○

파리크라상

○미○

설빙

○선○

엽기떡볶이

○주○

네네치킨

○철○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주식회사
설빙
주식회사
핫시즈너
㈜혜인식품

상표등록번호

4102128590000

권리이전사항
2013. 5. 14.
권리양도
2015. 9. 1.

4005390680000

4103555770000

4011813320000
4007677290000

권리양도
2018. 5. 15.
권리양도
2017. 12. 26.
권리양도
2010. 10. 15.
권리양도

[표 3] 프랜차이즈 상표의 해외출원·등록 현황
국
가

상표명

미
국

상표상세

상표

출원인

(現)권리자

본죽

CHOI, BOK
YI

CHOI, BOK
YI

5812913

2016. 9. 6.

일
본

본죽

-

チェ、ボク
イ

T5849960

2016. 5. 13.

한
국

본죽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40152318
80000

등록(출원)번호

등록일자

의원 등이 전국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허청 제출 자료와 공시자
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등을 살펴본 결과 216개 가맹 기업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976건의
76.7%(749건)를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47) 2017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인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가 상표등
록을 받아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개인명의로 등록되었던 상표들이 법인 사업자로 대다수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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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랜차이즈 상표의 해외출원 후 소유권자를 변경한 사례
국
가
미
국

상표명
바디
프렌드

상표상세

출원인

(現)권리자

WOONG
CHUL,
KANG

BODY
FRIEND
CO., LTD.

상표
등록번호
5967973

등록일자

2020. 1. 21.

물론 출원인과 권리자가 상이하거나 국내와 국외의 상표권 실제 소유주를 달리하
는 모든 사례가 악용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국외출원의 경우 속지
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는 점, 국내의 상표제도나 법감정
의 잣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법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최초 등록한 이후에 개인명의 등으로 상표권을
이전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등록주의 체제 내에서는 사용자와 권리자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최초 상표출원 시 상표사용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나,48) 이미 상표가 등록
된 이후에는 그 권리관계의 변동을 모두 확인하여 통제하거나 불합리한 권리이전이
있다하여 이를 제재할 방안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의 상표문제는 이하 같은 장 Ⅲ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것이나, 통상 법인
으로 성장한 회사의 상표권의 경우, 설령 기업 설립이나 최초 상표권 출원에 기여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인 설립 이후에 해당 개인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에, 상표권 등을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귀속해 이익을 취할 경우 형법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48) 2018년 5월 특허청은 지침을 제정하여, 프랜차이즈 상표의 출원의 경우에는 그 심사 시 사용
의사 확인제도를 확대적용하여 개인이 아닌 가맹본부 법인이 등록받도록 점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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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의 이전, 상속 관련 문제
기업 가치에서 브랜드 자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 담보대출 활성화 등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되
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재
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법이나 상황에 따라 판
단의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상표권의 이전이나 상속 등에 있어 일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무체재산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속세 면탈을 목적
으로 한 상표권의 이전 등의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 명의의 상표권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등 편법적으로 상속·증여하
는 경우이다. 물론 기업의 운영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운영전략
중 일부이며 모두가 악의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식재산권의 자본화와
편법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사례] 지식재산권은 절세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
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자본증자를 할 경우 무형자산은 비
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를 낮추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시 낮아진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기업상속공제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사후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49)
상속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는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이나 과세표준이 달라
지게 되는 경우이다. 통상 개인 또는 법인이 획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과
세와 달리, 자산과세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자산의 보유, 거래 및 이전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중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유상이전의 경우 양도세가, 무
상이전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상속과 상속
세 신고 시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
도 있었다.
49) 전자신문, [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전자신문 2020. 12.
24. 기사 참조, <https://www.etnews.com/20201208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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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0년 별세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본명 김복남)의 아들은 155억 600만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 6,1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
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 됐다고 판단하였다. 세무당국이 계산해낸 상표권의 가
액은 46억 3,000만 원으로 이를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 5,900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통지하였다. 아들 김 씨는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해 회사에 매각했다며 억
울함을 호소했지만 1·2심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
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이며, 영업권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
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2016년 4월
28일 선고를 통해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50)
재판부는 2007년~2009년의 기간 동안 의상실 수입의 92.2%가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제조업체에 대여해서 받은 것이므로,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
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디자이너가
사망했다고 해서 상표권 가치가 곧바로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는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
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상표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넘겨주면서 받은 로열티가 있어서
최근 3년간 받은 수입금액(로열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다.51)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곤 하나 그 추징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재
산의 과세가치 평가는 다양한 성격의 재산을 경제적 가치인 화폐액으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며,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
금책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긴 하나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타법 또는 다른 기
준에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방법과의 비교나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대한 과세
동향 등을 비교하여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본
질적으로는 상표법의 영역은 아닐 수 있으나, 관련법에서의 대응과 함께 필요한 상
표법의 개선이나 정책적 대응을 함께 고민할 필요성은 요청된다 할 것이다.
50) 한용섭 기자, [Focus] 저작권 등 무체재산, 상속 어쩌나, 한국경제매거진 2016. 7. 4. 기사 참
조,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16070400134086642>
51) 경응수, 「지식재산 무형자산 평가실무」, 나무미디어, 2016, 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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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의 불사용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
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52) 다만 해당 사용의 정확한 범위나 규정이 모호하여 이를 악
용한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알려진 인앤아웃 버거는 현재 한국에 상표를 등록한 상
태이나 국내에서 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출원등록인 인-앤-아웃버거즈는
1992년 12월 2일 상표출원을 시작으로 국내에 16종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인앤아웃
버거는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19년에 단 하루의 팝업스토어를 열어 상품을 판매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팝업스토어가 국내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인앤아웃의 대표 버거로 알려진 더블더블버거, 치즈버거, 햄버거 3종이
각각 애니멀스타일과 프로틴스타일로 주문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팝업스토어 행사를 계
기로 인앤아웃 버거의 국내진출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업계 통설은
국내 진출모색보다는 국내 상표권 보호를 목적으로 단기간 영업기록을 위한 행사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한편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상표권자가 계약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사용
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 상표법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선의의 목적에 의하여 상표권 사용허락계약을 이용하는 불사용 상표권자는 원칙적
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상표권자가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을 위하여 상표권 사용계약을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고려
가 필요하다. 상표권자가 자신은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상표권 사용허락 계
약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산업발전의 이바지’라는 상표법 제1조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행
위이다.
‘사용’을 권리 존속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불사용 상
표권에 근거한 과다한 사용료의 요구(또는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사용료 면제나
52)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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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요구 등)를 하면서 사용허락계약을 거절하는 것을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로 보
기에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더
욱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불사용
뿐만 아니라 상표권 사용료 액수의 책정이 거래거절이라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목적
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53)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이러한 불사용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에 근거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상표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용료의 책정을 요구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며, 특히 지
주회사와 계열사와 같은 내부관계에서의 불사용 상표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내의 사정상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이
형성되고 종료되기도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면,54) 악의적인 불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 사례처럼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영업없이 단발적인 영업이나 행사를 상표
권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위 사례의 상표의 경우, 국내외에서
이미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해당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지성이 떨어지는 상
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을 해할 목적 등으로 단발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나,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제재할 필요성이 없는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53) 정태호,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쟁점과 상표법상 한계 및 개선방안, 「공정한 상표제
도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특허청·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20 참고.
54) 2018년 프랜차이즈 산업현황보고서(맥세스컨설팅)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존속
년수는 4.6년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브랜드가 51%로 절반을 넘었으며, 5년 미만
17%, 7년 미만 10%, 7년 이상이 22.8%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브랜드 2,224개 가운데 47.0%인 1,046개는 1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16 기간 동안 모두 존속한 브랜드는 38.3%(3,049개)에 불과해 가맹브랜드
의 소멸과 탄생이 활발하고 생존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 이진국, 「가맹계약과 가맹
사업 시장제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8, 22면. ; 조귀동 기자, KDI, “프랜차이즈 브랜드,
‘1년 내 폐업’ 47.0%, 조선비즈 2019. 9. 19. 기사 참조, <https://biz.chosun.com/site/data
/html_dir/2019/09/19/2019091901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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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표권의 불사용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예외적으로 일부
일본의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대부분의 판결들이 상표권의 남용을 부
정), 우리나라는 이 경우 상표권 남용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만이 존재한다.55) 등록
주의 하에서 등록상표가 단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
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를 통해 해결하
는 것이 상표법상 시스템이라는 다수적인 견해에 따라, 그 예외로서 장기간(6년 이
상이나 12년간) 불사용의 상표권에 의한 권리행사만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일본의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법리를 볼 때에도 불사용이 곧 상
표권 남용이라는 해석은 상표법의 명문의 규정이자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정해진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56)

5. 상표권 사용료
가. 기본 개념
상표권은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무형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권
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
표권자는 사용권자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표권
사용료이다.57)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2000년대 이후
로,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
업들이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2006년 말 금융
감독원이 ‘자회사의 지주회사 상표권 무상사용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금융권에서도 브랜드 사용료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58)
5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56) 정태호,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쟁점과 상표법상 한계 및 개선방안, 「공정한 상표제
도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특허청·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20 참고.
57) 상표권 사용료는 일반 업계에서는 ‘브랜드 사용료’ 또는 ‘브랜드 수수료’라고 통상적으로 이해
되며, 국외의 경우 ‘brand royalty’로 지칭된다.
58) 한용섭·김중순 기자, ‘브랜드 사용료, ’세금 논쟁‘ 붎 지피나’, 조세일보, 2013. 11. 11. 기사
참조,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3/11/201311112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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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는 상표의 직접적인 사용 및 가치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에 대
한 대가로서 상표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
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59) 현재 상표권
을 타인에게 설정할 경우 사용료를 얼마나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없다.
이는 상표권이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재산거래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
칙을 따르고 있음에 인하며, 또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가치의 산정은 해당 분야
에서의 유용성, 사용할 경우의 수익성 등 기술적, 상업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되며 거래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 내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명시적인 근거 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동법 내 다른 조문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상표법 제95조60) 및 제97조61)에서는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
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10조 제4항의 취지를 살펴볼 때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62)
한편 상표권 사용료는 브랜드 라이선스와는 다르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브
랜드의 소유자가 라이센서가 되고 그것을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려는 측이 라이
센시가 되는 형태로서 같은 계열사가 아닌 주로 다른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형태
이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센시측에서 라이센서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로
열티라고 하며, 흔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있다. 브랜드 라이선스의 본
질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 대하여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해당 브
랜드를 사용할 경우에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반면
상표권 사용료는 같은 계열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업집단이 자신의 기
업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별 CI, 상법상 상호, 상표법상 상
표권 및 그 외의 무체재산권 등 그 사용형태를 불문하고 소비자들에게 대하여 유

59) 정대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이해」, 대우증권, 2014 참조.
60) 「상표법」제95조 (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
할 수 있다.
61) 「상표법」제97조 (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
할 수 있다.
62) 「상표법」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④ 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
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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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기능을 하는 대상을 모두 포괄한 개념을 의미한다. 통상 말하는 ‘브랜드 사용
료’란 상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권의 대상으로서의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다.63) 즉 계열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을 상표권 사용료라고 한다.64)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
주회사가 계열사에게 받는 것이며, 광의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타 기업 간의 거래까지 범위를 확대한 브랜드 라이선스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65)

나. 상표권 사용료 현황
상표권 사용료는 통상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에 속해 있거나 때로는 영업
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통계나 수치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며, 다만 선행문헌을 통한 조사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을 토대로 사용료의 액수와 비율 등을 알 수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
는 공정위의 공시를 통하여 공개된다.
이하에서는 공개문헌 등을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상표
권 침해 사건에서 과거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던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으로
정함에 따라 사용료를 공개하고 있는 판시들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관세법·조세법
과 관련한 사안 등에서 상표권 사용료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하의 판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상표권 사용료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
로 제시하며, 사용료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상이한 주장이나 사용료가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①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판결 : 화장품의 제조·판매업과 관련
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
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
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상
표 사용료 상당액의 합계가 133,155,798원이고, 피고들이 원고와 유사상호를 표시
하여 생산·판매한 제품의 총 매출액이 804,380,774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63) 박지은,
석사학위
64) 박문기,
65) 박문기,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사이의 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청구논문, 2018, 29면.
상표권 사용료 Ⅰ, 「마케팅」 제52권 제4호, 한국마케팅연구원, 2018, 16면.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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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요율은 16%로 볼 수 있다.
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 요식업인 피자헛
(Pizza Hut)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가맹비로 고정 수수료인 로열티
를 매장 매출액의 6%, 광고비를 매장 매출액의 5%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열티의 경우 상표권 로열티 이외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
나, 해당 사건의 상표권 사용요율은 6%로 볼 수 있다.
③ 부산고법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66) : 제조담배 도매업, 담배 제
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필립

모리스

주식회사(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 이하 PMI)는 미국법인 PMI 그룹의 자회사이자, 스위스국 법
인인 Philip Morris Products S.A.(이하 ‘PMPSA’)의 계열사 중 하나이다. PMI
주식회사는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허여받기 위하여 PMPSA와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
라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본 계약에서 본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허여
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원고는 PMPSA에게 본 계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고의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서울고법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 원고 아디다스 코리아는
의류·잡화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로 독일 소재 아디다스에이지(adidas
AG, 이하 ‘aAG’)의 한국 내 자회사이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2009에 aAG와 아디다
스 브랜드에 대하여, 2010년에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Reebok International Ltd)
와 사이에 리복 브랜드에 대하여, 같은 해 더락포트컴패니엘엘씨(The Rockport
Compnay LLC)와 사이에 락포트 브랜드에 대하여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표 사용료는 아디다스는 순매출액
의 10%, 리복과 락포트는 순매출액의 6%로 하였다. 또한 해당 상표권 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서울세관장이 국제마케팅비 역시 그 실질이 상표 사용료
라고 판단하였는데, 1심에서는 국제마케팅비를 상표사용료라고 인정하였으나, 2심에
서 이를 기각하고 상표 사용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7)68)
66) 상고심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67)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에 따르면, 각 라이선스 계약
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G 등은 라이선스 제공자로서 상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러한 책임의 일부로서 국제적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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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②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아디다스 등 상표의 가치가 증가되어 전세계 판매 법인들
이 그 효익을 얻게 되고 원고를 비롯한 판매법인은 이러한 효익에 대한 대가로서 aAG 등 라이
선스 제공자에게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위 IMF는 상표
권자인 aAG 등이 국제마케팅활동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판매법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고 있는 점, ④ aAG 등은 각종 후원계약
및 기타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활동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활
동의 성격, 범위,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며, 각종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MF는 원고가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aAG 등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대
가로서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8) 국제마케팅비(IMF)를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2심인 서울고법에서
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
서, 제4호에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상표 사용료, 로열티(Royalty)]은 ‘객관적
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표 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며(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가 상
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
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IMF가 상표 사용료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IMF를 상표 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① 상표 사
용료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
하여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즉 이는 아디다스(Adidas)라는 상표권에 이미 화체되어
있는 고유가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에서 상표 사용료를 ‘판매지역 내에서 표장(marks), 노하우(know how)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상표 사용료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aAG에게 지급하는 순매출액의 10%의 상표 사용료는 이러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상표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
하거나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IMF는 문자 그대로 aAG가
국제적으로 홍보, 광고, 후원(프로모션)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
액이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판매망과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aAG와 같
은 기업은 자사 제품 및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하여 매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명 운동 팀이나 선수를 후원하거나 이를 모델로 한 광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개별 현지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aAG가 전세계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IMF라고 할 수 있다. IMF에 의하여 수행되는 마케팅 활동은 엄
밀하게 말하면 장래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개별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
는 활동이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그 비용인 IMF를 산정하기
도 어렵다. ② aAG가 매년 지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은 aAG 순매출액의 5.6%~6.0%에
이르고, 원고가 aAG에게 매년 지급하는 IMF는 원고 순매출액의 4%로서 aAG의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 비율 내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IMF는 aAG가 지출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을 분
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가 IMF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서에 따른 상호
협의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이는 개별 수입물품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물
론 마케팅 활동에 의하여 아디다스라는 상표권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제적 마케팅 활동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과 효과는 매출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IMF가 곧바로 상표 사용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상
표 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되는 엄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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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 패스트푸드 사업을 영위하
는 주식회사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받지 않는 無로열티 방식을 취하였다.
⑥ 서울중앙지법 2008. 2. 15. 선고 2007가합53476 판결 : 원고는 멕시코 소
재 회사로 ○○상표와 △△상표가 부착된 맥주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 대가로 ○○맥주 1케이스당 미화 1달러, △△맥주 1케이스
당 미화 0.5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⑦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 지정상품을 의류로 하는 등
록상표의 사용허락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원고에게 전용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로
90,000,000원의 선급금 및 총매출액의 3%의 경상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다. 또한 해당 판례에서 피고는 의류 상표권의 통상 사용료는 매출액 대비 2~5%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⑧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 원고는 전기설비,
제어설비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스위스 법인인 ABB Asea
Brown Boveri Ltd(이하 ‘ABBZH’)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ABB 관계사들로부터 국
내 판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ABBZH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997년 체결된 1차 계약에서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권 관련 비용 공제내역을 제외
하고 원고에 대한 외부 손익계산서에 의해 산출되는 부가가치의 1.7%’였으며,69)
2007년 체결된 2차 계약에서는 ‘원고의 매출액에서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하였다.
➈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09나42446 판결 : 소외 1은 두루케이의 동의
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 회사의 사장임을 내세워 2006년 11월경 원고에
게 판촉물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구두로 허락하면서 그 대가
로 원고로부터 광고용품 생산원가의 10%에 해당하는 상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
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모든 기업의 활동
은 언제나 간접적·부수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하는 것이
고, 이러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표 사용료라고 할 수는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
을 것인바, IMF를 상표 사용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69) 이에 따라, 원고는 공제금액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인건비의 1.46%’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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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 원고는 2013. 9. 경 제주일
보사와 이 사건 각 상표권과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하여 계약금을 100만 원, 월
사용료를 50만 원, 계약기간을 2013. 9. 27.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공·경매 등
에 의한 매각시점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9.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였다.
⑪ 대구고법 2013. 2. 1. 선고 2011나6183판결 : 원고와 피고는 알루미늄 등
금속제 창호제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손
해액을 산정하며 통상 사용요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료는 기존에 상
표권 사용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통상적인
사용료 등에 거래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사용요율에 침해품의
판매가격을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 따른 감정촉
탁결과에 따라 통상사용요율은 ‘기업가치×상표기여도/총매출액’으로 계산하여, 통
상사용료는 ‘매출액×0.5%’로 산정하였다.70)
⑫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 피상속인(○○○○
의상실)이 체결한 상표권 대여계약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빈센치오 외 6개 업체
와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대여수입으로 하되,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2014구합50552판결 중 상표권 사용료 관련 부분

사용업체
빈센치오

대여기간
07.12.1013.2.28

단위 : 백만 원
주요내용

사용료 정산
최소 사용료

(물품)

07.12.10-09.2.28
09.3.1-11.2.28
11.3.1- 12.2.29

100
매년 100
120

양말,
스타킹

70) 산식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a)

23,613,000,000원

24,336,000,000원

30,248,000,000원

25,179,000,000원

통상 사용요율(b)

0.5

0.5

0.5

0.5

통상 사용료(a×b)

118,050,000원

121,680,000원

151,240,000원

125,8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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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

11.7.31
01.10.1-

M&M

11.9.24

기본
최소
기본
최소
최소

㈜파에톤

09.5.1-

최소 사용료

인터네셔널

11.4.30

기본 사용료

매출액 × 5%

05.3.31-

최소 사용료
기본 사용료

200
매출액 × 5%
08.8.1-09.3.30
기본 사용료
09.4.1-10.3.31
300
매년
10.4.1-12.3.31
500
이후 쌍방합의

04.3.4-

정선가족

반도광학

12.3.31

SHTL

08.8.1-

네트웍스㈜

14.3.31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

12.3.1-13.2.28
150
매출액 × 4%
500
매출액 × 5%
500
매출액 × 4%

08.9.1-

성창FnG

11.12.31

등
란제리,
언더웨어
주얼리,

500

귀금속

최소 사용료

기본 사용료
㈜

골프의류

최소 사용료
기본 사용료

제품
가방,
지갑,
벨트,
구두,
와이셔츠

매출액 × 5%
08.9.1-09.12.31
10.1.1-11.12.31

등
안경관련

50
매년 100

우산,
양산,

매출액 × 5%

가죽장갑

이상에서 살펴본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및 사용요율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판례에서의 나타난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및 사용요율 등
업종

대상상표
(상품)*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최초계약)
기준연도*

판례번호/비고

화장품 판매업

오리리화장품

매출액 × 16%

1999

외식 프랜차이즈

피자헛

매장매출액 × 6%

2012

필립 모리스

순매출액 × 5%

2003

2014누328

의류/잡화 판매업

아디다스

순매출액 × 10%

2009

2014누65495

의류/잡화 판매업

리복

순매출액 × 6%

2010

2014누65495

의류/잡화 판매업

락포트

순매출액 × 6%

2010

2014누65495

제조담배 도매업,
담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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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60584
2017다248803,
248810

업종

대상상표
(상품)*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최초계약)
기준연도*

판례번호/비고

외식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無 로열티

1998

2000누2183

주류 판매업

○○ 맥주

1케이스당 미화 1달러

2001

2007가합53476

주류 판매업

△△ 맥주

1케이스당 미화 0.5달러

2001

2007가합53476

의류판매업

페이지플린

2014

2017나2523

1997

2012구합26869

2007

2012구합26869

2006

2009나42446

전기설비,
제어설비

ABB

제조업/판매업

ABB

제조업/판매업
의류제조·도매업,
거래알선업
신문업
금속제 창호제품
판매업
의류판매업

총매출액 × 3%
상표권 관련 공제내역을
제외하고 외부 손익계산서에
의해 산출되는 부가가치 ×
1.7%
매출액에서 관계사로부터

전기설비,
제어설비

선급금 90,000,000원+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1%

스포츠백 등

광고용품 생산원가 ×
10%

제주일보

월 사용료 50만원

2013

2018두47189

남성알미늄

매출액 × 0.5%

1998

2011나6183

최소사용료 +

계약별

매출액 × 4~5%

상이

-

2015누30175

한편 선행문헌 등을 통하여 상표권 사용요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금융사와 지주회사간의 상표권 사용요율
금융사

지주사

수취주체

농협

농협

농협중앙회

신한금융지주

신한

신한금융지주

사용요율
매출액의
0.3~2.5%
브랜드 가치 산정
후 자회사
자본규모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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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834억 원

513억 원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조정매출액의 0.2%

104억 원

KB 국민은행

국민

국민은행

매출액의 0.2%

98억 원

우리은행

우리

우리은행

매출액의 0.21%

44억 원

JB금융지주

JB

JB금융지주

공개거부

30억 원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전년영업수익액의
0.06%

6억 원

출처 : 매일경제(2017. 10. 19. 기사), 한국경제연구원(2018) 재인용
[표 8] 패션의류 시장의 라이선스 계약사례와 로열티율
대상상표

계약내용

로열티율

OKlellesse

상표권 사용

Converghaus

상표권 사용

WABAROOS

상표권 사용

uniqlo

상표 및 도메인 네임 등

순매출액의 1%

DELCO

상표권 사용

순매출액의 1.5%

FILA

수용복 및 용품 제조판매

순매출액의 8.5%

LANVIN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

순매출액의 3%

로베르따 디 까메리노

섬유제품 가공생산

출고가의 7%
(미니멈 :1,100,000USD)
출고가의 7%
(미니멈 :1,130,000USD)
출고가의 7%
(미니멈 :1,103,000USD)

미니멈 로열티 + 초과매출액의

2%
출처 : 경응수, 지식재산 무형자산 평가실무(2016), 485면 참조

[표 9] 국외기업의 상표권 사용요율
국가

기업명

상표권 사용요율

타타 그룹

매출액의 0.1% ~ 0.2%

고드레지 그룹

매출액의 0.5%

NTT

매출액의 0.2%

히타치 시스템즈

매출액의 0.047% ~ 0.132%

인도

일본

- 35 -

소니

매출액의 0.3%

소프트뱅크

상세요율 비공개

메리어트

매출액의 5% ~ 6%

미국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2018)
[표 10] 대학에서 보유한 상표의 사용료 산정기준
대학명

상표 사용료 산정기준
기업구분

상표사용료 징수율(안)
선급상표 사용료

외부기업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선급상표 사용료
교내창업벤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가톨릭

경상상표 사용료

경상상표 사용료
선급상표 사용료
경상상표 사용료

1억 원 이상
총매출액의 5% 이내
(최저 경상상표사용로 1억 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1% 이상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총매출액의 0.3% 이상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2천만 원 이상)

∙ 선급상표 사용료 : 별도로 정합

관동대학교

∙ 경상상표 사용료 :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3%

안동대학교

∙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조선대학교

∙ 사용의 독점성 여부,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상표 사용자와 법인 및 그
산하기관과의 관계,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상표사용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표관리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 사용의 독점성 여부,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상표 사용자와 법인 및 그

이화여자대학교,

산하기관과의 관계,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상표사용이

인천대학교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및 상표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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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표권 사용료 및 산정기준 등이 공개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71)72)
[표 11]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2020년 언론보도 참조)
상표권자

기준

사용권자

업무형태

상표권 사용요율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랩스
네이버

금융
연구
경영지원

매출액 × 6%
없음

년도
2020
2020

서비스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없음

2020

Inc.74)
롯데
한화
미래에셋
흥국75)

아이앤에스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흥국화재

2018
2019
-

교보생명

교보증권 외

매출액(영업수익)-광고선전비 × 0.1%
매출액(영업수익)-광고선전비 × 0.15%
매출액 × 0.15%
매출액-광고선전비 × 0.3%
매출액 × 0.0575%
매출액 × 0.00065%
2019년까지 무상제공, 2020년

76)

9개사

네이버73)

DB

풀무원77)

농협중앙회
78)

풀무원식품

-

계약체결 후 상표권 사용료

식품

수취여부 협의 중
매출액 × 3%
매출액 10조원 초과 시
매출액 × (1.5% ~ 2.5% 이하)
매출액 3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시

NH투자증권

금융

매출액 × (0.3% ~ 1.5% 이하)
매출액 3조원 이하 시
매출액 × 0.3% 이하
직적 3개년 영업수입 평균 × 0.31%

2018

-

2019

71) 이하의 표와 관련한 출처는 각 상표권자마다 각주로 표기한다.
72) 이하의 표는 앞서 공정위의 기업집단별 상표권 수입현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
만, 공정위의 상표권 수입현황은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수취회사의 평균적인 상표권 사용요율을
공시한 자료라면, 이하의 표에서는 개별 수취회사별 상표권 사용요율을 기재한다.
73) 임일곤 기자, ‘남다른 떡잎’ 네이버 파이낸설, 네이버 상표값 ‘따박따박’, BUSINESS Watch
2020. 12. 2. 기사 참조,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12/02/0009>
74) 전선형 기자, 영업 어렵다면서…그룹에 수백억 브랜드료 몰아준 보험사, 이데일리 2020. 11. 1
1. 기사 참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52406625964736&media
CodeNo=257>
75) 롯데, 한화, 미래에셋 사례를 포함하여 ; 이종현 기자, 한화손보 실적 잡아먹는 ‘한화’ 브랜드…
금감원 “사용료 줄여라”, 조선비즈 2020. 5. 24. 기사 참조, <https://biz.chosun.com/site/da
ta/html_dir/2020/05/22/2020052202625.html>
76) 양미영 기자, ‘브랜드 사용료 대세’ 교보증권도 이름값 내나, BUSINESS watch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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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권 사용료 관련 문제
최근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지주회사 일가로의 부의 부당
한 축적의 수단의 될 수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옴에 따라, 과연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하여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
수취하는 것을 상표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상표권 사용료 과다 수취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는 상표권 사용계약의 경우, 브랜드 파워에 기인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집단 간의 상표권 사용거래 및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 비율과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한 가맹비 수취의 현황이 ‘공정위’를 통하여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기업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는 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가 가맹비에 포괄적으로 흡수되거
나 하는 등의 사유로 그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공정위
의 공개(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적 계약의 영역 내에 있어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기준이나 그 요율 등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상표법상
사용권 설정허락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 있어, 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대가의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정계약서를 첨부하도
록 되어 있으나, 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서 내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79)

기사 참조,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0/06/15/0010>
77) 강필성 기자, 풀무원-국세청, 브랜드 사용료 갈등에 쏠리는 눈, 뉴데일리 경제, 2020. 3. 3. 기
사 참조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03/2020030300116.html>
78) 김혜란 기자, “너무 비싼 NH이름값”… 금융당국 지적에도 꿈쩍않는 농협, UPI뉴스 2020. 4.
17. 기사 참조,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4160081>
79) 상표 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서식은 ; http://116.67.79.177:8080/contents/download/doc
_1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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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상표권 사용허락 신청서에서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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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수관계에서의 상표권 관련 문제
앞서 Ⅱ에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Ⅲ에서는 상표권과 관련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맹계약과 상표권의 문제80)
가맹계약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와 지식재산권 등
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허락하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통제·
조력을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속적인 채권
계약이다.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적인 독점 관계를 가
지게 된다. 계약서 내에 포함된 독점권 조항에 의하여 계약 쌍방은 오직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게 된다. 실제로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일정비율
을 구입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게서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 분야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계약정의의 관점에서 제한을 받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81)

가. 프랜차이즈 상표의 사적 보유
프랜차이즈 상표를 오너 및 창업자 등 개인명의로 보유하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Ⅱ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
록한 사례 등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나,82) 이는 2018년 특허청이 프랜차이즈 상
80) 국내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
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맹사업이
라 하나, 실무에서는 가맹사업을 통상 프랜차이즈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가
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프
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등의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81) 구재군, 한국의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제현황 및 과제,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64면.
82) 프랜차이즈의 주요 상표를 개인명의로 등록하여 문제가 되었던 업체로는, 신선설농탕, 봉구스
밥버거, 호식이두마리치킨, 이바돔,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설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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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에 대한 출원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 근절되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출원주의의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없이 상표를 선점하거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목적으
로 출원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
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
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법 제3조(상
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사용의사 등의 확인 대상으로 ①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
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②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
우, ③ 개인이 법령상 일정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하여 견련관계가 없는 상
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 및 ④ 기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선
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상표를 개인 출원하는 경우가 위의 ④에 해당하는 것이
다.83) 이에 가맹본부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상표를 오너 개인이
출원할 경우에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상표출원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 사
용의사에 관한 거절이유는 극복이 되지만, 만약 개인명의로 등록을 받아놓은 프랜
차이즈 상표가 있다면 출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상표의 권리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비난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이 작게 시작한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맛집으로 유명해져 규모를 늘리다가 가맹점이 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초의 상표권 출원에 있어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비난
83) 기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선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
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 대하여 (ⅰ) 심사관은 해당 출원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출원·등록 이력이나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업범위 등을 참고하여 출원인의 상표선점 등 주관적인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ⅱ) 출원인이 연예인·방송프로그램·유명캐릭터 등의 명칭을 2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나, 특정 또는 다수의 상표를 다수의 비유사 상품에 출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ⅲ)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법인의 대
표자 등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ⅳ) 타인이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한 의약품 명칭과 동일한 의약품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2020, 20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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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고, 법원 역시 개인의 노력·비용으로 만든 상표권은 개인소유가 인정된다
는 취지로 판시한 건도 존재한다.8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된 이후까지 개
인명의로 상표권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상표의 가치는
상표를 출원한 개인의 기여보다는 법인의 기여가 높다는 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
맹사업자의 확장에 따른 로열티가 곧바로 상표권 수수료에 연관되는 점 등을 볼
때, 개인이 출원한 상표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절한 시점에 권리
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상표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상표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
한다. 또한 관련 사례는 발견된 바 없으나, 개인명의 상표권을 법인명의로 양도한
이후, 다시 개인명의로 재차 이전하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로 출원한 이후 개인명의
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존재
8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 11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社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표 표지를 피고인 1인 회사인 ‘*비아이’에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건
포괄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B社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유예했다. A社 대
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A社로부터 상표 사용료 21억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B社 대표 부부 역시 2006년 9월∼2013년 5월 3개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
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대금 28억 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권의 소유 여부가 재판으로 넘
겨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사업의지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대다수 유
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 개인 사업이 시초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속성
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A社 대표에 대해 “삼계탕 브랜드 등의
경우 가맹사업 목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1인 회사가 상표를
출원·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인 회사
이자 가족 회사 형태라는 점, 상권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조건 없이 양도한 점,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비와 자녀 장학금 등을 제공하며 상생을 실천한 점 등이 양형의 이유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B社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일부는 무죄로, ‘*우리덮밥’ 상표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 부부가 ‘*비빔밥’과 ‘*도시락’ 상표의 고안·창작자로 상표에 대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체로 시작해 가맹
사업으로 발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권 양
도 대금을 지급한 것을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상표인 만큼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 한다”며 유죄
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 신일영, 法, 개인 노력·비용으로 만든 상표권은 개인 소유권 인정, 한국프
랜차이즈산업신문 2018. 12. 17. 기사 참조, <http://kfnews.kr/2018/12/17/18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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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개인명의의 상표권 이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절차, 개인과 법인간의 상표권 이전에 대한 공시나 통제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저(가맹본부)의 상표권 보유 여부

[사례]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인 '명륜진사갈비'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6
일 현재 전국적으로 500점포를 체인점으로 내줬으며, 2020년 1월 1일 기준 영업점포
는 456곳에 달한다. 하지만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호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이다. 미등록 상표로 수백 개의 체인점을 모집하고, 그 후 자사가 명명한 상호명을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잇따라 거절당했다. 명륜진사
갈비는 2017년 7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신청을 하
였으나, 특허청은 "2001년 상표를 출원한 명륜등심해장국과 이름과 판매상품이 유사해
허가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명륜등심해장국'은 1992년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7
개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으며, ‘명륜진사갈비’의 출원 및 심판청구에 대
응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85)
[사례] 분식 프랜차이즈인 ‘아딸’은 부부가 함께 대표의 자리에 있었으나, 이혼소송에 들
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설립하여 리브랜딩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아딸’의 상표권자
임을 주장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아딸’
의 가맹 본사이자 남편의 회사인 오투스페이스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
고,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
였다. 기존 ‘아딸’로 영업을 해오던 전국 수백 개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아딸’을 ‘감탄’
으로 간판을 바꾸거나, ‘아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86)
[사례] 빙수업체인 설빙이 가맹점 사업계약을 맺은 중국업체에 현지 유사상표가 많아 상
표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계약을 취소당해 라이선
스비 9억 원여를 돌려주게 되었다. A사는 2015년 2월 중국 상해에서 설빙 직영점을
85) 박지영 기자, [CDN insight] 상표권 침해 피소, 브레이크 걸린 명륜진사갈비, 컨슈머데이터뉴
스 2020. 1. 10. 기사참조, <http://www.consumerdata.co.kr/news/articleView.html?idxn
o=4796> ; 박성진 기자, [단독] 상표권 없이 수백개 가맹점 모집한 '명륜진사갈비', 중부매일 20
20. 1. 7. 기사참조,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250>
86) 양한나 기자, 개인명의 등록 프랜차이즈 상표 법인으로 양도, 중기이코노미 2018. 9. 2. 기사
참조,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2028>
87) 김덕성 기자, [민사] 상표등록을 못할 위험성 안 알린 설빙,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비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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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그 이후 5년간 중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설빙과 체결하여 설빙으로부터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라이
선스비 9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당시 중국 내에는 이러한 설빙과 유사한 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 설빙의 상표등록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
한 A사가 설빙이 계약체결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라이선스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설빙 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
에게 중국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A사가 설빙 관련 주요 영업
표지에 관하여 중국 내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는 사정을 고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87)

가맹본부가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된다. 또한 사례 중 타 상표권자와 법적 분쟁 등의 문제에 있
는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타인의 이익 침해 사실이 인정됨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 역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높다. 또한 가맹본부
와 상표권자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만약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가지지 못
하게 된다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기존의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든지, 관련 가
맹본부와의 기존계약을 해지한 뒤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가맹계약에 대한 사항
은 상표법 내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가맹거래가 공정거래의
영역에 있어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가맹
거래법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곤 하나,88) 본질적으로 상표권이

Legal Times 2020. 11. 30. 기사 참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
tml?idxno=57000>
88)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하여 프랜차이저(가맹본부)의 가맹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통상 정보
공개서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재항목이 있어 해당 항목에 가맹본부의 상표
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귀하
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를,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출원만 되어 있는 경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
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 한다’ 등의 문구를, 상표 출원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면 ‘상표출원 준비 중’ 등의 문구와 함께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
지 못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서 프랜차이지(가맹
사업자)가 사용할 상표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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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영역에 있어서 상표법제나 정책에서의 해결방안 또는 타법과 유관부처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2.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문제
가. 지주회사 지배주주의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
1) 개념
사익편취행위는 본디 상표법상의 개념은 아니며, 공정거래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정확한 법적 명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라는 용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
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수익제공 등 금지)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한 행위들로는 ①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
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
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총수의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부의
이전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막겠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집
단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최근의 추세는 총수 일가가 절대적인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해당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 이익을 기반으로 주력기업의 주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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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89) 이 때문에 규제대상을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90) 기업집단 모두의 거래가 아니
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익편취행위의 규제는 이 밖에도 경제력집중의 억
제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91)
[사례]92) 2019년 5월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사례에 대하여 밝히고 이에 대해 제재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대림산업은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총수일가 기업인
APD93)로 하여급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2013년 출원·등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
림산업은 자신들이 여의도에 소유한 구(舊) 사옥을 GLAD 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개관하였다. 이후 여의도 GLAD 호텔은 ‘오라관광’94)이 브랜드 사용계
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운영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당연하게도 오라관광은 상표권의 권리
자인 APD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과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
고,95) 두 호텔의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
여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이렇게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관련 GLAD 브랜드 사용호텔 현황>
제주

구분

여의도 GLAD호텔

호텔소유주

대림산업

오라관광

대림코퍼레이션

운영형태

임차운영

직영

임차운영

임차인

오라관광

-

오라관광

운영사

오라관광

오라관광

오라관광

운영개시 시기

2014년 12월

MAISONGLAD호텔

1977년 6월
(2015년 9월 명칭변경)

GLADLIVE 강남호텔

2016년 9월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수준이 너무 과도하였다. 오라관광은 상표권(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96) 제공
89) 정병덕, 공정거래법상의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한
국경영법률학회, 2018, 281면.
90) 공기업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의 위험성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는 특정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91) 정병덕, 앞의 논문,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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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였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명목
으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APD는 단지 호텔에
대한 상표권(브랜드) 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호텔의 운영경험이나 브랜드 인프라97)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최고급 호텔인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수수료의 협의과
정에서 거래당사자는 오라관광과 APD가 아니라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
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오라관광이 지급한 수수료에는 브랜드 스탠다
드의 제공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 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 스탠다드의 상당 부분은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하였으며, 오히
려 오라관광이 구축한 브랜드 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하여 APD가 이를 영업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 마
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마케팅 분담금을 수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APD 및 APD의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데, APD는 이 사건 행
위로 인하여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
으며, 아울러 계약 후 약 10년간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98) 또한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GLAD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
를 받았는데, 1차 감정은 100억 원, 2차 감정은 69억 원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에 따른
상승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취득하면서 결과적으로 APD 총수일가는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의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위 사실과 같은 대림산업과 APD, 오라관광 간의 행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서 공
정위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이에 총 13억 원의 과징금의 부과와 법인 및 총수 2세에 대
한 고발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를 이용하
여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과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99)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인 바, 이에 ① 대림사업, 오라관광, APD 및 APD의 대표 이해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② 대림산업, 오라관광 및 APD에게 과징금 총 13억 원을 부과하였으며,100) 나아가 ③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APD의 대표 이해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는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시익편취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
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
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림산업이
APD에게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로, 이후 오라관광이 APD
에 유리하게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한 행위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 행위로 제재한 것이다. 공
정위의 조치는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
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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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
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이었다.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
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
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 왔고, 故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
에 달하였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일가가 최종 수혜자가 되었
다. 이에 2018. 7. 참여연대는 조양호, 조원태 일가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
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음을 이유로 배임죄로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다.

92) 사례는 <공정위, ‘기업집단 ’대림‘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제’, 2019. 5. 2. 보도자료>
참조.
93)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이 지분 55%를, 총수 3세인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이 지분 45%를 출
자하여 설립한 바,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2019. 5. 기준)는 이해욱 및 이
동훈이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하여 오라관광의 100% 자회사이다. 부동산 개발 및 컨설
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브랜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
고 있다.
94)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주)로 변경하였다.
95) APD는 MAISONGLAD와 GLADLIVE 브랜드도 별도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
96) 호텔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브랜드 사용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호텔 운영사는 브랜
드 스탠다드에 맞춰 호텔을 시공·운영하여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97)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스탠다드,
중앙 예약망 시스템, 멤버십 프로그램 등 브랜드 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8) 오라관광 및 APD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공시기준 253억 2,800만 원이다.
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
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
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히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행위
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 과징금 세부내역으로는 대림산업에 4억 300만 원, 오라관광에 7억 3,300만 원, APD에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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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2002년부터 2014년까
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명의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18여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위 상호나 로고가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가 전
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 없고, 제품명에 사용할 상표도 제품 판매 촉진에 특별히
기여할 상표도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이 지배력을 이용하여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송금받은 것이어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01)

[판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CI를 개발하고, 계열사들이 CI에 대한 사용료를 지
급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회사의 2006년 전반기 예상 순손실이 약 109억 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의 지시로 지주회사 수익모델안이 검토되면서, 계열사들
로부터 전산관리비와 CI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었음에, 이에 따라
각 계열사별로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온 △△회사의 재정상
황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각 계열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
는 이 사건 CI 사용료도 당시 그룹의 인지도, CI 광고계획, 계열사별 CI 광고 효과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유동성 위기
를 조속히 확보할 목적에만 집착하여 계열사별 사정이나 실제 IC의 가치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진 점, 계열사들 사이에 체
결된 각 상표 사용계약 역시, 합의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룹 차원에
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각 계열사에 발송되고 각 계열사가 이를 다시 △△회사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계열사들이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한 행위는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서 각 계열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도 △△회사의 CI 사용료 징수방안 또는 총 징수할 금액들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위와 같
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 1470, 2010고합 1651(병합), 2010고합1721(병합) 판결)

101) 인천지법 2015. 1. 29. 선고 2015고합 9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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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102)
법인이 상표권 거래를 남용하는 행태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제3자로
부터 과도한 상표권을 수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있지만, 이보다는 대주주나 경영
진이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표권을 자신이 소유함으로써 땅굴을 파서 회사 이
익을 빼 돌린다는 의미의 터널링(tunneling) 성격의 사익편취행위가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프랜차이즈 분야
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배당 형태보다 대주주나 경영진에 한정해서
회사이익을 집중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익편취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①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전통적인 특징에
더하여 최근에는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상표권이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함으로써 투입비용과 투입시간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캐쉬카우를 얻을 수 있는 상표권의 무형자산으로서의 특징과
② 법인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절차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로 분석된다.
통상,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개인 또는 개인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소위 이름값이라
는 명분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임직원 급
여를 수령하는 행위와 함께 회사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
법으로서 종전에는 보통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상표권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중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과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 문제를 기업
운영에서의 전략적인 자산 분배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서 형사상 책임 문제는 단순
한 수단적 범죄 성격의 횡령죄 대신 이사의 의무위반을 따지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
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
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102) 이하의 내용은 <이상훈, 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문제점, 「공정한 상표제도 수립을
위한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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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②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③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
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지배주주가 상
표권을 부당하게 개인 또는 개인회사 명의로 소유하는 행위가 이사들의 업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큰 이견이 없다.103) 다만, 기업집단의 경우 특정 계열사의
상표권 소유가 계열사 공동이익을 고려한 자산 분배의 문제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업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업무상 배임죄의 고려요소로서 손해
또는 이익의 발생과 관련하여,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
한 판단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04) 따라서 지배주
주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개인 또는 개인회사 명의로 소유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회
사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105) 사익편취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표권 거래 악용 행위는 상표권의 건
전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공
정경제 분위기를 저해시켜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유발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상표권의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과 법인의 상표권 거래 남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 사이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청되는 부분이기에, 상표제도 내에서의 해결방안
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103)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
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
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10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105) 타법 및 유관기관 관련사항은 제3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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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 현황과 문제점
1)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공정위는 2018년 4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
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
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매년 공시점검결과를 발표하
고 있다. 이러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 및 정보공개는
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내 상표권 사용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는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공시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106) 공시대상 64개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2019년(37개/59개, 62.7%) 대비 5개 집단(2.9%p)이 증가했다. 이들 그룹에서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었고, 상표권 사용료가 수
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늘어나는 까닭도 있긴 하나, 상표권 사용료 수입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을 살펴보면 2017년 1조 1,531억 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18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42개 집단에서 1조 4,189억 원인 것으
로 파악된다.
[표 12]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
2017년
집단수
37

금액
1,153,097

(’18.5.1., ’19.5.15., ’20.5.1. 기준, 단위: 개, 백만원)
2018년
2019년
집단수
금액
집단수
금액
37
1,318,421
42
1,418,920

106) 이하의 내용은 <공정위,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
래 현황공개, 2020. 12. 24.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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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2019년 기준)
기업집단명
삼성
현대자동차

수취회사
삼성전자㈜ 외
12개사
현대자동차
(주) 외 2개사

수입금액
2019년
2018년

지급회사

산정기준

12

관련매출액×0.5%×(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분배기준율)

14,467

10,560

11

(전체 매출액-특수관계자 간 매출액-개별 광고선전비)×0.2%

44,833

43,826

에스케이

에스케이㈜ 외 1개사

61

(직전년도 매출액-광고선전비)×(0.06%~0.2%)

270,515

233,909

엘지

㈜엘지

13

(매출액-광고선전비) ×0.2%

267,346

268,439

롯데

롯데지주㈜

45

(매출액-광고선전비)×0.15%

102,438

103,294

포스코

㈜포스코

11

(사용기간 동안의 매출액-관계사 매출액-광고선전비)×0.1%

9,487

8,953

한화

㈜한화

22

(지금회사 매출액-지급회사 광고선전비)×(0.15%~0.3%)

147,487

152,965

지에스

㈜지에스 외 1개사

25

(매출액-광고선전비)×(0.1%~0.2%)

82,558

91,936

10

(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광고선전비)×(0.1%~0.2%)

16,650

-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외
5개사

신세계

㈜이마트

2

순매출액의 0.15%

3,871

3,291

케이티

㈜케이티 외 1개사

26

Max[Min{(매출액×기본요율×조정계수), EBITDA×1%}, 일백만원]

2,433

2,024

씨제이

씨제이㈜

16

(매출액-광고선전비)×0.4%

99,206

97,876

한진

㈜한진칼 외 1개사

4

(매출액-광고선전비)×0.25%

28,881

29,852

두산

㈜두산 외 2개사

8

(매출액-매출조정항목)×(0.15%~0.3%)

33,706

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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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019년
2018년

기업집단명

수취회사

지급회사

산정기준

엘에스

㈜LS

15

(매출액-광고선전비)×(0.1%~0.2%)

24,193

24,768

부영

㈜부영

7

연매출액×0.1%

1,213

1,792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7

(영업수익-광고선전비)×브랜드 사용요율(0.007%~0.542%)

10,325

10,155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12

연결 연 매출액×0.2%

14,303

14,768

에쓰-오일

에쓰-오일㈜

1

매년 75,000$

87

84

카카오

㈜카카오

7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0.3%

3,119

4,062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증권㈜

5

(직전년도 영업수익-내부거래)×0.2%

1,109

-

효성

㈜효성 외 2개사

12

49,834

27,435

하림

㈜하림지주

5

(매출액-상표무관매출액-광고선전비)×(0.3%~0.4%)

2,554

2,679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

11

매출액(단, 계열회사와의 매출액은 제외)×(0.095%~0.19%)

11,348

7,589

코오롱

㈜코오롱

17

(외부매출액-광고선전비)×(0.35%~1.2%)

27,085

26,280

태영

㈜에스비에스

8

연간 총매출액×0.1%~0.5%

2,683

410

DB

㈜DB Inc.
㈜세아홀딩스 외

7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광고선전비)×0.1%

20,247

2,931

9

(매출액–그룹내매출액-광고선전비)×0.03%

2,620

2,686

1

(총매출액-특수관계자 매출액-광고선전비)×0.25%

2,774

2,779

세아

(매출액-광고선전비-상표권사용법인간매출액-기타매출차감액)×(0.
2%~0.4%)

넥슨

1개사
㈜엔엑스씨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2

(연결매출액-연결광고비)×(0.25%~0.75%)

50,260

49,202

셀트리온

㈜셀트리온

4

(매출액-특수관계자매출액-광고선전비)×0.10%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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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019년
2018년

기업집단명

수취회사

지급회사

산정기준

중흥건설

중흥건설㈜ 외 1개사

18

(매출액-광고선전비-관계사 매출액)×(시공=0.22%, 시행=0.1%)

2,018

2,412

㈜아모레퍼시픽그룹

4

매출액×(0.015%~0.18%)

6,889

6,777

태광

흥국생명주식회사㈜)

1

영업수익의 0.00065%

27

28

동원

㈜동원엔터프라이즈

16

(공표매출액-내부 매출액)×0.2%

10,912

10,455

한라

㈜한라홀딩스

4

(연결매출액-광고선전비)×(0.2%~0.4%)

26,267

26,194

(유)아이엠엠

1

정액

220

다우키움

키움증권㈜ 외 2개사

10

(직전연도 감사보고서상 영업수익-광고선전비)×0.1%

555

451

애경

에이케이홀딩스㈜

16

(매출액-계열회사내부매출액- 광고선전비)×0.17%

4,127

4,465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2

(매출액-OEM매출액-특수관계자매출액-광고선전비)×(0.08%~0.3%)

4,797

4,297

유진

유진기업㈜ 외 1개사

13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0.2% 등

3,680

3,454

삼양

㈜삼양홀딩스

6

제3자 매출액×0.5%

10,358

합계

73

487

아모레
퍼시픽

IMM인베스
트먼트

2020

신규지정

2020
신규지정

1,418,920 1,318,42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해당 내용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기업집단만을 정리한 것이며, 무상사용 집단은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함
**공정위 2020. 12. 24.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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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집단 수는 22개
집단이며, 이 중 19개 기업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다.107)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는 지급회사의
수나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금액(순매출액, 총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의 기준비
율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14]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2019년)
사용료

집단수

2,000억 원 이상

2

에스케이(2,705), 엘지(2,673)

2

한화(1,475), 롯데(1,024)

3

씨제이(992), 지에스(826), 한국타이어(503)

1,000억 원 ~
2,000억 원 미만
5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해당 집단명

효성(498),현대자동차(448), 두산(337), 한진(289),
100억 원 ~
500억 원 미만

15

코오롱(271), 한라(263), 엘에스(242), DB(202), 현대중
공업(167), 삼성(145), 금호아시아나(143), 에이치디씨
(113), 동원(109), 삼양(104), 미래에셋(103)
포스코(95), 아모레퍼시픽(69), 하이트진로(48), 애경(41),
신세계(39), 유진(37), 하림(36), 카카오(31), 넥슨(28),

100억 원 미만

20

태영(27), 세아(26), 케이티(24), 중흥건설(20), 부영(12),
한국투자금융(11), 다우키움(5), 셀트리온(4), IMM인베스
트먼트(2), 에쓰오일(0.9), 태광(0.3)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영풍, 대우조선해

0

22

양,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대우건설, 오씨아이, 이랜드,

SM, 네이버, 호반건설, 넷마블, 삼천리, 에이치엠엠, 장금
상선, 한국지엠,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KG
*공정위 2020. 12. 24. 보도자료 발췌

우리나라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수수료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주로 매출
107) 단,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는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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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108)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한 후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상표권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준값 등×사용요율”로 결정된
다. 상표권 가격 결정의 기준값은 주로 매출액 또는 (매출액 – 공제액)으로 결정되
며 공제액은 상표권을 지급하는 회사의 광고선전비 또는 내부거래 금액 등이며 매
출액은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 15]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2019년)
산정방식

요율

해당 집단명

0.4% 이상

씨제이, 삼양

0.3%~0.4% 미만

효성, 하림

0.2%~0.3% 미만
순매출액×요율

현대자동차, 엘지, 한화, 한진, 두산,
한국투자금융, 넥슨, 동원, 하이트진로
에스케이, 롯데, 포스코, 지에스,

0.2% 미만

집단수

29

현대중공업, 신세계, 엘에스, 미래에셋,
에이치디씨, 코오롱, DB, 세아, 셀트리온,
중흥건설, 다우키움, 애경

총매출액×요율

(연결매출액광고비)×요율

0.3%~0.4% 미만

카카오, 태영

0.2%~0.3% 미만

유진

0.2% 미만

부영, 아모레퍼시픽, 태광

0.4% 이상

한국타이어

0.3%~0.4% 미만

한라

0.2%~0.3% 미만

금호아시아나

순매출액×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3

삼성

1

케이티, 에쓰-오일, IMM인베스트먼트

3

분배기준율×0.5%
정액 등 기타

6

합계

42
*공정위 2020. 12. 24. 보도자료 발췌

상표권 사용료는 적게는 0.00065%(태광그룹이 흥국생명보험이 화재해상보험에게
받는 상표권 사용료)부터 많게는 0.75%(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

108) 매출액은 기업집단에 따라 순매출액, 연결매출액 등을 사용한다. 이때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
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결매출액은 개별회사 매출액의 합산이
므로, 일반적으로 ‘순매출액<총매출액<연결매출액’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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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에게 받는 상표권 사용료)로 그 요율이 기업별로 매우 상이하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
사에서 상표권의 적정 사용요율을 각각 0.2%, 0.25%, 0.2% 로 판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기업집단의 적정사용요율은 0.2%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보다 높
은 요율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높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0.54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다른 회사와 달리 순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단순히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총수있는 집단과 총수없는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을 비교한 결과,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이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0.9%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33.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
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8%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비해 1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의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 미만 수취회사
의 평균 0.05%의 2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표권 유무상 사용현황(총수 여부)
구 분
총수있는 집단
총수없는 집단
계

(`20.5.1. 기준, 단위 : 개)
유상사용 집단수
무상사용 집단수
합계
39 (70.9%)
16 (29.1%)
55 (100%)
3 (33.3%)
6 (66.7%)
9 (100%)
42
22
64
*공정위 2020. 12. 24. 보도자료 발췌

[표 17]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현황
구 분
총수있는 집단 (39개)
총수없는 집단 (3개)
합 계

상표권 사용료(19년)
1,406,913
12,007
1,4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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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기준, 단위 : 개)
매출액(19년)
사용료/매출액
493,979,169
0.28%
73,630,539
0.02%
567,609,708
0.25%
*공정위 2020. 12. 24. 보도자료 발췌

[표 18] 지분율에 따른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현황
수취회사 구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36개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33개사)
총수없는 집단 수취회사 (4개사)
총계

(`20.5.1. 기준, 단위 : 백만 원, %)
상표권 사용료(19년) 매출액(19년) 사용료/매출액
1,216,142

91,885,665

1.32%

190,771

402,093,504

0.05%

12,007
73,630,539
0.02%
1,418,920
567,609,708
0.25%
*공정위 2020. 12. 24. 보도자료 발췌

2)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한 문제
(1) 지주회사가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문제의 사례들은 대부분 다른 계열사들이 상표의 가치 창출과 유
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지만 정작 상표권은 지배주주가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들
인데, 이처럼 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에 대하여 지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상호를 정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던 1950년
대 전후 당시에는 상표권 또는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특히 기업의 동일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CI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야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브랜드에 대한 재산권 개념과 과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으며, 상당수의 기
업집단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의 동일
성을 나타내는 브랜드의 관리를 지주회사가 하도록 하면서, 지주회사의 중요한 수
익 창출 수단의 하나로 브랜드 사용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09)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해당 계열사에게 브랜드의 사용을 허락함으
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계열사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안정된 매출
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상표권 사용요율의 결정권은 지
주회사에 있는 바, 상표가 매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 관점인데 비하

109) 박지은, 앞의 논문,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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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표권 사용요율 결정은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과도
한 상표권 사용요율로 인하여 계열사가 어려워져 계열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가 갖는 브랜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브랜드 자
산가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110)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의 가치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는다. 상표권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이 그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용료를
수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민법의 원리에 따라서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그 자체는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상표
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이다. 상
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그 상표권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해당 금액
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
는 회사는 그 상표권 사용료 수취를 통하여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이익을 합법적
으로 분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상표권 사
용료의 수취가 이루어질 경우, 상표권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그 가치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상표법상 상표권자라는 이
유만으로 그 사용료를 수취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도 있
다. 완전히 같다고 할 순 없으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 상표
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판결이 존재한다.
[사례] 학교법인의 교표에 대해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각종 회사를 설립하여 참
가인과 이익상반거래행위를 하며, 기회를 유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등 교육보다 기타의 수
익사업을 통한 개인적인 이익취득한 것이 문제된 사례에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었다.111)
또 다른 사례로, A회사의 CI 상표권을 형식상 B회사에 등록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명목
으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획하였는데, A회사의 CI는 A그룹 계열사들
이 공동투자하여 개발하였고 경제적 브랜드 가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A그룹 계열사들
이 B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그룹 계열사 대
표이사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CI 사용료를 B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한편 B회사와
CI 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CI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점에 대해서 부당지원 배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112)
110) 박문기, 앞의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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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자, 즉 상표권 귀속의 판단, ② 각 기

업집단 내에서 특정 기업이 해당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 ③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게 된다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등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13)
(2) 지주회가 받는 사용료의 수준이 타당한 지 여부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더욱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지주회사들이 상당한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부터이다.114)
GM이 한국 GM으로부터 매출액의 5%를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가져갔으며 이
누적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115) 여기서 상표권 사용료는 GM의 경
우 매출액의 5%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차를 생산하는 인도의 타타그룹의 경우 상
표권 사용료는 매출액의 0.15%이다.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상표권 사용
료의 차이가 330배가 나는 것이다.116)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이 되는 상표권 사용
료 그 자체에 대하여 수취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표권 사용료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상표법상에서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규제의 필요는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일부 대기업 소속사들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건설회사 등의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 건설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로 지주회사나 모
회사에 매년 100억 원 안팎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
면 ‘정부방침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117) 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보통 지주회
111)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판결 중 원고 주장부분. 다만 해당 판례에서
해당 상표권 부분이 문제가 주장되긴 하였으나 업무상 배임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판결.
113) 박지은, 앞의 논문, 48면 참조.
114) 이은정, 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거래내역 분석,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ERRI),
2019, 3면.
115) YTN, GM본사, 본전 이미 뽑고 최소 3조 '먹튀' 우려, 2018. 2. 15. 뉴스 참조,
<https://www.ytn.co.kr/_ln/0102_201802150525485166>
116) 박문기, 앞의 논문, 17~18면.
117) 대기업 소속 건설사 연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지불 현황을 살펴보면,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에
게 51억 7,100만 원, SK건설이 ㈜SK에게 145억 원, 롯데건설이 롯데지주에게 77억 원, 한화건
설이 ㈜한화에게 84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GS건설이 ㈜GS에 22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남영 기자, 대기업 집단 건설사, 브랜드 값 연
100억원 안팎 낸다, 건설경제 2018. 5. 8. 기사 참조, <http://www.cnews.co.kr/m_hom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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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데, 상표권 사용료를 통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담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에 따른 법인세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질 수 있어, 많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118)
또한 상표권 사용료의 문제는 단순히 지주회사와 계열사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는 지주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주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에 정당하게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19)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준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
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다. 조세회피는 상
표권 사용료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
세 회피로 본다. 실제로 2010년 국세청은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라고 판단하여 90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는 것은 수취하여야 할
금액을 받지 않아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20)

w.jsp?idxno=201805031527074470042#cb>
118) 관련하여 DB그룹이 주요계열사 7곳에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DB그룹 금융계열사 7곳은 지주사인 DB Inc.와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
결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적용받게 되며,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7개사는 DB손보, DB생명, D
B금융투자, DB캐피탈, DB자산운용, DB하이텍, DB FIS로 나타났다. DB 그룹의 브랜드 라이선
스 계약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2개월이며, 통상적인 브랜
드 사용료 계산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DB손보가 623억 6,900만 원, DB생명이 98억 9,900만
원으로 2개 기업만 722억 6,800만 원에 달하며, 나머지 5개 계열사의 브랜드 사용료까지 합하
면 상표 사용 총 거래금액은 8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2015년 국세청은 기
존 ‘동부’브랜드를 보유한 동부건설에 대해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이익이 축
소됐다고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무당국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
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 지원행위로 보는데, 계열사로부터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이며, 브랜드 사용료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함에도 이를 걷지
않은 것은 조세를 회피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정당한 사용료를 수취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당하지 않은 수준과 방법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상표권을 이용한 사
익편취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김문수 기자, DB그룹 800억원대 브랜드 수수료 챙긴다…계
열사 부당지원 차단, 뉴데일리경제 2018. 10. 31. 기사참조, <http://biz.newdaily.co.kr/site/
data/html/2018/10/31/2018103100135.html>
119) 박지은, 앞의 논문, 15면.
120) 박문기, 앞의 논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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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GS 그룹 계열사들이 지주사에 지불했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추가적 과세를 물어
야 할 처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GS그룹은 국세청이 과제에 대한 부과기준을 바꾼 탓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은 법인 세무조사 시 상표권에 대한 과세방법 불합리를 통
보하며, 상표권 사용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매출액 내부거래 부분 포함여부를 시
정하라는 요구를 하였는 바, 서울 국세청은 계열사 간 거래 시 상표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내부매출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에 GS 계열사 측은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상표가 매출증대에 영향을
주므로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121)

[사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과거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브랜들 사용료를 배분한 점 등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
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조심-2014-서1299[심판] 2015. 4. 15.)
후술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공시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러한 공시규정을 두는 이유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양도 또는 포기의 방식으로
수수료 징수회사에 상표권을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122)
한편, 기업집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업 CI 등에 대한 상표권은 각 회
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자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업집단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기업을 나타내는 CI 등의 상표권이 필요하고, 그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의 CI 등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일부회사에 한정된 것이고, 기업의
CI 등이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기는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현행
121) 송승현 기자, 대기업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추가과세… 타 대기업들도 발등의 불, 이데일리
2020. 1. 15. 기사 참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148066256377
20&mediaCodeNo=257>
122) 박문기, 앞의 논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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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어떤 자산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자산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CI 등이 기업집단의 이미지 구축과 그로 인한 소
비자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기업 CI 자체의 효용성은 인정되지만,
CI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지는 않는다.123) 이에 기업의 존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의
CI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주식 보유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 가족이 경영자가 되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124)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
정 절차의 위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집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업 CI 등에 대한 상표권의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현실적으로는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상표권이 회사
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오늘날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상표권의 처분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의사가 가
장 강하게 반영될 것이고, 상표권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지배주주의 의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CI 등의 중
요도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의 처분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귀속이 그러하듯 상표권 사용료 역시 기업에서 상표권이 가지는 중요
도와 가치에 근거하여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가장 이익이 되는 범주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업집단 내에서의 상표권의 귀속
또는 처리는 기본적인 상표법의 원리도 적용되지만, 사실상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
123) 참고로 대법원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이 없으면 제품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특허권의 처분은 회사
의 존속을 좌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특허권을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124)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이른바 ‘재벌’이라는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
벌의 특징으로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의 사가총액 60%가 사실상 가족 중심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20여 개의 기업집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계층 사이에 불평등이 심
화되는 등 문제를 갖고 있다는 분석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박지은, 앞의 논문, 72면, 각주
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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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표권의 귀속을 정하되, 상표법의 원리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하여 지배주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을 예상해볼 수 있다. 각 기
업집단이 각자 자신의 상표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나, 단순히 상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서의 상표권 귀속과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가 정당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상표권 사용료가
산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상표권 사
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공정위 역시 지주사가 상
표권 사용료라는 일률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125) 즉,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하여 누구에게 그 브랜드(상표)의 귀속을 인
정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며,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 및 무
형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용료 수취를 통한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이익 분여
및 절세 전략,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법 등 법률적인 제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126)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는 본질적으로 세법상의 문제이지만,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통합적 조사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정위가 조사한
대기업집단의 상표 사용료 수취 내역에 의하더라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하는 경우와 매출액에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하는 조정을 거쳐
산정하는 경우로 나뉘는 등 기업집단 내에서 상표 사용료 산정에 관한 일치된 관
행을 도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적정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
125) 김종민 기자, 대기업집단 기업 상표권 사용료 1년새 2000억원 증가, 뉴시스 2019. 6. 26. 기
사 참조,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8C%80%EA%B8%B0%EC%9
7%85%EC%A7%91%EB%8B%A8-%EA%B8%B0%EC%97%85-%EC%83%81%ED%91%9C%EA%B
6%8C-%EC%82%AC%EC%9A%A9%EB%A3%8C-1%EB%85%84%EC%83%88-2000%EC%96%B5%
EC%9B%90-%EC%A6%9D%EA%B0%80/ar-AADpPEe>
126) 박지은, 앞의 논문, 17-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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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어떠한 입법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지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적정한 상표 사용료, 즉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서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 매출액(이하 ‘내부매출’이라고 약칭하여 표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
논의가 시급한 상태이다.127) 이처럼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싸고 세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 기반
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해 상표법적인 또는 그 밖의 해결방안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볼 필요성이 요청된다.

IV. 상표와 관련된 문제의 인식과 한계
1.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따른 한계
상표보호에 관한 입법주의는 크게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상표의 법적 보호방식이나 상표권의 발생, 존속, 소멸을 판단하는 법체계이다.
상표법상 등록주의 체제라 함은 상표출원 시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법이 정한 일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표를 등록하면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등록이라는 사실
에 권리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즉 법적으로 가치있는 기능을
하는 상표의 필요조건을 법에서 정하여 놓고 이에 해당하면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부여하는 입장이다. 등록주의 하에서는 상표권이 상표등록원부
에 등록된 때부터 발생하며, 하자있는 등록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표권 설정등록 후
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권
리로 인정된다.128) 한편 상표법상 사용주의 체제라 함은 상표출원 시 상표의 사용
을 필요로 하고, 상표권의 발생·유지·소멸을 실제 상표사용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는 상표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계속됨에 따라 상품이나 영업
의 신용을 얻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갖게 된 경우에 법에 이러한
사실을 독점배타권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다.129) 즉, 등록주의에 따르면 등록사실
127) 배효정, 기업집단 내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문제 –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 매출액 인자의 취급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9, 587면.
128)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317면.
129) 송영식 외, 앞의 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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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상표권의 발생·존속·소멸을 판단하게 되고 주로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주의에 따르면 상표권의 발생·존속·소멸을 사용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
단하게 되며 주로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다.130)
구체적 사항에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는 대체로 상충관계(trade-off)를 갖는 경
우가 많다. 즉 등록주의 체제의 장점은 사용주의 체제의 단점이 되고, 등록주의 체
제의 단점은 사용주의 체제의 장점이 될 때가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
생할 경우 결국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으므로 상표법상 등록주의·사용주의
는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기가 쉽다.131)
등록주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첫째,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등록주의에서는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을 부여하고 보호함으로써
정부는 상품제조자나 상인들이 선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상표권 박탈에 대한
염려 없이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즉,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설
정되고 등록이 유지되는 한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게 법적 안정성
을 준다. 또한 공시된 객관적인 등록 사실로 권리의 성립과 상태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사회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쉽다. 다시 말해, 등록주의는 상표권의 설정과 관
련하여 등록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출원일자를 그 우선순위로 삼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며 잠재적인 상표사용자 및 제3자에게 상표권의 존재를
명확히 표시하여 상표권의 존부 및 침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상표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132)
둘째, 등록주의 체제에서는 상표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원칙적으로 등록주의 체제에서는 상표의 출원 시 사용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표를 쉽게 출원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상표를 사전에 확보하기가 용이하여 실제 기업의 운영 등에 유리한 부
분이 존재한다. 등록주의 체제는 장래를 위하여 선택되고 확보되어진 상표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시장에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상표권
130)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나 이용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는 사용주의를, 형식적 등록에
따라 상표권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는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 우종균, 상표법상
사용주의와 등록주의의 기원, 「지식재산21」 통권 제74호, 특허청, 2002, 127면.
131) 손영식, 우리나라 상표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합리적 조
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4, 13면.
132) 손영식, 앞의 논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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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시장에서 영업행위를 전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영업준비자들은 상표를 사
전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놓고 실제 사용하기 전 준비과정에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133)
한편 비용적인 측면에서 등록주의가 사용주의보다 유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순위에 의하여 등록이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주의와 같이 실질적인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때문에 행정적 단순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장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등록주의에
입각한 상표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34) 다만 최근의 각
국가별 상표법을 살펴보면,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등 기본적인 법체계의 틀을 유지
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 간의 빈번한 교류, 지역경제공동체의 출현, WIPO 및
WTO 등 다자간 국제조약의 영향으로 극단적 등록주의·사용주의 법체계는 점차 사
라지고 양 주의의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을 줄이는 절충주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
다.135)136)
등록주의든 사용주의든 상표법상 상표권 제도는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할 예정인 자의 자유로운 상표 사용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법은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영업
과 같이하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137)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본 조항을 해석해
볼 때 최초의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에 상표에 체화된 신용
(Goodwill)을 유지하기 위한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같이 선사용주
의에 의한 등록제도를 채택하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한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선사용
자가 우선하고, 선사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원자가 우선하도록 하였다.
133) 손영식, 앞의 논문, 33면.
134) 우종균, 앞의 논문, 115면.
135) 송영식 외, 앞의 책, 42면.
136) 등록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할 경우,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상표
제도가 왜곡될 위험성 및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
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함으로써 국제통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등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우리 상표법에서도 사용주의의 요소를 가미하여 운용하고 있다. 상표권의 성
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주지·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등록의 금지
(법 제34조 제1항), 정당한 상표권자의 우선적 출원권 보장(법 제3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타인의 동의 없는 등록상표 사용금지(법 제92조), 선사용에 따라 출원등록을 하
지 않았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인정(제99조) 등과 같은 사용
주의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 ; 신혜은, 선의의 사용으로 신용을 구축한 상표 사용자와 등록
상표권자의 상호관계, 「안암법학」 제34권, 안암법학회, 2011, 866면.
137) 상표법 1949. 11. 28. 제정 법률 제71호,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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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양도 시에는 영업과 함께 이전하도록 하였고, 영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표도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초의 상표법이 사용주의를 취하였지만, 1958
년 상표법 개정 시 선출원주의를 취함으로써 선사용주의는 포기되었다.138) 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는 등록 당시와 존속 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현행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139)

2.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제도와 한계
앞서 사례와 함께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선출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2월 2일 상표법 개정을 통하
여 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거절사유(법 제54의3조) 및 무효사유
(법 제117조 제1항)에 포함시키고, 사용의사 없이 상표선점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
하게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현
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한 상
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없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 또는 사용할 의사가 없
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에 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할 의
138) 정상조 외, 「상표법 주해 Ⅰ」(나종갑 작성부분), 박영사, 2018, 47면.
139) 이는 상표권이 다른 산업재산권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도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경우 실제로 창작 또는 발명 등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법률을 통하여 그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즉, 발명자·창작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의 경우 재산권으로서 상표적 가치를 형성함에 누가 가
장 높은 기여를 하였는가는 상표권 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상표는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미래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출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 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및
기대 여부와는 별개로, 상표는 시장에서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자타 식별기능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강력한 목적으로 할 뿐, 그 상표를 만들어 낸 자가 누구인가는
상표권의 귀속 판단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박지은, 앞
의 논문, 44-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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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있는지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로는 ①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
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140) ②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141) ③ 개인이 법령상 일정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하여 견련관
계가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142) ④ 기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
사 없이 상표선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
이 드는 경우이다.143)
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상호등기
부등본, 신문·잡지·카탈로그·전단지 등의 인쇄광고물, 매장의 상품진열사진, 주문전
표, 납품서, 청구서,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지정
상품과의 관련성, 현재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지만 지정상품에 새롭게 진출할 구체
적인 사업계획 등을 기술한 상표사용계획서를 심사단계에서 확인하고 있다. 출원인
이 상표 사용사실을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적인
사용이라고 판단되거나, 상표사용계획서가 형식적이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144)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4월, 특허청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는 상표심사기
준의 개선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 가맹사업 운영자와 프랜차이즈 상표 상표권자
140) 대규모 자본, 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품군이 해당된다. 인공위성. 선박, 철도
차량, 자동차,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항공운송업, 프로스포츠단경영
업 등
141) 견련관계에 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9]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의 예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예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비료, 소주, 휠체어, 컴퓨터, 숙박업, 문구

구두, 의류, 화장품, 장신구, 시계 보석

광고업, 은행업, 건설업, 수선업, 식당업

인쇄업, 광고업, 방송업, 통신업, 공연업

142) 견련관계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0] 법령상 일정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하여 견련관계가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의 예시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예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병원업, 법무서비스업, 건축설계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노무사업

143)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2020, 20206면.
144)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2020, 20206~20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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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가맹
사업 운영자와 상표권자를 일치시켜서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맹사업 운
영의 건전성,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부터 존재하
던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가맹사업 분야에 확대, 보다 꼼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상표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법인)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인인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
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 권리자를 법인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45)
실제 가맹사업 분야 사용의사확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가맹본부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출원한 가맹본부가 사용하
는 프랜차이즈 상표에 대하여 사용의사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사용의사를 제
출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본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합리적
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이때 출원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사업자로 상표
권을 획득한 이후에 가맹본부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 전환 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추가로 출원한 프랜차이즈 상표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 법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프랜차이즈 상표를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
관계인이 출원하였는바, 특수관계인 본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기 있는
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거절이유를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출원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원인 변경으로 특수
관계인의 선등록상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도 법인으로 권리이전이 필요
하다. 셋째, 법인인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상
표와 무관한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면서 지정서비스를 ‘○○프랜차이즈업(가맹점업)’

145) 이 경우 상표 사용권 설정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은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009허84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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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의 경우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
여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바, 법인인
가맹본부가 사용할 신규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출원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특수관계인 본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때 거절 이
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수관계인이 가맹본부와 별개로 사업을 운영할 계
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출원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하게 되어 사
업의 안정성 및 상표권 관리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권이 개
인에게 있거나 개인과 법인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이 높아져 가맹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이러
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의 일원화로 저촉되는 상표가 사라지게
되어 추가 상표등록이 용이하게 되고, 상표권자 정보변경도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
표권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경
우에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 및 브랜드 가치의 제고 수혜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분리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예컨대 양자 간 분쟁
에 따른 프랜차이즈 상표사용 불능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
며, 가맹본부 브랜드의 안정적·효율적 관리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의 간접적인
수혜 역시 가능하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운영 계약 시 정보공개서146)를
통하여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약을 도모할 수 있다.147)
나아가 2021년 상표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도 사용의사 확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용의사의 확인절차
를 보완하도록 하였다.148)
146)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사실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47) 특허청,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 추진, 2018. 4. 27. 보도자료 참
조.
148)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 공동출원한 경우”에 사용
사실 및 사용의사를 확인한다. 다만,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상표 사용분야
와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에 출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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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남용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예컨대 출원자가 프랜차이즈 대표인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신분확인이 가능
하지만, 사주 가족의 신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주가족이
출원한 상표인지 제3자가 출원한 상표인지에 대하여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도 특허청이 합리적인 의심대상으로 선정하는 소수의 사례만 사용의사 확인대상
으로 선정되며, 대다수의 출원 건은 특허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
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심사지침 상으로 프랜차이즈 상
표권을 통제하고 있으나 법상 상표권의 사용자(가맹본부)와 상표권 소유자(사주)가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만의 하나 사주일가가 특허청 몰래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사후에 발각되더라도 특
허청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상표권 등록취
소심판이 있기는 하나, 상표권 사용자와 상표권 소유자의 불일치와 관련된 판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특허청에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출원 단
계에서 상표권 장사를 막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인적·물적 한계로 완벽한 차단
을 할 수 없으며, 일단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주가 상표권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 상표를 취소시킨 사례는 없고, 그럴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현행 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현행법을 변경해야하는지는
여러 논의가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사업법에 프랜차이즈 상표
에 대한 제재규정, 즉 가맹본부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와 가맹사업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으로서 상표권과 관련된 제재 사
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렇게 기관 간의 핑퐁게
임으로 법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장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149)
상표등록출원의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 요건은 상표등록거절이유150) 및 상표등록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2020. 12. 참조.
149) 고승주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 ① 실효성 없는 특허청 조치, 멍드는 가맹점주”, 조세
금융신문, 2018. 6. 21. 기사참조,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8787>
150) 상표법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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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청구151) 이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상표등록출원 시에는 상표의 사용의사를
확인하지만, 상표의 양도 및 존속기간의 갱신 시에는 사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있
는 바,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상표권을 개인이 보유하여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개인이 영업을 시작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으
로 상표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개인이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는 경우나
법인이 개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 하지만 기존 상표법 및
기타 법령상으로는 양도 및 존속기간 갱신 시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3.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제한과 한계152)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적자치의 원
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표권 사용료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지며 업
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형태,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지주회사와 계열사 같이 반드시 특정 상표를 사용해야만 하는 관
계에서 일부의 경우 해당 상표권 사용료가 지주회사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활용된
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면서,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를 근절하고 합리적이
고 납득가능한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부과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그런
데 상표권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이나 적용요율 등은 ① 계약 당사자 사이의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② 업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③ 공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형을 분석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결
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수취하게 될 경우 계열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과소한 사용료는 본사의 수익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토
대로 공정한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주
회사가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사의 부
당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나
151)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152) 이하의 내용은 <정태호,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쟁점과 상표법상 한계 및 개선방
안, 「공정한 상표제도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특허청·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20>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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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과 같은 타 정부기관과의 이해관계에 있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상표권 사
용료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그 사안의 특성상 상표법의 영역 내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강구는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편, 판례상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권자로 하여금 상표
권의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에 따라 형성된 신
용은 상표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관계
에서 보면, 상표권자인 지주회사는 상표권 사용료를 적게 부과하여 세금을 절감하
면서도 신용 귀속에 따라 상승된 상표권의 가치는 계속 가지게 된다. 특수한 관계
가 있는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적게 부과하면서 이에 따라 활발
히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통해 상승된 상표권의 가치의 혜택을 지
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
료를 계열사에게 과다하게 청구하더라도 상표에 관한 신용귀속의 상표권자로의 강
한 귀속성 때문에 사용권자인 계열사는 해당 상표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해 과다하
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도 (현재에는 사적보유가 어려운 현실이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상
표등록을 받아 사용권자의 사용을 통해 축적된 상표의 신용 가치를 모두 독점적으
로 사적인 편취를 하여 상표권 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불공정성을 초래하는 결과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던 것이다.
그동안 계열사 등의 사용권자가 사용하여 온 상표권 사용허락의 계약기간이 만료
될 때에 계약갱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후에는 축적된 신용이 있는 상표를 부착
한 상품 및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위험을 계열사는 부담하게 된
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상표권자인 지주회사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제
되어 버리는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게 되므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을 지주회
사가 과다하게 청구하더라도 계열사는 거의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결국 상표
권자와 사용권자 간 상표의 가치상승에 따른 신용귀속에 관한 상표법상 법리의 적
용 때문에, 상표권자의 독점적인 지위가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비해 강력한 현실이
다. 이에 따라 상표사용허락계약에서의 상표권 사용료의 과다 또는 과소 부과 등에
관한 상표권자의 결정권이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더욱 강화되는 것이고, 그 성격
상 상표법 내에서의 해결보다는 불공정한 독점권 행사를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타법의 적용이 타당할 것이라는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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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표와 관련한 타법 규정 검토

I. 공정거래법상 상표 관련 이슈
1.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가. 개념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153)를 통해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①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하고, 공정거래법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
고 있다.154) 즉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무체재산권을 제공
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하
고, 이에 따른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는 무상으로 또는 정상
15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1호, 2020. 7. 29. 시행.
154)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는 1996년 5차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것인데,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금지 등의 경제력 집중의 억제 조
치들만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 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자산 또는 인
력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계열회사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나아가
친족 위주의 비효율적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직접 자금 지원행위 외에 상품, 용역을 통한 자금지원행위도 부당지
원행위로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원 대상에 ‘상품과 용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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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및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
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무체재산권 무상양도)
를 부당지원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상표 문제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
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어진 시장 구조 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거래개선을 위
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총 9개로, ① 거래거절, ② 차
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 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이 있다.155)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상표권이나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없으나, 다만 행위 유형 중에서 상표를 활용하는 경우에 이것
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행위유형 중
‘차별적 취급’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
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이때의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되므로, 만
약 사업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때 상표
권의 사용료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상대방마다 달리 책정하는 경우에 불공정

155) 한편, 특수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별도의 법과 고시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
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거
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또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및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등에서도
특수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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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
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자
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
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
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 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등이 법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156) 그리고 이러한 가격조정을 위하여 상표권 사용료 등
의 수수료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달리 책정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표권 사용료는 권리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상표권 사용료를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해
석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157)의 경우 명시적으로 상
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은 자의 불공정행위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는 병행수입에 대하여 독점수입업자 등이 부
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를 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행위유형을 구
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병
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
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저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일 경우에는 당연
히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외
에도 상품의 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
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158) 하지만,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156)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20. 7. 29.) 참조.
15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시행)
15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제4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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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외국 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나,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
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을 방해
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159) 또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행위,160)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
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
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
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161)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
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162)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
우163)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된다. 해당 유형의 경우 동일한 상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시장을 형성하기 위함이며, 공
정한 제도와 환경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과 상표 문제
공정거래법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과 같은 무체
재산권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유
리한 대가 등의 제공에 의한 지원행위와 ②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있다.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인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
하는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급부의 정
159)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제5조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160)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제6조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16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제7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16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제8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 거절 및 중단)
16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제9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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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아(무상제공, 무상이전을 포함)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164)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
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하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
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
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
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
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165) 한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한 규모로 제공
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공정위의 심사지침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에 대하여 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
이 합리적이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 의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다.166)
심사지침에서는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 금액 산정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2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채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당해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
164)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88호, 2017. 12. 12.
시행, Ⅱ. 용어의 정의, 4. 지원행위 부분.
16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판결.
166)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88호, 2017. 12. 12.
시행, Ⅱ. 용어의 정의, 7. 지원성 거래규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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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
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
- 개별정상금리를 전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객체의 재무구
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당해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지
원행위 여부를 판단
-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
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 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
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실
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
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2.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
격으로 제공받는 것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
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
3.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것
4.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 중,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
으로 제공받는 것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로, 상당한 규모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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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하 “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때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인력지원을 한 경우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
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것

부당한 지원행위 중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행위’로서
이러한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을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에서는 무체재산권의 부당한 지원행
위의 예로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
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여 생각한다면 상표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열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무상 또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의 이득을 받게 되는 경우나, 또는 기존
에 보유하고 있던 상표와 관련, 연속성이 있는 상표를 지원객체로 하여금 상표를
출원하여 로열티를 받게 하는 경우 등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따라서 ① 기업집단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열회사가 상표권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A회사에게 지급하게 하거나 ②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상표권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해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할 권한이 없는 회사가 단지
상표법상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
를 수취하는 것 모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기업집단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삼립, 비알코리아, 샤니)를 제외하고
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SPC의 계열회
사인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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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자산은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현저
히 낮은 가액(28.5억 원)에 양도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
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하였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
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
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이러한 경과로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
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삼립-샤니 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었다. 이외에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2011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경쟁사업자, 특히 중

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한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SP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167)

다만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 계약은 계약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비교자료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를 따지
는 논의가 활발한데 반해, 무체재산권은 가치평가의 불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168)

라.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금지
최근 주로 문제되는 행위 유형으로는 ①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기회를 회사 대신 자신이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회사
기회 유용행위’와 ② 이사 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회사 및 친족회사
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으면서 사적이익을 취하는 ‘일감몰아주기’ 등이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기회 유용행위를 금지하는
명문의 조항을 신설하였고,169)170)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부당
167) 공정위, 기업집단 ‘에스피씨(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 지원 행위 제재, 2020. 7. 29. 보
도자료 참고.
168) 이상훈, 앞의 자료, 7면.
169)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
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170) 다만 상법에서는 회사기회 유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사회의 2/3의 동의를 얻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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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171) 이어 201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동법 시
행령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172) 과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규정의 해석과 준수를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의 개정은 “회사기회”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기회’로 정의하고, 장래 회사에게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표권을 소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서 금지하는 “회사기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제공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규제수단
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대략과 함께 상표권
과 관련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173)
1) 규율대상 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지원 주체는 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따라 당해 기업집
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
하는 절차상 제한만 두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벌 조항을 두지 않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이사회가 1인 또는 소수의 지배 주주에 의해 지배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
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상법상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 이상훈, 앞의
자료, 8면.
171)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
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
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17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173) 이하의 내용은 <공정위 시장감시국,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규정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
회, 2016>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문단별로 구체적인 인용의 부분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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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174)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동일
인이 회사나 조합인 기업집단)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175) ② 지원주체가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거
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176)177)

178)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거래상대방인 지원객체는 ①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②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어야 한다. ① 특수
관계인이란, ⅰ) 당해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ⅱ) 동일인 관련
자, ⅲ)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포함되나, 이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지원객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은 ⅰ)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ⅱ)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으로
174)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모두 34개이며, 계열회사는 모두 1,421개이다.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은 ➀ 삼성, ➁ 현대자동차, ➂ 에스케이, ➃ 엘지, ➄ 롯데, ➅ 포스코, ➆ 한화, ➇ 지에
스, ➈ 농협, ➉ 현대중공업, ⑪ 신세계, ⑫ 케이티. ⑬ 한진, ⑭ 씨제이, ⑮ 두산, ⑯ 부영, ⑰
엘에스, ⑱ 대림, ⑲ 미래에셋, ⑳ 에쓰-오일, ㉑ 현대백화점, ㉒ 효성, ㉓ 한국투자금융, ㉔ 대우
조선해양, ㉕ 영풍, ㉖ 하림, ㉗ 교보생명보험, ㉘ 금호아시아나, ㉙ 케이티앤지, ㉚ 코오롱, ㉛
오씨아이, ㉜ 카카오, ㉝ 에이치디씨, ㉞ 케이씨씨 ; 공정위, ‘공정위, 59개‘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2019. 5. 15. 보도자료.
175) 2019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다.
[표 22]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2019. 5. 기준)
순번

기업집단명

동일인

1

포스코

㈜ 포스코

2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케이티

㈜ 케이티

4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5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6

케이티앤지

㈜ 케에티앤지

176) 예컨대, 당해 거래 당시에는 소속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
으나, 당해 거래 종료 이후 자산 총액 증가 등 사정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원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7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앞의 책, 2-4면.
178) 한편, 2020년 12월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기업집단 규율
법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
행 210개에서 598개(‘20.5.1.기준)로 388개가 증가될 전망이다.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12. 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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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179) 한편 총수일가 지분이 적으면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유인이나 효과가 적어 규제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비
율 이상인 계열회사만을 규율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② 특수관계인이 30% (비상
장사는 2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일 경우에 지원객체에 해당한다. 특수관
계인이 30% (비상장사는 2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의 판단은 당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180)
2) 세부유형별 금지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세부
유형별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금지행위는 동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는 법에서 정
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을 위반한 것
으로 본다.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로는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및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
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
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제1호)/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의 거래(제3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는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로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거래로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179) 이 때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
조 제1호 가목)
18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앞의 책,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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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③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거래로 인력을 정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해당된다.181) 또한 ②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
래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
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182)183)
여기에서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 거래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에는 ‘무체재산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상표권을 비롯하여 산업재산권의 이용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특수관
계인에게 특별히 유·불리하게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계약상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면제하여 주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2) 사업기회의 제공(제2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
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184)185)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
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중 제2호의 ‘사업기회의
18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
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82)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
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
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8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
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84) 다만 ⅰ)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ⅱ)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ⅲ)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제
외한다.
185)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
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87 -

제공’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하
며, ‘밀접한 관계’ 여부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
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86)
(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명 일감몰아주기, 제4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
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
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
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
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
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187)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은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외
형상으로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가 낙찰받게 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188)

186)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앞의 책, 13-14면.
187)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
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88)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앞의 책,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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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와 부당지원금지 규제와의 관계189)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와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규제목적, 규제대상 및 규제
내용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별개의 규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는 총수일가 상기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23조
제1항 제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표 23] 부당지원 금지규제와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비교
부당지원금지규제
관련규정
규제내용
지원주체

지원객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는 행위 금지

행위 금지

제한없음(모든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20%)을 보유한 계열회사

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금지행위유 조건의 거래
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②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
를 매개로 한 거래(소위 통행세 행위)

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 제공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
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안전지대
여부

거래금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
해당없음

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
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189)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앞의 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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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이 불필요함

2.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관련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
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
고자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
액 10조원 이상)을 지정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를 취하는 이유는
①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②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헌법 제119조를 근거로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주
요 제도로는 ① 상호출자금지제도,190) ② 채무보증제한제도,191) ③ 금융보험사 의
결권 제한제도,192) ④ 지주회사 제도,193) 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194) ⑥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195) ⑦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196) ⑧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197) 등이 있으며, 이중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90)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형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
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9조).
191)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을 제한하고 계열회사 상호간 빚보증을 통한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개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금융기
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공정
거래법 제10조의2).
19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193)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
록 출자단계 및 지분을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8조 및 제8조의2).
19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1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2).
195)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불투명한 경영행태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경우 자기 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
조의3).
196)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시하여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
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
11조의4).
19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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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시
공정위는 2018년 3월 28일 전원회의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
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개정안을 의결하여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연 1회 직전
사업연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자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
으로 2018년 5월 1일 기준 신규 지정되는 기업지단의 소속회사들이 포함된다. 또
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
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①
지급회사, ② 수취회사, ③ 대상 상표권, ④ 사용기간, ⑤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⑥ 사용료 산정방식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상 상표권은 특정
기업집단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권 사용 계약의
대상이 된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의미하며, 사용기간은 상표권 사용계약
으로 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은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당
해 회계연도에 지급·수취한 상표권 사용료이며, 사용료 산정방식은 상표권 사용계
약으로 정한 사용료 산정방식을 의미한다.198) 그간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 거래로 인식하여 일정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 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개정에 따라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
래199)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상품 용역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 규
모 요건은 상표권 사용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상표권 사용거래가 대규모(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 거래에 해당되면 거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200)에 따라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상장회사는 이사
198) 예컨대 ‘(매출액-광고선전비)×0.**%’ 등의 산식을 취할 수 있다.
199) 여기에서 거래는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허락도 포함한다.
2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제
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
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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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회사는 7일 이내에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의 상세내역이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기업집단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이 예상되며, 공시된 정보를 통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기
업집단간, 동종업계간, 같은 집단의 계열회사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규모와 산정 방식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인 비
교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상표권 사
용료 공시 실태 점검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
의201)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임을 밝
힌 바 있다.

나.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관련 개선 논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시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202) 첫째,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상표권 수취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이 아닌
지주회사의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상표
권 결정방식, 각 회사별 상표권 수취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정위는 상표권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양도 또는 포기의 방식으로
수수료 징수회사에 브랜드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현대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
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⑤ 생략.
201) 예컨대 상표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징수회사 브랜드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02) 이하의 내용은 이은정, 앞의 논문,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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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바, 다른 지주회사들이 상표
권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상표권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다. 예를 들어 금호산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에게 상표권 수수료를 받
고 있는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의 매출은 대부분 아시아나항공과의 거래로, 이
러한 거래에 대해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각 회사마다
사업의 내용, 영업환경, 영업이익률 등도 각각 다른데 모든 회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상표권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살
펴보면 영업이익 그리고 배당금과 비교하여 상표권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
는바, 상표권을 지급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형식적으로 상표권 지급
에 대한 결의를 하지 말고, 그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II. 가맹사업법과 상표권 관련 이슈
1. 가맹사업 일반 현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표지(브랜드)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별다른
경험이나 사업지식이 없는 사람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들
이 선호하는 창업형태이며, 가맹본부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가맹희망자들의 자본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203) 2019년 정보
공개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6,000개가 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GDP의 6.9%에 달하는 119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가맹점
의 연평균 매출액도 2.8억 원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고용도 125.6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204) 가맹본부의 수는 2011년 2,405개
에서 2018년 말 기준 4,882개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급격한 가맹본부의
증가 및 가맹본부간 가맹점 모집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잘못된 정보를
203) 박수영 외,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2면.
204) 김선진 외, 프랜차이즈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考(소고), 「프랜차이징 저널」 제5권
제3호,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020,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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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계약체결을 유인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
및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공개서의 기재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계
약 체결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보공개서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부
담이나 영업 부진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가맹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가맹사업진흥법」 등이 대표적이
나205) 가맹본부의 ‘상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상표법」 역
시 관련 영역에 있다 할 것이다.

205) 가맹사업과 관련한 주요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가맹사업 관련 주요 법률
법률명
Ÿ

주요내용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

공정거래법

Ÿ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
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체결

Ÿ

제한 등의 거래행태 개선 등을 규정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

가맹사업법

Ÿ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금 예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

Ÿ

공정거래법에서 가맹사업 관련 분야만을 다루는 특별법적 성격

Ÿ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

약관규제법

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
Ÿ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등

Ÿ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

가맹사업진흥법

Ÿ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 가맹사업진흥심의회 설립,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산업재산권 보호, 창업지원,
국제화 촉진,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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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정보공개서와 상표권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
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
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ⅰ)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경우, ⅱ) 사
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
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ⅲ)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
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기재, ④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관교육 훈
련에 대한 설명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6) 또한 이외에도 필요
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서 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207)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및 주요 사업의
표지에 대하여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으로서 가맹희망
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와 그 밖의 영업표지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
산권에 관한 정보로서 ①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 등록·등
록신청 여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록·출원번호 및 등록일·출원일을 포함),
②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③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④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범위를 기재하여
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반
환조건 등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며 이 중 상표의 사용료도 포함된다.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정보공개서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또한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하
여 반드시 상표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06) 「가맹사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207)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정보공
개서의 기재사항.

- 95 -

3.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정보의 제공행위와 상표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
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
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08)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가맹본주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정하고209) 그 상세한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210)
또한 2019년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4가지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유형 및 5가
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하였는데,211) 이 중 기만적 정보제공행
위에서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역시 상표권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

208)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209)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
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
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8호.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2019. 11. 20. 제정.
211) 고시에 추가된 지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는 ① 회사 연혁, 사업실
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이며,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는
①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
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⑤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
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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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상표권 관련 사항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
3.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
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
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받은 ㅇㅇ를 사용”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협력회사에 대한 특허보유현황을 자신에 대한 현황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
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
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와 커리큘럼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 만족도를 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설문조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제공하는 교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재에 로고만 삽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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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사업에 있어서 로열티의 책정
가. 가맹금과 로열티의 구분
가맹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자신의 상표 및 사업 노하우
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는 것과 더불어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맹금이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①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
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
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
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212)으로 정하는 것과 ⑤ 그 밖에 가
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이다.213)214)
21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8. 1. 31.>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
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213)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214) 또한 각목외 부분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
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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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주로 지급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오픈하기 전에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초기 가맹금(initial fee, Up-front fee)’이라 하며, 가맹점
오픈 후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급하게 되는 가맹금을 ‘계속 가맹금(continuing
fee, Ongoing payment)’이라 한다. ‘초기 가맹금’에는 가맹비, 가입비, 입회금,
계약금, 교육비, 보증금 등 다양하며, ‘계속 가맹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
중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 가맹점 지도․감독 및 교육 훈련비, 노하우
전수비, 시설․장비 사용료, 광고판촉비, 차액 가맹금 등이 포함된다.215)
여기서 ‘계속 가맹금’의 대표적인 것을 ‘로열티’라 칭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로열티는 크게 경제적 지대를 획득하는 수단이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한 대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216) 로열티는 주로 가맹본부
의 상표 및 무채재산권에 대한 사용 대가나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광고·판촉비
및 지속적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
발비, 브랜드 마케팅 비용 등의 대가를 통칭한다.217)218)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가맹점에 계
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바, 로열티는 가맹본부 수익모델의 재원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익원이고 가맹본부 총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로열티 부과 방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
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
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
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
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215) 진문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부과 현황과 로열티 방식 전환에 관한 실효성,
「프랜차이징저널」제4권 제1호,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018, 66-67면.
216) 임영균·김주영, 로열티 제도 정착을 통한 국내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제23권 제3호, 한국유통학회, 2018, 55면.
217) 진문근, 앞의 논문, 67면.
218) 로열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견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의인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
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로열티와 가장 가깝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 진문
근, 앞의 논문,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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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는 대표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율 로열
티’ 방식과 일정 기간마다 특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 로열티’ 방식이 있다. ‘정율
로열티’ 방식에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 로열티 비율을 부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매출액이 아닌 매출 총이익, 순매출액, 영업이익 등 가맹본부가 정한
특정 회계 산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정액 로열티’는 가맹점의 매출
성과에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단위별
로 일정금액을 곱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
출액 규모에 따라 변동비율방식을 적용하여 가맹점 개설 초기에는 낮은 로열티 비
율을 적용하거나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로열티 수준을 달리 정하기도 한다.219)

나. 로열티의 책정 및 부과 방법
로열티의 부과는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영역인데, 가맹본부는 자
신의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로열티를 설계한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브랜드
나 상표가 미래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액 가맹
금을 부여할 것이나, 현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요를 알
지 못하고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을 알기
는 어렵다. 이에 다양한 로열티 부과방식이 고안되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가맹계약에서 로열티 책정에 대한 이론
방식
Rubin(1978),

Ÿ

내용
일반적으로 ‘가맹점 총매출(원) X 특정 비율(%)’로 로열티를 부과

Mathewson and

Ÿ

로열티를 수익비율이 아닌 매출비율로 청구하는 것은 수익을

Ÿ

감시하는 것보다 매출을 감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임
한계수익 이상 구간부터 로열티 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

Ÿ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 가맹점

Winter(1985)
Tikoo and
Nair(1999)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게 특
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릴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 수 있음

Harmon and Griffiths
2008; Kaufmann and

Ÿ

개별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익의 최대화 조건을 협의

Dant 1999

219) 진문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부과 현황과 로열티 방식 전환에 관한 실효성,
「프랜차이징저널」제4권 제1호, 한국프랜차이즈학회, 2018,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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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로열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1)
[표 27] 가맹계약에서 로열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내용
Ÿ

초기 가맹금220) Ÿ

높은 가치를 지닌 브랜드일수록 높은 투자비용 형성
자신이나 브랜드 명성이 높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조건에
초기 가맹금이나 로열티를 높게 설정할 수 있음

Ÿ

(차액 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품공급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적정 도매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가맹본부

따른 차액

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

가맹금

Ÿ

물품공급을 통해 차액 가맹금을 수취할 경우(끼워팔기 등) 로열티
부과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Ÿ
수요의
불확실성

가맹본부가 직면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초기 가맹금과 로열
티를 혼합 부과하는 것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합리적

Ÿ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초기 가맹금은 낮추고 로열티
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의
역량

Ÿ

가맹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적정한 로열티를 결정

Ÿ

가맹본부의 모니터링 역량이 낮을 경우, 가맹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로열티를 낮추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

Ÿ
가맹본부의
역량

가맹본부 그 자체의 역사나 보유한 상표가 저명할수록 생존가능성이 높
고 투자실패 위험도 낮으므로 높은 로열티를 책정할 수 있음

Ÿ

신생 가맹본부일수록 미래가치 확신이 어렵고 재원확보를 위해 초기가입
비보다 로열티 비율을 낮춰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Ÿ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률)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률이 높을수록 가맹
본부는 높은 로열티를 받고자 할 가능성이 있음

Ÿ
기타

(가맹본부의 기여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가맹본부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높은 로열티를 받고자 할 가능성이 있음

Ÿ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임대나 물품(원재료 포함) 공급과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경우는 로열티 수익이 유일할
것이며, 이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220) 한편 초기 가맹금과 로열티 비율 간에 있어서 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으로부터 얻
고자 하는 경제적 지대를 현가화하여 초기가입비를 선수령하는 것이므로 두 요소간 대체적 관계
가 존재한다는 견해, ② 초기가입비와 로열티가 모두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므로, 가맹본부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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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부과 현황
2018년 7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중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
한 브랜드는 총 339개이며, 이 중 로열티를 부과하는 브랜드가 168개(505), 로열
티를 부과하지 않는 브랜드가 171개(50%)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업종을 외식,
도소매, 서비스로 구분하고, 로열티를 부과하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한 결
과 로열티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222)
[표 28] 가맹계약에서의 로열티 부과 유형별 현황(2018년 기준)
정액 로열티
구분

외식업

도소매
업

서비스
업

세분류

브랜드 수

기타외식
제과제빵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피자
외식업소계
도소매
편의점/마트
화장품
도소매소계

41
0
7
11
2
1
62
5
3
0
8

PC방

4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이미용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소계
총계

10
11
9
5
39
109

월평균
부과액(원)
310,227
213,887
244,286
353,970
278,804
278,105
451,000
546,667
486,875
컴퓨터 수
× 5,000원
212,430
354,276
1,284,667
675,200
598,837
454,461

정율 로열티
매출액 대비
브랜드 수

월평균

14
0
3
10
6
3
36
4
9
0
13

부과율(%)
2.6
3.0
3.3
5.8
8.9
3.9
4.9
36.0
26.4

0

-

4
3
0
3
10
59

11.6
1.2
5.6
6.7
12.3

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초기 가맹금과 로열티 비율도 높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 및 ③ 초
기 가맹금은 로열티와는 별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개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급부에 대
한 반대급부의 보상적 성격의 대가이므로 초기 가맹금과 로열티는 무관하며 독립적으로 결정된
다는 견해로 나뉜다. ; 임영균·김주영, 앞의 논문, 55면.
221) 이하의 표는 <진문근, 앞의 논문, 70~76면>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222) 이하의 내용은 <진문근, 앞의 논문, 제3장> 이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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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중 로열티를 부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액 로열
티는 평균 454,461원, 정률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12.3%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분류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라고 보
기는 어려운데, 단적인 예로 편의점/마트의 경우 매출액 대비 36%의 정율 로열티
를 받고 부과하는 반면, 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1.2%의 정율
로열티를 받고 있어, 둘 사이의 로열티는 3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프랜차이즈 각 영역의 특성과 로열티 산정 방법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데, 각
부문별 로열티를 책정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식업의 경우 제과제빵은 모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커피업종은 대
다수(25개 중 21개, 84%)의 브랜드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제과제빵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로 만든 생지반죽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본
부로부터 납품받는 물건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과제빵 가맹
본부 대부분은 각각의 브랜드 특성에 맞는 생지반죽이라는 특유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로열티 방식보다는 차액 가맹금의 방식으로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커피 브랜드의 경우 국내 커피 시장의 확대로 경
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커피원두의 특성상 높은 마진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만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브랜드 평판과 브랜드가 갖는 매장 분위기 등 브
랜드 가치가 중요하며, 원재료 대비 판매마진이 높은 상품을 주로 판매하므로, 로
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타 업종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화장품이 제과제빵과 마찬가지로 모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화장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아이덴티티가 있는 특정
화장품을 납품받는 구조이며, 각각의 브랜드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식별이 용이하
다. 따라서 가맹사업자가 이를 대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차
액가맹금을 기대수익만큼 부과하기에 보다 용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화장품 프랜차
이즈의 경우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
우에는 모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우 가맹점 창업시
100%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아니며, 해당 매장에 가맹본부의 투자도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일반 가맹점 창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해당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가 공
급하는 상품 대부분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공급
물품에 차액 가맹금을 부과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가맹본부 입장에서 차액 가맹금

- 103 -

을 부과하기 보다는 매출 대비 특정 비율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
한 수익배분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라. 로열티 책정 방식 분석을 통한 시사점
로열티의 설계에 있어 상표사용의 대가 개념이 포함되기는 하나, 프랜차이즈 분야
에서 로열티를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 사용료의 부과와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들이나 책정의 방식 등
은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된다.
프랜차이즈에서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액 또는 정률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나 비율은 영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특히 프
랜차이즈의 경우 차액 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로열티도 결정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로열티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종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다. 그 밖에도 로열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초기 가맹금, 수
요의 불확실성 등의 미래전망, 가맹본부의 역량, 가맹점주의 역량, 가맹점의 매출
또는 수익률 등이 로열티를 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석의 경우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의 로열티 부과현
황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반의 로열티 부과실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
함이 있으며, 특히 로열티 부과 여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조
사한 것으로 실제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사 결과만으로는 실질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적 수준의 로열티 부과 현
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결국 실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함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223)

223) 진문근, 위의 논문,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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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법 및 형법과 상표권 관련 이슈
1. 법인세법상 상표권 관련 사항
법인세법 내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은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정도의 규정이 있는 상태이다.224) 그런데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는 지주회사 등 상표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 사용에 따른
대가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열회사가 지급한 그 상표 사용료는 계열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계열회사가 상표권자인 지주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
표 사용료가 많을수록 손금처리 되는 비용이 많아지므로 법인세액이 줄어들고, 반
대로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가 적을수록 손금처리 되는 비용이 적어지므로 법인세액
은 늘어난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계열회사 간 매
출액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의한 매출액을 제외하고 난 후 일
정비율을 곱하여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상표 사용료를 지급
하는 계열사 입장에서는 손금처리 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다.225)
법인세법226)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
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입
224) 이는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또는 해당 기업집단의 중심이 되는 회사가 CI 등에 대한 상표권
을 보유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회사들에게 CI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시가를 판정하는 규정이 제정될 때에는 상표
권 사용료에 관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고, 현재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법령의 근거나 행정규칙 그 외
에 내부 지침 등도 없고, 관련하여 축적된 사례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표권 사용
료는 실질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사
이에서 영어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경우도 많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225) 배효정, 앞의 논문, 585-586면.
226) 2018. 12. 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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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는, 사법상으로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나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이를 부인
하고, 그 대신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나 계산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과세소득을 파악하는데 있으며,227) 이에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과 관련한 이슈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당사
자 요건), 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상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당하다
고 평가될 수 있을 것(객관적 요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결과 요건)이라는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
적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228)229)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
고 있으며,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제1호)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제2호)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제3호)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제4, 5호)
⑤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제공받은 경우(제6, 7호)
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
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제7의2호)
⑦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
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제8호)
⑧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의2호)
227) 강석규, 「조세법 쟁론(2018 개정판)」, 삼일인포마인, 2018 참조.
22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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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밖에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제9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하고 우회
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개별규정에서 빠짐없이 특정하여 열거한다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230)

2. 형법상 배임죄와 상표권 관련 사항231)
[사례] 2001년 9월 (舊)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투신 총 4개사가 지주사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8월 신한은행이 상표(총 13건)를 신한지주 명의로 이전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신규 상표는 신한지주에서 개발하여 2004년 13일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후 상표권이 지주회사에 양도된 이후 브랜드 사용료를 자회사에게
부과하여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금융감독원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할 것을 권고하였는
데, 이후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976억 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점을 들어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후 23억 원을 과세하였다. 2013년 국세청은 신한은행 브랜드 사용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보고, 5년간 브랜드 사용료 약 4,600억 원에
서 지주회사가 브랜드를 위해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초과하는 금액 약 3,850억 원은 전
액 비용을 불인정하여 추징세액 약 1360억 원을 과세하였다.

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본
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
229) 강석규, 앞의 책, 626면.
230) 강석규, 앞의 책, 640면.
231) 이하의 내용은 <박혜림,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안-배임죄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표제도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자료>
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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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232)
이를 기업 내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와 연동하여 생각해본다면, 브랜드를 개인명
의로 소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나, 특정한 계열회사에 소유하게 하고 다른 계열
회사들에게 브랜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본
인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인가를 판
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
려되어야 할 기준은 브랜드 소유권의 귀속과 브랜드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이다.
먼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행위의 기준은 본인이 회사에게 상표권을 이전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표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켰는가라
는 브랜드 소유 부분만을 배임죄의 임무위배 기준으로 삼았고, 상표권 사용료 부과
행위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즉, 적법한 자에게 브랜드의 소유
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본인인 회사와 내부거래의 형태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정하게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2차적 판
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형성된 새로
운 상표권 등은 회사 본인의 비용(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형성된 것들이기 때
문에,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재산권처럼 행사되는 것은 그 법인의 대표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은데, 이 경우에는 브랜드의 소유권을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집단 내에서 브랜드 소유권을 어느 법인에게
귀속시키는지는 당시 브랜드의 인지도, 브랜드를 형성함에 지출한 비용, 브랜드의
인지도에 기여한 정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
한 과정이 기업집단 내 회사 대표들의 합의나 자유로운 결정을 거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에 손해가 발
생할 것을 인식하는 주관적 요건인 고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맹사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브랜드의 소유권을 이후 법인의 명의로 이전
232) 대법원 2008.6.19. 선고 2006도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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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그대로 개인의 소유권으로 유지한 것만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하
는 법인에게 반드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기 어렵다. 반면 가맹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의 비용을 지불하여 정당하게 법인의 재산이 되어야 할 브랜
드를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기존의 브랜드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관행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지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를 지원하여 브랜드 내 공동의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한 경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
련하여 대법원은 계열회사간 그룹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① 지원을 주고 받은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이 결합된 실체적인 관계이고, ②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 ③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결정일 것 ④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원행위일 것, ⑤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
했다면 이는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부정하였다.233)
위의 내용들은 토대로 살펴보면,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
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
위배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손쉽게 배임죄로 규율하는 것은 실무
상 브랜드의 법률상 가격의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형법상 배임죄로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234) 결국 형법상 배임죄의 문
제 역시 적정한 상표권의 사용료의 수준과 산정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는 문제와 연
결된다 할 것이다.

233) 대법원 2017.11.9.선고 2015도12633판결.
234) 박혜림,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와법논집」, 43권 4호, 한국외
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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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체제의 기본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
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으로서 필요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
제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집단 등에서 이루어지는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총수일가
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익편취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집단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
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기소하여 권리 등이 올바르
게 쓰여지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상표권을 비롯하여 산업재산권의 이용계약이
나 라이선스 계약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게 특별히 유·불리하게 거래하는 행위
를 감시하고 있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계약상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면제하여 주는 행
위 등이 사익편취행위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점
검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상표권의 경
우 대기업집단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법인의 상표권을 개인의 명의로 등록·이전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및 특정경
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표권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하여 기관 내부의 제재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임죄가 성립
되기는 어려우며, 배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수준과 결정
방법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 요구된다.
가맹거래에서는 통상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데 가맹사
업의 경우 로열티의 수취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이 고안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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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산정요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 로열
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러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상
표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방법이나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적정한 수준
의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상표권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법 영역에 걸쳐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법인에서의 상표
권 문제는 공정위에서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하지만 상표권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타 기관
의 역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표권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그 행위태양의
성격상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
고, 나아가 타 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언을 모색해보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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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표권 및 상표사용과 관련한 국외동향 검토

이하에서는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인 미국, EU,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상표
및 타 법상에서 앞서 살펴본 상표권 관련 문제들의 규정 및 대응 등을 두루 살피
면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TM5 이외에도 시사점이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추가로 언급한다.

I. 미국
1. 미국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가. 원칙
상표권은 권리창설에 관하여 두 가지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이다. 상표법상 등록주의 체제라 함은 상표출원 시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법이 정
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표를 등록하면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로, 등록이라는
사실에 권리창설적 효력을 인정한다. 반면 사용주의는 표장의 실제적 사용이라는
사실로부터 상표권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사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보통법상 ‘상표권의 상표 사용에의 부속원칙’235) 이라는 사
용주의에 기반하여 상표를 상품에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은 상표의 등록여
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그 지역적 보호 범위 및 대상은 실제 사용한 지역과 상품
으로 한정된다. 재사용의 의사 없이 상표 사용을 중단한 경우 상표권은 포기된 것
으로 간주되며, 사용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단 연방상표법(Lanham Act)에 의한 등록주의를 가미하고 있어, 등록된 상표는 미
국 전역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표등록제도는 상표권자의 보통
법상 권리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35) 상인이 한 상표를 영업활동에서 상품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하는 경우 비로소 그에 부속하여
권리가 부여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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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상표법상 주요 쟁점
1) 상표권의 발생
미국 보통법상 상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사용하
여야 하고, ②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③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용이어야 한다.
①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이란 상인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소비자에
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등의 공공연한 사용 시에 성립한다.236) 한편 상표
소유자가 처음 사용한 원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연방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법률적 동일성(legal equivalents)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중 일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변경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소유자나 상표권
자가 갖는 보통법상 또는 연방상표법상의 권리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Tacking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적으로 동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ⅰ) 원상표(A)
와 변경상표(a)가 소비자에게 동일하고 연속적인 상업적 인상을 주어야 하며,237)
ⅱ) 변경상표(a)가 원상표(A)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238) ② 상표권이 발생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에 부착이란 상품의 포장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것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상품과
상표 간의 연관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표권은 ③ 진정한 의사에 의
한 사용이어야 하며, 우선권 확보를 위한 명목상 사용 또는 외국 경쟁자의 국내 시
장 진입 저해 등의 경우에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상표
의 후사용자가 연방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선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는 보통법상 상표권을 근거로 후사용자의 등록상표 사용
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표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등록이 상표권을 ‘형성’하는 행위
이나 미국은 출원인이 상표의 사용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특징이 있다.

236) 단, 지점에 견본품을 발송하는 등 회사의 내부적인 사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237) create the same, continuing commercial impression
238) materially differ fro, or alter th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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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의 출원과 효력
미국의 연방상표법상 상표 소유자는 상표의 실제사용이나 사용의사에 기초하여
상표를 출원하여야 한다. ① 상표의 실제사용(actual use)에 기초한 상표 출원이란
상표의 소유자가 출원일 현재 미국 내 주 간(inter-state) 상거래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출원하는 것이
다.239) 또한 ② 상표의 사용의사에 기초한 상표 출원은 상표 소유자가 상표의 출원
일 현재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상거래에서 상표 출원서에서
지정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근거로 출
원하는 것이다.240) 상표 사용의사에 기초한 상표 출원은 사용의사에 기초하므로 상
표의 최초 사용일이나 사용 견본 등의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나, 지정상품에 대한
진정한 사용의사의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상표등록결정 통지 후 6개월 이내에241)
출원 상표를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업상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용견본을
첨부한 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결정 통지 후
상표의 사용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상표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한편 외국인은 본국에서 등록된 상표등록증 또는 그 사본을 상표 출원 시

또는 심사 중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하고 미국 내에서 상표를 상업적으
로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등록하며, 파리협약 당
사국 국민 등 자격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파
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상표를 출원하고 진정한 의사에 대한 진술서나
사용실적을 제출함으로써 등록하게 된다.
[표 30] 미국의 상표 사용증거물 가이드라인
Ÿ

(원칙) 상표가 상거래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상표 사
용실적·견본(specimen)을 증거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상품은 크게 유형의 제
품과 무형의 서비스로 이분될 수 있음. 즉 제품의 상표(trademark)와 서비스의 상

239) 미국 상표법 제1조 제a항.
240) 미국 상표법 제1조 제b항.
241) 실제사용에 대한 증명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소명없이 연장신청에 의하
여 6개월이 추가되어 연장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면 각 6개월씩 총 24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출원은 등록결정통지(Notice of Allowance)가 발
급 후 바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장으로 등록결정통지가 있은 후 36개월(3년)의 기
간 내에 실제 사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종갑 외, 「상표법상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용주의 요소 도입방안」, 특허청, 2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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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servicemark)에 대하여 각각 적합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Ÿ

(일반적 유의사항) 냄새, 맛 상표와 같은 비전형상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
실적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상표가 관련 제품이 부착된 사진 또는 서비
스의 판매, 광고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의 사본을 제출하면 충분, 대부
분의 출원인이 USPTO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를
통해 온라인 형태로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는 데, 이 때 사용실적으로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은 JPG 혹은 PDF임

Ÿ

(제품 상표의 사용 증거물)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라벨(Label), 가격표(Tag), 금속·
고무·스텐실 등의 방법으로 상표가 각인된 도장(Stamping), 제품을 담은 용기나 상
자, 배너·진열창 디스플레이·(음식)메뉴·인포머셜(informercial)과 같은 판매전시물,
상표와 함께 제품소개가 인쇄된 카탈로그나 웹페이지 출력물, 제품조립 매뉴얼, 제
품 주문이 가능한 웹사이트 화면을 포함한 전자적 디스플레이, 제품 패키징이나 디
스플레이 상표에 부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제품이나 제품 판매 관련
문서를 사용증거물로 간주, 컴퓨터프로그램·영화·비디오·녹음물의 경우 해당 상표가
보이는 화상 스크린샷(screenshot)의 사진 또는 출력물,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비자에게 다운로드 또는 구매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링크, 상품
분류 제9류에 해당하는 녹음물의 경우 다운로드 링크를 포함 소비자에게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증거물

Ÿ

(제품 상표의 사용증거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료의 예시) 상표의 도안·사진, 디지털
방식으로(디지털로 합성하여) 상표를 부착한 제품·패키징·광고물 이미지, 판매시점
자료를 제외한 광고형 전단지와 브로슈어·가격표·보도자료(press release), 상공인
명부(Trade directory), 명함,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온라인 광
고배너 등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제품에 대해 알리거나 판매 유도가 주목적인 광
고물, 송장·청구서·사무 문구류(business stationery) 등 온전히 출원인의 사업 영
위에 필요한 기업 내부 서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종이백이나
비닐봉지에 인쇄된 상표(제품보다는 매장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사용증거물로 간주되
지 못함)

Ÿ

(서비스 상표의 사용 증거물) 해당 서비스표가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도록 증거물 자
료에 부착되어야 함과 동시에 서비스표가 출원서에 지정된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
성(association)을 띌 것, 신문 혹은 잡지광고·옥외 광고판·광고전단·광고용 우편물,
(식당용) 메뉴, 대중에게 공개된 보도자료(단, 뉴스미디어에만 독점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는 언론매체에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article)는 적절한 사용증
거물로 간주되지 못함), 서비스표가 인쇄된 레터헤드 편지용지·명함·송장 등 사업관련
문서(반면, 단순히 서비스표·회사명·주소만이 적힌 레터헤드와 명함은 불충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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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경우 실연자의 이름과 함께 공연 중인 사진·해당 서비스
표가 수록된 광고물, 라디오나 TV 리스팅 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앱의 경우 해당 전자기기에서 앱이 구동되는 스크린샷, 서비스를 제공받
는 과정 중 실제로 서비스표가 쓰이는 모습을 포착한 자료, 출원인이 제출한 사용실
적에서 서비스표와 서비스간 연관성이 텍스트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황이나 서비스 제공 환경 상 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이 암시되거나 소비자들의 서
비스 소비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에 비추어 연광성이 충분히 유추되는 경우 등
Ÿ

(서비스 상표의 사용 증거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료의 예시) 광고시안(mockups)
또는 기업 내부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뜻하는 ‘internal only’, 선물용·증정용을
의미하는 ‘printer’s proof’, 웹사이트 구축 중임을 나타내는 ‘website coming
soon’, ‘under constructuon’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 대중이 아닌 뉴스매체에만
독점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 (서비스표 자체가 서비스를 나타내지 않는 한) 단순
히 서비스표·회사명·주소만을 기재한 레터헤드나 명함,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는 웹사이트 스크린샷 등

Ÿ

(시사점) 미국의 경우 출원시점 뿐만 아니라 등록 후 5-6년 사이, 등록 후 9-10년
사이와 그로부터 매 10년마다 갱신용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와 사용증거물의
제출이 요구되며, 유효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유지와
갱신절차를 따라야 함242)

한편,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 COVID 또는 coronavirus가 포함된
상표 출원이 쇄도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USPTO 기준 2020년 9월 21일까
지 코로나 관련 상표가 500건이 넘게 출원되었으나 실제 등록이 확인된 상표는 단
한 건243)에 그쳤다. 등록이 거절된 이유로는 ① 출처 표식 기능이 없이 단순한 정
보성 메시지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② 일반명·관용명칭에 해당되거나 단순히 기술
적인 표장인 경우, ③ 출처 표식 기능이 없이 상품의 장식적인 요소에 불과한 표장
인 경우, ④ 상표명에 부합하는 효능·특징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기만적 표
장인 경우와 ⑤ 상표의 사용증거물이 미비한 경우 등이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 입증되어야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이 같은 “use in commerce” 요건을 충족
242) 임소현, 미국 상표 사용증거물 가이드라인,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7. 22. 게시글 참
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
=244&dataIdx=176348>
243) 세무조언, 정보, 컨설팅서비스에 관한 Coronavirus Tax Amnesty Program (등록번호
6155577)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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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① (단순히 권리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상표를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② 관련 상품, 패키징, 가격표, 라벨, 또는 디스플레
이에 상표를 부착하며, ③ 이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배송해야 충족할 수 있다.
상표를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의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출원서 제출은 가능하
지만, 등록 단계에 이르려면 (외국 등록상표를 기반으로 한 출원방식을 택하지 않
는 한) 미국 내 상표 사용 실적·견본(specimen)을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 예컨
대

2020년

3월

16일에

출원된

‘CORONAVIRUS

OUTBREAK’(출원번호

88836098)와 ‘COVID-19 INFECTED’(출원번호 88836065)의 경우 7월 23일에
의견제출 통지서(Office Action, OA)가 발급됐는데, 출원서와 함께 제출된 사용
증거물이 컴퓨터로 만들어지거나 보정된(digitally created or altered) 이미지라
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244) 사례와 같이, 컴퓨터로 보정 또는 합성한 이미지는
해당 상품과 연관해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간
주되기 때문에 사용 증거물 미비로 거절 통보가 나오게 된다. Holland & Knight
LLP의 Thomas Brooke 변호사에 의하면 “진위가 의심스럽거나 가짜로 만들어진
사용 실적을 제출하는 중국 출원 건들이 범람하면서 USPTO에서 이를 아주 엄격
히 심사하기 시작했고, 수용하는 사용증거물의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 졌다”고 한
다. 폭증한 코로나 관련 상표출원의 상표 등록 성공률이 극히 미미한 것은 일찍이
상표법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결과이며, ‘일단 서둘러 선점하고 보자’는 식의 기회주
의 출원 전략이 헛수고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245)
단, 미국의 상표법은 상표를 미국 내에서 사용한 뒤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와 함
께, ‘사용’에 대한 선의의 사용 의도(bona fide intent to use)만으로 출원을 진행
한 후 심사와 공고를 거친 뒤에 미국 내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등록되는 제도를 병
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사용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하고 출원을 한 후 등록받기
전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 때에는 어떠한 출원방식을 택하든 ‘선의의 사
용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선의의 사용의도는 상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상표
를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 각각에도 적용된다. 또한 출원서 제출 시점에 선의의
사용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
244) 상표 심사관은 티셔츠에 난 주름 및 윤곽이 상표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아 상표 이미지가 디
지털로 합성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45) 박다미, 올해 무더기로 출원된 ‘COVID’ 관련 상표들, 과연 등록에 성공할까?, 「KOTRA 해외
시장뉴스」, 2020. 9. 28.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
/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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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는 목록에서 모두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반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출원인 본인이 서명한 사
용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46) 만약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삭제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선언서를 제출하면, 이는 USPTO에 대한 사기 또는 기
망(fraud) 행위로 간주되어 상표 전체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247)
또한 상표의 등록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귀속에 관하여 등록 명의 외에
상표의 가치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
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진정한 상표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와 배급자 사이의 특정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귀속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표권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원고는 Howard Ellenburg의 권리를 승계한 Tru-Mark Manufacturing
Company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 Wrist-Rocket Manufacturing Company이다.
Howard Ellenburg는 자신이 발명 하여 “Howard`s Wrist Locker Slingshot”이라는
이름으로 Iowa sporting goods distributor를 통하여 새총을 판매하고 있다가, 1954
년 전문적인 배급업자인 피고 Charles Saunders에게 “Wrist-Rocket”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허락하였다. 한편 Howard Ellenburg는 1965년 본인의 이름으로
미국 내에 “Wrist-Rocket”이라는 상표 등록을 마쳤고, 이후에도 피고와 계속 거래하였
다. 그러던 중 Howard Ellenburg와 피고 사이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Howard Ellenburg는 1971년 11월 기존에 거래하던 Iowa sporting goods
distributor와 거래를 재개하면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Wrist-Rocket”이란 이름으
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Howard Ellenburg와 피고가 동일한 “Wrist-Rocket”이
란 상표를 사용하여 동시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서 법원은 ① Howard Ellenburg가 피고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 위 Wrist-Rocket 상
표를 피고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② 양 당사자 사이
246)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국가들의 상표법에서는 이 같은 상표 사용 요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동종 상품·서비스군을 모두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출원
이 흔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선의의 사용의도가 없는 한 방어적 성격의 출원이 금지된다.
이에 1개류당 20개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 한국에서는 20개를 꽉 채워 출원한
후 미국에도 이와 동일하게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부분이다. ; 채광엽, [기고] 스타트
업 기업이 미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상표 등록 관련 이슈,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6. 15.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
aView.do?setIdx=246&dataIdx=182741>
247) 채광엽, [기고]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상표 등록 관련 이슈,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6. 15.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
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2741>
248) 박지은, 앞의 논문,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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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 상표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 ③ 피고가 Howard Ellenburg와 거래
를 개시한 1954년에 “Wrist-Rocket”이란 상표를 만들어서 제품을 배급하기 시작하였
다는 점, ④ 피고가 해당 제품의 질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관리하였다는
점(피고의 비용으로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 ⑤ 소비자들이
Howard Ellenburg 또는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명성에 따라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위 상표를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상표의 권리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특별히 Howard Ellenburg 또
는 원고에게 위 상표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합의를 한 바 없고, 피고가 1965년 이후 위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Howard Ellenburg가
위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상표권 등록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상
표권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248)

미국 연방상표법상에는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공존할 수 있기에 ‘공존사용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 사람 이상의 자가 타인의 상표 출원 전에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의 상표출원일 전에 정당하게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동이나
실수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상표의 사용방식, 사용지역
또는 상품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조건으로 타인의 상표등록과 더불어 동시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 또는 후
원관계 등에 관하여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동
시에 다른 지역에서 상표의 사용과 등록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이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사
용되고 있다는 선언서를 USPTO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등록부 및 보조등록부에 등
록된 모든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상업적 사
용에 대한 진술 및 종류, 사용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은 상표등록일로부
터 5~6년의 기간에 1차 제출, 9~10년의 기간에 2차 제출 후, 갱신된 매 존속기간
의 9~10년의 기간 사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249) 의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불사용한 경우라면, 상표권자는 그 정당한 이유 및 포기의
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상표사용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사용선언서를 제출
249) 예외사항으로는 ① 주류판매금지 또는 농약사용규제와 같이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부
규제로 인한 불사용, ② 질병, 화재, 기타 재난상황, ③ 기계설비 등의 개량에 따른 상품 생산의
일시적 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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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일에 상표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권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일부지역에서의 불사용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
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3년 이상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불
사용 의사가 있다고 보고 상표권 포기의 증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표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출
원인의 상표의 사용의사를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명문화하였다. 다만, 미국과 달리
상표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할 필요는 없으며,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호등기부등본, 신문,
잡지, 카탈로그, 인쇄광고물 등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 등으로 상표의 사용사
실을 증명하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현재 사업과
관련성은 없지만 향후 지정상품에 새로 진출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기술한 상
표계획서 등을 통해 상표의 사용의사를 증명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상표가 등록
된 이후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상표권자에게 구체적인 사용실적
을 USPTO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표등록 후 등록상표의 불
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실적을 제출하
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미국과 같이 상표사용선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존재하나 해당 제도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상
표등록 후 상표사용선언서의 제출은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채 타인의 상
표등록이나 사용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거액을 받고 상표를 판매하는 상표브로커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단,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등록상
표의 사용자료를 확보하여 특허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심사관 역시 상표권자가 제출한 등록상표의 사용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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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의 양도
상표권의 양도란 ‘상표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연방상표법상 양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은 상표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때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상표권은 반드시
영업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며, 만일 영업과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naked
assignment)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상표가 당해 상표를 표시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
에 어떤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품질을 기대하는 소비자를 보호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250) 상표권이 ‘영업과 함께 양도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양도인
의 물리적인 자산이나 제품의 화학식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
수인이 상표권자의 양도 전에 양도인이 판매하던 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면 양도인의 신용이 상표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
고 해석하고 있다.251)
[사례] 법원은 병아리 판매를 대표하는 상표를 양도하였는데, 해당 상표의 구매자(양수
인) 역시 병아리의 공급자였으며,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표를 양수하
였다. 이 때 양수인은 새로운 상표의 영업권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병아리(물량)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인의 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하였다.252)
[사례] ‘카라멜맛 콜라’ 상표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로 카라멜맛 콜라를 생산하지 않고,
오직 ‘후추맛 콜라’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카라멜맛 콜라’에 대한 상표
양도는 적법하지 않은 바, ‘카라멜맛 콜라’의 상표를 무효시킨 사례이다.253)
[사례] 신발제조업체가 잘 알려진 ‘여성화’를 나타내는 상표를 구매한 후, ‘남성화’에 대
하여 해당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에 있어서, 구매자(양수인)는 해당 신발들의 품질
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은 ‘여성화’에 대한 상표를
무효시킨 사례이다.254)

250) 상표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881년의 제정법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1905
년 연방상표법에서 상표권은 상표가 사용되는 영업의 신용과 관련하여 양도되도록 규정하였다.
251) 문삼섭, 「미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19, 429-430면.
252) Hy-Cross Hatchery, Inc. v. Osborne, 303 F.2d 950 (C.C.P.A. 1962).
253) Pepsico, 416 F. 2d at 290.
254) Clark, 811 F.Supp. at 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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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있다. 소비자들은 원래 상
표권자가 생산한 상품의 특성에 의존하는데, 회사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다른 회사
에 이전하였지만, 그 신용을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
고자 의욕하였던 상품과는 사실상 다른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용을 같이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표를 양도할
때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용도나 의미를 가정하여 상표
가 표시될 경우 법원은 해당 양도를 무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55)

다.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1) 상표의 사용의사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표권의 발생부터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상표
소유자가 상표를 선택하여 거래에서 사용하면 보통법상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
의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관에 의
한 심사를 받고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
허청장이 그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설정등록하여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 미등록된 주지·저명상
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착오로 등록 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사용권의 인정,
불사용취소심판제도 등과 같은 사용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서 등록주의의 폐단
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256)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이 시행되기 전
에는 상표법 제3조257) 본문을 상표등록의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출원인의 주관적인 상표의 사용의사를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볼 것
255) Michael Cavendish, AVOIDING ILLEGAL TRADEMARK TRANSFERS: INTRODUCING
THE ASSIGNMENT-IN-GROSS, 「FLORIDA BAR JOURNAL」Vol.74, No.3, 2000, p.68 ;
<https://www.floridabar.org/the-florida-bar-journal/avoiding-illegal-trademark-transfe
rs-introducing-the-assignment-in-gross/>
256) 문삼섭, 앞의 책. 37-38면.
257)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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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상표를 계속 유지하는 저장상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개정법에서는
상표법 제3조 본문도 상표등록의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출원인의 상표
의 사용의사를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명문화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상표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할
필요는 없고,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법
제3조 본문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출원인은 심
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등기부등본, 신문, 잡
지, 카탈로그, 전단지 등의 인쇄광고물, 매장의 상품진열 사진, 주문전표, 납품서,
청구서, 영수증 등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 등으로 상표의 사용사실을 증명하거
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현재 사업과는 관련성은 없
지만 향후 지정상품에 새로 진출할 구제적인 사업계획 등을 기술한 상표계획서 등
을 통해 상표의 사용의사를 증명하여야 한다.258)
2) 상표등록 후 상표사용선언서 제출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등록 후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상표사용선언서 제출제도는 상표가 등록된 이후 모든 지정상품에 대
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상표권자에게 구체적인 사용실적을 USPTO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상표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태도
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표를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채 타인
의 상표등록이나 사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거액을 받고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
표브로커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한다면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등록상표의 사용 자료를 확보하여 특허청에 정기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상표권자가
제출한 등록상표의 사용 자료들을 검토하여야 하는 새로운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이
로 인해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기간이 더욱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59)
258) 문삼섭, 앞의 책. 354-355면.
259) 문삼섭, 앞의 책, 2019.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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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를 영업과 분리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상표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국은 상표권을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상표권을 영업과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하여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
지는 등 수요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는 영업과 분리하여 이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260) 그런데 오늘날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점차 상
표권자의 거래상의 이익이라는 사익적 관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표권자
가 스스로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상표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능의 측면에서도 상표권이 영업
과 분리하여 양도될 경우 반드시 상품의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필요적 인과관
계도 약하고, 상품의 품질은 오히려 양수인의 기업경영 능력이나 노력에 의하여 좌
우된다는 점과 오늘날의 상거래 현실상 상표권이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표와
영업의 관계가 희박한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0년 개정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영업과 분리된 상표권의 이전과 상표권
의 지정상품별 분할 이전을 허용하였다. 또한 1997년 개정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에서는 연합상표제도261)를 폐지하면서 유사상표간의 자유로운 이정을 허
용하는 한편, 상표권 이전 시 그 이전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도
록 요구한 상표권 이전의 공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또는 품질
보증 기능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제도가 보다 충실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으나, 미국
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들이 상표권과 영업의 분리양도를 허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유럽의 제도보다 바람직
하다고는 볼 수 없다.262)

260) 1949년 제정 상표법(1949. 11. 28. 법률 제71호) 제16조 ① 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영업과 같이하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261) 연합상표제도란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그의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
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62) 문삼섭, 앞의 책. 4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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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표 등록, 라이선싱을 위한 조언
1) USPTO의 등록상표를 위한 안내서
USPTO는 등록상표를 위하여 출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 형태의 안내서인 「Protecting Your Trademark」를 2020년에 발간, 상표의
출원 및 사용, 등록 후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
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존재하고 있으나, 상표는 여타의 산업재
산권에 비하여 보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 그 사용거래나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파악할 마땅한 자료가 없다
는 점에서 상표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이에 미국의
등록상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만한다.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 출원과 등록이라는 절차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
이 되어 있는 점에서 상표의 사용이나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는 그 본질이 상이
하긴 하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정보를 매우 쉬운 언어로 기술하고 있어 누구라도 이
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263) 또한 등록 이후에 미국 상표제도 내에서 필요한
절차, 사용의사에 대한 입증이나 출원서 제출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참고
할 수 있다.264)

263)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특히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등록절차에 대한 복잡함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어 상표권에 대한 활용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상표출원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나,
현재 소상공인 정보화율은 2%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개
인정보를 입력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출원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
으며, 이에 상표 등록에 애로사항이 줄어들도록 구조적이 변화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이 제안되었
다. 이에 관련한 직접 교육이나 교육자료의 배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264) 해당 가이드라인의 전문 번역은 ‘[붙임 1] 상표의 보호 – 연방등록을 통한 당신의 권리강화’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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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의 상표 라이선싱을 위한 주요 내용
미국에서 연방상표를 등록하고 상당한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는 한국기업들이 늘
어나면서, 어떻게 라이선싱을 수익창출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
다. 상표 라이선싱이란, 인지도 높은 브랜드나 등록상표를 보유한 라이센서
(licensor, 실시허락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제3자인 라이선시(licensee, 실시권
자)에게 특정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을 지칭한다.265) 상표 라이선싱은 상표를 신규 제품·서비스군이나 지리적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매출 진작을 꾀하기 위해, 혹은 브랜드 보호나 브랜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상표 사용권을 제3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라이센서
는 직접 제조나 유통사업에 뛰어들지 않고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부가적
인 광고효과를 누리며, 신제품 개발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라이선시는 라이센서가 이미 구축해 놓은 상업적·대
중적 이미지를 상품 판매에 활용함으로써 자체적인 브랜드 개발 노력 및 홍보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라이센서는 상표 라이선싱에 수반하는 리스크도 존재하
기 때문에 라이선시의 상표 사용행태에 대해 적절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없
이 무분별하게 라이선싱할 경우 해당 상표의 출처 식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상표가
치가 희석될 수도 있으므로 제품과 서비스질을 보장하도록 관리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상표 라이선스 준비를 위한 각 고려사항 및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USPTO 등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표준 상표 라이선싱 계약서에 등장하는 주요 조항
을 정리한 것이다.266)

265) 상표 라이선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① 권리 당사자들의 상표가 공존하기 위해 서로 합의한
양측의 권리, 제약, 의무조항 등을 담은 공존동의계약(coexistence agreement), ②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소유 상표의 사용과 등록에 동의하는 동의계약(consent agreement), ③ 특정 상황에
서 상표의 제한된 사용을 승인하는 승인서한(permission letter)이 있다. 이 중 동의계약은
USPTO가 선등록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출원인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경우, 이 같은 거
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인이 해당 선등록상표 권리자에게 찾아가 동의계약서 체결을 요청
하는 경우가 많다.
266) 이하의 각 내용은 <박다미, [무역관 르포] 美 상표 라이선싱 가이드라인,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9. 3. 22.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
/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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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센서
라이센서는 잘못된 라이선싱으로 상표가치가 훼손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라
이선시 선택 및 라이선싱 조건 협의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잠재 라이선시를
선정하는 첫 단계에 있어 라이선시의 재무상황, 사업규모, 경영구조, 조직관리 능
력, 신용등급, 전문성을 가진 제품·서비스의 카테고리, 해당 시장이나 업계 내의 평
판, 라이선시가 위치한 지역 정부기관과의 관계 또는 인허가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해당 라이선시가 다른 라이센서들과도 상표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
는지,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라이센서들과 상표분쟁을 겪은 전적은 없는지, 제조물
책임소송의 여부나 해당 상표를 상용화할 만한 충분한 생산시설과 유통채널을 갖추
었는지, 관련 하청업체나 공급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라이센서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
이센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계약 건이 기존에 라이선싱한 상표들과 앞으로 라이선싱
할 상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라이선싱 전략을 짜야한다. 아직
까지 라이선싱 전적이 없는 라이센서라면, 라이선싱 수익을 올릴만한 자사 브랜드
및 상표(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 포함) 목록을 만들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
관 상표가 선등록되었는지 사전 검색 및 조사를 한다. 만약 연방상표 등록 전이라
면 서둘러 상표출원을 하고, 이와 동시에 특허나 디자인특허 출원과 저작권 등록
가능성도 반드시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선시에게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
와 저작권 등 연관된 다른 지식재산권도 함께 묶어서 라이선싱 하는 옵션도 검토
해본다.
(2) 라이선시
라이선시는 지명도, 상업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
표를 물색하고, 동 상표에 대한 해당 국가나 지역 내의 권리보유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위해서는 USPTO의 온라인 상표 데이터베이스(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http://tmsearch.uspto.gov), 해당 주의 상표 등록
대장267)이나 관련업계의 간행물 등의 검색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라이센서도
라이선시의 재무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라이선시 역시 라이센서의
재무상황, 신용등급, 상표 라이선싱 방침 또는 매뉴얼의 보유 여부, 라이선스 포트
267) 예컨대, 뉴욕주의 경우 http://www.nysl.nysed.gov/tradmark.ht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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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시 라이센서가 적극적으로 권리집행에 나설
역량을 갖추었는지, 광고나 홍보 면에서 라이선시를 지원할 사업적 역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 라이센서에게 라이선싱 요청과 함께 제시할 사
업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고, 해당 영업국가/지역에서 어떠한 고객층을 타깃으로 판
매할지, 어떤 마케팅 및 광고기법과 유통채널을 도입할지, 사업 시행 타임라인, 소
요되는 자금 규모, 재정상황 및 재원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라이선스 대상 상표와 서비스에 관한 사항
계약서에는 라이센서가 라이선시에게 사용권을 허락하는 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
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관행상 계약서에 첨부되는 ‘Schedule’이라
는 형태의 문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라이선스 대상 상표 목록은
단순히 상표명뿐만이 아니라 ① 연방상표 등록 출원 유무, ② 등록출원번호, ③ 상
품·서비스 분류 코드(class)와 지정상품·서비스명(identification), ④ 표준문자 표장
(word mark), ⑤ 색상, 글꼴, 대문자/소문자 요건, 권리포기(disclaimer) 사항 등
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한 조항은 상표 라이선
스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라이선시와 라이센서 양측 모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
황에 따라 등록상표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군 중 일부만 라이선스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
를 거쳐 해당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기존의 제품·서비스 카테고리가 전통적인 영역에서 보다 확
장되거나 변형되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라이선스 양도 조건
계약서에 라이센서가 라이선시에게 양도할 권리와 범위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 라이선스는 보통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독점적 실시권(sole license)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전용
실시권은 오로지 라이선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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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본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라이센서가 제3자에게 상표사용을 허용하
려고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계약법상 권한을 가지므로 라이선시
에게 가장 유리한 라이선스 형태이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동일한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을 여러 명의 제3자에게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서가 기존 라
이선스보다 자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라이선시에게 상표 사용권을 허락하고
자 하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피고가 원고 소유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통상실시권 형태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실시권은 라이선시에게 배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라이센서 역시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 당
사자를 제외한 다른 제3자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5) 라이선스 허용 범위·기간
계약이 적용되는 영역(territory)은 전 세계, 특정 국가, 한 국가 내 특정 지역
같은 지리적 범주뿐만 아니라 도매, 소매, 상업용, 가정용 등 구체적 시장 카테고
리로도 설정 가능하다. 영역을 지칭할 때 ‘동아시아’, ‘중동’, ‘유럽연합(EU)’와 같
이 다소 모호하거나 향후 변동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상표 라이선싱 계약 조항 중에 해당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효력을 갖는 기간에 대하여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영속적인
라이선스라면 품질관리 조항을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조기 계약 종료 및
해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항들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나열하는 것이 권고된
다. 일정기간 이후에 종료되는 계약서의 경우, 계약갱신 절차, 갱신조건, 공지의무
등에 관한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다.
(6) 라이선스 상표의 사용 요건, 권리와 의무, 제한 사유
생산, 홍보, 유통, 판매, 광고 등 라이선스 목적물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
하여야 한다. 도매 또는 소매, 특정 판매처나 고객층, 온라인 상거래 등 특정 유통
채널만을 허용하거나 일부를 금지할 경우에 이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 하
나의 상품에 다른 상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색상이나 글꼴, 배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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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 상표 고유의 포맷요건과 등록상표(Ⓡ), 미등록상표(™)와 같은 상표 소유권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도 적시하여야 한다.
한편, 본 계약 대상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해서 라이센서가 보유하며, 라
이선시는 해당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조항도 고려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 패키징, 광고, 홍보물에
담긴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어느 측에 소유하는지도 밝히는 한편, 라이선시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goodwill)의 수혜자는 라이센서라고 명시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낮출 수 있다.
제3자가 라이선스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안에 대하여 라이센서와 라이선시에게 각각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먼저 라이선시가 실제 혹은 잠재적인 상표 침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라이센서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지, 라이센서가 침해자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
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라이센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무대응
으로 일관한다면 라이선시가 상표 침해 주장을 제기할 권한을 갖는지, 침해 단속에
있어 라이선시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 라이선시가 이행할 의무와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
한 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양측의 합의사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7) 품질관리
라이센서의 상표가 부착된 모든 제품·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는 상표가치
제고와 상표권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라이센서가 무분별한 라이센싱을 통하여
자사의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해태하였다는 주장(naked licensing)은 미국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라이센시의 항변 근거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라이센서는
상표의 위상에 걸맞는 품질보장을 위해 라이선시가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계약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항을 계
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 조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① 상표가 붙은
모든 상품 패키징, 광고, 홍보물에 대해 라이센서로부터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을
것, ② 제품 생산 시 라이센서가 지정한 규격, 공정과정, 레시피 등을 엄수할 것,
③ 라이센서가 지정한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특정 기계, 원부자재, 생산시설만
을 이용할 것, ④ 라이센서나 라이센서의 대리인이 라이선시의 시설물을 실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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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허용할 것, ⑤ 결함이 있는 제품의 폐기나 회수 등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8) 상표 사용료(라이선스 비용 지급 관련)
실시료, 라이선스료, 수수료 등 비용 산정방식과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대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라이선스 비용 산정 옵션으로는 ① 실시
료 없이 전액 선불로 지급하는 방법(upfront fee), ② 주기적으로 고정금액 지불,
③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매출액을 올리는 시기(milestones)마다 비용 지불, ④ 계
속적인 실시료 지불 등이 있다. 어떠한 방식을 택하던지 대금의 지급기한, 송금방
식, 은행계좌정보, 통용되는 통화, 세금 부담 당사자를 밝히도록 한다. 또한 비용
지급이 지체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또는 이자, 납기 내 비용 미지급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도 명시한다. 실시료 방식을 택할 경우, 실시료
율, 산출법, 최소보장금액, 선납금 요건, 실시료 지급기한 및 빈도, 라이센서의 감
사권 등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9) 계약의 종료 및 해지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이후 양측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상표의 사용, 품질관리 요건 위반, 라
이선스 비용 미지급, 수차례 반복적인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의 매각, 합병, 인수,
파산 등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 가능한 사유로 나열할 수도 있다.

2. 미국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미국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명확히 구축되어 있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 사적 집행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
다. 특히 미국의 법률체계는 영미법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의 성
격이 강하고, 따라서 선험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
운 법률을 만들거나 기구를 신설하는 다원적인 법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법률 또는 기구의 역할 및 업무범위의 중복·상충의 문제를 발생시킨
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 경쟁법 또한 다수의 법률이 중
복되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어 그러한 법률의 소관기관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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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점에서도 연방 내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경쟁법과 각 주별 개별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법집행상의 어려움이 있
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는 경쟁제한적 행위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
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미국의 핵심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를 중심으로 미
국 경쟁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소관 법률
준사법기관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를 통한 시장명령을 직접 내린다.
이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리지 않고, 법무부에 형
사고발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정명령의 권한이 단순한 행위금지부터 장래에
대한 행태개선 명령, 원상회복 명령, 구조적 개선명령 등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으
로서는 과징금에 비해 가벼운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한 효과를 지닌
다.268)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이하 ‘FTC법’) 제5조269)를 위반한 불공정 또는 기만적 거래행위에 대한 집행
권한과 다수의 경쟁법에 대한 집행권한을 지니고, 클레이튼법(Clayton Act), 로빈
슨-패트만법(Robinson-Patman Act)의 일부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며, 미국 연
방법무부와 공동으로 기업결합 심사권을 갖는다.270)
1)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
FTC법은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
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규제한다. 이는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의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271)
FTC법 제5조는 “거래에 있어서 혹은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
268) 조성국 외,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공정거래위원회·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8면.
269) 15 U.S.C 45(a)(1).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or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are hereby declared
unlawful."
270) 외교통상부, 「미국/EU 경쟁법 및 관련제도 비교 연구」, 2011, 39면.
271) 외교통상부, 앞의 책, 2011,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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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위법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행위가 그 규제 대상이다. 그중 불
공정한 경쟁방법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법집행초기에는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경쟁제한성이 구
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행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72) 이
러한 점에서 FTC법의 적용범위는 거래제한 및 독점행위를 규율하는 셔먼법
(Sherman Act)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이해되어왔으나, 점차 FTC법 제5조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현재에는 그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표 31] FTC법-셔먼법-클레이튼법 적용범위 비교
행위유형

적용 법조(집행기관)
수평적

거래제한

수직적

셔먼법 제1조(DOJ)

독점력남용·독점기도 등

셔먼법 제2조(DOJ)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결합

FTC법
제5조(FTC)

클레이튼법 제7조(DOJ/FTC)

*출처: 조성국 외,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2015
2) 기타 법률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성격을 갖는 법률과 소비자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 다수에
대해 집행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는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법무부가 공동으로
집행권한을 갖는 클레이튼법과 HSR법(Hart-Scott-Rodino Act) 등이 포함된다.273)
[표 3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권한을 보유한 경쟁법적 성격의 법률
Ÿ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04(통합지출법)

Ÿ

Deep Seabed Hard Minerals Act(심해저광물법)

Ÿ

Deepwater Port Act of 1974

Ÿ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Ÿ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국제 반독점집행

272) FTC v. Motion Picture Advertising Service Co., 344 U.S. 392(1953).
"[T]he FTC Act was designed to supplement and bolster the Sherman Act and the
Clayton Act-to stop in their incipiency acts and practices which, when full blown,
would violate those Acts..."; 조성국 외, 앞의 보고서, 21면 재인용.
273) 조성국 외, 앞의 보고서,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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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Ÿ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Termination Act of 1995(ICC 폐지법)

Ÿ

Lanham Trade-Mark Act(연방상표법)

Ÿ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 법)

Ÿ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Production Act of 1993(국가적 협력연구
및 생산에 관한 법률)

Ÿ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Amendments of 1978(외부 대륙붕법)

Ÿ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전염병 및 범위험대비법)

Ÿ

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 of 1970(우편개혁법)

Ÿ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Act of 2004(표준개발기구법)

Ÿ

Webb-Pomerene Act(웹-포머런 법)

나. 연방법무부(DOJ) 소관 법률
연방법무부는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와 클레이튼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민사 및 형사처벌에 관한 기소권을 갖는다. 즉,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으로 법을 집행한다. 이때 대체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
나, 그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률을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처벌하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형사사건의 경
우 범죄의도의 입증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한바 있다.274)
셔먼법 제1조275)는 거래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공모, 결합 및 기타 공동행
위를 금지한다. 이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지니는 모든 공동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
으로 해석되며,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수평적 거
래제한)과 거래단계에서의 상·하류에 위치한 사업자간의 경쟁제한 행위(수직적 거래
제한)를 모두 포함한다.276) 또한 각 주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대외거래까
지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277)
274) U.S. v U.S. Gypsum Co., 438 U.S. 422, at 435, 436 (1978).
275) 15 U.S.C. 1.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is declared to be illegal. Every person who shall make any contract
or engage in any combination or conspiracy hereby declared to be illegal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276) 조성국 외, 앞의 보고서, 16~17면.

- 134 -

셔먼법 제2조278)는 독점력 남용(독점화), 불법적인 독점기도, 독점력 남용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를 금지한다. 독점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지만, 동 조
항은 독점화 또는 독점의 시도를 금지함으로써 구조적인 독과점화를 방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279) 제2조에서 금지되는 ‘독점력의 남용’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통
해 그 독점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획득 또는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점기도’는
반경쟁적 수단에 의해 독점력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
다.280) 이러한 독점기도의 대표적 행위로는 기업의 배제적 행위를 들 수 있다. 셔먼
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 ②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의 비교형량, ③ 피고의 행위가 시장지배력
을 유지·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전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
은 행위인지 여부, ④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제거시키기 위한 행
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81) 미국 법원은 독점력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
어서 기업규모가 그 불법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나282) 제품의 우수성·사업
능력·우연한 계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독점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의도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283) 독점기도와 관련하여 특정한 고의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 고의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거래의 특정 부
분에서 사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파괴하려는 고의와 ② 불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약탈적 또는 반경쟁적인 행위, ③ 실제 독점의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284)

다.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법무부 공동소관 법률
1) 클레이튼법
1914년 제정된 클레이튼법은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법무부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법

277) 외교통상부, 앞의 책, 12면.
278) 15 U.S.C. 2. "Every person who shall monopolize, or attempt to monopolize, or
combine or conspire with any other person or persons, to monopolize any part of
the trade or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or with foreign nations, shall be
deemed guilty of a felony.."
279) 외교통상부, 앞의 책, 15면.
280) 외교통상부, 앞의 책, 15~16면.
281) 외교통상부, 앞의 책, 16면.
282) 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
283) U.S. v. Grinnell Corp., 384 U.S. 563(1966).
284) 외교통상부, 앞의 책,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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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 셔먼법 및 FTC법과 그 내용이 다수 중복된다. 클레이튼법의 주요 조항은 제2조
(가격차별)285)와 제3조(배타조건부 거래)286), 제7조287) 및 제7조a288)(기업결합)이다.
그중 클레이튼법 제2조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지닌 가격차별 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으로 1936년 로빈슨-패트만법으로 개정되었고, 기업결합에 관한 조항인 클레이튼법
제7조 및 제7조a는 1950년 Celler-Kefauver 법과 1976년 HSR법으로 개정되었다.
클레이튼법 제3조는 상품 거래에 있어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에 따르면 거래나 거래과정에 관여하는 자가 상품을 판매 또는 재판매함에 있어서 경
쟁자의 상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 이것이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면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때,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의 정도, 수요·공급의 대안이 존재
하는지 여부,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3조는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셔먼법 제1조와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양 규정의 적용 결과 또한 크게 상이하지 않다.289)
2) 로빈슨-패트만법
1936년 클레이튼법 제2조가 로빈슨-패트만법에 의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은 로빈슨
-패트만법 또는 가격차별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클레이튼법 제2조는 가격, 용역, 설비
에 있어서 가격차별, 근거 없는 커미션의 지불, 판촉비 제공 등의 차별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하
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였는데,290)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로빈슨-패트만
법 제3조291)는 리베이트, 할인, 수당, 광고서비스 등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차별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리베이트, 할인 등을 제공
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러한 거래행위는 금지되고, 특히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탈적 가격설
정을 통한 부당염매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292)
285)
286)
287)
288)
289)
290)
291)

15 U.S.C. §13.
15 U.S.C. §14.
15 U.S.C. §18.
15 U.S.C. §18a.
조성국 외, 앞의 보고서, 23면.
외교통상부, 앞의 책, 20면.
15 U.S.C.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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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ller-Kefauver 법
클레이튼법 제7조는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화할
우려가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인수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이었
으나, 1950년 Celler-Kefauver 법에 따라 주식 인수 외에 자산 인수로 그 적용범
위가 확대되었고, 1980년에는 그 행위의 대상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확대되었
다.293) 규정에 따르면, 거래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직·간
접적으로 주식이나 기타 지분,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고, 이러한 인수행
위의 효과가 특정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
려가 있는 때에 이러한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4) HSR법
HSR법은 1976년 클레이튼법 제7조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정 요건
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나 합병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법무부에 사전심사권
을 부여하고 있다. HSR법 이전에는 독점 형성으로 인해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합병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합병이 된 이후에 비로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해왔으나, 이미 자산 등이 융합된 이후이기 때문에 법원의
원상회복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되어왔
다.294)이에 따라

HSR법은 연방거래위원회 및 연방법무부는 기업으로부터 기업결

합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아 관할기관을 결정한 후, 그러한 기업결합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2) 외교통상부, 앞의 책, 27면.
293) 외교통상부, 앞의 책, 24면.
294) 조성국 외, 앞의 보고서,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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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가맹사업과 관련 내용 검토295)
가. 기초사실
미국은 가맹사업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률을 갖지 않은 채, 각 주법을 중심
으로 정보공개를 규율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FRANCHISE RULE」(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 이하 ‘FTC 가맹사업규칙’ 혹은 ‘FTC 규칙’이라 함)’ 및 중서부증권위탁
협회와 북미증권관리자협회가 검토한 「UFOC 가이드라인」(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Guideline)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정부 차원의 법률
이 더욱 강력하게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경우 해당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
하고 있어, 효력 면에서 주법이 우선하고 있다. FTC는 FTC 규칙을 통하여 계약체
결 전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가맹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1960년대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이 높은
성장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이나 각종 부조리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71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
공개 및 등록을 요구하는 등 규정을 포함한 「Franchise Investment Law」를 제
정·시행하였으며, 이는 주 정부 최초로 가맹사업거래를 직접 규율한 사례이다.296)
미국은 15개 주에서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보유하고 있으며,297) 16개
주에서 가맹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보유하고 있다.298) 또한 가맹계약을 직접적으로 규
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 or Seller-Assisted
Marketing Plan Law)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주도 있다.299)

295) 이하에서는 상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만 언급한다.
296)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39면.
297) 캘리포니아, 하와이, 미시간, 미네소타, 인디애나, 뉴욕,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오
리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298) 캘리포니아, 하와이, 미시간, 미네소타, 인디애나, 뉴욕,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사
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델라웨어, 뉴저지, 아칸소
299)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
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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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권 관련 정보의 공개
1) FTC 규칙의 정보공개사항
FTC는 FTC 규칙에서 정보공개사항 2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300), 이 중 상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상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국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301) 상
표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3] 미국 FTC 규칙 중 상표 관련 사항
제A절 정의
제436.1조
(v) “상표”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 부호 및 그 외 상업적 상징을 포함한다.
제436.5조 정보공개품목
품목 13 : 영업표지 (1) 각 주요상표가 가맹사업자에게 허가되었는지 공개한다. 이 품
목에서 “주요상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주된 상표들, 서
비스표, 상호, 부호 및 상업적 상징을 의미한다.
(2) 각 주요상표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었는지 공개한다. 등록되어 있다면 다음을
명시한다.
(ⅰ) 각 상표등록의 날짜와 식별번호
(ⅱ) 가맹본부가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ⅲ) 등록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ⅳ) 주요상표가 미국특허청의 주등록 혹은 보조등록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3) 주요상표가 미국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사용의도” 지원서 혹은
실제사용을 기반으로 한 지원서를 포함한 상표출원서를 제출했는지 명시한다. 등록된 경
우, 지원서의 날짜와 식별번호를 명시한다.
300) ① 가맹본부 및 모든 모회사, 그 전신(predecessor)과 계열회사, ② 가맹본부의 사업경험, ③
가맹본부의 소송현황(특수관계인, 임원 등), ④ 가맹본부의 파산(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파산 경
력), ⑤ 가맹금(초기비용), ⑥ 가맹사업 관련 기타비용, ⑦ 예상초기투자 견적 금액, ⑧ 상품과 용
역의 공급원에 대한 제한, ⑨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⑩ 자금 조달, ⑪ 가맹본부의 지원, 광고, 전
산시스템 및 교육, ⑫ 영업지역, ⑬ 상표, ⑭ 특허, 저작권 및 독점적(proprietary),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⑮ 가맹사업의 실제 운영에 참여할 의무, ⑯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능한 물품에 대한
제한, ⑰ 가맹계약의 갱신과 해지, 영업의 양도 및 분쟁의 조정, ⑱ 공인(public figures), ⑲ 재
무성과표시/예상수익, ⑳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와 가맹사업자 정보, ㉑ 재무제표, ㉒ 가맹계약
서, ㉓ 수령확인서
301) 미국은 사용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상표를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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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다음을 명시한다. “우리의 주요상표
는 연방등록(federal registration)이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상표는 연방등록된 상표
들처럼 많은 법적인 혜택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에 대
해 문제가 발생한다면(challenged), 대안이 되는 상표로 변경해야만 할 수 있고 이것은
당신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USPTO, 상표심리 및 항소위원회 또는 주 상표관리자나 법원의 현재 사실상 중요
결정과 계류 중인 침해, 반대, 혹은 취소절차를 공개한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를 보
호하기 위해 타인이 상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지만 이에 실패한 침해, 반대 또
는 취소절차를 포함한다. 어떻게 이 결정이 상표의 소유, 사용 또는 허가에 영향을 미
쳤는지 기술한다.
(6) 가맹본부의 상표 사용권 혹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중요한 연방 혹은 주
법원 소송을 공개한다. 각각의 계류 중인 행위에 다음을 공개한다.
* 변호사의 사견이 그 사용을 허락한다면, 가맹본부는 소송 혹은 행위의 유리한 부분
에 관하여 변호사의 사견을 포함할 수 있다. 전체의견이 첨부되었고 변호사의 사견이
그 요약의 사용을 허락한다면, 정보공개서는 요약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ⅰ) 법원(forum)과 사건 번호
(ⅱ) 가맹본부의 상표사용에 반대한 청구의 성격 또는 다른 이의 상표 사용에 반대한
가맹본부의 청구의 성격
(ⅲ)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사실상의 판결
(7) 어떤 의미로 가맹사업에 중요한 본 조항에 나열된 상표 사용을 이용하거나 허가할
가맹본부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현재 시행되는 계약을 공개한다. 각 계약에는 다음
을 공개한다.
(ⅰ) 방법과 제한 혹은 승인의 범위
(ⅱ)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ⅲ) 계약기간
(ⅳ) 계약당사자들
(ⅴ) 계약이 취소되거나 수정될 때의 상황
(ⅵ) 그 외 중요한 조건들
(8) 다음을 공개한다.
(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본 조항에 나열된 주요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혹은 가맹점사업자의 상표 사용에 드러난 불공정
경쟁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
(ⅱ) 가맹점사업자에게 허가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란스럽게 유사한 상표의 사용과 권
리의 청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알려야 할 의무
(ⅲ) 이러한 사용과 청구가 알려졌을 때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에게 차별 철폐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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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
(ⅳ) 가맹본부 혹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에 의해 허가된 상표에
관련하여 행정절차나 소송을 통제(control)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해 허가된 상표에 관련하여 행정소송 혹은 법적 소
송절차의 당사자이거나, 소송 절차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결되었을 때, 가맹계
약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변론에 참여하고 그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
(ⅵ)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우,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9)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이 위치할 주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주요상표 사용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우선권(superior prior rights) 혹은 침해적 이용(infringing uses)을
아는지 공개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표 사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침해라고 가맹본
부가 믿는 각 주요상표의 사용에 다음을 공개한다.
(ⅰ) 침해의 성격
(ⅱ) 침해가 발생한 지역
(ⅲ) 침해 받은 기간(알려진 범위 내에서)
(ⅳ) 가맹본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 또는 기대

2) UFOC 정보공개사항
FTC 규칙은 기본적으로 UFOC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 FTC 규칙과 UFOC
가이드라인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는 23개 정보공개 항목
(item)’은 일치하고 있다. 한편 FTC 규칙에는 없고 UFOC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
는 정보등록제도에 따라 미국 13개 주에서302)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정보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주
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없으며, 가맹희망자는 등록된 정보의 열람, 사본의
요구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303)

302)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다, 로드아일랜
드,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주
303)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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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주의 가맹사업 관련 법률 중 상표관련 사항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주(州) 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행
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중 다른 프랜차이지와의 차별취급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로열티, 상품·서비스의 공급, 장비 대여, 광고 등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들을 합리
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서로 달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304)305) 이를 해석해보면 상표권의 사용료(로열티)의 지급에 있어서 다른 프랜차
이지와 동등한, 적어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로열티가 부과될 것을 기
대할 수 있다.

304) Discriminating between franchisees in the charges for royalties, goods, services,
equipment, rentals, advertising services, or in any other business dealing, unless
such discrimination is based on reasonable distinctions and is not arbitrary.
305)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네소타 및 워싱턴 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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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U
1. EU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유럽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첫째, EU 개별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하거나
둘째,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이하 ‘EUIPO’)에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mark, EUTM,
이하 ‘EUTM’)로 등록하는 것이다. EU 개별 국가의 상표제도와 EUTM은 상호보완
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상표가 EU와 개별 국가에서 각각 등록될 수 있다.
EU 회원국 사이의 조약에 의하여 EU 법규범의 형식은 규정(Regulations), 지침
(Directives),

결정(Decisions)

및

권고와

의견(Recommendations

and

opinions)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규정은 회원국의 국내법적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고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법규범이고, 지침은 직접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회원국에
서 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효력만 있다. EU에서 상표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EU 연합상표규정(이하 ‘EUTMR’)과 EU 연합상표지침(이하 ‘EUTMDR’)이 있다.
200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상표 시스템이
회원국들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표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막스프랭크 연구소(Max Plank Institute)의 연구 결과를 반영
하여 유럽연합 규정(Regulation) 및 지침(Directive)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2015년 12월에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 새로운 규칙(규칙 제2015/2424호)과 지침
(지침 제2015/2436호)은 2015년 12월 24일과 23일 각각 공표되었다. 규칙 제
2015/2424호는306) 2016년 3월 23일부터 발효되고, 회원국들은 2019년 1월 14
일까지 각국의 법 개정을 마쳐야 하였으며, 지침 제2015/2436호는307) 공표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308)309) 또한 2020년 2월 1일, EUIPO는 유럽
306) Regulation (EU) No 2015/24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mending the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307) Directive (EU) 2015/24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15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308) 김양실, 유럽연합의 유럽 상표 개정, 「IP Insight」,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6. 6. 26. 1면.
309) 또한 2016년 3월 23일 발효된 규칙 제2015/2424호의 일부는 2017년 10월 1일 추가 발효
되었다. 2017년 10월 1일 발효된 내용은 ① 비전형상표(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등)의 디지
털 파일 등록, ② 상표출원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 관련 문서 선제출, ③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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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EUTMs, 이하 ‘EUTM 가
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효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표의 공정한 출원·사용 등과 관련
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반적 원칙
EUTMR에서는 상표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원칙을 서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
표권은 산업 및 상업적 문제에 있어 정직한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되는 제3자의
표지 또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한
편, “공정하고 정직한 선사용상호의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표
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10)

나. 절대적 거절사유로서 공공정책 및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상표
EUTMR에서는 상표 등록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유와 그 사례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311) 그중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악의의 출원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거절이유 중 ‘공공정책 또는 허용되는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상표’를 규정하
고 있다.312) 여기서 공공정책 또는 허용되는 도덕원칙에 위배된다는 문구는 매우 광
범위하며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이미지 등을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중의 권리를 방해하고, 모욕적이며, 위협하지 않도록 균
형을 맞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근거는 상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표지를 식별하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률상태에 위
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대중이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규범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공공정책과 허용되는 도덕원칙은 그 개념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공공
정책’이란 민주사회의 기능과 법 상태에 필요한 모든 법규를 의미하는 한편, 특정지

절차 개선, ④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관련 사항, ⑤ 번역 간소화 및 인증 언어 확대,
⑥ 항소위원회와 항소절차 조항의 통합 등이다.
310) Regulation(EU)2015/2024 (21).
311) EUTMR §7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312) EUTMR §7 (f) trade mark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to accepted
principles of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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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적용되는 EU 법률과 조약 및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무역의 기본원칙이나, EU의 정치와 사회질
서에 대한 기본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EU의 설립의 전제가 되는
보편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EU 기본권헌장에 선포된 법치와 같은 가치
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정책은 모든 회원국의 공통의 상황을 참조하여 고려하고 해
석하여야 한다.
‘허용되는 도덕원칙’이란, 주관적인 가치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심사관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신성모독, 인종차별, 차별적이거나 모욕적
인 단어 또는 구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
는 도덕성의 개념은 나쁜 취향이나 개인의 감정보호와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사회의 기본 도덕규범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관련
대중 적어도 상당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313) 도덕원칙을 위배하는지의 여부
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청자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일반사람들이 충격이나
모욕을 느낄 수 있음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불법약물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징후, 전체주의의 상징 사용 등이 이에 해당되며,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기호뿐만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의
미를 지닌 기호를 사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는 도덕원칙을 위배하여 상
당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도덕원칙을 위배하는 것으
로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유를 살펴보면 유럽 각 회원국에서 욕설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표장이 포함되며,314)315) 뿐만 아니라 보편적 도덕성을 위배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의 신청 역시 거절된 바 있다.316)
313) 상표가 예외적으로 소수에게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적 거절사유의 요건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314) 상표등록이 거부된 사례로, Curve(사례번호 T-266/13, 루마니아어로 성매매 여성을 의미, 모
욕적이고 저속한 단어), fuking freezing!(사례번호 R168/2011-1, fuking이 영어로 모욕적이고
저속한 단어에 해당), JOHOPUTA(사례번호 T-417/10, 스페인어로 모욕적이며 저속한 단어),
PAKI(사례번호 T-526/09, 영어로 된 인종차별적 모욕), FICKEN(사례번호 T-52/13, 독일어
로 Fuck을 의미) 등이 있다.
315) 단, 불쾌한 단어인 Curve 앞에 Air를 결합한 AIRCURVE라는 표장은 해당 표장 중 Curve라
는 부분이 루마니아어로 욕설에 해당되나, 단어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고 관련 대중이
Air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며 의료인이나 호흡기 질환환자라는 특정인을 주 대상으로 한 표장에서
호흡기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승인되었다.
316) MH17(사례번호 EUTM 13092937), MH370(사례번호 EUTM 12839486)은 항공편의 약어
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여객기의 편명들이다. 해당 신청 건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받
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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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와 대응하는 부분이
다. EUTMR의 공공정책은 우리나라의 공공의 질서에 대응하며, EUTMR의 허용되는
도덕원칙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대응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나, 우리나라와 대
비할 때 해석의 여지가 보다 넓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EUTMR에서 규정하는 공공정
책에서 민주사회의 기능과 법 상태에 필요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이외에도 다른 법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한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해할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한 사
례 등을 토대로, 명백한 타인의 저명성이나 유명세 등을 선점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의의 출원에 대응하고자 한다
면, 타인의 명백한 선사용이나 인지도를 이용한 출원이 허용되는 도덕원칙을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상표심사기준 등에서 이 같은 내용
과 해석을 참고하여, 악의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의 평판을 침해하는 상표의 등록 거절
이의신청은 EUTM 출원 또는 이전을 근거로 하여 EU를 지정하는 등록을 거부하도
록 요청할 때 발생하는 절차이다. EU를 지정하는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에는 앞서 살펴본 절대적 거절이유와 달리 상대적 거절이유에 따라 판단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EUTMR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타인의 상표와 혼동가능
성이 추정되는 경우, 소유주가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상표 소유자의 대
리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전에 평판이 좋았던 등록상표의 소유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 평판을 침해하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장의 등록을 거절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EUTMR 제8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잘 알려진 이전의 평판을 침
해하는 새로운 표장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체성이나 혼동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일·유사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없는 이종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 이렇듯 확장된 보호의 근거는 상표의 기능과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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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품의 표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른 고려이며, 현
대사회에서 상표는 품질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구매의사, 라이프스타일, 독점성
등과 같은 특정의 이미지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결과이다.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와 관련된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상표와 관련된 이미지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EUTMR 제8조 제5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 또는 혼동
가능성에 관계없이 평판이 좋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생성하
는데 있어서 광고기능과 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TMR 제8조 제5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 일 것을 전제로 하며, 등
록되지 않은 채 잘 알려지기만 한 상표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때
‘잘 알려진’(well known)과 ‘평판’(reputation)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일반
적으로 유사하며, 새롭게 신청된 표장의 사용이 등록된 상표의 평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평판을 확
인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상표가 보유한 시장점유율, 사용강도, 지리적
범위 및 기간, 사업자가 소비한 금액 등이 있다.
EUTMR 제8조 제5항의 경우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수단 중에서 매우 강력한 것
으로 여겨지며, 타인의 인기나 저명성에 힘입어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악의가 출
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악의가 추정되는
출원의 많은 경우는 유명한 대상, 캐릭터, 상호 등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선출원을 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등록된 상표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려
해볼만한 사항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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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상표의 사용의무
EUTM을 등록 후 5년 내에 소유자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진실하게
(genuine)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이 중단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적절한 이
유가 없는 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317) 진실한 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EUTMR,
EUTMDR에서는 정의하지 않지만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용어의 해석에 대하
여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였다. 상표의 진실한 사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표
의 실제 사용을 의미하는 바, 단순히 표시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진실한 사용은 상표의 필수기능과 일
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혼동의 여지없이 제품 또는 서비
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로 하여금 다른 출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③ 진실한 사용은
사업자의 내부적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로부터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진실한 사용은 이미 판매되었거나 곧
판매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야 하며, 특히 광고나 선전 등의 형태로 고객
확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⑤ 진실한 사용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상표의 상업적 이용이 실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
려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사용이 관련 경제부문에서 유지 또는 생성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18)319)
사용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여부는 여러 요인과 사례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의 특
성, 상표의 사용빈도 또는 규칙성, 상표가 소유권자의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마
케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또는 일부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소유자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만으로
도 그 사용이 진실된 사용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320) 즉 진실한 사용이
란, 상표권자가 부여할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
표권자가 해당 시장에서 상업적 지위를 확보 또는 유지하려고 진지하게 시도했음을

317)
318)
319)
320)

EUTMR §18 및 EUTMR §58 관련.
단 해당 시장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용이 항상 양적으로 중요할 필요는 없다.
「EUTM Guideline」 PartC, Section 6 Proof of use, Chapter 2 Substantive Law
수입사업이 상표 소유자에 대하여 진실한 상업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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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면 충분하다.
한편 상표권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표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에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대안으로
서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의무에 대한 예외로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개
념은 다소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① 상표의 불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해당 상표가 겪고 있는 상업적 어려움과 관련된 상황보다는 상표 사용을 불가능하
거나 불합리하게 만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침체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은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적절한 항
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정부 또는 법원의 개입 등이 있는 경우 상표불사용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유로는 ⅰ) 신약의 임상시험 및 승
인이 필요한 경우, ⅱ)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기 전에 소유자가 획
득해야 하는 식품 안전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에
대하여 단순한 소송위협, 보류 중인 취소조치, 수입제한, 임시금지명령 등은 불사용
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다른 표지와 관
련하여 순전히 방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어적 등록의 경우, 이러한 이유만으로 상
표의 불사용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④ 그 외에도 상표권자가 정상적으
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기간 동안의 미사용이 실제 사용과 동일하
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미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유예기간이 시
작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기간이 중요할 수 있는데, 관련 5년의 기간
중 일부에만 존재하는 미사용 이유가 항상 사용증명 요건을 제쳐두는 정당화의 요
건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연속된 5년의 기간 내에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EU 내에서 진실되게
사용되지 않았고 적절한 불사용의 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
나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출원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사이에 상표의 진실된 사용
이 시작되거나 또는 재개된 경우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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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효의 절대적 사유로서 신청자의 악의
EUTMR은 출원에 대한 신청자의 악의(bad faith)를 절대적 무효사유로 간주한
다.321)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란 ‘윤리적 행동 또는 정직한 상업 및 비즈니스 관행
의 수용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한다.322) 이 조항은 남용적이거나 정직
한 상업 및 비즈니스 관행에 반하는 상표등록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이익의 목표를
충족하는 것이며, 상표의 권리자가 공정하게 경쟁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출원하였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정직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가 해당된다.
여기서 악의가 추정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판례는 크게 세 가지에 주목하는
데, ① 상표의 동일·유사 및 혼동가능성, ② 동일하거나 혼동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인식, ③ 출원인의 부정직한 의도이다. 이 중 부정직한
의도는 객관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주관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ⅰ) 상표의 출원이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투기적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만 제출되는 경우,323) ⅱ) 상표 출원의 목적이 타인의 평판에 무임승차하
기 위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경우,324) ⅲ) 상표권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 아닌 제3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거나, 시장진입의 방지 등으로 경제적 이점을
얻으려는 출원자의 유일한 의도가 명백할 경우,325)326) ⅳ)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미
사용으로 인한 권리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를 반복적으로 신청, 사용하지 않
는 유예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경우,327)328) 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321) EUTMR §59 (Absolute grounds for invalidity) 1. An EU trade mark shall be
declared invalid on application to the Office or on the basis of a counterclaim in
infringement proceedings:
(a) where the applicant was acting in bad faith when he filed the application for
the trade mark.
322)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harpston of 11/06/2009, C-529/07, Lindt Goldhase,
EU:C:2009:148, § 60
323) 2016/07/07, T-82/14, LUCEO, EU : T : 2016 : 396, § 145
324) 14/05/2019, T-795/17, NEYMAR, EU : T : 2019 : 329, § 51
325) 11/06/2009, C-529/07, Lindt Goldhase, EU : C : 2009 : 361, § 44 및 07/07/2016,
T-82/14, LUCEO, EU : T : 2016 : 396, § 12
326) EUTMR은 상표권자의 사용의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타인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출
원인이 상표를 사용하려 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직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
이 있다. 예컨대 EUTM의 소유자가 상표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업적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등은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7) 13/12/2012, T-136/11, Pelikan, EU : T : 2012 : 689,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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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가 있는 경
우329) 등에서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악의가 추정되지 않는 요소로는 ⅰ) 등록상표의 확장이 회사의 정상적인
상업전략인 경우,330) ⅱ)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근거로
악의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ⅲ) 여러 회원국에서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하는 상표
그룹에 대하여, 모든 상표가 아닌 하나의 상표만을 EUTM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했
다는 사실,331) ⅳ) 이전 상표를 근거로 제기된 이의제기 절차가 아직 계류 중인 동
안 이전 상표에 대하 취소 신청을 제출하는 행위332)는 악의로 추정할 수 없다.
관련한 판례로, “Café del Mar”라는 뮤직 바(music bar)를 설립하여 성공적인
영업을 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 후 동업자 중 한 사람이 “Café del Mar”
상표에 대하여 단독 명의로 유럽 상표등록을 받은 사건에서, 유럽법원은 피고가 부
정한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EUIPO 항소국은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이나 악의적 의도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해야하는데, 특히 제3자가 EU의 최소한 하나의 EU 회원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유럽법원은 문제의 상표가 선등록 상표인 “Café del Mar”와 사실상 혼동을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가 선등록 상표인 “Café del Mar”와 혼동되는
상표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출원하였고 또한 그 당시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 대표
중 한사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행위가 상업상 또는 영업상 문제에 있어서
수용할만한 윤리적 행동이나 온당한 행위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33)
이는 EUTM이 기본적으로 상거래가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이러한 원칙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권리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무효 신청자의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상품 및 서
328)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상표의 권리자가 새로운 상표(시리즈 상표
등)를 개발, 진화, 기호의 변경을 통해 보호하려는 상황과 구별되어야 한다.
329) 2014/08/05, T-327/12, Simca, EU : T : 2014 : 240, § 72
330) 2012/02/14, T-33/11, Bigab, EU : T : 2012 : 77, § 23; 01/02/2012, T-291/09,
Pollo Tropical chicken on the grill, EU : T : 2012 : 39, § 58
331) 2012/02/14, T-33/11, Bigab, EU : T : 2012 : 77, § 29
332) 2014/11/25, T-556/12, KAISERHOFF (fig.) / KAISERHOFF, EU : T : 2014 : 985, § 12
333) 해당 판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덕규, 유럽에서 “부정한 목적(bad faith)”의 상표등
록, 「창작과 권리」 제97호, 세창출판사,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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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하여도 전체 EUTM이 무효로 선언된다. 유일한 예외는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한 EUTM이 적용되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효신청을 요청한 경
우이며, 이 경우 악의를 발견하면 이의를 제기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EUTM이 무효화된다.

2. EU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EU 경쟁법은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부터 제106조에 근거하며, 그에 따른 EU기업결합규칙
(EUMR)334)과 절차규칙335)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EU 경쟁법은 EU역내에서 일
어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경쟁법의 집행은 유럽 집행위원회(EC)와
그 산하기관인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에서 담당한다.
대체로 유럽 내외의 기업결합이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그 규제의 대상이 되며,
각 회원국 내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하여는 회원국별로 별도의 경쟁법을 두고 국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EU기능조약에 규정된 경쟁조항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실체법상 조항
에 해당하는 제101조(부당한 공동행위)와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들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먼저, EU기능조약 제10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 금지에 관한 조항이
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위(사업자간 합의)
의 목적(object) 또는 효과(effect)가 공동시장 내에서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 또
는 왜곡하는 사업자간의 모든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정 및 사업자간 동조적 행위는
공동체시장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① 구입
혹은 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설정하거나, ② 생산량, 판매, 기술적
334)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the EC Merger Regulation).
335)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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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기술개발을 제한 또는 통제하거나, ③ 시장 내지 영업구역을 분할하거나, ④
거래 상대방에 따라 동일한 급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경쟁에 불이익을 주거나,
⑤ 거래 상대방에게 본질상 혹은 거래 관행상으로 계약내용과 무관한 추가적인 급
부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
항). 이러한 합의 또는 결정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제2항), 다만 ① 상품의
생산이나 분배의 개선 또는 기술개발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효율성), ② 이익의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분배되며(소비자 이익), ③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수불
가결한 제한으로서(불가분성) ④ 기업들에게 해당 상품의 주요 부분에서 경쟁을 저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경쟁배제 금지)에는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exemption)되도록 하고 있다(제3항).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행위의
‘목적’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그와 같은 행위가 경쟁을 제
한하는 ‘효과’를 가져왔거나 또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336)
특히 가격·산출량 조정 등 경성적 합의와 같이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경험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문제된 행위의 목적 자체가 경쟁제한적인 것
으로 보아 법위반이 추정되고 관련 사업자가 이러한 경쟁제한성보다 높은 경쟁촉진
효과를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행위, 즉 사업자 간의 합의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자간의 수평적 합의(예: 가격담합)가 아닌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경
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브
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를 제한할
유인이 존재하고, 이는 유통사업자간의 무임승차 방지와 같은 경쟁촉진 효과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수직적 합의가 제
101조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3항의 예외규정에 이어
분야별로 일괄적용면제규칙(Block Exemption Regulation, BER)을 제정하여 특
정 분야에서의 합의에 대한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
별 일괄적용면제규칙으로는 연구개발 및 그 결과물에 관한 협정에 대한 경쟁법 적
용면제를 규정한 R&D 일괄적용면제규칙(Regulation No 1217/2010), 신규 자동

336) 김윤정 외, 「EU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공정거래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2015,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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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직적 합의에 관한 일괄적용면제규칙
(Regulation No 461/2010), 특허·노하우·SW저작권 라이선싱 협정 등에 관한 기
술이전 협정 일괄적용면제규칙(Regulation No 772/2004) 등이 있다.
나아가 유럽 집행위원회는 EU기능조약 제101조 및 EU의 일괄적용면제규칙에서
제시된 수직적 제한행위(vertical restraints)의 유형과 그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대
한 일반원칙을 제시한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이하 ‘수직거래제한지침’)을 제정하였다. 수직거래제한지침 제3장은 ‘지
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수직적 계약’이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해당 수직적 계약은
① 지식재산권의 부여 또는 순수한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재화·용역을 구매 또는
유통하기 위한 계약이고, ② 구매자가 공급업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지식재산권은 제조 또는 유통방식과 관련성이 있으며, ③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
항이 그 계약의 주요 목적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의 제공이 구매
자 또는 그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판매 또는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⑤ 지식재산권의 제공이 경성적 합의이거나 또는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경쟁제한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의 요체는 해당 수직적
계약의 중심이 ‘지식재산권’에 있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생산 또는 유통체인’의
거래 당사자가 체결한 ‘구매·유통’계약에 있다고 보여지나, 다섯 번째 요건은 다른
요건과 달리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제공이 경쟁제한행위가 아닐 것을 규정한다. 따
라서 가령,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직계열화된 계열사 간에 상표권 거래행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표권 거래행위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하였거나 혹은 경쟁제한
적 효과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일괄적용면제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직거래제한지침은 가맹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상표, 표장 및
노하우)과 관련된 의무가 EU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일괄적
용면제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이를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로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유사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지 말아야 할 의무, ② 경쟁사업자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
칠 권한을 가맹사업자에게 주는 것과 같이 경쟁사업자의 자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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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맹사업자가 취득하지 않을 의무, ③ 노하우가 권리소멸 상태가 아닌 한 가맹
본부가 제공한 노하우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 ④ 가맹사업을 이용하면
서 얻은 경험을 가맹본부에게 전달하고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사업자에게 그 경험에
서 얻은 노하우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 ⑤ 라이선스 받은 지식재
산권의 침해를 가맹본부에 알리고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적 행위를 취하거나
침해자에 대한 법적 행위에 대하여 가맹본부를 지원해야 할 의무, ⑥ 가맹사업 이
용 이외의 목적으로 가맹본부가 부여한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 ⑦ 가맹본부
의 동의 없이 가맹사업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337)
그러나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가맹
본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에 관한 언급은 별달리 되어있지 않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기능조약 제102조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쟁제한행위 즉, 시장에서의 독과
점 사업자가 그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착취 또는 다른 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EU 경쟁법상 시장지
배적 지위란 통상 특정한 상품시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 안에
서 사업자가 상당한 시장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338)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
소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자나 고객 그리고 종국적으
로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관
련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유효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지위는 개별적으로는 반드시 결정적이지 않은 여
러 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높은 시장점유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39)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는 부당한 가격책정, 생산 등의 제한, 차별적 행위,
끼워팔기 등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EU기능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고 다만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제102조에
제시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불공정한 구매 또는 판매가격
337) Commission notice —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SEC(2010) 411 final,
10.5.2010), pp.18-19.
338) 이호영 외, 「EU의 경쟁법 판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7면.
339) Hoffmann-La Roche & Co AG v. Commission, Case 85/76 [1979] ECR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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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② 생산, 판
매 또는 기술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③ 다른 거래당사
자와의 동등한 거래에 상이한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동 거래당사자를 경쟁적 불이익
에 처하게 하는 행위, ④ 계약의 본질상 또는 상관습에 비추어 계약의 주제(내용)와
관련없는 부수적 의무를 다른 당사자가 수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다. 종래 학설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착취적 남용(exploitive abuses)과
배제적 남용(exclusionary abuses)으로 분류하였고, EU기능조약 제102조는 착취
적 남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그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에서의 경쟁과정을 약화시키는 지배력의 간접적 행사(anti-competitive conduct),
즉 배제적 남용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34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제102조에 열거된 유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인정
되는데, 가격남용행위로서 대표적인 독점가격 책정 외에도 약탈적 가격책정, 차별
적 또는 교차보조 가격책정,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진 리베이트 또는 가격할인 등이
있다. 여기에서 약탈적 가격책정이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평균가변비용에 미달하
는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하고 추후 독점
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 이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남용행위로 간주된다.341) 한편,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가격이 원가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선택적 저가격책정에 대하여 EU 일반법원(EGC)은 “지배적 지위
를 가진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지
만 그러한 행위의 목적이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여 이를 남용하는 것이라면 금지되
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
및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책정된 가격이 원가에 미달
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342) 즉, 가격남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확인을 위한 시장 획정 및 가격책정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러한 객관적 기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남용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 남용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340) Europemballage Corp and Continental Can Co Inc v. Commission, Case 6/72
[1973] ECR 215.
341) 이호영 외, 앞의 보고서, 78면.
342) Irish Sugar plc v. Commission, Case T-228/97 [1999] ECR Ⅱ-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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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및 법원의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에 근
거하여 상표권의 부당한 사용의사에 따른 남용행위에 대하여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상품이나 재화의 전면적 거래거절이나 끼워팔기, 지식재산권의 이용허가
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이를 남용하는 행위,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의 행위
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되고,343) 유럽 집행위원회 또한 하위규범을 통
해 다양한 유형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102조는 열거적 규정
으로 파악되며,344) 제101조(부당한 공동행위)와는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
한 예외나 면제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 기업결합 등 기타 경쟁제한 행위
또 다른 경쟁제한적 행위 유형으로서 기업결합은 EU기업결합규칙에 따라 규율된
다. EU기업결합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은 ① 매출액과 ② 시장집중도를
기준으로 그 승인여부를 심사하며, 만일 기업결합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하나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심
사를 하게 된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
합이 EU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워를 형성 내지 강화하여 공동체 시장 전체
또는 상당부분에서 유효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해 기
업결합이 공동체 시장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이 밖에 관련 조항으로, EU기능조약 제103조는 EU기능조약 제101조 및 제102
조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지침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제103조에 따른 규칙 등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경과규정, 제105조는 경쟁제한적 행
위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 등 권한규정, 제106조는 회원국이 특권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사업자에 대한 경쟁조항의 적용,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
및 제한된 범위의 적용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EU 경쟁법은 EU기능조약을 중심으로 EU기업결합규칙 등 세부규칙
에 따라 크게 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을 그 규제의 대상으
343) 이호영 외, 앞의 보고서, 75면.
344) 황태희,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EU 및 영국 경쟁법 비교 연구, 「비교사법」 제26권 제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4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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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으나, 그 외에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U 경쟁법이 EU라는 공동체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는 각 회원국의 경쟁법 체계에 위
임하고 EU역내 경쟁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행위에 대하여만 규제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우리 공정거래법의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을 그 주요한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EU
경쟁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공정 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
공, 경제력 집중의 억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또한 그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또한 개별 국내법령을 통해 불
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U 회원국별
경쟁법 체계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3. EU 가맹사업과 관련 내용 검토
가. 기초사실
유럽은 상대적으로 가맹계약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별도의 프랜차이즈 관련 규
제를 가진 국가는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
아, 루마니아의 8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중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6개
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계약체결 전 1개월(벨기에, 이탈리아)부터 14일(스웨덴)까지 다양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일반 계약법이나 상
법, 경쟁법 등을 적용하여 가맹거래관계를 규율하고 있다.345)
한편 1972년 유럽프랜차이즈연맹(European Franchise Federation, 이하 EFF)
을 통해 프랜차이즈 윤리규정(European Code of Ethics for Franchising)이 정
립되었는데, 해당 규정을 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을 정리하고 있다. EFF의 윤리규정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정의와 노하우, 비
밀 등에 대한 설명(제1조), 가맹본부의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및 가맹사업당사
자 간의 지속적인 의무사항 등 원칙에 관한 사항(제2조),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
345)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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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화인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내용(제3조),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관한 사항
(제4조), 가맹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대금지급기간, 계약갱
신에 관한 사항,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할 최소한
의 사항(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5조에서는 특히 계약의 필수 최소조건으로 제시해야하는 내용을 규정하
고 있는데, 해당 내용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
순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표 34] EU EFF의 프랜차이즈 윤리규정 제5조 중 계약의 필수최소조건
5.5. 계약의 필수최소조건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저에게 부여된 권리
2) 개인 프랜차이즈에 부여된 권리
3)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동안 설정되어야 하는 브랜드, 상호 등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지
식재산권
4) 개별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5) 프랜차이저의 의무
6) 개별 프랜차이즈의 의무
7) 개별 프랜차이즈의 지불조건
8)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초 및 후속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약정 기간
9) 계약 갱신을 위해 쌍방이 제공해야 하는 통지를 포함한 기준
10) 개별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적인 관심으로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
는 조건 및 이와 관련한 프랜차이저의 선점권
11) 개별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저의 고유한 표시, 상표명, 상표, 서비스표시, 상점표시,
로고 또는 기타 식별가능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
12)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신규 또는 변경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저의 권리
13) 계약해지 조항
14)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시 프랜차이즈 또는 기타 소유자에게 속한 유형 및 무형자산
을 즉시 양도하기 위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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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개별국가에서의 가맹사업 관련 규정
개별국가 중 이탈리아는 가맹사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한다.346) 이 법
에는 주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 이를테면
형식, 기간, 의무적 기재사항, 분쟁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로열티의 산정 및 지불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347)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서에서 로열티 금액(모든 대가의 내역)
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산정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5] 이탈리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Ÿ

필수기재사항
가맹사업을 개시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

Ÿ

로열티의 산정 및 지불방법, 가맹사업자 Ÿ

가맹사업자가 달성하여야 하는 최초 판매

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초 매출액

목표

가맹본부의 노하우 및 제공되는 지원의 Ÿ

가맹점사업자가 노하우에 기여한 부분을

내용

인정하는 방법

Ÿ
Ÿ

계약의 갱신, 해지 및 양도에 관한 조건

Ÿ

Ÿ

임의기재사항
가입비(entrance fee)

배타적 영업지역

스웨덴의 경우 2006년 제정된 「가맹사업 정보공개법(Franchise Disclosure
Act)」이 존재하나 가맹사업의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제당국은 존재하
지 않는다. 해당 법은 오로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으로서, 가맹사업 계약관계를 규
율하는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 필
요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신고 혹은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
는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통상 2주 이내의 기간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1개의 일반 의무
와 8개의 구체적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48)

346) Law No. 129/2004 on Rules on the Regulation of Franchise
347) 조혜신 외,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사례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한동대학교, 2017, 64면.
348) 조혜신 외, 위의 보고서,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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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스웨덴 정보공개법에서 규율하는 내용
<일반적 의무>
Ÿ

가맹본부는 계약조건의 의미와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타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함

<구체적 의무>
Ÿ

가맹점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가맹사업에 관한 설명

Ÿ

동일한 가맹시스템 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관한
정보, 그들의 영업범위(해당 시스템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총 숫자, 규모, 지역, 가장
인접한 자들의 연락처 등)

Ÿ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하는 가맹금에 관한 정보와 기타 가맹사업의
경제적 조건

Ÿ

지식재산권

Ÿ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Ÿ

가맹계약 기간 동안 및 종료 이후에 적용되는 경업금지 규정

Ÿ

계약조건, 변경, 연장 및 종료와 종료 이후의 조치사항 등

Ÿ

계약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프랑스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적
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공개서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호, 표지, 상표와 관련된 비용 및 투자의 특징과 액수를 밝
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9)
스페인의 경우, 가맹사업계약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가맹사
업계약의 다양한 측면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한다. 계약적 측면에 대하여는
「Retail Regulation Act」 및 「Royal Decree 201/2010」에서 규정되어 있다. 스
페인에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사업개시 3개월 이내에 가맹본부 등
록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규정이다. 등록 시에는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표에 관한 사항 및 가맹계약을 통하여 실시허락된
모든 지식재산권 관한 사항과 그 소유권의 이전 혹은 사용허락에 대한 사항을 포
함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50)

349) 조혜신 외, 위의 보고서, 70면.
350) 조혜신 외, 앞의 보고서,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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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스페인에서 가맹본부 등록소에 등록 시 필요한 정보
<필수적 보고사항>
Ÿ

가맹본부에 관한 사항

Ÿ

상표에 관한 사항

Ÿ

가맹계약을 통하여 실시허락된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그 소유권의 이전 혹은
사용허락에 관한 사항

Ÿ

가맹사업에 관한 설명

<자발적 보고사항>
Ÿ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증

Ÿ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간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준수

Ÿ

가맹계약 체계에 있어서 윤리강령의 존재

Ÿ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소비자 조정시스템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준수

Ÿ

기타 일반적 관심사라 여겨지는 정보

또한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스페인에서 상표 및 기타 지
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그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라이선스 기간 포함)에 관한
증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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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
1. 중국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중국은 개혁개방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적인 상표법 체계를 갖추고자 1982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中华⼈民共和国商标法, 이하 ‘중국 상표법’)을 최초로 제정
하였으며, 1993년 1차 개정, 2001년 2차 개정 및 2013년의 3차 개정과 2019년
의 4차 개정을351)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중국 상표법 제7조 등록출원과 상표 사용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책임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
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352)
다른 국외의 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중국은 상표법에서 ‘성실과 신의’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상표권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지만,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 침해에 대
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상표의 출원과 사용에 대한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353)

나. 악의적 상표의 선점 금지
중국은 제3차 개정과 제4차 개정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
정들을 제정·보완하면서, 중국 내에서의 상표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54)355)
351) 2019. 4. 23. 4차 개정, 2019. 11. 1. 시행
352)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七条 申请注册和使⽤商标，应当遵循诚实信⽤原则。商标使⽤⼈应当对
其使⽤商标的商品质量负责。各级⼯商⾏政管理部门应当通过商标管理，制⽌欺骗消费者的⾏为。
353) 정덕배, 「중국 상표법」, 북랩, 2018, 28면.
354) 중국에서는 자국 내 기업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상
표권을 지키기 위해 아예 유사상표가 될 수 있는 상표권을 몽땅 등록하는 행위이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는 스마트폰 기업 샤오미(⼩⽶),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중국 유명 기업들이 자
사명과 비슷한 상표권을 선점해 버리는 전략으로 상표권 보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작은 쌀’이라는 뜻을 지닌 샤오미는 반대말인 ‘다미(⼤⽶)’를 비롯해 ‘헤이미(검은쌀, ⿊⽶)’,‘황미
(노란쌀, ⿈⽶)’ 등 유사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이름들을 모두 등록했다. 알리바바는 발음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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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3차 개정 상표법에서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
하였다. 종래에 중국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제3차 개정 상표법에서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그 타인과 거래관
계 등에 있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가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
상표를 거절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356)
제32조에서 말하는 ‘타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는 같은 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
는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등록’하는 행위와 달리 ‘어느 정도 알려질’ 필요는 없다.357)
제4차 개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악의(恶意)”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시
키면서 악의적 상표출원을 거절해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악의적 출원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요건을 강화시켰다.
중국 상표법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
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해야 한다.358)
중국상표법 제19조 ①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
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
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359)
슷한 ‘알리빠빠(알리아빠)’, ‘알리파파(ALIPAPA)’는 물론이고 ‘알리마마(알리엄마)’, ‘알리슈슈(알
리삼촌)’, ‘알리제제(알리누나)’ 알리거거(알리형님)‘ 등 30여 개의 유사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 침
해를 차단했다. 중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도 중국 스타벅스 명칭인 ’싱바커(星巴克)‘와 유사한 ’신바
커(⾟巴克)‘, ’신바커(新巴克)‘, ’싱바커(興巴克)‘ 등을 등록했다.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은 짝퉁 브랜
드로 인한 소송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는데, 기업들이 유사
상표를 사전에 등록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비용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 서유진, 중
국 내 기업들, 짝퉁 상표 수천개씩 등록…왜?, 「Chindia Plus」 2017년 7/8월호, 포스코 경영
연구원, 2017, 6면
355) 관련하여 2018년 7월 최고인민법원의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이 제4차 전국법원 지식
재산권심판 업무회의에서 “상표법 제4조 적용을 모색해 신청인의 상표 사재기를 제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
356)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三⼗⼆条 申请商标注册不得损害他⼈现有的在先权利，也不得以不正当
⼿段抢先注册他⼈已经使⽤并有⼀定影响的商标。
357) 정덕배, 위의 책, 257면.
358)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四条 ⾃然⼈、法⼈或者其他组织在⽣产经营活动中，对其商品或者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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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의 등록출원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360)
중국상표법 제33조 초보심사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
(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
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
다.361)
중국상표법 제44조 ①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
국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
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362)
중국상표법 제68조 ①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
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③ 본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관이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63)
④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한다. 악
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법의 의거하여 처벌한다.364)
需要取得商标专⽤权的，应当向商标局申请商标注册。不以使⽤为⽬的的恶意商标注册申请，应当予以
驳回。
359)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九条 1. 商标代理机构应当遵循诚实信⽤原则，遵守法律、⾏政法规，
按照被代理⼈的委托办理商标注册申请或者其他商标事宜；对在代理过程中知悉的被代理⼈的商业秘密，
负有保密义务。
360)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九条 3. 商标代理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委托⼈申请注册的商标属于
本法第四条、第⼗五条和第三⼗⼆条规定情形的，不得接受其委托。
361)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三⼗三条 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公告之⽇起三个⽉内，在先权利
⼈、利害关系⼈认为违反本法第⼗三条第⼆款和第三款、第⼗五条、第⼗六条第⼀款、第三⼗条、第三⼗⼀条、
第三⼗⼆条规定的，或者任何⼈认为违反本法第四条、第⼗条、第⼗⼀条、第⼗⼆条、第⼗九条第四款规定
的，可以向商标局提出异议。公告期满⽆异议的，予以核准注册，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
362)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四⼗四条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四条、第⼗条、第⼗⼀条、第⼗⼆
条、第⼗九条第四款规定的，或者是以欺骗⼿段或者其他不正当⼿段取得注册的，由商标局宣告该注册商
标⽆效;其他单位或者个⼈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效。
363)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六⼗⼋条 1. 商标代理机构有下列⾏为之⼀的，由⼯商⾏政管理部门责令
限期改正，给予警告，处⼀万元以上⼗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员和其他直接责任⼈员给予
警告，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三）违反本法第四条、第⼗九
条第三款、第四款规定的。
364)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六⼗⼋条 4. 对恶意申请商标注册的，根据情节给予警告、罚款等⾏政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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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제4조에서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을 거
절해야 함을 행정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며, 악의적 상표등록임을 인지한 상표대리기
관 등에 대하여도 이러한 출원인의 요청을 거절, 수임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이는
고의로 유명한 상표나 브랜드에 편승하여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를 사재
기하는 불법 경영자를 규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출원 과정에서 상표심사기관
에게 그 등록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하였다.365) 심사절차
에서 악의적 상표출원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초보심사결정한 상표에 대
하여 3개월 이내에 선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악의적 출원에 의한 등록은 무효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악의적 상표출원임을 인지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출
원한 상표대리기관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악의적 출원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개정된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후속으로 제정된 「상표출원행위의 규범에 관한
규정」366)에서는 상표법 제4조의 적용여부에 있어서 ① 출원인의 출원상표 수량, 상
품류, 상표거래 현황, ② 출원인의 경영상황, ③ 과거에 악의적 선점행위 유무 및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 존재 여부, ④ 출원상표와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를 갖춘
상표와의 유사 여부, ⑤ 출원상표와 유명인의 성명, 기업명칭 등과의 유사여부 등
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367)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③ 과거에 악의적 선점
행위 유무 및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 존재 여부인데, 상표브로커는 통상 과거의
유사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브로커가 과거에 악의적으로 타
인의 상표를 선점했거나 타인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표등록의 거
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368)
제19조에서는 상표대리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이 출원
한 상표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罚;对恶意提起商标诉讼的，由⼈民法院依法给予处罚。
365) 박주연, [기고]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
9. 7. 2.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
ataView.do?setIdx=246&dataIdx=175881>
366) 2019년 12월 1일 시행.
367) 「상표출원행위의 규범에 관한 규정」 제8조.
368) 김성애, [기고] 진화하는 중국상표브로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
20. 7. 2.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
DataView.do?setIdx=246&dataIdx=182839>

- 166 -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악의
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과 악의적인 상표 소송 제기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여 상표대리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표대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의뢰인
이 해당 상표를 진실로 사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지 않았으나 제4차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대리기관에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의무를
추가하고 제68조에서는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 범위를 규정해 악의적인 상표 등
록 출원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369) 즉 제68조에서 다시 한 번 ‘악의’라는 표현
을 사용함으로써,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나 벌금부
과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 뿐만 아니라 악의적 상표소송 제
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상표법의 개정은 기존의 부정한 수단의 상표의 출원과 등록에 대한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악의적인 상표의 출원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악의적 상표출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
내 상황에 대입하여 일응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중국 상표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악의의 출원’이나 ‘악의의 양
도’ 등에 대하여 상표법에서 적절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중국 상표법은 절대적 거절이유를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국의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상대적 거절이유
를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에 의하여 무효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0)
앞서 살펴본 중국 상표법 제44조는 상표국의 직권에 의한 무효선고사유를 규정하
고 있는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 한편 제4차 개정을 통하여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무효를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무효
369) 박주연, [기고]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
9. 7. 2.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
ataView.do?setIdx=246&dataIdx=175881>
370) 정덕배, 앞의 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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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제4조(악의적 상표출원), 제10조(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지), 제11조(식별력이 없는 표지), 제12조(등록받을 수 없는 입체표지)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거나, ② 상표권자가 기만수단 또는 ③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란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부당하게 공공자원을 점유하
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수단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371)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기타 부당한 수단
을 사용하여 상표를 등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372)
이러한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구체적인 행위로는 ① 분쟁상표373)의 출
원인이 여러 건의 상표등록을 출원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식별력이 강한 상표와
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② 분쟁상표의 출원인이 여러 건의 상표등록을 출
원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호·기업명칭·사회조직 또는 기타기구의 명칭·알려진
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 등과 구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③ 분쟁상표의 출원
인이 다량의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진실한 사용의도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
우,374) ④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분쟁상표의 출원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는 분쟁상표의 출원
인 본인이 등록을 출원한 상표뿐만 아니라 분쟁상표의 출원인이 결탁 공모행위를
했거나, 특정 신분관계 또는 기타 특정관계인이 등록을 출원한 상표도 포함한
371)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부여·확정사건 규정」 제24조에서는 “기만 수단 이외의 기타 방
식으로 상표등록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거나, 공공자원을 부당하게 점용
하거나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법원은 상표법 제44조 제1항 규정의 ‘기타 부당한 수단’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인의 민사적 이익에만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45조(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는 등록상표) 또는 기타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 또는 무효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도 “원고(미국회사)는 출원인이 신의
성실원칙에 위반하여 분쟁상표 ’RIDE WAITE TAROTS’를 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손
해는 특정인의 민사적인 권익에 대한 손해에 해당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손해가 아니다”라
고 판시한 바 있다. ; 정덕배, 앞의 책, 182면 각주263.
372) 정덕배, 앞의 책, 182면.
373) 분쟁상표란 무효선고 대상 등록상표를 말하며, 우리나라 심판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개념이다.
374) 분쟁상표가 등록된 후, 분쟁상표의 출원인은 실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준
비도 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그 상표를 판매하려거
나, 타인에게 무역협력을 강요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거액의 양도비용·허가사용료·권리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할 경우, 진실한 사용의도가 명백히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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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5)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를 대량으로 사재기 하는 행위, 등록 후 실
제 사용도 하지 않고 사용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상표를 판매하려하거나, 타인에게 거액의 양도비용, 허가사용
료, 침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등은 진실한 사용의도가 분명하게 결여된 기
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된다.376)
[사례] 출원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를 선점한 행위도 기타 부정당한 수단에 해당
(2019. 9. 9.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377)

쟁의상표 “

”의 무효심판청구 사건에 있어 상표평심위원회는

(1) 피청구인 조욱방과 청구인(청구인 상표 “

” )은 고액의 상표양도 협

의를 한 적이 있고, 협의과정에서 조욱방은 제18류에 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
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2) 상표법 제44조 제1항 '기타 부정당한 수단'의 규정 적용 시, 등록한 상표의 구성, 등
록 당시 및 등록 후의 행위, 진실된 사용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의 등록한 상표는 33건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 또는 관련 회사 명의
로 동일 출원인의 상표를 여러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록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표등
록질서를 교란한 것이다.
- 상표법 제44조 제1항 ‘기타 부정당한 수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 본인의
출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과 공모행위가 있거나 특정 신분관계 또는 기
타 특정관련이 있는 자의 출원 행위도 고려해야 한다.

375) 정덕배, 앞의 책, 182-183면.
376) 김성애, [기고] 진화하는 중국상표브로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
20. 7. 2.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
DataView.do?setIdx=246&dataIdx=182839>
377) 김성애,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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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사유 중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에 손
해를 주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在先權利)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중국 상표법 제32조 전단) 이에 위반하여 등록받은 경우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
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 제45조 ① 기등록 상표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
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권리
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
의적으로 등록된 경우 저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다.378)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로는 상호권, 저작권, 디자인특허권, 성
명권, 초상권 및 선권익 등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손해를 줄 목적으로 상표등록
을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은 경우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379)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악의적인 출원·사용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380)
378)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四⼗五条 1.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三条第⼆款和第三款、第⼗
五条、第⼗六条第⼀款、第三⼗条、第三⼗⼀条、第三⼗⼆条规定的，⾃商标注册之⽇起五年内，在先权利
⼈或者利害关系⼈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效。对恶意注册的，驰名商标所有⼈不受
五年的时间限制。
379)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
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
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80) 한편 선권리로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상표법 제92조에서 그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되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저촉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
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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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로서 ‘상호권’의 경우, 타인이 먼저 등기·사용하여 어느
정도 알려진 상호와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자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
여 용이하게 관련 공중의 혼동을 초래, 그 상호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이 출원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
이 거절되어야 하고, 등록된 경우 그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공중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란 분쟁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경
우에 관련 공중이 분쟁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선상호권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식하거나, 선상호권자와 특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호권으로 분쟁상표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호의 등기·사용일이 분쟁
상표의 출원일보다 빨라야 하고, 상호권을 먼저 향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업등기
자료나 그 상호를 사용한 상품거래문서 또는 광고 선전자료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한편 선상호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선상호권자가 실제로 영업하는 상품 또
는 서비스업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선상호의 독창성,381) 알려진 정도 및 분쟁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
스업과 선상호권자가 영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의 관련 정도에 따라, 그 보
호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상표가 선상호권과 혼동이
발생하여 선상호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분쟁상표
와 선상호의 유사 정도382), ② 분쟁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상호권자
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인정해야 한다. 또한 선상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상호의 등기·사용일
이 분쟁상표의 출원일보다 먼저일 것, ② 상호가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것, ③ 분쟁상표의 등록·사용이 용이하게 관련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
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
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
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381) 보호대상 상호는 독창적인 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가 상용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호권자는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주관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시장
에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382) 원칙적으로 분쟁상표가 선사용상호와 같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우 혼동을 초래하기 쉽다.
그러나 개별사건에서는 선사용 상호의 독창성 및 알려진 정도 등에 따라 분쟁상표와 상호의 구
성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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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상호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83)
타인의 현존하는 권리로서 ‘선권익’은 타인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과 같거나 유사한 문자·도형 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관련 공
중의 혼동을 초래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타인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타인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과 같거
나 유사한 문자·도형 등에 대한 상표등록이 출원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등록된 경우 그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을 구비한 상품의 명칭·포장·장식은 ‘특유의’ 명칭·
포장·장식으로 판단하지만, ① 상품의 보통명칭·도형·부호, ② 상품의 품질·주요 원
료·기능·용도·중량·수량 또는 기타 특징만을 직접 표시한 상품명칭, ③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표현된 형상, 또는 ④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품의 명칭·포장·장식은
알려진 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①·② 및 ④에 규
정된 표지가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또한 분쟁상표가 선사용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
장·장식과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선권익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쟁상표와 그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
장식의 근사 정도 및 분쟁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관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사용하여 알려진 상품 또
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분쟁상표의 출원일
전에 타인이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을 먼저 사용하고
있을 것, ② 타인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이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을 것, ③ 분쟁상표가 타인의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
포장·장식과 같거나 유사할 것 및 ④ 분쟁상표의 동록·사용이 용이하게 관련 공중
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특유의 명칭·포장·장식 권리자
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384)385)

383) 정덕배, 앞의 책, 258-259면.
384) 정덕배, 앞의 책, 265-266면.
385) 이외에도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로 저작권, 디자인특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선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한 각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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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타인의 기취득권리 침해 금지386)
Ÿ

피고 : 후샤오중(胡曉中)

Ÿ

원고 : 드림웍스 애니메이션(DreamWorks Animation SKG, Inc.)

Ÿ

분쟁상표 : KUNG FU PANDA (

Ÿ

상표 범위 : 차량시트, 차내 장착품

Ÿ

사실관계 :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 'KUNG FU

)

PANDA'가 자사가 제작한 “쿵푸 팬더(KUNG FU PANDA)”를 연상하므로 상표평가위
에 이의를 제기, 상표 등록 무효를 요청함
Ÿ

판결 : 원고의 작품명칭과 캐릭터는 원고가 중국 내에서 상영한 영화를 연상하게 하고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은 원고가 많은 노동과 재
력을 투입한 결과임. 유명한 영화명칭이자 그 중 캐릭터인 '쿵푸 팬더'의 경우, 상품화
권리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함. 해당 사건은 상표평가위와 1심에서 모두 '저작권은
영화작품을 보호, 영화 속 캐릭터는 상표권과 별개의 문제, 또 상품화 권리는 중국법
엔 없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재심에서 원고의 기취득권리를
인정하며 상표평가위와 1심 판결을 무효로 판정함.

마. 상표와 상호의 충돌에 대한 해결
일부 상인들은 타인의 저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명
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등록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미 저명한 타인의 상호를 자신
의 상표로 등록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전은 단기간에 상표의 저명성을 확장시킴에 따라,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이 충돌함에는 상표법에 의한 해결방안과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한 해결방안이 있다. 우선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386) 김성애, 현지 공무원에게 듣는 중국 지재권 분쟁현황 및 대응현황, 「KOTRA 해외시장 뉴스」2
018. 7. 17.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
obalBbsDataAllView.do?dataIdx=167994&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
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
rchIndustryCateIdx=&page=36&row=80>

- 173 -

된다.387)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서 사용한 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388) 또한 상표와
상호의 혼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평경쟁을 유지·보호하고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두고 있다. 「상표와 기업명칭 충돌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① 상표와 기업명칭이 혼동을 초래하여 먼저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② 상표와 기업명칭은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따
라서 등록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호는 행정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상표 또는 기업명칭의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단, 악의로 등
록 또는 등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389) 등록상표의 권리자 또는
기업명치의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서면으로 투서할 수 있다.390)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된 저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서 사용하여 공중
의 오인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처리한
다.391)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中华⼈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은392) “타인의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명칭(약칭·상호 등을 포함한다)·사회조직명칭(약칭 등을 포함한다)·성
명(필명·예명·외국어 성명 등을 포함한다)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혼
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393) 이 규정은 먼저 등록
된 상표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가 포함된 기업명칭이 나중에 등기되어,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처
리하겠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기업명칭의 구성요소(상호)로서 등기하여 기
업명칭 중에 상호부분을 돌출되게 사용한394) 결과, 용이하게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
래할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
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395)
387) 중국 「상표법」 제9조 및 제32조.
388) 중국 「상표법」 제57조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389) 중국 「상표와 기업명칭 충돌에 관한 의견」 제6조 및 제7조.
390) 중국 「상표와 기업명칭 충돌에 관한 의견」 제8조.
391) 중국 「상표법」 제58조.
392)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
393)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2호.
394) 만약 등록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등기했더라도, 상호부분만 떼어내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사용했다면(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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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표권의 양도·이전에 대한 심사
중국 상표법 제42조 ①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양자가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②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취합하여 함께 양도해야 한다.
③ 쉽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④ 양도한 등록상표는 허가를 받은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갖는다.396)

‘상표권의 양도’란 상표권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상표권의 이전’이란 양도 이외의 상속 또는 기타 원인으로 등록상표
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97)
중국의 경우 상표권의 양도와 이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도·이전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 후 공고하므로, 상표국은 양도신청에
대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될 수 있다. 실
질심사의 주요내용은 ① 양도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 ② 양도대상 등록상표에 관한
심사, ③ 양도대상 등록상표와 상표권자의 기타 등록상표의 유사성 유무 및 ④ 등록
상표의 양도가 일반소비자의 오인·혼동 또는 기타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는지 여부이
다. 이 중 등록상표의 양도가 ‘일반소비자에게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추어 적용가능성을 생각해볼만 한다. 앞서 프랜차이즈 상
표 등이 오너일가 등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던 일에 의하여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본 사안 등을 살펴본 바 있다. 물론 현재 프랜차이즈 상표의 경우 등록심사 단계에
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할 것을 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

395) 정덕배, 앞의 책, 292면.
396) 「中华⼈民共和国商标法」 第四⼗⼆条 1. 转让注册商标的，转让⼈和受让⼈应当签订转让协议，
并共同向商标局提出申请。受让⼈应当保证使⽤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2. 转让注册商标的，商标注册⼈对其在同⼀种商品上注册的近似的商标，或者在类似商品上注册的相
同或者近似的商标，应当⼀并转让。
3. 对容易导致混淆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转让，商标局不予核准，书⾯通知申请⼈并说明理由。
4. 转让注册商标经核准后，予以公告。受让⼈⾃公告之⽇起享有商标专⽤权。
397) 정덕배, 앞의 책, 306면.

- 175 -

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예컨대 상표권을 최초 법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개
인의 명의로 전환하는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절규정 등을 찾아볼 수 없어, 허점을
노린 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리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양도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실무규정을 정립할 필
요성이 요청되며, 해당 내용은 제5장에서 상세히 살피도록 한다.
상표권의 이전절차의 경우, 상표권의 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이전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권 이전신청은 심사를 거쳐 허가된 경우
공고하고,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유한다.398)399)

2. 중국 전리법상 관련 내용 검토
중국은 1984년 전리법(专利法)400)을 제정한 이후 제1차 개정(1992. 9. 4.), 제2
차 개정(2000. 8. 25.), 제3차 개정(2008. 12. 27.)에 이어 2020년 10월 17일 제
4차 개정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통과되어 중국 주석령 제55호로 공포되었다.
중국의 제4차 개정 전리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중국의 전리
법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특허실시와 활용의 촉진, 특허권 수
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전리법은 앞서 살펴본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에 관한 내용을 도
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개정 상표법에서 제20조를 신설하여, 특허출원과 행사에 있
어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
법적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남용이나 독점에 대
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98)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32조 제3항.
399) 중국 상표법은 이전의 효력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의 양도 또는 이전에 대한 상표국의 공고 전에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400) 중국의 경우 전리법(中华⼈民共和国专利法)에서 발명전리(발명특허), 실용신안전리(실용신안특
허), 디자인전리(디자인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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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법 제20조 ①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
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②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 신설, 2021. 6. 21. 시행)
이는 중국 민법과 상표법에서 이미 성실신용의 원칙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서 특
허법 개정에서도 이들을 참조하여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401) 이러한 개정의
동향은 결국 산업재산권 전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유형을 제재하기 위함이고, 국외의 이 같은 동향을 살필 때
상표권을 이용한 부당한 부의 이전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 역시 이끌
어 낼 수 있다.

3. 중국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
(价格法)과 이에 따른 다수의 관련 하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02) 경쟁법의 집
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과 지방정부의 시장감
독부서이다. 각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01) 하지만 상표법에서 성실신용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악의적으로 대
량의 상표를 선등록하는 상황과 달리, 특허는 참신한 사고와 정신적 노동의 성과를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특허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는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만약
있다해도 행정적인 출원 심사과정을 통해 등록 거절하면 되기에 굳이 특허법에 성실신용의 원칙
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또한 특허기술은 기본적으로 앞 사람이 개발한 종
래기술을 기초로 하여 연구 및 개진한 것이므로, 출원인 또는 권리인이 특허를 출원 또는 권리
행사 시 성실신용원칙 위반의 행위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 ; 정청송, [기고]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2),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8. 19.
게시글 참조,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
ataAllView.do?dataIdx=176805&searchNationCd=101046>
402) 중국의 관련 경쟁법 유형 및 규제행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중국의 경쟁
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 2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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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독점법」상 규제대상행위
「반독점법」에서 규정하는 규제대상행위로는 첫째,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분
할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협의·결정 및 기타협동행위를 하는 독
점 및 담합행위이다.403) 명확한 협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협조·조정·일치
효과를 가지는 협동행위나 협의를 조직·방조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이
러한 경우 행위의 외관상 일치 여부, 사업자간 의사연락Ⅲ정보교류 여부, 행위의
일치에 대한 대안적 해석의 가능 여부, 관련 시장의 구조, 경쟁상황, 시장변화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404)
두 번째는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을 통제하거나 다른 경영자의 시장진입을 저해
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
제하는 행위이다.405)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상·하방시
장에 미치는 영향력, 경제력 및 기술력, 다른 사업자의 거래상 의존도,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①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1/2 이상이거나, ② 2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2/3 이상이거나, ③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3/4 이상인 경우(다
만, 10% 미만 사업자는 추정에서 제외)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406)
셋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합병, 지분·자산취득, 합자기업 설립 등 기업결
합도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① 기업결합 참여사업자들의 직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을 초과하고, 그중
2개 이상 사업자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 4억 위안(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② 기업결합 참여사업자들의 직전년도 중국내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 (약
[표 38] 중국의 경쟁법 및 취급하는 행위유형
적용법률
반독점법
(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가격법(价格法)
403)
404)
405)
406)

행위유형
독점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행정권력남용행위(행정기관의 경쟁제한행위
부정당한 경쟁행위(교란행위, 뇌물공여, 허위홍보·광고, 상업비밀 침해, 부당경품판매, 상
업적 비방,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
부당한 가격행위(가격담합, 가격선동, 가격사기, 부당염가판매, 변칙적 가격조정 등)

중국 반독점법 제13조 및 제14조.
공정거래위원회, 「중국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 2020, 4면.
중국 반독점법 제17조.
중국 반독점법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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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 원)을 초과 하고, 그 중 2개 이상 사업자의 중국내 매출액이 각 4억 위안
(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규제대상행위로서 신고의무가 발생
한다.407) 신고기준에 달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업결합 실행 전에
시장총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승인 전 기업결합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408) 신고된
기업결합은 그 경쟁제한성을 심사받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의 시장점유율, 관련시
장의 집중도, 진입장벽, 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09) 이렇게 검토된 경쟁제한성의
정도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경쟁을 배제·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나 공익적 필요를 증명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금지되고, 경쟁을 배제·제한할 우려가 있으나 경쟁에 미치
는 긍정적 효과 또는 공익적 필요 등을 이유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를
감소시키는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하게 된다.410)
넷째, 행정기관·공공조직이 직접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업자에게 경쟁제한적 행위
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이다.411) 이에는 거래강제, 상품의 지역 간 자
유로운 유통 방해,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입찰 방해, 타지역 사업자의 투자 등 방
해, 독점행위 강제, 경쟁제한적 규범 제정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나. 「반부정당경쟁법」상 규제대상행위
「반부정당경쟁법」은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
란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412) 이러한 행위의 유형으로는 교란행위, 뇌물공
여, 허위홍보·광고, 상업비밀 침해, 부당 경품판매, 상업적 비방,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이 포함된다.
먼저 교란행위란, 다른 회사 또는 그들의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
위로서 인지도 있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의 명칭, 포장, 도메인 등의 표식을 무단으
로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413) 뇌물 공여란, 정당한 경쟁 대신 거래업체의 임직
407)
408)
409)
410)
411)
412)
413)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책, 6면.
중국 반독점법 제21조.
중국 반독점법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책, 7면.
중국 반독점법 제8조.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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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위탁업체 등에게 뇌물을 주어 거래기회나 경쟁우위를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때 수뢰자에게 사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① 공적인 자금이나 수뢰자가 속한 회사
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제공 받거나, ② 공여자의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
하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또 거래업체 자체에 제공하는 할인이나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쌍방이 그 내역을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적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414) 허위홍보·광고는 상품의 성능, 품질,
기능, 판매상황, 사용자평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적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다른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에 협조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415) 상업비밀 침해는 타인의 상업비밀
을 절도·뇌물·사기·협박 등으로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개·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416) 부당 경품판매란 상품·서비스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
되는 경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거나, 경품이 있다고 속이거나 미리 당
첨자를 내정하는 등 기만적 경품 판매행위, 최고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액의
추첨식 경품 제공 행위를 의미한다.417) 상업적 비방은 허위정보 또는 혼동을 일으
키는 정보를 날조, 전파하여 경쟁자의 상업적 이미지 또는 상품의 평판을 손상시키
는 행위를 의미하며,418)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419)

다. 「가격법」상 규제대상행위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된 부당한 경쟁수단으로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20) 이러한 행위의 유형
으로는 ①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가격독점협의·담합 행위(제1항), ②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당염가판매 행위(제2항), ③ 가격정보를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사재기
등 행위로 상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추진하는 가격선동 행위(제3항), ④ 허위 또
414)
415)
416)
417)
418)
419)
420)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 제1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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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해를 야기하는 가격표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거래상대방을 기만하고
거래하는 가격사기 행위(제4항), ⑤ 동등한 거래조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같은
상품의 가격을 차별하는 가격차별 행위(제5항), ⑥ 제품의 등급을 높이거나 낮춤으
로써 변형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변칙적 가격조정 행위(제6항), ⑦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는 폭리도모 행위(제7항), ⑧ 법률, 법규가 금
지하는 기타 부정당한 가격행위(제8항)가 있다. 단, 이러한 「가격법」 위반 행위가
가격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 부당염가판매, 차별대우 등과 같이 「반독점법」
상 규제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이 우선 적용된다.

라.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의 적용
중국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은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로서 상표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악의적 상표출원 제도 도입 및 특허법 개정 동향을 통해 본래의 목적과 상
이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산업재산권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태도는 경쟁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 남용 행위가 「반독점법」 등 규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제2장에서는 상표권의 출원·사용에 관한 문제와 특수관계에서의 상표권 관
련 문제 등 상표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표권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략적으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악의적 상표출원, ② 동일 표장에 대한 국내외 출원 권
리자를 달리하는 경우, ③ 상표권의 편법적 이전·상속을 통한 세금 회피, ④ 고의적
인 상표 불사용, ⑤ 프랜차이즈 상표의 사적(개인) 보유, ⑥ 프랜차이저의 상표권
미보유 문제, ⑦ 지주회사 지배주주의 상표권 이용 사익편취, ⑧ 지주회사-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수취의 총 8개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각각의 유형이 중국의
경쟁법 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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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국의 경쟁법 내에서 상표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법

사례
상표권의 이전/귀속(기타 부정당행위), 프랜차이즈 상표의 사적보유(기

가격법

타 부정당행위), 프랜차이저의 상표권 미보유(가격사기행위), 지주회사
의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폭리도모·기타 부정당행위)

반부정당경쟁법

상표 불사용(교란행위)

4. 중국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중국은 가맹사업을 등록상표 및 상호, 기업표지, 경영모델, 특허, 고유기술과 같
은 경영자원을 보유한 가맹본부가 계약 형식을 통해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인 가
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
을 가지고 경영을 전개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으로 정
의하고 있다.421) 중국 상무부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기업수는 2016년 9월 기준 총
3,162개사에 달하며 베이징과 상하이에 전체 프랜차이즈의 1/3이 진출해있다.422)
중국에서 가맹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1997년 「연
쇄점 경영관리규범 의견」 및 「연쇄점 등기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기업연
쇄경영의 재무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 「연쇄경영기업 부가가치세 납부 장소 문제
에 관한 통지」 등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이어 무역부
가 1997년 11월 14일에 공포한 「가맹사업 경영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에서 처음으로 프랜차이즈를 연쇄화 사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으로 규정하였는
데, 이 때가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의 정규화 추진단계에 진입한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423) 이후 2004년 국무원은 「가맹사업 경영관리방법」을 개정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반포·시행하였으며, 그 후 2007년 국무부에서 「가맹사업 경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어 2012년 4월 「가맹사업 정
보공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보공개서 제
421) 박제현, 중국의 가맹사업거래제도 고찰, 「경쟁저널」 제16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3,
161면.
422) 정도숙,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KOTRA, 2016, 12면.
423) 신구용, 가맹사업 불공정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20,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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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424)
「가맹사업 경영관리방법」과 「가맹사업 경영관리조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에 대하여 ① 무체재산권이나 영업
시스템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경영지도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③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최소한 2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④ 신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가맹사업과 관련
한 사기활동에 종사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인 가맹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
며, 신의칙에 의한 기한 협상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가맹계약 체결 20일
전에 계약서류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계당국
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지도하고 법 위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여야할 의무
가 있으며, 또한 가맹본부는 지난 1년간의 가맹사업 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425)
특히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에 독자
또는 합자형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계약 체결한 후 이를 상무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성, 자치
구, 직할시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위한 해당 지역의 상무주관부문에 이를 등록하
여야 한다. 또한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426)
이 같은 내용 이외에 중국에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상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상표권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4)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73면.
425) 염규석,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에 따른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법제 정비방향, 「경영법률」 제23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73면.
426) 정도숙, 앞의 보고서,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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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1. 일본 상표법상 관련 내용 검토
일본의 가장 최근의 상표법 개정은 2019년 5월 17일에 이루어졌으며,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 중이다.427) 일본 상표법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표
법의 체계가 매우 유사하나, 우리 상표법과는 달리 방호표장등록제도,428) 표준문자
제도 등이 존재하며 절차적으로 판정제도나 중용권제도 등이 존재함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이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
구와 관련이 있는 조항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참고할 만한 조문을 중심으로
살피도록 한다.

가. 상표권 남용
일본의 학설에서는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한 결과 권리의 소재와 진실로 보호되
어야 할 실체가 분리되므로, 다른 법 분야보다 권리남용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29)430)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보
다 더욱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보이며, 상표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권리남용의 인정
을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법리적인 이유로서는 ① 상표
권은 발명과 같은 실체적인 창작행위가 없더라도 선택하여 출원을 하는 것만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라는 점, ② 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상표권
은 내용이 공허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③ 사용되고 있지 않은 등록상표의

427) 2020년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단체 등이 소유하는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
권의 허락(일본 상표법 제31조), ②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증액(상표법 제38조 제1항) 관
련, 손해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부분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도
록 개정,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등의 보정가능시기 확대(상표법 제68조의28)
428) 일본 상표법 제7장에서는 방호표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 서비스와 비유사상품 서비스에 사용되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
는 경우, 이러한 비유사상품 서비스에 관하여 방호표장등록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타인이 동
일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저명한 상표의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일반적인 출원과 절차 등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429)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상표권의 남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경우들보
다 더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박성수, 한국의 특허권 남용 규
제, 「Law&Technology」 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11면.
430) 정태호,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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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는 타인의 상표선택 및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점 등에 근거
하고 있다.431)
일본에서 상표권 남용에 관한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그중 ① 악의의 출원에
의해 얻은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와 ② 상표권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
득한 경우, ③ 상표권자가 오로지 특정 목적을 위해 명의상 상표권자가 된 경우 등
이 제시되고 있다.
상표권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즉 주지된 선사용상표의 신
용 내지는 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하여 상표를 출원·등록하거나 양도받은 후 선사
용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출원·등록 자체에 다른 부당한 목
적이 있는 경우 상표권 남용으로 본다.432)433)
[사례] 12년간 불사용 하였던 타인의 등록상표 ‘銀河’를 양도받은 원고가 ‘天の川’(은하수)
이라는 상표로 만쥬를 판매하여 성업 중이던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상
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것만을 목적으
로하여 제3자가 소유하고 전혀 사용하지 있지 않던 유사한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타인의
상표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434)
[사례] 아바딘사의 ‘KELME’ 상표가 일본에 출원되기 전에 유사상표를 선출원·등록한 상표
권자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아바딘사의 일본 정식 대리점 업체인 피고에 대하여
‘KELME’ 상표가 사용된 운동화를 수입·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등록상표를 양수하기 이전에 아바딘사로부터 ‘KELME’ 상품을 수입·판매하
고 있었으나 중국에 부진정 상품의 제조를 발주하여 수입·판매계약이 해지된 점, 수입·판
매를 하고 있던 중 ‘KELME’ 상표를 양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스스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표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피
고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435)

431) 涉⾕達紀, 知的財産法講義Ⅲ(第2版), 有斐閣, 2008, 478면. ; 정태호, 앞의 논문, 220면 각주
33) 재인용.
432) 平井昭光, “特許法 104條の3と訂正に係る再抗弁”, 別冊 ジュリスト No.209, 有斐閣, 2012, p.
421.
433) 다만 현대사회에서 비즈니스 경쟁은 필수적이므로 다소 부당한 요소가 있어도 신의에 반한다
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434) 東京⾼裁 昭和30年6⽉28⽇ 昭和28(ネ)2096
435) 東京地裁 平成15年11⽉27⽇ 平成15年(ネ)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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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표법 분야에서 권리남용의 주장이 많게 된 배경에는 상표가 ‘보호되
는 요건(등록되는 요건)’과 상표를 ‘보호해야만 하는 요건’이 분리되고 있다는 제도
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의 상표법이 등록주의
를 채용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원칙적으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이다. 나아가 권리자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문제로
된 등록상표(또는 이것과 유사한 상표)로부터는 사용자인 상대방의 출처로만 인식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행
사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표권에는 금지청구라고 하는 강
력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 사안의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일반 법리의 적용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표의 가치가 신용(goodwill)에 있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권리남용의 항변을 안이한 태도로 인정하는 것은 등록주의를 채용하는 상
표법의 해석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의 적용이 필요하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상표법상 등
록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표권 남용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
하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표법
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상표권 남용 법리의 적용이 남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남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 등을 분석하여 각 판례의 사건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판
단법리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
에서 제한적으로 이러한 판단법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36)

나. 상표권 사용료
일본의 상표법에서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
며,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상표와 제품 간의 관
계를 보면, 상표를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그 상품명으로 상품의 매출을 늘려간다.
따라서 사용료는 통상 상품의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본에서도
제품의 연간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
436) 정태호, 앞의 논문,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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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한 지에 대하여는 명백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437)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창작한 마스코트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유한 캐릭터 라이선스료의 경우 매출액의 3%가 통상적
인 기준으로 보이며, 이보다 높거나 낮은 지자체도 있다. 구마모토현의 ‘쿠마몬(く
まモン)’ 캐릭터의 경우 사용료가 없다.438)
또한 일본변리사회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가치평가 가이드」에 따르면 캐릭터 분야
별 사용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분야별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 40] 일본의 캐릭터 분야 라이선스 사용요율
분야
TV 관련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디지털 네트워크
원화 관련
마스코트 등
만화 관련
예술

사용요율
4.57%
5.20%
4.57%
4.81%
5.00%
4.41%
5.67%

분야
게임
연예·방송
그림책
영화 관련
완구
엔터테인먼트
기타

사용요율
5.41%
6.00%
4.72%
5.29%
5.83%
4.60%
4.89%

캐릭터의 사용비율은 대략 4~6% 수준이긴 하나, 유력한 캐릭터 등의 경우
8~10% 수준으로도 설정될 수 있다. 상기의 지자체 캐릭터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공공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37) 소프트뱅크그룹(SBG)은 소프트뱅크(SB)에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한편, 소프트뱅크에 자회사에 대한 재허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소프트뱅크그룹은 해당 권
리의 사용권의 대가로 2018년 3월 31일까지 3,500억 엔(한화 3조 6,000억 원)을 일괄 수령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http://www.ptfc.co.jp/wp/news/2018/03/23/%E3%80%8C%
E3%82%BD%E3%83%95%E3%83%88%E3%83%90%E3%83%B3%E3%82%AF%E3%80%8D%E3%
83%96%E3%83%A9%E3%83%B3%E3%83%89%E3%81%AB%E4%BF%82%E3%82%8B%E5%95%
86%E6%A8%99%E6%A8%A9%E3%81%AE%E4%BD%BF%E7%94%A8%E6%96%9935/>
438) https://www.tm106.jp/?p=2004(2016. 5. 6.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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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경쟁법상 관련 내용 검토
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일본의 경쟁법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이하
‘독점금지법’)439)은 ① 사적독점(시장지배적 지위남용), ② 부당한 거래제한(부당한
공동행위), ③ 경쟁제한적·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통한 기업결합, ④ 불공정한 거래방
법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독점금지법 집행기구인 공정취인위원
회(公正取引委員會)를 두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사무총
국으로 구성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조사나 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 기관의 성격을 지니나, 2013년 독점금지법 개정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성격이 약화되었다.440)
일본 독점금지법은 사업자의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금지한다고 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 독점에 대한 규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사적독점이란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결합하거나 통모(通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금지법 제2조 제5항). 즉, 금지되는 사적독점이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야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지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를 뜻한다. 여기에서 지배란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사업
활동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결과적으
로 지배의 효과를 갖는 간접적 지배를 포함한다. 또 다른 규제대상행위인 배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가하여 그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직접적으로 의도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제3
자(경쟁자)가 배제되는 간접적 배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배 또
는 배제 행위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해 일정 분야에서 경쟁제한성을 띄는 경
우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쟁제한성은 문제된 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독점적 지위와 행위의 종합적 고려가 요구
된다.441)
439) <私的獨占の禁⽌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
440)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경쟁법·소비자법 및 사건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 2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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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제3조에 따라 사적독점과 함께 금지되는 부당한 거래제한이란 “사업
자가 계약, 협정, 기타 어떠한 명의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내지 인상하거나 또는 수량, 기술, 제품, 설비 내지 거래 상대방
을 제한하는 등의 상호 간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거나 수행하는 것에 의하여 공공
의 이익에 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독
점금지법 제2조 제6항)으로 카르텔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러한 부당한 거래제한 행
위의 유형으로는 가격제한, 수량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입찰담합 등 경성적 제한
행위가 있고, 경성적 제한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예: 공동연구개발, 정보의 교환, 공동판매, 공동구입 등) 또한 거론된다.
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더불어 경쟁촉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효과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즉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제1항)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사
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회사를 설립하는(제2항) 기업결합행위를 금지한다.
이 외에도 기업결합의 유형으로서 주식보유(제10조 및 제14조), 임원겸임(제13조),
합병(제15조), 분할(제15조의2), 영업양수(제16조)에 대해 그것이 불공정한 거래방
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 이는 경쟁정책상 단일하게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법
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2조 제9항
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유형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제1호), 부당한 대가로 거래하는 것(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것(제3호),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제5호), 자기 또는 자기가 주주 또는 임원인 회사와 국내
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당해 사업자가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의 주주 또는 임
441) 홍명수 외, 「일본의 경쟁법 판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2008,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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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하여 그 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당하게 유인, 교사, 또는
강제하는 것(제6호)을 제시한다.442)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총 16개 행위 유형을 「공정취인위원회
고시 제15호」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1호의 행위로는 공
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사업자단체에 의한
차별적 취급이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차별대가, 부당염매, 부당고가구입,
제3호에는 기만적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제4호에는
배타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의 구속, 구속조건부 거래, 제5호의 행위로 우월적 지
위의 남용과 제6호의 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 경쟁회사에 대한 내부 간섭이 있다.
이 중 제1호의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과 제2호의 차별대가, 제5호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상표권 남용 행위나 가맹계약에 있어서
상표권 로열티 책정 등과 같은 상표권 남용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불
공정한 거래행위로 해석되어 규율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독점금지법 제19
조가 경쟁정책상 단일하게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행
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표권
남용행위는 그 대상이 무체의 지식재산권이고 그러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해 경쟁제
한성을 갖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
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이하 ‘지식재산지침’)443)을 두고 있다.444) 동 지침은 지식재산 중 기술에 관한 것
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종묘법, 저작권법 및 의장법으로 보호하는 기술 및 노하우로 보호하는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지식재산지침 제1-2-(1)). 지식재산권 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래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
442) 홍명수 외, 앞의 보고서, 29면.
443) 知的財産の利⽤に関する独占禁⽌法上の指針.
444) 이하 일본 지식재산지침에 관한 부분은 <심미랑·김송이,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ISSUE PAPER」 제2018-01호,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8,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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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지식재산지침 제2-1) 이때 제한행위의 내용과 태양, 해당기술의 용도나 유력성,
당사자 간의 경쟁관계 유무, 당사자가 점유하는 지위, 시장전체의 상황, 제한의 합
리적인 이유 및 연구개발 의욕 및 라이선스 의욕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도록 하고 있다(지식재산지침 제2-3).
사적독점이나 부당한 거래제한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사적독점의 경우에 ①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③ 기술
의 이용에 조건을 붙이는 행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판단방법을 기
술하고 있다(지식재산지침 제3-1). 가령,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적독점의 관점에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고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부당한 거래제한의
경우에는 경쟁자 간에 이루어지는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싱, 다수의 경쟁자가 동
일한 기술의 라이선시가 된 멀티풀 라이선스 등의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방법을
제시한다(지식재산지침 제3-1)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경쟁저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① 경쟁자 등의 거래기회 배제 및 경쟁기능의 직접적 저하와 ② 가격, 고객
획득 등의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지식재산지침 제
4-1-(2)). 이때 행위의 유형을 ①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③ 기술의 이용에 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④ 기
타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로 나누어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일본 지적재산지침
제4). 특히, 기술의 효용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기술의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술의 선택의 자유가 제
한되어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일본 지적재산지침 제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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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가맹사업 관련 내용 검토
가. 가맹사업 관련 법규정
일본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및 지침 등은 1973년에 제정된 「중소
소매상업진흥법(中⼩⼩売商業振興法)」 및 1980년 「독점금지법(独占禁⽌法)」의 하위
규정으로서 마련된 공정취인위원회의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
고방식(公正取引委員会のフ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に関する独占禁⽌法上の考え⽅)」(이하
‘FC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 전체 가맹본부가 아닌 편의점 등 중소 소매업종의 가맹
본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맹사업을 특정연쇄화사업(特定連鎖化事業: 체인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연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맹본부)가 가입을 하려는
자(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산업성령에 의거하여 가맹희망
자에게 ① 가맹 시에 징수하는 가맹금, 보증금, 기타 금전에 관한 사항, ② 가맹자
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③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④ 사용되는 상
표, 상호 기타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⑤ 계약의 기간갱신・해제에 관한 사항, ⑥ 기
타 경제산업성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기재사
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445)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서 발표한 FC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독점
금지법의 전반적인 운용문제를 해설한 지침서이다. FC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맹희망
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① 가
맹 후 상품 등의 공급조건, ②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상 지도내용,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③ 가맹 시 지급할 금액 및 내역, 반환의 유무 및 조건, ④ 가맹
후 가맹본부에 정기적 지급할 금액 및 내역 등, ⑤ 가맹사업 후 손실에 대한 보상
유무, ⑥ 계약의 기간, 갱신, 해지에 관한 사항, ⑦ 융자제도, ⑧ 가맹점에 대한 지
역독점권 보장 유무 등을 기재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46)
한편 일본의 프랜차이즈 협회는 1983년 ‘등록사업운용규정’을 제정하여 정보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자율적 규정으로서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
445) 「일본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제11조.
446)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48면.

- 192 -

나,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의 규정에 더하여 자본금, 종업원의 수, 점포개발투자액,

협회의 회원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47)

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일본의 법원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영능
력이나 정보수집분석능력에 격차가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
업자를 지도하고 원조하는 것이 계약으로 예정되어있으므로, 프랜차이즈계약에 관
한 의사결정에 즈음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448)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중소소매상업진흥법」과 동법의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49)
[표 41] 일본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초기 가맹금 및 보증금, 그 밖의 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제1호))
Ÿ

징수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Ÿ

가맹금·보증금·비품대 및 기타 징수하는 금전의 성격

Ÿ

징수시기

Ÿ

징수방법

Ÿ

해당 금전의 반환 여부 및 그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제2호))
Ÿ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상품의 종류

Ÿ

해당 상품 결제방법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제3호))
Ÿ

가맹계약 체결 시 연수 또는 강습회 개최 여부

Ÿ

가맹계약 체결 시 연수 또는 강습회를 실시할 경우 그 내용

Ÿ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그 실시회수

(사용하는 상표, 상호 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제4호))
Ÿ

사용하게 하는 상표·상호 및 그 밖의 표시

Ÿ

표시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내용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제5호))

447)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49면.
448) 東京⾼判 1999. 10. 28, 判時1704号65⾴, 京都地判 1991. 10. 1, 判時1413号102⾴.
449) 아래 표의 내용은, 조혜신 외, 앞의 보고서,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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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계약기간

Ÿ

계약갱신의 조건 및 절차

Ÿ

계약해제의 조건 및 절차

Ÿ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그 밖의 의무의 내용

(최근 3년간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수 추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
항 제6호))
Ÿ

각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수

Ÿ

각 사업연도 동안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수

Ÿ

각 사업연도 동안 계약이 해제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수

▫ 각 사업연도 동안 계약이 갱신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수와 갱신되지 않은 가맹점사
업자의 점포 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제7호))
Ÿ

징수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 시 이용하는 매출, 비용 등의 근거를 밝힌 산정방법

Ÿ

상호사용료, 영업지도료, 기타 징수하는 금전의 성질

Ÿ

징수시기

Ÿ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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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집단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심화가 심각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적 집행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450)
이스라엘 증권 규제 당국(The Israel Securities Authority: ISA)은 이사의 책임
보험 관련한 거래를 제외한 모든 의미 있는 중요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들을 적극
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ISA는 기업의 보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거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결 시에 해당 주주들이 특수 이해관계
인으로 분류가 되어 의결권 행사에 위법은 없는지, 공시의무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만약 적절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ISA는 해
당 회사의 임원들에게 위 거래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ISA의 법률 의
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ISA로 하여금 행정적 제재(벌금, 면허정지, 원상회복 및 금지명령) 또는 합
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법의 개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형사범죄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덜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ISA의 규제를 통해 융통성과 효과
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ISA의 조사부서와 검사가 협업하여 ISA 증권국이 기소를 하게된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의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와 외국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ISA
의 승소 확률을 높이고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부자 거래 또는 공시와 관련
된 사건에서 지난 5년간 ISA가 패소한 것은 5건 이하로 대부분 ISA가 승소하였다.

450) 이하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은 서정·신영수 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선방안 연구」, 법무법인 한누리·공정거래위원회, 2019,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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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소결
앞서 TM5를 중심으로 상표법, 경쟁법,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악
의적 상표출원이나 상표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한 이전 방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의 책정을 위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법
을 중심으로 하며 국가별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표법은 큰 틀에서 그 내용이 국가별로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상표법의 목적인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방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펴보자면, 상표의 권리자와 해당 상표를
이용하는 상품, 즉 영업의 주체가 동일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에 미국 법원은
불법적인 상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이전에 상표와 관련된 사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하여 상표를 취득하였는지 조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표의 양수·
양도에 대하여 상표를 무효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표제도는 소비자 보호정
책을 진전시키고 상표의 정체성과 의미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취지와 원칙은 우리나라의 상표법의 목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상표 사용료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를 규제하는 법리의 논
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종래부터 상표 그 자체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상표의 실제 사용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
고 있는 문제, 즉 상표권 사용료만을 수취하기 위한 이전 등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
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상표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미
국의 연방상표법의 규정들(양도에 관한 원칙 및 상표무효 등)을 우리나라 법조항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벤치마킹하되, 논리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요청된다.
EU TMR 규정의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일반적인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
나, 상표의 악의적 출원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판례 등을 토대로 우리나
라의 상표심사기준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경우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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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선사용 상호 등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일반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의 평판을 침해하는 후출원상표나 공공정책 및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상
표, 신청자의 악의의 출원에 대하여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UTM의 무효사유
와 우리나라의 제34조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상표법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
게 그 무효사유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
들이 존재한다. EUT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기호를 사용하
는 것도 도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EUTMR에서 규정하는 공공정책은 민주사
회의 기능과 법상태에 필요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이외의 다른
법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한 보편적 도덕원칙을 해할 수 있는 상표출원을 금지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타
인의 저명성이나 유명세 등을 선점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악의의 출원의 경우에 악의가 추정될 수 있는 요인을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상표심사기준의 보완 등에
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상표법의 4차 개정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악의
적 상표의 선점행위를 근절하며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
표법의 여러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 목적의 상표등록출원 거절, 부당한 목
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의 금지,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적 제재, 혼
동을 일으키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의 불승인 등이 그러하다. 중국 상
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 ‘악의’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한다면, ‘악의
의 출원’이나 ‘악의의 양도’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적절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51) 해
당 규정은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그 상품을 조악하게 제조하여 품질을 속이고 소비
자를 기만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기
만에는 품질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진정한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역시 일종의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기만행위’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상품 표시를 위한 상표권의 사용이 아니라 상표권의

451) 중국 상표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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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만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표권의 취득 및 이전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이
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상표법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방호표장등록제
도라는 특유한 제도에 차이가 있으나 해당 규정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많지 않다. 다만, 상표법의 남용에 있어서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비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악의적 출원에 의해 얻은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의 경우, 출원 등
록 자체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상표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
례를 무조건 채용하는 것을 상표법상 등록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존
재하는 바, 상표권 남용과 관련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권리남용으
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고 적용해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한편 살펴본 국가들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법에 규정한
경우는 없었으며,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방법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대체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한다는 원칙만을 두고 있을 뿐 어떠
한 방식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표 사용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서 기업집단 내 내부매출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상표 사용에 따른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452)
경쟁법 분야의 경우 각 국가별로 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상표권 사
용료의 공시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미국의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 비해 사적집행이 매우활성화 되어 있으며, 주로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
적으로 하여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U 경쟁법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기타 경쟁행위의 규제 등 경쟁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한 규정으로
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같이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불공정 거래행
위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
결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453) 한편, 수직거래제한지침은 가맹사업계
452) 배효정, 앞의 논문, 596면.
453) 김윤정, 앞의 보고서,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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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일괄적용면
제규칙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를 보호하
기 위한 조항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의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와는 높은 관
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의 상표
권 사용료 내역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
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경쟁법 상에서 상표권의 남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표권 남용행위가 「반독점법」 등 규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적절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상표권의 이전이나 귀속, 프랜차이즈 상표의 사적보유는 「가격법」상 기타
부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의 과도한 상표권사용료 수취는 폭리도모
및 기타 부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정취인위원회 고
시에서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
으나, 상표권 남용행위는 그 대상이 무체의 지식재산권이고 그러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부터 가맹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미국의 사례
를 참고하여 국내 가맹사업법 및 제반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청되며, 이에
해당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
만 유럽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맹본부가 반드시 상표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
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보호가 되는 사용주의 체제 하에서
사업 수행 중 상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국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
보공개서에서 상표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 FTC 규칙은 상표의 등록여부, 사용의사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여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 상표권과 관련한 주요한 소송
정보 등에 대한 공개와 이러한 소송이 상표의 소유나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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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 여부, 상표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내용의 공개, 그 외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안전하게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물론 국내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에 상표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밝
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표권은 가맹사업의 영위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
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자료의 제공이나 정보의 공개를 위
하여 해당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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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정한 상표제도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지적 창작을 장려하고 창작물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며
창작자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 그
자체 보다는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과 명성을 보호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의 보호는 당연히 상표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품의 출처
와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의 상품 선택에 편익을 제공
하는 측면 역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 상표법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와 상표권자를 동시에 보호하
는 것이 거의 일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454) 또한 상표법은 국가 경제발전 내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상표 사용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상표를 바탕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게 되며,
소비자는 상표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고 원활히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표법은 상표의 보호와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산업발전의 3자가 조화롭게 보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행위와 부의 부당이전행위 등은 상표의 보호,
소비자의 보호, 산업발전이라는 상표법의 기본 목적 중 어떠한 영역에도 포함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임에 틀림없는 바, 상표법상에서의 적절한 규제 또는 제도화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상표법은 제정 당시 사용주의를 취하
였던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들 역
시 등록주의를 상표보호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록주의는 상표의 영업조성 기능을
제고하는데 유용하고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하면서도 제도운영이 편리한 장점이 있
는 반면, 출원의 제한이 덜하여 저장 상표의 누적문제, 상표브로커들이 만연할 수
있는 토양 제공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455)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행위 등 역시
454) 상표의 보호와 소비자의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법원은
“상표법의 일반적인 관심은 소비자들을 혼동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함이며, 비록 그러한 관심이 의
사소통의 상징에 대하여 준 재산권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초점은 소비자
보호에 있을 뿐 생산 혁신의 유인수단으로서의 생산자 보호에 있지 않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Bonito Boats, Inc. v. Thunder Craft Boats, 489 U.S. 141, 157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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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의의 한계로 인한 법적 공백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인데, 일단 등록을 한 이
후 그 상표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표가 누구에게 이전되었
는지, 실질적인 상표권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출
원 단계에서 사용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용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운영을 위한 여타의 방편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인
지 그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용주의는 상표법의 목적 실현이나 기능제고,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우월할
수 있으나, 사용사실의 입증 곤란성과 심사의 어려움 및 분쟁의 증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주의가 현재 우리 상표법상 등록주의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최근 엄격한 의미에서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등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는 사용주의적 요소
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가고 있는 경향에 있
고, 그로 인하여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점차 혼합되어 근접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456)457) 다만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도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
용주의 요소의 무분별한 도입은 그 타당성이나 근거가 희박해 보이며, 기본이 되는
등록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는 바,458) 등록주의의 기본구조
를 유지하면서 사용주의를 현명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는 상표법의 목적을 체계적으로 원활히 실
현하기 위한 이론과 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가변적인 가치를 가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의 출원·등록 단계 및 권리행사 단계에서 상표자원
의 합리적 사용과 법적 정당성을 위하여 사용주의 요소를 적절히 도입하는 방향으
로 제도를 운영하고 상표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459) 다만, 본 연구에
서는 상표법 전반에 대하여 사용주의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권
을 이용한 사익편취행위의 측면에서만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상표
455) 손영식, 앞의 논문, 124면.
456)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용주의 국가에서 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
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457) 육소영, 상표보호에 있어 등록의 의미 재해석, 「동아법학」 제5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78면.
458)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나친 사용주의 지향으로 등록주의가 바람직
한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주의 요소를 도입하게 되면 등록주의의 장점을 훼손하게 되어 전
체적으로 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손영식, 앞의 논문, 124면.
459) 손영식, 앞의 논문, 124-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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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사용료의 수취를 위한 권리의 이전은 개인이나 영세 규모의 상표권자에게서는
그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상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취득할 필요에 의하여 허
위등록이나 이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있는 기업, 즉 대기업 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
다면 특정 상표권자(집단)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표법 전반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주의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 역시 바람직하
다고는 할 수 없다. 대기업 집단만을 위한 특칙을 상표법상에 배치하는 것 역시 그
논리구조상 타당성이 부족하며, 논리가 부족한 입법안은 제안단계에서 좌절될 가능
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론적인
접근에서 해결가능한 상표법의 개선과,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제한할 수 있는
방안 및 보편적 관점에서의 상표제도를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책
적 접근의 양방향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상표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나 심사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하고, 정책
적인 부분에서 상표권의 사익편취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장치 및 상표권 사용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공정한 상표제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국제적 부분에서의 협력이나 그 밖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I. 상표법제 개선방안 제언
1. 상표법상 공정사용 및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
가. 상표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상표의 가치와 의미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에, 새로
운 목적이 도출되거나 목적에 기한 원칙을 수립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상표법은 무체재산권의 하나로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독점배타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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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록권리자의 사익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상표
법은 상표사용으로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지 상표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므로, 등록주의 하에서도 보호할 상표권자의 명성이나 축적된 신용이 없는 경우에
까지 등록상표를 보호할 정당성은 없다.460) 오히려 명목상의 상표권자에게 과다한
권리를 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이 화체된 상표는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되,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나 선의의 사용자를 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며, 정직한 관행에 따
른 공정한 사용을 보호하는 것은 국외의 상표법 제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공정한 상표제도의 수립이라는 관점에
서 상표법의 목적을 다소 수정하거나 기본원칙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타법과의
관계나 상표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에서 ‘기본원칙’이나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
다.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 규정과는 별도로 이념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기본법,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령
에서 목적규정과는 따로 기본 이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이념 규정
은 법령 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하려는 경우에 둔다.461) 이러한 점을 고
려한다면, 상표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 내
에서 공정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목적 조항의 개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42] 상표법 제1조(목적)의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 제1조(목적) 이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
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460) 김원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법학논총」 제31권, 전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1, 51면.
46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9,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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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
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상표법은 그 목적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밝힘으로서 공정성을 내포
하고 있으나, 목적 조항의 일부 개선을 통하여 현대사회에 걸맞는 상표제도의 목적
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문맥과 단어는
상이하나 국외에서의 상표제도의 보호의 방향성과462)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표법의 목적조항의 개선은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개정
에 들이는 노력대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산업재산
권법의 목적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개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상표법 제34조의 개정방안
우리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하고 있으며, 국외 상표법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43] 주요국의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관련 규정
국가

규정
미국상표법 제2조(주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상표 및 동시등록) 출원인의 상
품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경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어떠한 상표도 그 특성을 이유로 주등록부 등록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a) 부도덕한 사항, 기만적이거나 비방적인 사항, 타인(사자(死者)를 포함한다),
기관, 종교 또는 국가의 상징과의 관계를 폄훼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

미국

방 또는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지리적 표시
로서 WTO협정(제3501조 9항 19호의 정의에 따름)이 미국에서 발효된 날로
부터 1년 이후에 출원인이 와인 또는 증류주와 관련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것
으로 포도주 또는 증류주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와 다른 곳을
지칭하는 상표
(b) 미국,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 국가의 국기, 문장, 휘장을 구성하거
나 그와 유사한 외형을 구비한 상표

462) 유럽에서의 정직한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되는 제3자의 표지또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해
서는 안된다는 일반원칙 및 중국에서의 ‘성실과 신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표권자가 준수하여
야할 원칙을 규정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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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정
(c) 생존하는 특정인의 성명, 초상, 서명을 포함 또는 구비한 상표(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또는 사망한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생존하
는 기간 동안 해당 대통령의 성명, 서명 또는 초상을 포함 또는 구비한 상표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d)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표장 또는 타인이 미국에서 사용했으며 포기하지 아
니하여 출원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혼동, 오인, 또는 기만을 야기할 우려
가 있는 표장 또는 상호. 다만, 청장이 해당 혼동과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표
장 사용의 형식이나 장소 또는 그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일정한
조건과 제한에 비추어 2인 이상의 자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계속
적인 사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정하는
일자 이전에 상거래에 합법적으로 동시 사용한 결과로서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출원인에게 동시등록을 허여할 수 있다.
(e) 다음에 해당하는 표장. (1)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에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또는 허위로 기술적인 경우, (2)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에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지리적 사항을 주
로 기술하는 경우 (다만, 지리적 출처의 표시로서, 제105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에 또는 상품과 관련
하여 사용되는 경우 상표가 허위의 지리적 표시를 하는 경우, (4) 상표가 주
로 성(姓)으로 이루어졌거나, (5)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경우.
(f) 본 조 (a), (b), (c), (d), (e)(3) 및 (e)(5)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상거래상 식별
력을 취득한 표장이 등록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절대적 거절사유) ① 다음 각호의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a) 제4조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표시
(b) 독특한 특징이 없는 상표
(c)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목적, 가치, 지리적 표시 또는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간, 기타 특성을 지정하기 위하여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EU

표시 또는 그러한 표시로만 구성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
(d) 선의의 거래관행에서 관습이 된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e) 이하의 각 내용으로만 구성된 표지
1.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양
2.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다른 특성
3. 상품의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모양 또는 다른 특성
(f) 공공정책 또는 허용된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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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와 같이 대중을 속일 수
있는 성격의 상표
(h) 파리조약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상표
(i) 파리조약 및 기타 국가 등에서 보호받는 표장
(j)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연합법률 또는 국내법, 관련 회원
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의하여 등록이 제외된 상표
(k) 와인에 대한 전통적인 조건의 보호를 제공하는 연합법률 또는 연합이 당
사국인 국제협약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상표
(l) 전통 특산품의 보호를 위하여 연합법률 또는 연합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상표
(m) 식물품종보호를 위하여 연합법률 또는 국내법, 관련 회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된 식물품종으로 구성되거나 해당 내용을 필수요소로 하
는 상표로서 동일·유사 및 밀접하게 관련된 것
제59조 (무효의 절대적 근거) ① EUTM은 사무국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침
해소송을 근거로 무효로 선언된다.
(a) EUTM 제7조의 규정에 반하여 등록된 경우
(b) 신청자가 상표 신청을 할 때 악의로 행동한 경우
제10조 ①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
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대표성을 띠는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2. 외국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국
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부 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기구가 동의하거나 쉽게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국

4. 규제의 실시를 알리고 보증하는 관영표지 및 검증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
지. 단, 위탁수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적십자회’, ‘홍신월’ ‘국제연합회’의 명칭과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6. 민족적 차별성을 띠는 표지
7. 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하여 쉽게
오인 할 수 있는 경우
8. 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주는 표지
②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익숙한 외국지명은 상표가 될
수 없다. 단, 그 지명이 기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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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
효하다.
제11조 ① 아래에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본 상품에만 통용되는 명칭, 도형, 모델명
2.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과 기타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
3. 기타 뚜렷한 특징(식별력)이 부족한 표지
② 전 항에서 열거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취득하고 식별이 용
이해진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에서 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
는 전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화 문장, 훈장, 포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2. 파리조약(199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 및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 파리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이나 상표
법조약 체약국의 국가 문장 기타 기장(파리조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이나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를 제외한다)으로 경제산업장관이 지정하는 것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3. 국제연합 그 외 다른 국제기관(나목에서 ‘국제기관’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경제산업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다음 각 목의

일본

것을 제외한다.)
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나. 국제기관의 약칭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국제기관과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4. 적십자 표장 및 명칭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159호)
제1조의 표장이나 명칭 또는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2호) 제158조 제1항의 특수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5. 일본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
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중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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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가진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것
6.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이들의 기관, 공익에 관한 단체이며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것 또는 공익에 관한 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7.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8. 타인의 초상,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이나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제외한다)
9.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가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정부 등 이외의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가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
우 또는 외국의 정부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적 박람회의 상
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그 상을 받은 자가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된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11. 해당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등록에 관련되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제6
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동일)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12. 타인의 등록방호표장(방호표장등록을 받고 있는 표장을 말한다. 이하 동
일)과 동일한 상표로서 그 방호표장등록에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
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13. 삭제
14.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묘등록을
받은 품종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의 종묘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하여 사용하는 것
15.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
표(제10호부터 전 호까지 제시된 것을 제외한다)
16.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17. 일본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 중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표시하
는 표장 또는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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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중 해당 가맹국의 해당산지 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포도주나 증류주에 대
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산지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18. 상품 등(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 제1항 제5
호에서 같다)이 당연히 갖춘 특징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된 상표
19.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본 또는 외
국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
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그 외의 부정한 목
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전 각 호에서 제시한 것을 제
외한다)

실제 제34조에 의해서 실무상 악의적 출원이 통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공백을 노린 악의적 출원이 계속하여 시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문의 규정을 보
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악의적 출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
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4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
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악의의 목적을 가진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의 경우에는 상표나 지리적 표시라고 제한
함으로써, 상호나 캐릭터, 그 밖의 표지 등을 보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에 역시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2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서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통제하
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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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개선방안
현 행
개정안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 (생략)

(…) (생략)

<신설>

22. 타인을 기만하거나 국민 일반의 법감정
에 반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경우는 상표 그 자체가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일반
인의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엔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이 제안하는 제22호의 경우에는, 상표 그 자체가 아닌 사
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에서의 ‘기만적이거나 비방적인 사항’, EU에서의 ‘신청자가
상표신청을 할 때 악의로 행동한 경우’ 및 중국의 ‘악의적 출원 거절’과 같은 맥락
에서의 등록거절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새롭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
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적인 입법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를 살피고 법 문구를 보다
정치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심사기준을 통하여 해당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문이 약간 상이하다 하더라도 제4호와의 경합하는 부분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22호의 신설 대신, 제4호에서 상표 자체 및 그 목
적이 부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다. 상표법 제119조의 취소사유의 개정방안
상표권의 소멸 방법과 관련해서 상표등록의 무효는 출원과정에서의 상표에 관한
불공정성을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로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상표등록의 취소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상표의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상표권 사용료의 과소 또는 과다 부과나 면제에 관한 문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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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취소 사유
로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입될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상표법상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로는 舊특허법에서 규정했던 것처럼463) “상표권은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적 규
정을 두고, 이것을 위반 시에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에 제한을 두는
방법의 고려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이러한 권리남용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표법 제
119조 제1항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5]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개선 및 상표권읜 남용 조항 신설 방안
현 행

개정안
제0조 (상표권의 남용) ① 상표권자 및 기
타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
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그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신 설>

한다.
1.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함이 아
닌, 오로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기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 상표권자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등을 요
구하는 등 사용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수 있다.

(…) (생략)

(…) (생략)

463) 특허법은 1963년 개정법 제45조의2(특허권의 남용) 제1항에서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특허국장의 직권으로 특허
권을 취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강제실시권 허여가 가능하게 규정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서 특
허권 실시료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제2호에서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라는
문구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불공정한 특허권 실시료를 청구하면서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남용으로 보아 특허권을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였
고 이를 통해 특허권 실시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간접적인 규제가 가능하였다.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조항은 1987. 7. 1. 개정 특허법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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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0. 제0조(상표권의 남용) 제2항에 해당하
는 경우

두 번째로는 舊특허법상의 특허권 남용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표권의
구체적인 남용 유형의 예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464) 그 이유는 기존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표권의 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것은 제외되어 있어 이것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위반
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상표권 남용의 한 유형으로 법에 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 해석상의 의미를 보다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판례상에서 인정한 상표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상표권의 남용을 모두 그 예시로서 규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정립되지 않는 한, 역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불공정성의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현 시점에서 舊특허법 조문을
근거로 상표법상의 새로운 조문을 창설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조문의 경우 과거의 상표권 침해소송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과 개정 상표법에 따라서 산정된 합리적인 사용료 상당액에 대한 데이터를 분
석하고,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이후에 해당 조문의 도
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64) 舊특허법 상 특허권의 남용으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실시가능한 특허발명이 그 특허허여 후 3년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한 때
2. 특허허여후 3년내에 특허품ㆍ특허식물ㆍ특허기술 또는 특허방법에 의한 생산품에 관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때
3.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산업이나 국가 또는 국내 거주자의 사업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4. 방법발명에 의한 특허의 경우에 그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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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더블트랙 출원 제도의 신설방안 검토
현행 사용의사확인제도는 2012년 3월에 도입된 것으로, 저장상표의 등록을 출원
단계에서 저지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저장상표, 방어상표, 상표 브로커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연방상표법은 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제도(15 U.S.C. § 1051(a))와 사용의사
에 의한 등록제도(15. U.S.C. § 1051(b))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제도(ITU)는 1988년 미국 상표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상표등록결정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상표사용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따
라서 미국 연방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등록제도와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제도를 우리
상표법의 실정에 맞게, 상표출원인이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와 장래에 사용할 경우
를 구분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더블트랙 제도(Double Track System)”를 검
토해 볼 수 있다.465) 더블트랙 제도에서는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재 상표법 절차를,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원등록과 사용등록의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이때, 출원등록은 예비등록 혹은 가등록과 같은 법적 성격
으로 완전한 상표권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심사시 실제사용 확인을 제외한
현재 상표법상 모든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출원인은 출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용등록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상표
권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개선 검토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년에 한번
제한적인 판매나 선전 광고행위를 통하여 상표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실제 사용할
상표 이외에도 타인의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여러 개 등
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불사용의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
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
465) 이하의 내용은, <이주환, 상표법상 등록주의의 문제점과 사용주의 강화를 위한 제언, 「공정한 상
표제도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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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함으로써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정당한
사용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표권자와 수요자의 양측을 합리
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불사용 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용이 아니어야 하며, 정당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
로 한 것이 아니고,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취
소심판청구일 직전 단기간에 걸쳐 광고를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거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이른바 명목상의 상표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한 상표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466) 이에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라는 개념을 보
다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상거래 과정의 맥락에서
법해석과 운영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2. 상표심사기준 강화방안
가. 상표심사기준 개정 내용 검토
2020년 12월, 상표심사기준의 부등록요건의 일부 내용이 강화된 점은, 공정한
상표제도의 수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련 내용을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467)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심사기
준에서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시 상표의 알려진 정도에 관한 대
법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국기·지도 등이 포함된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동조 제12호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대법원 2020. 9. 3. 선
466) 이경규,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인하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9, 225-226면 참조
467) 이하의 내용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특허
청, 2020.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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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9후11688판결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
하여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
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였
다. 또한 기존에 국가명 또는 지명을 포함한 상표에 있어서 그것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가명과 지
명 이외에 국기와 지도를 포함하여 그 범주를 보다 확장하였다.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서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를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등
록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상표출원 자
체를 거절하기 위하여 도입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20년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대법
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판결에 따라, 본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제공된 정보만을 판단해서는 안되고 출원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
다. 이는 당사자간의 신의칙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불리함이 없도록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상표제도의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나. 상표의 사용의사 확인을 위한 증거제출 강화
상표법상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인 보완으로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사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방안으로서 미국과 같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례 등을 심사지침에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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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심사기준에서 사용의사의 증명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지정상품
과의 관련성, 현재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지만 앞으로 지정상품에 새롭게 진출할 구
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기술한 상표사용계획서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표사용계획서는 그 객관적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보다 구
체적인 요건을 통하여 사용의사를 확인, 합리적인 사용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에 상표등록을 거절함으로써 악의의 출원을 방지하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다.
[표 46] 사용의사의 증명의 적합·부적합 유형
적합 유형

부적합 유형

Ÿ

태그나 라벨이 부착된 상품의 사진

Ÿ

상표가 표시된 포장

Ÿ

장식용으로 사용된 상표의 견본

Ÿ

상품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견본

Ÿ

단순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웹페이

Ÿ

상품과 직접 관련된 홈페이지

지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

Ÿ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음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정보 스크린 샷등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해 상표를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
로 사용이나 사용의사를 증명하는 경우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경우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상표등록을 위한 허위의 자료제
출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 사용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 그 유형 및 제출의 방법
등도 보다 명확히 기준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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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오늘날 현대사회의 기업경영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
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혁신은 주로 무형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업
가치의 70~80%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은 무형자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한다. 브랜드 가치가 큰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가치의 90% 이상이
무형자산에서 나온다고 분석한 바 있다.468) 이처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평가나 매수가격배분(PPA) 분야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가치평가일 것이며, 무형자산의 매매목적 이외에도 무형자산의 임대에 대한 적정한
로열티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469)
상표권을 가진 자 또는 기업이 얼마의 상표 사용료를 받는지는 분석별, 통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그 전반의 평균을 조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만 선행문헌
등을 통하여 분석된 일부 자료 등을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허청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470) 최근 5년(2008~2013)간 1개 이상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한 국내기업 19,071사를 대상으로 상표 관리 등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
르면, 일반적인 상표 사용료의 산출과 실무상 사용빈도가 높은 산출방식 유형은 정
액제 방식이 가장 높은 것(47.4%)으로 나타났다. 동종업계의 평균 상표 사용요율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출액
1% 미만이 16.2%로 나타나고 있다.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 정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동종업계 내에 상표 사용료의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
하였다. 희망 적정 상표 사용요율에 대하여는 ‘매출액 1% 미만’을 희망하는 의견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매출액의 1~2%(17.8%), 매출액의 3~4%(15.7%), 매출액
의 5~9%(12.3%) 및 매출액의 10% 이상(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종 내
468) Michael J, Mard, James R, Hitchner, Steven D, Hyden, 「Valuation for Financial
Reporting : Fair Value Measurements and Reporting, Intangible Assets, Goodwill,
and Impairment Analysis」, Wiley, 2007.
469) 경응수, 「지식재산 무형자산 평가실무」, 나무미디어, 2016, 66면.
470) 배상철 외, 「국내기업의 상표관리활동 실태조사·분석」, 사단법인 한국상표디자인협회·특허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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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희망하는 1순위 상표 사용요율을 살펴보면, ‘매출액 1~2%’의 경우 철강・금
속, 기계, 자동차・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도소매업 5개 업종, ‘매출액 3~4%’의
경우 섬유・패션, 석유・화학, 철강・금속, 사업서비스업 4개 업종, ‘매출액 5~9%’
의 경우 석유·화학 1개 업종으로 나타났다.471)
[그림 19] 업종별 중요상표의 선호하는 적정 사용요율

또한 앞서 살펴본 선행문헌과 판례 등에서 나타난 사례 등을 볼 때, 업계별로 상
이한 부분은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매출액의 3% 수준으로 기본적인 사용요율이
결정된다. 기업집단간의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역시 기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0.3%
이하에서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업계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보다 보편적인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판단기준 등이 제시된다면 이해관계자 간의 오해나 불측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감소할 것이며,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의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량 또는 정률로서 사용료의 책정이 가능
하다면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하는 대상을 규제하는 등의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량 또는 정률로서 사용료의 책정이 불가능
할 경우,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471) 배상철 외, 「국내기업의 상표관리활동 실태조사·분석」, 사단법인 한국상표디자인협회·특허청,
2013, 9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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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안의 검토
가. 타법의 규정을 활용한 산정방법
1)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472)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지식재산권
도 포함되는데, 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
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
저작권등"이라 한다), ③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및④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그것이다.473)
정부가 위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
산출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474)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
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75) 이러한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
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476) 국유재산
이 지식재산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477)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478) 다
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
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72) 「국유재산법」 제1조 (목적)
473)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474)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475) 「국유재산법」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47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477)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의2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의
특례,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참조.
478)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2의2] 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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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국유재산법」상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등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Ÿ

총판매예정수량 : 사용허가 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Ÿ

제품의 판매단가 : 사용허가 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Ÿ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Ÿ

기본율 : 3%,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용허가를 갱신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 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
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 등”
으로 한다.479)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480)
국유재산법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사용요율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기간,
사용료의 조정이나 감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상표권에 대한 표준
사용요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과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재산
을 반드시 동일한 사용요율로 책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국유재산의 경우
국가전체의 이익이나 공공가치와의 활용, 경제적 비용 등 판단의 가치가 사인이 보
유한 재산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48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무체재산 그 자체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가액을 ①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비를 뺀 금액과,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
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482)
또한 평가의 기준으로, 상표권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
479)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48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9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481)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내
용은 「국유재산법과 동일하다.
4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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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483)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이며 사용료에 대한 산정이나 사용요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이 법에서 적용대상으로 하는 상속 및 증여의 관계에서 적용할 목적의 재산평
가를 위한 산식일 뿐 아니라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상표 사용료가 아
닌 해당 상표 자체가 지닌 가치의 총체로서, 사용허락이 아닌 양도를 전제로 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이고, 달리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484)
3)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규
정이 존재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
개료, 구매자의 부담비용, 지식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지급하
는 것 등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한다.485)
여기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에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486) 다만 관세법에서 상표권이나 사용료의 경우는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만 언급될 뿐이며 직접적으로 상표권 그 자체나 사용료, 사용요율 등을 밝히고 있
483)
484)
485)
4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배효정, 앞의 논문, 596면.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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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니하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상표가 아닌 명칭의 사용에 대하여 정률의 사용료를 규정한 법으로 「수산업협동
조합법」이 있다.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
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
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487) 이에 따르면 기준금액을 “매출액 또
는 영업수익”으로 그 요율을 2.5%의 정률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조항
의 경우 정해진 요율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일반적인 상표에 대하
여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성격상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서는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활용한 사용료의 산정방법
상표권 그 자체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① 원가기준법은 비용접근
법으로도 불리며, 평가대상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제조, 재획득하는데 소용되는
각종 제반 소용비용을 합하고 이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평가 대상자산이 가지는 가
치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인 브랜드의 경우 지출한 비용
과 자산의 가치가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브랜드의 형성 시기, 사용기간, 시
장점유율,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이 브랜드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원가기준법 적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② 제3자 가격 비
교방식은 거래하려는 대상과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아 이와 비교함으로써 시장가치
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ⅰ) 비교 가능한 평가 대상의
활발한 거래가 있는 시장이 존재할 것, ⅱ) 과거에 비교 가능한 대상들의 거래 사
례가 존재할 것, ⅲ) 비교 가능한 대상의 거래 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할 것과, ⅳ) 독립당사자 간 거래의 전제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브랜드는 활
발한 거래가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기업의 브랜드와의 비교가능성도
487)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2조의2 (명칭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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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 뿐 아니라, 특히 브랜드 사용료 산출방식 및 적용요율 등은 계약 당사자 간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을 시장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한다. ③ 수익환원법은 일반적인 자산평가방법으로, 미래 해당 자산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순현금흐름 금액을 평가하여 이를 해당 기업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평가
하는 방식이다. 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평가기준이며, 실무상 브랜드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데 이를 법률상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
는데, 수익환원법의 기초가 되는 미래현금흐름은 사후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현금흐름의 객관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
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권 가치평가의 방법은 각각의 법칙이 내재하고 있는 원칙에서
오는 한계 뿐만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평가모델 다수가 특허기술 가치평가 모델을
기준으로하여 해당 상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 글로
벌 기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모든 상표권자를 포섭하기에는 평가사례
가 다양하게 공유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488) 많은 선행문헌들이 상표의 가
치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평가모델이 부재함을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소수의 상표 가치평가 사례들에서 예상되는 사업상 매출액
과 해당 매출에 상표가 기여하는 부분,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서 가치가 계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매출액 추정기간, 할인율의 계산 등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89)

다.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의 분석을 통한 산정방법490)
상표법상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서 언급되었던 것은 상표권 침해사건에서의 손
해배상액의 통상사용료 상당액 산정에 관한 것이다. 다만 판결 등에서 상표권 사용
료의 적정한 기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근거는 없다.

488) 배순구·오종원, 상표·브랜드 가치평가의 현실화 방안, 「ISSUE-PAPER」 제2018-4호,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2018, 16면.
489) 배순구·오종원, 앞의 논문, 19면.
490) 정태호,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쟁점과 상표법상 한계 및 개선방안, 「공정한 상표
제도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자료집」, 특허청·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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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시행 이전 舊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를 ‘통상사용료 상당액(등록상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상표법에서는 ‘합리적인 사용료 상당액(등
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에 구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상표권 사용
료의 산정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통설과 판례는 구법
상 해당 규정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통상사용료 상당액)”으로 해석하여,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면 사용료로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의 실시와 통상실시료 상당액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특허권과는 달리 상표
권 침해에서의 손해배상액으로서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
용하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
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구법상 기존 판례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구법상 통상사
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려면 국내에서의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등록상표
의 사용이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법상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적용에 관한 해석 법리를 토대로, 법
원에서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등에서 등장하는 사용료 상
당액의 산정액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계열
사 간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이를 대입해보면,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었을 때, 예컨대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
권 침해 시에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
가 있을 수 있다.491) 또 한편으로 이러한 구법상의 해석에 따른 적용이 현행법상으
491) 물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유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면
제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했다면 받을 수 있는 사용
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정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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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적용가능할지가 문제된다. 또한 현행법은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사용료 금액 산정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관련하여, 일본 상표법에서 사용료 상당액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을 삭제하는 개
정을 실시한 이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참
고하면, 상표권자가 이러한 입법취지에 기초하여 과도한 사용료의 부과에 대해 자
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라. 기술거래별 로열티를 참고하는 방안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적정 기술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으며, 업종별 기술거래 분석을 토대로 평
균적인 경상로열티율을 산출하고 있다. 경상로열티는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로부
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매출액 또는 판매가, 판매이익 등에 일정비율로 기술료를 계산하여 지불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표 사용거래에서의 통상 사용료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
며, 기술분야의 업계 평균 요율을 참고하여 상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StarValue5.0에서 2005~2019년 동안 국내 기술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한
업종별 경상로열티의 최소, 최대값 및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48] 업종별 기술거래 경상로열티 비율
대분류

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건수
22

최소값
1.0%

최대값
평균
70.0% 10.1%

음료 제조업(C11)

4

3.0%

5.0%

4.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4

3.0%

5.0%

3.5%

1

5.0%

5.0%

5.0%

3

1.0%

5.0%

3.0%

2

1.0%

4.0%

2.5%

6

0.3%

5.0%

1.5%

41

0.3%

10.0%

3.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

제조업(C14)

조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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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1

1.0%

6.0%

3.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5

2.0%

10.0%

6.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8

1.0%

10.%

2.6%

1차 금속 제조업(C24)

2

2.0%

3.0%

2.5%

12

0.3%

25.0%

4.3%

79

0.1%

10.0%

3.0%

54

0.3%

10.0%

3.0%

전기장비 제조업(C28)

36

0.3%

15.0%

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51

1.0%

20.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7

1.3%

10.0%

3.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9

1.0%

7.0%

2.8%

가구 제조업(C32)

2

5.0%

5.0%

5.0%

기타 제품 제조업(C33)

15

0.3%

5.0%

2.4%

2

1.0%

1.0%

1.0%

13

1.0%

10.0%

5.6%

6

1.0%

10.0%

4.2%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

7

1.0%

5.0%

2.0%

종합건설업(F41)

9

1.5%

10.0%

3.9%

전문직별 공사업(F42)

28

0.5%

10.0%

3.8%

도매 및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1

3.0%

3.0%

3.0%

소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G47)

4

2.0%

6.0%

4.3%

출판업(J58)

18

1.0%

45.0%

5.5%

1

3.0%

3.0%

3.0%

방송업(J60)

1

30.0% 30.0% 30.0%

우편 및 통신업(J61)

1

3.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 가스,
증기 및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기조절

공급업(D35)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E3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정보통신업

배급업(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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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8

1.0%

3.0%

1.7%

정보서비스업(J63)

9

1.0%

45.0%

8.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

1

15.0% 15.0% 15.0%

연구개발업

2

1.0%

1.0%

1.0%

3

3.0%

15.0%

7.7%

1

3.0%

3.0%

3.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1

3.0%

3.0%

3.0%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1

3.0%

3.0%

3.0%

보건업(Q86)

4

2.0%

2.0%

2.0%

1

5.0%

5.0%

5.0%

1

1.5%

1.5%

1.5%

관리업(J62)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S95)

서비스업

이러한 기술거래별 로열티는 상표권 사용료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하긴 하나, 산업계별로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고려되어야할 요소 등을 평가
하여 산정기준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
나, 국외의 경우 「LICENSING ROYATY RATE」492) 등의 문헌에서 프랜차이즈별,
산업별 로열티를 정리한 내용들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문헌의 경우 예술분야, 캐
릭터 및 엔터테인먼트, 대학생, 기업, 디자이너, 이벤트, 스포츠, 비영리 등 다양한
492) Gregory J. Battersby&Charles W.Grimes, 「LICENSING ROYATY RATE」, Wolters
Kluwer, 2019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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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의 1,500개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지
속적인 로열티 비율을 제공함으로써, 라이선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헌에서는 국제상표의 등급별로 로열티 요율 목록과 특정 상표의 유사한 제품 간
에 료열티 요율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제품별 권
장요율의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상표계약 등에 있어
누구나 제품, 시장특성, 특정 거래 자체의 매개변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문헌의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의 정보를
사용하여 편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특허청에서도 상표권 사용
허락을 위한 등록에 있어서 상표권 사용료 등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이렇게
등록된 자료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간다면, 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
표권 사용료가 형성되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안 평가
실제 거래계에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계약관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은
‘비용(Cost), 시장(Market), 소득(Income)’ 등이다. ‘비용’의 경우 상표나 브랜드가
창작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혹은 대상 상표나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같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비용을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고려하게 된다. ‘시장’의 경우 해당 상표나 브랜드의 창작 및 사용을 위
해 투입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실제 시장에서 상표나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를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고려하게 되며, ‘소득’의 경우 해당 상표브랜드가 사용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익(future cash flow)을 상표 사용
료 산정에서 고려하게 된다.493) 그런데 현행 상표법은 상표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
여는 특별히 일반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상표 사용료는 상표권자
와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 사용을 허락받으려는 자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그 방법이나 범위를 제
한할 이유도 없고 실제 사업내용이나 상표의 가치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사
항을 일률적인 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493) Gabriela Salinas․Tim Abler, A taxonomy of brand valuation practice：
Methodologies and purposes, Journal of Brand Management, Volume 17, Issue 1,
2009. 9.,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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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기 때문이다494)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표권 사용요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
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데에 개입하
거나 상표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그 한 기업의 체계적인 브랜드 경영의 부족이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손실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체계적인
브랜드 활용대책의 술비이 필요함과 동시에, 대기업들이 가치있는 상표권을 독점함
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양면적 문제는 공정한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전자는 상표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공정거래법 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양면적인 문제
를 동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불공정한 상표권 사
용료에 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산업재산권법인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만을 장려하고, 단
지 상표권자로서의 신용귀속에 따른 사용권자의 품질 보증 여부 등만을 규제한다
면, 경제사회의 공정성이라는 큰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되어 상표법이 시
대적인 요구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상표법상으로
도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입법화하거나 특허청의 상표심사기
준과 같은 내규를 활용하여 심사단계 등에서 실제적인 불공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보다 건전한 상표 관련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권 사용료를 상표법 체계 내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우며, 다만 통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는 사용권의 설정을 등록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업계 내에서
납득가능한 사용료 범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상
표의 사용허락 등록 시 상표권 사용요율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등록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특허청 자체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94) 배효정, 앞의 논문, 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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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의미의 상표
권 사용계약보다는 기업정책적 성격이 보다 강한 특성이 있어, 불공정거래를 근거
로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인상
폭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서의 상표권 사용
료를 규제하는 것을 상표법 내에서 실현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공정위의 소관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제언
지주회사와 계열사 사이에서의 상표권 사용거래는 일반 상황에서의 상표권 사용
거래와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서울지
방국세청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법인 세무조사 시 상표권에 대한 과세방법
불합리'를 통보하고, 상표권 사용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사 매출액에 내부거래
부분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이유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의 매출액에서 내부매출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용요율
을 곱하여 산정된 경우, 그 내부매출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정상적인 시가를
상회하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일괄적으
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내리
는 추세이다.
[표 49] 특수관계인의 상표 사용료 산정에 관한 방안(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방안
Ÿ

주요내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하여 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

Ÿ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상표사용 거래는 브랜드 파워로 인해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성사되는 거래가 아니기 떄문에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매출

내부매출을 제외하는 방안

은 상표사용에 따른 기여 내지 효과로 발생하는 매출이라
볼 수 없으며, 이에 정당한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그 계열회사의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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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주요내용
출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
Ÿ

단 이 같은 해석은 상표법상 상표사용의 개념과 충돌하여

Ÿ

세법상의 새로운 사용개념을 창설하는 효과를 발생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상표 사용료 산정은 내부매출을
제외하는 방안과 내부매출을 제외하지 않는 방안이 혼재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Ÿ

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특수관계에 놓이지 않는 제3자

내부매출을 제외하지 않는
방안

실제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효용을 가지는 지 여부는 고
와의 매출과 같이 내부매출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Ÿ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에 기초하여 특수관계인의 상표 사용료
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내부매출의 취급에 대하여

Ÿ

일정한 조정을 적용하는
방안

내부매출의 취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방안이 아닌, 내부매출 인자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두어 조정을 하는 방안

적어도 특수관계인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에 있어서는 특허청이나 국세청 또
는 공정위 등에서 그 산정방안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간명하게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서 내부매출
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방안과 반대로 내부매출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내부매출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것
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부매출에 관하여 일정한 조정을 거친 후 이를 제외하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495)

495) 배효정, 앞의 논문,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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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표권 사용계약 가이드라인496)
상표권의 사용계약은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인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산업재산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
권 사용계약에 관한 독립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 많은 소상공인이나 실무 경험이 다소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
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
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상표권의 특성과 보호범위,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법 외에도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타법령을 제시
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개략적으로 법제를 이해하고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표의 권리화 내용의 경우 출원, 심사제도, 상표권의 종류 등 다양한 내
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긴 하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간명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나 내용은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상표권이 포함되는 계약은 가맹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
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본질적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표권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
이즈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령497) 및 행정규칙498)을 규정하고 관련한 안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정한 대상을 전제하는 가이드라인 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
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실
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의 [붙임 2]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496) 이하의 절에서는, <独⽴⾏政法⼈⽇本貿易振興機構 北京事務所 知的財産権部, 「中国ライセンスマ
ニュアル」, 独⽴⾏政法⼈⽇本貿易振興機構 北京事務所 知的財産権部, 2019>를 참고함.
497) 관련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498) 관련 행정규칙으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존재한다.

- 233 -

에서 제시하고 있다.

1.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상표제도의 기본적인 개념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상표제도는 상표의 사용자가
업무상신용을 유지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상표권은 그 중요성
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어떠한 상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성패가 좌
우되기도 한다. 이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표권 사용계약은 다른 지식재산권 계약에 비하여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보다 밀접히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할 때에 어떻
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권리자와 사용
자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뚜렷이 제시된 바 없어, 상표권을 가진 자
나 상표권을 사용하려는 자가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상표권이 거래환경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상표와 관련한 기초사실 정리
실무에서 상표권과 브랜드라는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상표의 다양한 유형
등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
록받음으로써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표는 재산과 같기 때문에 자유롭게
권리를 이전, 공유, 사용허락, 포기할 수 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
며, 존속기간은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권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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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란 자신의 상품을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독특
한 디자인, 서명, 상징, 명칭, 용어 혹은 그의 결합체이다. 브랜드란 단순히 상품의
표지를 나타내는 상표권이라는 개념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법상의 상호의 개념을 포섭할 뿐 만 아니라, 이외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도, 충성도와 같은 무형적 자산 개념을 포괄한 용어로, 제품 및 서비스 그 자
체가 가지는 가치 이상으로 여겨지는 부가가치를 포함한다. 즉,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프랜차이즈 혹은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인지시켜 상
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소비자의 호감도, 충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
행한다. 상호 및 상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호의 성격을 띠는 부분은 상법에서,
상표(서비스표, 표장 등)의 성격을 띠는 부분은 상표법의 적용이 중첩된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영업자체의 신용과 소비자의 선호도와 같은 무형적인 부분을 상표법
에서 포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자체가 바로 상표가 될 수는 없으나,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어서 법률상 상표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
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많아지고 있어 상표법상 보호와
상법상 상호의 보호가 법률적용상의 교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브랜드(Brand)와 상표(Trademark)의 사전적 의미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표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
한 표장이라면, 브랜드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 그룹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
쟁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에
실제로 브랜드는 여러 개의 상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는 브랜드의 하위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표현에 따라서 상표권 사용료, 상표권 수수
료, 상표 로열티, 브랜드 사용료, 브랜드 수수료, 브랜드 로열티 등 다양한 이름으
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권을 설정한 것에 대한 대
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사용거래 여부와
사용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지와, 사
용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 사용거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이 다른 계약에 부수적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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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기초사실 정리
가. 상표권 사용계약의 개념
상표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이나 경영하는 상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생
산·경영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의 하나이
다. 즉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업자의 상품·역무와 타인의 상품·역무로 식
별시키는 자타상품식별기능이다. 해당 기능을 바탕으로 상표의 실제 사용을 통해
수요자(소비자)에게 해당 상표가 붙은 상품과 서비스에 상응하는, 사업자와 관련성
이 있다는 인식을 형성시킨다. 또한 품질이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상표는
수요자(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상표
의 소유자(권리자)로서 수요자의 신뢰에 포함되는 경제적인 가치를 활용해 타인에
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상표권 사용계약(상표 라이선스)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
여 상표권자는 사용허락을 통해 사용료를 얻고 사업이나 브랜드를 보다 확장할 수
있으며, 사용허락을 받은 측에서는 기존의 브랜드 파워를 기초로 보다 나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상표 사용계약의 대상
상표권 사용계약은 주로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상표는 특허청의 공고를
거쳐 유효기간 동안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다만, 일부 등록상표의 경우 무
효·취소의 신청, 3년간 불사용에 따른 취소, 미갱신 등의 사정에 의해 권리가 불안
정해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계약을 협의하기 전
대상상표의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등록상표는 현재 계약 시점에
사용되고 있으나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인 상태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한다. 현행 상표법 체제에서 미등록상표에 관한 계약을 제한하고 있지
는 않으나, 미등록상표의 경우 권리행사의 불편함이나 권리범위의 불명확성 때문에
실무에서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상표
는 상표법상의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다른 권리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약의 형식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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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다.

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분류
상표권을 사용하는 방식은 ① 독점적 사용계약(전용사용권), ② 통상적 사용계약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독점적 사용계약(전용사용권) : 상표권의 독점적 사용계약은 상표법상 ‘전용사
용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허락자)가 일정한 지역 또는 기간 내에 상
표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사용권자(피허가자)에게 허락한 후에는 상표권자 본인 또
한 해당 범위와 해당 기한 내에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제3자에게 해당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도 갖지 않는다. 만약 상표권의 권리
범위 전부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계약을 체결한다면, 상표권자도 그 상표를 전혀 사
용할 수 없고, 만약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라 하여도 전용사용권 침해가 된다.
독점적 사용계약에서 사용자(피허가인)은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통상적 사용계약(비독점적 통상사용권) : 상표권의 통상적 사용계약은 상표법
상 ‘통상사용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허락자)는 일정한 지역 또는 기
간 내에서 상표권의 사용을 사용권자(피허가자)에게 허락하며, 상표권자 스스로도
해당 범위와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 제3자에게 해당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 사용계약에서 사용권자(피허가자)는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
에 대하여 상표권자와 함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로
부터 명확한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
약서에 사용허락의 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하며, 다른 계약조항에서 당사자 간의 의무
로부터 실시허락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다면 통상적 사용허락으로 간주된다. 독점적
사용계약과 통상적 사용계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499) 사용권자는 자신이 영위
499) 독점적 사용계약의 경우 상표의 독점적 사용으로 시장에서 유사상품이나 서비스간의 경쟁에서
유리하며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표권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 통상적
사용계약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에서 유사상
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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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용계약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라.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상표의 사용계약에 따라 각각의 책임과 일정한 법적의무
를 지게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상호 간에 상표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다. 등록상표를 사용한 품질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의무로, 보
다 정확히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표권의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즉, 상표권자는 그 상표의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후에
도 해당 상표가 사용된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사용자가 상업적 신용명성을
해치거나 사회공중의 이익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용자권는 사용허락된 상표의 상품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상표는 상품의 품질에
의해 신용명성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상표의 신용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
무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권자는 사용허락된 상표
의 상품에 상품을 생산한 회사명과 생산지 등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의
사용이 허락되는 경우, 동일 상표의 상품이라도 생산자와 생산지가 다르면 상품의
품질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에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표 사용자
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상품에 사용자의 회사명이나 생산지 등을 명
시할 필요가 있다.
② 상표권자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전용·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전용·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사용권자(등록권리자)와 상표권자(등록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등록원인(계약서 등)의 일정한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유지
가 곤란한 경우 사용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상표권의 포기는 사용권의
존속여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표권 사용계약 이후 대상상표를 포
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방식은
상표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 뒤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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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사용료
현행 상표법 체계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등록이나 심사 등의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가
협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설정한다.
상표권 사용료를 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① 고정금액으로서의 사용료를 산
정하는 방법(이니셜 로열티, initial royalty), ② 제조·판매량·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금액의 특정 비율을 정하고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러닝 로열
티, running royalty) 또는 ①과 ②를 결합한 방법이 있다.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은 통상 쌍방의 합의에 의해 산정되며, 이때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타사
사례의 비교, 판매에 대한 공헌도, 상표의 지명도, 상표 사용계약의 유형, 상표의
사용허락 기간, 지역, 상품범위, 업계 이익률, 그 외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거래계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하여 평균적인 수준의 상표권 사용료 및
로열티 수준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사용요율을 새로이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붙
임 2]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업계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정리하여 제
시함으로써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5.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가. 계약의 주요조항
통상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계약이 종종 이루어지는 대학, 기업 등의 경
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용계약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개인
등이 상표권자인 경우나 표준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약 등으로 계약의 추가
적인 사항을 더하고 싶을 때를 위하여 계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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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계약서의 명칭, 정의규정, 대상상
표와 허락상품, 사용권,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상표권 사용료,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위약책임 및 분쟁에 관한사항,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① 계약서의 명칭 : ‘상표의 사용허락 계약’, ‘상표 라이선스 계약’, ‘상표사용권
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과 계약서 본문의 명칭을
통일하여 계약에 있어 혼란이나 불측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의규정 : 계약서에 등장하는 각 대상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상표(상품), 서비스, 상표의 사용, 지역, 발효일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계약서 전단에서 밝힐 수 있다. 특히 정의규정의 경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나, 당사자 간의 견해가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반
드시 그 정확한 범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상상표와 허락상품 : 계약서에서 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명확히 식
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대상 상표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는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등록번호,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 등이 될 수 있으며,
상표의 유형에 따라 허가대상과 구체적인 사항 들을 기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
정되는 등록상표의 지정구분(허락상품의 표시)은 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서류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상 상표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첨부서류로서
상표등록원부나 상표공보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허락상품
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특정이 불명확하면 ‘허락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나 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범위에 대
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④ 사용권 :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사용계약은 허락되는 권리의 종류·성질로서
독점적 권리인지, 비독점적 권리인지, 독점적 권리일 경우 상표권자 자신의 실시
또는 사용도 금지되는 완전한 독점적 권리인지, 배타적 권리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해당 부분에서 허락내용(라이선스)의 종류(독점적 사용
허락, 배타적 사용허락, 통상 사용허락), 라이선스의 기간, 지역, 상표사용이 허락된
제품, 계약 만료 후의 해당 상표를 사용한 재고제품의 처리, 상표 표장의 제공방
법, 사용권자의 재허락 권리 유무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권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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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특정한 사례를 제시하여도 문제없지만, 상표법 제
95조 내지 제87조를 준용한다고 기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당
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특약을 정할 수도 있다.
⑤ 쌍방의 권리의무 및 사용에 관한 원칙 : 사용이 허락된 상표가 품질이 떨어지
는 상품에 사용되면 대상상표가 부착된 신용 및 경제적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허
락 상품을 소개하는 팜플렛 등 판매촉진을 위한 자료에도 상표가 적절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은 오늘날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므로,
상표권자가 관련된 기능 유지를 위해 사용권자에게 품질유지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관련하여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
권자의 상표사용행위를 감독할 책임, 상표권 사용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상표
의 양도를 허락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약정, 사용권자에 의한 상품품질보증의
무, 상품 상 자신의 이름 및 상품의 산지에 대한 표기 및 기타 신의성실 의무, 침
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의 통지의무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러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간에 대한 보고나, 사용권자의 상표의 사용
에 대한 보고의무, 관계서류의 보관 의무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⑥ 상표권 사용료 : 상표권 사용료는 판매액이나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료의 기준을 매출액이나 매출수량으로
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권자의 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권이 상표권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 규정에는 금
액, 산정방법, 일시금의 여부, 러닝로열티 비율, 매출이나 사정변화에 따른 사용료
의 변화여부, 사용료의 지불방법, 지불일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계약도 존재할 수 있으나, 전용사용권의 경우 통상사용
권과는 달리 상표권자가 향후 대상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최
소 사용료’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
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를 상정하여, 최소 사용료 조항을 정하
는 방법도 가능하다.
⑦ 계약의 종료/해지와 관한 조항 : 어떠한 조건에서 권리자와 사용권자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없는지, 계약의 종료 조건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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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표가 취소·무효된 경우에 사용권자에게 해지
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종료 후 재고제품이 있을 때 이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약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권자가 재고제품을 판매하
여 상표권 침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표 사용계약 종료 후 사용
기간 내에 제조한 재고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정
하여야 한다.
⑧ 위약책임 및 분쟁해결방법 : 위약책임 및 분쟁해결방법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약정하고, 분쟁발생 시에 적용할 법률 및 분쟁해결기관을 계
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⑨ 기타 :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같이 특별한 기술 정보나 노하우가 없는 경우
라도 사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할 수 있다.
⑩ 발효일 : 발효일은 계약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의미하나, 이를 등록상표의 유
효기간과 결부시켜 계약의 유효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시 주의점
① 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신분이 적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상표의 사
용을 허락하는 자는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상표권자로부터 재허락권을
취득한 경우(ex. 전용사용권자)라면 제3자에게 사용을 재허락할 수 있다. 다만, 자
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허락권 조항을 정하는 계약 또는 재허락을 위한
수권자료들을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자는 기본
적으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한편
상표권자 역시 사용권자의 신분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업무표장이나
증명표장, 단체표장 등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일 경우에는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
하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의 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의 이해당사자(상표권자, 허락자, 대리인, 사용권자 등)의 신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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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적격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상표권 사용계약을 등록하기 위한 상표는 ‘등록상표’ 이어야 하며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하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의 사용계약에서 허락상품 또는 서비스
의 범위는 등록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현재 출원 중인 상
표와 같이 미등록 상표의 경우, 쌍방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을 등록할 수는 없으므로 「상표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없다.
③ 실시허락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실시허락의 종류와 범위는 상표권
자와 사용권자 간의 사용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재하
지 아니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④ 계약의 특성에 따라 품질보증 조항을 규정하고, 상품에는 사용권자의 명칭과 생
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을 거쳐 타인의 등
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용권자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조건과 기술수준 등의 제한으로 사용권자
가 제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상표권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
와 일정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별의 편의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해서 법률에서는 (전용)사용권자가 허락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명칭을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권자가 자신의 명칭과 생산지 등을
표시하더라도 소비자는 상표에 대한 기존의 신용에 따라 구체적인 업체 또는 생산지
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권자는 반드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 상표권자는 상표의 신용을 지키
기 위해서 사용권자의 상품품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상품 품질의 하자
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품 제조사인 사용권자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 역
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상표권 사용계약에 다른 사용권 설정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표권 사용계약 그 자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이 발효될 수 있으며, 사용
권자는 합법적인 상표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의 등록 여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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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권 사용계약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최소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상표권 사용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소양식에 더하여
변형할 수 있는 문구나 추가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활용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협의에 따라서 특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표 50] 상표권 사용계약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
최소사용료에 관한 규정, 사용료 연체에 관한 규정, 사용료 반환청
상표권 사용료 관련

구 금지 조항, 사용료 산정을 위한 검토자료의 요청, 정액사용료만
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특약, 상표권 사용료의 조정 규정 등

상표권 변동 관련
상표의 사용 관련
계약의 해지 관련
기타

계약기간 중 상표권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 상표권의 양도 등
사용에 대한 원칙, 사용권자의 의무, 사용에 따른 책임, 사용의 보
고, 상표권자의 검사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의 해지 사유 등
상표의 표시방법, 상품의 판매를 위한 노력, 계약의 수정 관련, 계
약의 갱신 관련,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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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책적 개선방안
1. 지식재산 행정부문 개선방안
가. 계약지원 플랫폼
앞서,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문서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약서
는 법률문서의 일종으로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표권 계약지원 플랫폼 등의 사례를 토대
로, 이해관계자가 보다 손쉽게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특허로(https://www.patent.go.kr/portal/Main.do)와 연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Legalzoom(legalzoom.com)에서 제공하는 상표권 사용계
약 플랫폼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egalzoom은 모든 미국인
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일반인들이
겪게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서비스의 일환으
로서 필요한 법률양식을 사용자에 맞게끔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상표
권 사용계약 뿐만 아니라, 150개 이상의 법률양식에 대하여 법률 용어가 아닌 일
반 사람에게 친숙한 언어로 작성된 일련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을 작
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00)501) 해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질
문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용계약서를 손쉽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팝업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직관적으로 사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정해진 사실관계 질문에 대해서만 완벽히 응답한
다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획득할 수 있음에, 문서로 제공되
는 가이드라인에 비해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500) 지식재산권 관련 양식으로는, 계약의 수정, 저작권 양도,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미술품, 어문
저작물), 도메인네임의 사용중지, 도메인네임 판매계약, 계약연장, 지식재산권 양도, 이지 복제허
가, 상표권 양도, 상표권 사용중지, 상표권 사용계약, 웹사이트 개발계약, 고용계약 등이 있다.
501) 상표권 사용계약에 대한 플랫폼 주소는, <https://www.legalzoom.com/forms/trademark-l
icense-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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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LegalZoom의 계약지원 플랫폼 구성내용

최근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문헌보다는 온라인 자료가, 단순히 글자
로만 이루어진 문서자료보다는 동영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자료가 점차 보편화되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표준이 확립된 계약이나 지식재산
권 관련 행정절차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
리 정부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출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과 관련
한 계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
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
를 만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공정한 상표제도의 형성이라는 목적에 부
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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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권의 공정한 사용문화 확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경제의 개념이며, 이러한 공정경제는 지속가능한 성
장의 기반이 된다. 상표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한 시도나 불공정한 관행은 이해관계
자 모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상표제도 수립을 위한 정부 기관
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 역시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 이슈에 대하여 효과
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다수가 공감하나, 그 동안 여러 요인들이 이러한 해법
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불공정한 시도는 개별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빠르게 시도, 확장되어 왔
다. 어떠한 권리자나 개인도 홀로 부정에 대응하여 맞서 싸울 수는 없으므로, 합법
적인 권리자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자 간에서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하고 공
정한 관행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상생과 공정경제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해볼
수 있다. 소득주도, 혁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내에서 경
제 주체간의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協
⼒)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02)
이러한 상생협력은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상호 간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
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기술·인력·자금·구매·판
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 증진을 위한 위·수탁 기업간의 공동활동이라는 좁은
의미의 상생협력 활동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의 공동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둘 이상의 거래주체 간의 노력이 상생협력이
며,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거래주체 모두의 혁신과 경쟁력이 향상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502) 「상생협력법」 제1조(목적)

- 247 -

2020년 1월, 우리 정부는 다양한 공정경제의 성과를 발굴·공개한 바 있는데, 이
러한 긍정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보다 공정한 상표권 사용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
안 중 하나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중 하나로 공정위에서 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협상력이 낮고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세대리점들이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최소 계약기간, 인근 신규점보 개설 시 사전통보 또는 협의
유도, 인테리어 및 리뉴얼 기준 마련, 반품사유 및 반품비용에 대한 규정 등을 포
함하여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상표권 사용계약 가이드라인과도 관련있는 부분으로, 상표분야의 경우에도 상대적
으로 미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영세한 상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다. 공정한 상표제도 수립을 위한 인식제고 및 협의체 신설
상표와 관련하여서는 각 이해당사자(대기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개인, 특허청, 유관기관 등)의 입장이 매우 상이할 수 있으나, 공정한 제도를 형성
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모두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이에 상표와 관련한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공정한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신설, 논의의 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제시된 법·심사기준의 개선방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경우만 하더라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의 대립이 첨예한 바, 한 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 타당한 측면에서 상생적인 방향으로 나가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논의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주도하에 실무,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보다 구체화, 확대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협의체의 경우, 법정기관 또는 민간자본에 의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민간기관일 경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의 운영은 결국 실행력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데, 협의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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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인 권위가 확보될 경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례를 통해 협의체와 위원회 등의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
요할 것이다.
한편 공정한 상표제도의 수립에 따른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직접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상표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인식이 필요하다. 소비자
들은 방어상표의 등록이나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의 책정 등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때로는
일부 소비자들이 상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도, 그것을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개인적 위험과 연관
시키지 못할 수 있다. 협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상표제도의 수립을 위한 지
속적인 논의의 전개와 함께, 논의된 결과물을 전체 국민에게 공유하고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2. 관계부처 협력방안 – 가맹계약상 상표와 관련된 공정성 제고방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제공에 있어 공정위와 특
허청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우선,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상표관리나 악의적 사익편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업종
별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는 가맹본부에 약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존재하여,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맹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조항으로 보
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항을 토대로 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는 법인의 이
름으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나(오너일가의 개인소유 방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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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산권의 만료뿐 아니라 심판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한 부
분이 있을 경우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51]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정(안)(2020년 기준) 중 상표권 관련 내용
제○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가맹본부의 정책 기타 사정에 따라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편의점·자동차 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020. 12. 23.

또한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희망자나 가
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명백한 허위·과장된 정보제
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에 대하여 공정위와 공동으로 사
례를 발굴, 그 유형을 규정해 나가면서 상표권을 객체로 하는 불공정한 행위유형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유형이 2019년 고시로 공개된 바 있으나,503) 행위유형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검토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현행 상
표권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 이후에 권리가 소멸된 경우 등을 상
정하여 추가적으로 사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표 52]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지식재산권 관련 추가적인 고려사항
Ÿ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후 지식재산권 등록이 거절되었음에도 마치 지식재산
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Ÿ

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전용실시권·사용권)를 취득하지 못하
였으나 마치 이를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503) 관련 내용은 본 보고서의 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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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이 갱신료 미납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Ÿ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된 물품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기망
한 후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Ÿ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비필수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으
로 기망한 후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출처 : 박수영(2018), 177-178면 참고하여 보완 작성

한편, 현재의 가맹사업에서 활용되는 정보공개서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
항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제공정도에 지나지 않
아, 정보공개서에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예컨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지식재산권 최종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다르면 증빙자료 제출 시 상표권 설정계약서를 반

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 등을 삽입하여 가맹희망자의 불측의 손해를 미
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504) 또한 이러한 규정의 삽입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의 제
공이 상호간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거래상 정보
공개서에 포함될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내용에 대한 정비를 특허청과 협의 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505)
[표 53] 가맹거래에서 활용되는 정보공개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의 규정(안)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
Ÿ

당사가 귀하에게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OOO
(상표권)

표장

권리내용

표장의 사용

등록여부

출원번호/

(등록일자)
2019.1.1.출원

등록번호

2020.4.30.등
록

504)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186면.
505) 박수영 외, 앞의 보고서, 207-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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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등록○○

소유자

㈜□□

존속기간
만료일
2030. 4.
29.

△△△
상표권
Ÿ

표장의 사용

2019.1.1.출원
(출원중)

출원○○

㈜□□

-

당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사실상의 판결 여부
-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현재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 사항

Ÿ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Ÿ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주의사항]
Ÿ

특허청에 상표ㆍ실용신안ㆍ특허 등의 출원신청을 하고 접수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 PCT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Ÿ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
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상표와 관련하여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상표로 변경하여야할 수 있고 이것은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Ÿ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Ÿ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자일 경우, 소유자로부터 가맹본부가 사용권
을 부여받은 기간을 괄호로 표현합니다.

Ÿ

가맹본부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다르면 증빙자료 제출 시 상표권 설정계약서를 반
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Ÿ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여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허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를 보호해야하는 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허가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란스럽게 한 유사한 상표의 사용과
권리를 청구에 대해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알려야할 의무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허가된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행정절차나 소송에서
의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우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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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일시 가맹금 또는 영업 중 계속 부담하
는 가맹금 중 가능한 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부담(로열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3. 국제 협력방안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적 분쟁의 주
된 쟁점은 지식재산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상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기업
의 피해 등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상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에서의 피해가 많은데 우리 기업의 중국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2014년부
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한해에만 1,142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업종별 피해비율을 보면 프랜차이즈가 655건(18.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
고, 그 뒤를 이어 식품 560건(16.2%), 의류 515건(14.9%), 화장품 315건(9.1%)등
의 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는 과거 개인이나 소기업이 간단하고
조잡한 방식으로 타인의 상표를 표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컨설팅 회사나 상
표대리사무소를 설립해 브로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출원하는 등의 방식으
로 진화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더욱 은밀하고 대범해지고 있으며, 권리자가 권리
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사재기한 후 침해소송, 손해배상 위협, 악의적 고소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특징이다.506)
특히 기존에는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기의 경영과 무관한
상품에 대해서는 선점하지 않았고 선점 상표 수량도 소량이었으나 현재는 실제 기
업경영을 하지 않는 브로커들이 많고 선점상품도 주로 인터넷 기업의 상품 및 정보
서비스 등에 집중돼 있으며, 선점상표 수량도 대량화되고 있다. 선점 상품의 경우 9
류(소프트웨어, 앱 등), 35류(온라인 광고,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 36류(금융서비

506) 이종기, [기고] 중국 상표브로커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6. 1
1.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
w.do?setIdx=246&dataIdx=1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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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38류(정보통신), 42류(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서비스가 주 선점대상이다. 그러
나 중국 상표브로커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업종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프랜차이즈(18.9%), 식품(16.2%), 의류(14.9%), 화장
품(9.1%) 등의 순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상표를 대량 선점하고 이를
양도하는 등의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날로 심각해지자 중국정부는 4차 상표법개정을
통하여 악의적 출원에 대하여 거절하는 한편, 상표대리기구가 법률서비스업(45류)이
아닌 다른 상품류에 출원했을 경우 이를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의 사유에 해당하도
록 규정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07)
[사례] 파리바게트 vs 중국 상표브로커와의 상표권 무효소송 승소
우리나라 기업인 파리바게트의 빵, 음료분야 영문 등록상표에 대하여 중국 상표브로커(김
광춘)와

진행된

상표권

무효소송

2심(최종심)에서

파리바게트가

최종

승소하였

다.(`20.12.11) 파리바게트는 SPC 그룹의 제과회사의 유명브랜드로서, 전세계 4,0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는 2004년 상하이에 진출, 현재 중국내 289개 매장(4,000
여 직원)을 운영 중이다. 관련하여 중국상표브로커 김광춘은 파리바게트와 유사한 바리바
게트 상표를 등록하고, 파리바게트를 상대로 상표매입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이후 민원,
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이에 파리바게트는 빵(30류), 음료(32류) 분야 영문상표를 등록하
고 음식점(43류) 분야에 중문상표를 등록(`19.12.)하는 한편, 상표브로커의 요구를 거절하
고, 상표브로커가 보유한 바리바게트 등 상표에 대한 무효 및 부정경쟁소송을 진행하였
다. 김광춘은 본인 상표의 강매를 위해 파리바게트가 음식점(43류) 분야에 영문상표 등록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파리바게트 영문상표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리바게트를 압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파리바게트를 대상으
로 200여건의 민원 제기 및 소송 제기, 2019년 지방정부와 시장감독관리 총국, 공안부,
국가지식산권국, 주중프랑스대사관 등에 1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파리바게트와 함께, 중국 관계 당국에 상표브로커 김광춘의 악의적 상표선
점 및 민원제기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민원조사를 중지시키는 한편, 파리바게트의 상표소
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상표브로커 문제를 한중 경제협력회의 등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결국 파리바게트의 빵, 음료 분야 영문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브로커 김광춘이 제기한 상
표국 무효심판에서는 1심 파리바게트 승소(`18.2), 북경 지재권 법원 무효소송에서는 파
리바게트 패소(`19.11) 후 북경 고급인민법원 2심에서 최종 승소(`20.12.8)하고 판결문을

507) 이종기, [기고] 중국 상표브로커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6. 1
1. 게시글 참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
w.do?setIdx=246&dataIdx=1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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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았다.(`20.12.11) 이러한 결과는 파리바게트가 2심 변론에서 상표브로커의 악의적
상표선점을 부각하고 파리바게트의 중국 내 인지도에 대한 설명 등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그동안 외교부, 특허청 등 우리정부의 중국 당국에 대한
상표브로커의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적절한 처리 요청 등의 노력과 최근
중국의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승소 판결로 그간 처리가 중지되었던 상표브로커 제기 민원도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악의적인 상표선점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상표선점이 동남아 등
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바, 우리기업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및 지
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규모를 확장시켜나가는 상표브로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기업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발간한 「해외 중점국가 상표권 보호 지침」에 따
르면, 중화상표협회 회원인 중국 기업의 약 12~34%가 매년 해외에서 상표선점 등
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위조품·상표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508) 이
처럼 중국 역시 해외진출 시에 상표 관련한 침해문제를 겪고 있으며, 해외에서 중
국기업의 상표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업의 상표
선점 가능성과 자국 보호 동향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상표출원
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 특허청과 공
통의 문제인식이 존재하는 만큼, 악의적 출원 등을 방지하고 진실 된 상표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기업의 상표보호를
위하여 관련 국가와 협력 시 상표보호를 중요의제로 포함시키고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508) 2017년까지 313개 회원기업 중에서 105개 기업(33.5%)이 해외에서 상표선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18-2019년에 58개 기업, 2020년 상반기에 38개 기업(12%)이 상표선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침해사례로 파키스탄(중국 기계), 칠레(중국 완구), 독일(중국 저명상표), 인
도·인도네시아·필리핀(중국 전기차) 등의 상표선점과 호주(중국 보험), 인도네시아(중국 의약), 캄
보디아(중국 가전, 프랜차이즈) 등에서의 발생된 상표권 침해사례가 포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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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현대사회에서 브랜드, CI 등 상표는 기업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상표는 대외적으로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며, 대내적으
로는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 사이에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509) 이렇듯 기업의 브랜드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것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경제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크며, 기업의 체
계적인 브랜드 경영부족은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항과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510)
상표보호제도는 영업주체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내지 신용을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제도 목적으로 한다. 상표의 사용관계를 둘러싼 관계자의 이
익을 무시하고 등록에만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는 것은 실체에서 유리된 단순한 표
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결과가 되고, 공정한 상품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상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511) 이에 상표제도가 비
현실적인 형식입법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래의 목적과 입법원
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표권을 매개로 하여 발생할 수 있
는 악의적인 출원이나 남용,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 불공정한 상표계약 등
상표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상표권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법 및 심사기준의 정비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상표법의 개정 및 실무의 개선을 토대로 진실한 상표권자는 보다 두텁게 보
호하되,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함으로써 기
존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모호한 부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구체화시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경우, 상표제도가 산업발전에 보다
이바지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09) 박지은, 앞의 논문, 158면.
510) 정태호,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홍익법학」제21권 제3
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8면.
511) 김병일, 상표브로커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상표법 과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한국상표학회
2009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상표학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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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특히 기업집단 간에
서 발생하는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하여는 연일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
업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상표법의 영역에서는 다소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
만, 상표법에서 단지 상표의 사용만을 장려하거나, 단지 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자
의 품질 보증 여부 등만을 규제한다면, 경제사회의 공정성이라는 우리나라의 큰 사
회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되어 상표법의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512) 따라서 법제의 개선이 아니라하더라도, 상표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나 심사나 등록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하
고,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상표권 사용료 산정
관행이 자리잡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상표권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개선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상표제도의 형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해나갈 필요
성이 있다.

512) 정태호, 앞의 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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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USPTO 등록상표에 대한 가이드라인(2020) : 「Protecting Your Trademark」
우리의 웹사이트
일반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링크, 출원
처리일정, 상표심사지침[2], 허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식별 지침[3]

상표정보네트워크(TMIN) 비디오[4]

도구
Ÿ

TESS : 상표전자검색시스템(TESS)[5]을 사용하여 보류 및 등록된 표장을 검
색합니다.

Ÿ

TEAS : 상표전자출원시스템(TEAS)[6]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원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

Ÿ

TSDR : 상표 현황 및 서류 검색(TSDR)[7]을 사용하여 출원 현황을 확인하
고 출원 및 등록 기록을 보고 다운로드합니다.

Ÿ

ASSIGNMENTS : 다른 개체에 표장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거나 소유자
이름을 변경하고 양도 데이터베이스[8]를 검색합니다.

Ÿ

TTAB : 온라인으로 상표심판항소위원회[9]를 방문하십시오.
USPTO를 만나보세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상무부 산하의 유료 운영(fee-funded) 기관

입니다. USPTO의 역할은 발명의 보호를 위해 특허를 부여하고 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해 각각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USPTO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강화를 돕습니다.
상표국장(Commissioner for Trademarks)은 상표 조직을 이끌면서 USPTO
가 상표 출원을 적절하게 심사하고, 출원인이 자격이 있을 때 등록을 허가하도
록 하며, 상표의 소유권 변경을 기록하고, 미국 상표의 검색 파일 및 기록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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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상표에 대한 기본 정보(Basic Facts About Trademarks)" 소책자와
같은 자료를 통해 상표 정보를 게시하고 배포하도록 보장합니다.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무엇입니까?
Ÿ

상표는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의 상품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당사자의 상품
과 구별하는 단어, 문구, 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입니다.

Ÿ

서비스표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한다는 점을 제외하
면 상표와 동일합니다. 이 책자에서 “상표(trademark)”와 “표장(mark)”이라
는 용어는 상표와 서비스표 모두를 의미합니다.

상표, 저작권 및 특허가 동일한 것을 보호합니까?
아닙니다. 상표, 저작권 및 특허는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합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보호합
니다. 저작권은 원본 예술품 또는 문학 작품을 보호합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종류의 진공청소기를 발명한다면 발명 자체를 보호
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할 것입니다. 진공청소기의 브랜드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마케팅에 사용하는 TV 광고
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정보는 copyright.gov[10]를 참
조하십시오. 특허 정보는 uspto.gov/patents[11]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의 전반적 인식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려면 ‘지식재산인식평가도구’[12]를 사용하십시오.
도메인 이름, 상호 등록 및 상표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메인 이름은 특정 웹사이트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로 연결되는
웹 주소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웹 주소 "http://www.uspto.gov"에서 도메
인 이름은 "uspto.gov"입니다. 도메인 이름은 USPTO를 통하지 않고 공인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합니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다릅니다. 상표는
특정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합니다. 웹 주소의 일부로만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웹 주소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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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다른 눈에 띄는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다고 해서 상표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특정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더라도 다른 사
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포기해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상호(business name)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상호이자 상표로서 모두 인정될 수 있지만, 상호의 사용이 반드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state) 및 지역(local) 관할구역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증명(certificate) 취득의 일부로서 또는 가명(assumed
name) 제출로서 상호를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할 주에서 회사 또
는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사업체를 형성하기 위해 서류를 (일반적으로 주 법인위
원회 또는 주 법인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YZ Inc.와 같은
법인 이름(상호)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합시다. 해당 주에서 동일한 상호를 이미
신청한 회사가 없고 당신이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주 정
부는 당신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러한 상호 하에 영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특정 이름으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주 정부의 승인은 당신에게 상
표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이후 다른 사업자가 당신의 상호가 자신의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신의 상호 사용을 막으려할 수
있습니다.
표장 선택 시 연방 등록에 대한 고려 사항
당신이 필요로 하는 보호 유형이 상표 보호라고 판단되면,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전체 출원/등록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표장이
USPTO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일부 상표는
타인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표 및 출원/등록 절차를 처음 접하는 기업과
개인은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등록 및/또는 보호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 표장을 종종 선택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전에
(1)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이 등록 가능한지, (2) 선택한 표장의 강한 정도
(strength)에 따라 상표를 보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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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USPTO는 오직 상표를 등록하는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
다. 그 집행에 대해서는 상표 소유권자인 당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표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요소입니다. USPTO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당신의 특정 표장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당신이 출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언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표장과의 혼동가능성
USPTO는 연방법 및 규칙에 따라 모든 출원을 검토합니다. 등록을 거절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출원인의 표장과 다른 당사자 소유의 이미 등록된 또는
사전 출원되어 보류 중인 표장 사이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입니다. USPTO는 (1) 표장이 유사하고 (2) 소비자가 당사자들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동일한 출처를 갖는다고 오인하는 경우에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유사한 상표 또는 관련 상품/서비스 자체로는, 그 상표가 실제로
유명한 상표라고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 한, 혼동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상품과 서비스가 관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동일한 표
장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각 출원은 그 자체의 사실에 따라 결정되며,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기계적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환불
되지 않는(non-refundable) 출원 신청 전에 제안된 표장이 다른 표장과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철저한 상표 검색을 수행한 후에만 내릴 수 있습니다.
표장의 유사성
혼동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표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심사합니
다. 혼동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장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장을 발
음할 때 유사하게 들리거나, 시각적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번역에 따르더
라도)를 가지며, 그리고/또는 소비하는 대중의 사고(mind)에 동일한 일반의 상
업적 인상(commercial impression)을 주는 경우에 표장은 혼동을 일으킬 정
도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에 따라
서 소리, 외관 및/또는 의미의 유사성은 혼동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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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음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표장의 예입니다.
소리

위 표장들은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즉, “음역적 등가물”입니다.
외관

오른쪽 표장이 양식화된 글꼴을 사용함에도, 위 표장들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의미

이탈리아어인 “LUPO”를 영어로 번역하면 “WOLF”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표
장들은 유사합니다.
상업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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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장들은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표장에 디자인
에 더해서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업적 인상을 줍니다.

위 표장들은 유사한 일반적 의미를 전달하면서 동일한 정신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관련성
두 개의 표장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표장과
관련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만 혼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출원서에 식별된 상
품 및/또는 서비스와 이미 등록된 또는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에 식별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간의 상업적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
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
니다. 소비자가 공통의 출처에서 왔다고 (실수로) 추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실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혼동가능
성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은 관련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예입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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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강한 표장 대 약한 표장
기존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없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법률적 또는 상표
적 의미에서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장, 즉 제3자가 당신의 표장을 사용하
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는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표장은
다른 표장보다 보호하기 쉽고, 이러한 표장은 “강력한” 표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표장이 “약하다”면, 그것은 설명적 성격의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시
하고 보호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더 강력하고 더 독특한 표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한 표장은 피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장은

공상적(fanciful)

또는

임의적(arbitrary),

암시적

(suggestive), 설명적(descriptive), 일반적(generic) 성격의 네 가지 범주로 분
류됩니다. 당신의 상표가 속하는 범주는 상표의 등록가능성과 상표에 대한 당신
의 권리를 집행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쉽게 보호할 수 있는 표장 유형은 공상적이고 임의적인
표장인데, 그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공상적 표장은 사전
이나 다른 알려진 의미 없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임의적 표장는 보호대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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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연관/관계가 없는, 알려진 의미를 갖는 실제 단어입니다. 공상적이고 임의
적인 표장은 등록이 가능하며, 실제로 설명적 표장보다 등록될 가능성이 더 높
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표장은 창의적이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 중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공상적이고 임의적인 표장의 예 :
공상적 표장 : “보험 서비스”를 위한 BELMICO
임의적 표장 : “타이어”를 위한 BANANA
암시적 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 또는 연관성을 암시하지만, 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암시적 표장은 등록이 가능하며 “강력한” 표장으로도 간
주됩니다. 공상적 또는 임의적 표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암시적 표장이
차선책입니다.
암시적 표시의 예 :
“파이 크러스트”를 위한 QUICK N’ NEAT
“달력”을 위한 GLANCE-A-DAY
설명적 표장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 또는 디자인(예: "TV 수
리 서비스"를 위한 TV 묘사)입니다. 이러한 표장은 일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상적이고 임의적인 표장보다 보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USPTO
가 표장이 “단순히 설명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상거래를 통해 고유성을 획득하지 않는 한 주 등록부에 등록하
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적 표장은 고유성을 획득할 때까지 “약한” 것
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인은 종종 자신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적 표장을 선택하면
서, 이러한 표장은 소비자가 직접 그 표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값비싼 소비자 교육 및 광고의 필요성을
줄여 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논리적인 마케팅 조언인 반면에 쉽
게 보호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매우 약한 상표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자
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뒤늦게 사용하는 사용자로서는 설명적 표장을 등
록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명적 표장을 채택하는 것은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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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표장을 단속하고 집행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법적 측면에서 설명적 표장의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
운 표장을 선택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적 표시의 예 :
“요거트”를 위한 CREAMY
“베이글”을 위한 WORLD’S BEST BAGELS
일반명칭은 가장 약한 유형의 “표장”(또한 법적 의미에서 “표장”으로 분류할
수 없음)이며 제3자에 대항하여 등록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명칭은 상
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이고 흔한 이름이며 모든 사람이 상품과 서비스를 지칭하
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
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일반명칭을 채택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잠
재적인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매우 강한 공상적 표장조차도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비상표적인(non-trademark)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거나(이는

이하의

ESCALATOR 및 ASPIRIN 사례 참조), 표장의 사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명칭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시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표장의 원래 소유자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
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명칭 표장의 예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이름이기 때문에 등록 시 일반
적이라고 간주되는 상표에 대한 출원:
“자전거” 또는 “자전거 소매점”을 위한 BICYCLE
“유제품 음료”를 위한 MILK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하고 비상표적 사용으로 인해 결국 일반화된 상표:
“움직이는 계단”을 위한 ESCALATOR, “진통제”를 위한 ASPIRIN
USPTO가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기타 잠재적 근거
USPTO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이유로 제안된 표장
의 등록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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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surname)
• 상품/서비스 출처의 지리적 설명
• 설명적 또는 일반적인 단어로 번역되는 외국어
• 개인의 이름 또는 유사성
• 단일 책 및/또는 영화의 제목
• 순전히 장식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거절 중 일부는 등록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한편, 특정 상
황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거절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 및 기타 가
능한 거절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표심사지침 제1200장’[13]을 참조하
십시오.
표장 선택의 기타 요소
또한 표장을 선택할 때에는, 대중이 선택한 표장을 기억하고, 발음하며 및 철
자를 쓸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한
표장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미국 표
장이 외국어로 번역될 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특히 번역된 단어가 불
쾌감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상표 검색
상표 검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표장을 완전히 검색하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에 등록된 또는 출원 보류 중인 표장과의 혼동 가능성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검색은 다른 당사자가 이미 해당 표
장에 대해 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표장의 등록을 허락받지 못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통
해 당신의 표장 또는 표장의 일부가 다른 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또는 설명적
문구로 보여질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취약하거나 그리고/또는 보호받기 어려운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검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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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상표전자검색시스템(TESS)[5]로 알려진 무료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
며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TESS 도움말 페이지[14]에는 USPTO의 등록출
원 및 기존 보류 중 출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몇 가
지 샘플 검색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 혼동가능성으로 인해 상표 등록이 방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USPTO는 출원 신청 전에 당신의
표장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출원을 신청한 후 심사의 일환으로서 USPTO는 당신
의 표장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USPTO가 관련 상품/서비스
에 대해 당신의 것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다른 등록상표 또는 이전에
제출되어 보류 중인 표장을 발견하면 당신의 상표 등록을 거부합니다.
특허상표자료센터(Patent and Trademark Resource Center, PTRC)에서
TES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USPTO 웹사이트에는 당신이 위
치한 주의 특허상표자료센터 위치[15]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ESS를 통한 모든 검색은 USPTO의 연방상표 출원 및 등록 데이터베이스로
제한되며 상표권은 있지만 연방등록이 되지 않은 다른 당사자의 표장은 포함하
지 않습니다. “관습법상(common law)” 권리로 알려진 이러한 권리는 특정 지
역 내 상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근거합니다.
관습법상 사용이 등록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관습법상 권리는 등록에 기
반한 권리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당신의 상품 및 서비
스와 관련된 유사한 표장이 제시된 웹사이트 및 기사를 검색하여 우선하는 관
습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 상표 데
이터베이스와 상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은 매우 복잡하기 때
문에, 이하에 설명된 대로 “전체” 또는 “포괄적인” 상표 검색을 지원하는 상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고용
상표 출원 절차에 참여하거나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당신은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려면 미국 상표법 및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미
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표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이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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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USPTO에서 내 상표 문제를 처리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합니까?
당신의 주소(주소지)가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있지 않은 경우, USPTO에서
의 상표 문제에 대해 미국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당신을 대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는 그 사람이 거주하고 그 사람의 본가(principal home)가 되는
장소입니다. 기업의 주소는 기업의 고위 경영진 또는 임원이 기업의 활동을 일
반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본사의 위치이며 대체로 다른 지역들이 통제되는
중심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 영연방 또는 영토 포함)의 최고
법원 변호사로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만이 USPTO의 상표 문제에
서 당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률 업무 수행에 관한 면허가 없는
외국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는 USPTO의 상표 문제에서 당신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제출 준비, 서명 또는 제출 포함).
일단 변호사를 고용하면, USPTO는 당신의 출원, 등록 또는 상표심판항소위
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오직 당신의 변호사와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상표법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면허 변호사는 많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귀
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표 출원 절차 전, 도중 및 그 이후에 당
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USPTO에 출원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는 당신이 선택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방 등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방 등록, 주
등록 및 “관습법상” 미등록 상표를 포괄적으로 검색함으로써 미래의 비용소모적
인 법적 문제들로부터 당신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연방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라도 다른 상표 소유자가 당신이 선택한 표장과 유사한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검색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등
록되지 않은 상표는 USPTO의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지 않지만, USPTO가 당신의 표장을 등록하더라도 궁극
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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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신청할 때, 변호사는 등록 절차를 탐색하여 상표권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당신의 출원에 대한
적절한 신청 근거를 결정하고,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게 식별 및 분류
하며, 당신의 표장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견본을 선택하
고, USPTO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이 발부한 당신의 표장 등록에 대한
어떠한 거절에도 대응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USPTO 심사관이 연방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USPTO 직원은 당신에게 법률 자문
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당신이 상표권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표 소유자가 당신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신이
그들의 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는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고 당
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USPTO에서 당신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미국 전화 목록이나
인터넷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미국 주 변호사 협회 또는 미국 지역 변호사 협
회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미국 변호사 협
회의 법률지원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16] 참조). 고용한 변호사가 USPTO 전에
상표 출원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SPTO는 변호사를 선택하
거나 추천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의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까?
USPTO의 로스쿨 클리닉 인증 프로그램[17]은 클리닉 프로그램에 등록한 로
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교수진 클리닉 감독자의 엄격한 지도에 따라 USPTO에서
지식재산권법(IPL) 업무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는 미국의
프로보노(Pro Bono) IPL 지원[18] 목록을 게시합니다. 국제상표협회(INTA)는
또한 INTA 상표 프로보노 정보센터 시범 프로그램[19]을 수립했습니다.
나의 표장을 등록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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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장의 연방 등록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표장을 등
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없이 상거래에서의 상표 사용만을 기반으로 상표에
“관습법상”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
에 연방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관습법상 권리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Ÿ

표장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추정 및 등록부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하
여 전국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주(state) 등록은 해당
주의 경계 내에서만 권리를 제공하며, 관습법상 권리는 표장이 사용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존재함);

Ÿ

표장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공고;

Ÿ

USPTO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Ÿ

외국 침해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미국 등록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

Ÿ

연방 등록 기호 “®”을 사용할 권리;

Ÿ

연방 법원에서 표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Ÿ

해외 등록 획득의 기초로서 미국 등록의 사용

TM, SM 및 ® 상표 기호는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표장을 사용할 때마다 명칭(designation)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 등록된 경우, 표장 뒤에 ®를 사용하십시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품
에는 TM을, 또는 서비스에는 SM을 사용하여 USPTO에 출원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당신이 이를 각각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채택했음을 나타내십시오. 등록
기호는 오직 연방 상표 등록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에 표시되거나 관련된 표장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래 첨자 또는 위 첨자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같이, 배치와 관련하여 “®”기호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구체
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일부 외국에서는 “®”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에 표장이 등록되었음을 나
타냅니다. 외국 등록 보유자의 기호 사용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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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USPTO는 어떤 일을 합니까?
USPTO는 상표 출원을 검토하고 출원된 표장이 연방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결정합니다. USPTO 직원은 신청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무료로 답변
할 것입니다. 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 또는 1-800-786-9199
로 상표지원센터(Trademark Assistance Center, TAC)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USPTO는 “법률자문”의 성격을 갖는 어떠한 종류의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USPTO는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USPTO는 다음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Ÿ

표장을 사용할 권리(등록할 권리와 다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상표
권을 취득하기 위해 표장을 연방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은 없음

Ÿ

상표에 대한 권리의 집행 또는 잠재적 침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Ÿ

대중을 위한 상표 검색의 수행

Ÿ

등록 표장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

Ÿ

침해자에 대응한 표장 단속의 지원

Ÿ

미국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표장 기록 지원

Ÿ

출원서 제출 전 특정 상표 또는 상표 유형이 상표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Ÿ

관습법상 상표권, 주 등록 또는 상표침해주장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의견의 제공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방법

상표 출원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2020년 2월 15일부터 상표전자출원시스템[6]을 사용하여 상표 출원 및 모든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TEAS를
사용한 전자출원은 모든 출원인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279 -

TEAS는 일반적으로 연중무휴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날짜의 동부
표준시간 자정까지 특정 날짜에 대하여 출원일(filing d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PTO 시스템 현황 및 가용성[20]” 페이지에서 TEAS 온라인의 현재 상태
와 계획된 TEAS 보수정지(maintenance outages)가 언제 발생할지에 대해 알
아보십시오. “정지 중 서류 제출[21]"에서 계획되지 않은 TEAS 정지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TEAS 최초 상표 출원 신청방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TEAS 최초 상표 출원에는 TEAS Plus 및 TEAS Standard의 두 가지 신청방
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및 요건은 신청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에게 맞는 요
건에 따라 신청방법을 선택합니다.
TEAS Plus 및 TEAS Standard 출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TEAS Plus
이 신청방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class)당 $225로 출원 수수료가 가장
낮으며, 출원서 제출시 더 자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도
출원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Ÿ

USPTO의 허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식별 지침(이하 ‘ID 지침’)[3]에서 선
택한 상품 및 서비스

Ÿ

하나 이상의 완전한 출원 근거

Ÿ

기타 표장 관련 정보(예: 표장에 대한 설명 및 표장에 포함된 외국어의 영어
번역)

Ÿ

만일 당신의 출원이 TEAS Plus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
류당 처리 수수료 $125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출원은 TEAS
Standard 신청방법으로 처리됩니다.

TEAS Standard
이 신청방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당 $275의 출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TEAS Plus보다 최초 요건이 간소합니다. 예를 들어, ID 지침 항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당신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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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S Plus 및 TEAS Standard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표최초출
원양식[22]을 참조하십시오.
TEAS를 사용하지 않고 출원을 신청해도 됩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매우 드문 경우에만 특별 상황에
서의 청원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한 신청이 허용됩니다. TEAS를 사용하지 않
고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정지 중 서류 제출[21]”을 참조하십시오.
출원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됩니까?
신청된 TEAS 출원이 서버에 도달할 때, 동부 표준시를 사용하여 제출 날짜와
시간이 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일이 늦은 출원보다 먼저 신청된 출원에 대
해 심사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출원일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것
보다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당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출원은 “보류(on hold)” 상태가 되고, 이는 “정지(suspended)”되었다고 불
리며, 당신의 출원이 등록되거나 거절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출원이 선출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상표가 등록된다는 의미는 아닙니
다. 당신은 모든 출원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심사 중에 제기되는 모든 거절사
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제3자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기 위해 출원서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아래 언급된 “소유자(owner)”는 상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Ÿ

소유자(“출원인”) 이름 및 법인 유형

Ÿ

소유자 주소

Ÿ

소유자 이메일 주소

Ÿ

변호사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출원인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Ÿ

상표 설명(“도면”)

Ÿ

상품 및/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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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류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출원 수수료

Ÿ

소유자(출원인)의 이름 및 법인 유형
출원서에는 상표 소유자의 법적 이름과 소유자가 개인, 단독 소유권자, 기업,
동업자, LLC 또는 기타 법인 유형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표의 소유자
는 상표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성격과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
인입니다. 소유자는 출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원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USPTO에서의 모든 상표 업
무에 대해 미국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당신을 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변호사 고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소유자의 주소지 및 이메일 주소
출원인의 주소와 이메일 주소는 최초 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소
신청요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출원서에 대한 공문과 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보안, 스팸 방지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메일 시스템의 문
제로 인해 USPTO의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표 현황 및 서류 검색[7]을 이용하여 당신의 출원과 관련된 모든
USPTO 서신을 온라인으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TEAS 주소 또는
대리 변경 양식[23]을 사용하여 출원서의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경고
결제정보를 제외하고, 당신이 거주하는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하
여 당신이 USPTO에 제출한 모든 개인정보는 우리의 웹사이트와 Google®과
같이 USPTO 데이터를 색인화한 다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우리가 당신과 연락하는데 도움이
되어 출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는 필수정보는 아닙니다. 만일 당신
의 거주지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숨기고 싶다면 거주지 주소와 다른 우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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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주소정보는 “소유자 정보
(Owner Information)” 섹션의 올바른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여 오직 최초 출
원 양식과 “주소 또는 대리 변경” 양식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양식은
이 데이터를 공개하게 됩니다.
당신의 상표에 대한 USPTO 외 기관의 서신
요청
제3자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합법적인 서비스의 일부로 당신의
USPTO 출원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PTO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당신의 상표 출원과 관련해 매우 공식적으로 보여져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misleading) 제안 및 통지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기업들은 종종 USPTO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합니다(예: “상표”와 “United
States” 또는 “U.S.”가 결합된 용어). 이러한 통지는 종종 USPTO 출원번호, 국
제분류 및 출원일와 같은 공식 정부데이터를 강조하여 공식 정부문서의 형태를
모방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정부기관을 언급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증거서
류(references)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수료” 지불을 요구합니다.
USPTO에 대해 기한(deadline)이 도래했다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요
청(solicitations)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USPTO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의 출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섹
션 참조). USPTO의 모든 공식 서신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미
국특허상표청(USPTO)”과 이메일 도메인 “@uspto.gov”에서만 발송됩니다. 대
응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전에 상표 관련 서신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상표권 침해 주장의 서신
다른 상표 소유자가 당신이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경고(cease-and-desist)”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서신에서 제기된 사항이 불법적이거나 침해적인 사용임을 이유로 당신의 상
표 사용에 대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Ÿ

상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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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당신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직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고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USPTO의 출원 신청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이름, 우
편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소지(사람이 거주하고 그 사람의 주된 주소 또는 주 사업장이 될 장
소 즉, 법인인 출원인의 고위급 임원과 간부가 통상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시
하고 통제하는 본부)가 미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국 면허를 소지한 변
호사가 USPTO에서 당신의 상표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변호사 고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표장 설명(“도면”)
모든 출원서에는 하나의 표장(“도면”)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합
니다. USPTO는 그 도면을 사용하여 표장을 USPTO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업
로드하고 공보(Official Gazette, OG) 및 등록증서에 표장을 인쇄합니다. 등록
하고자 하는 표장의 다수의 변형물이 있는 경우, 각각 별도의 출원 및 수수료
가 필요합니다. 도면에는 “표준문자(standard character)”와 “특수형태(special
form)”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준문자” 도면이란 무엇입니까?
등록하려는 표장이 단어, 문자 또는 숫자로만 구성된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문자 도면이 제출됩니다. 표준문자 표장은 표장을 특정 글꼴, 스타일, 크기 또
는 색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문구 자체를 보호하므로 특수형태 도면보다 더 광
범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표준문자 도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합니다.
• 디자인 요소가 없을 것;
• 글자 및/또는 숫자의 양식화(stylizatio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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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 문자로 된 모든 문자 및 단어;
• 로마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모든 숫자;
• 일반적인 구두점 또는 발음 구별 부호만 존재할 것
참고: USPTO는 표준문자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숫자, 구두점 및
발음 구별 부호를 포함하는 표준문자집합[24]을 만들었습니다.
표준문자 도면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TEAS는 당신이 “여기에 표장을 입력하세요(enter the mark here)” 아래의
양식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표준문자 도면을 생성합니다.
“특수형태” 도면이란 무엇입니까?
표장에 디자인이나 로고가 단독으로 또는 문구와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스타일의 글자나 특정 색상이 중요한 경우, “특수형태” 도면 형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자인 요소와 결합된 단어(들)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도면은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된 단어(들) 및 디자인 요소를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도면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상표 이미지를 TEAS 양식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표장 이미지는 .jpg 형식이
어야 하며, 표장 디자인 주변에 최소한의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표장 이미지에
는 상표, 서비스표 또는 등록기호(TM, SM, ®)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색
채를 특징으로 하는 표장에 대해 색채 이미지가 제출되지 않는 한, 표장 이미
지는 흑백이어야 합니다.
흑백도면이나 색채도면을 제출해야합니까?
일반적으로 표장에 색채를 사용하더라도 흑백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흑백도면에는 해당 표장에 대한 모든 색채의 사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당신의 고객이 당신의 제품과 특정 색채의 표장을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경우, 표장을 제한하여 해당 색채를 표장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색채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는 경우, 주장하는 색채와 일치하는 표장의 색채도면
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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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도면을 제출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1) 색채의 명칭을 지정하고 그 색채가 표장의 특징임을 명시하는 “색채 주장(c
olor claim)”
(2) 표장을 설명하고 그 표장의 어디에 색채가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각각의 개
별 진술서
상품/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품은 자전거나 양초와 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
또는 케이터링과 같이 당신이나 당신 회사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때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객은 제품
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활동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고객이 자전거와 같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면, 당신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자전거 수리와 같은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당신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기재해야합니까?
당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출원이 “상업적 사
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상
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출원이 “상표를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
사(bona fide intent)”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된 모든 상품 및/또는 서
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려는 선의(good faith) 또는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게 기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색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식별 지침(ID 지침)[3]을 사용하여 해당 출원의 상
품 및/또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허용되는 문구를 찾으십시오. ID 지침의 모든 상
품과 서비스에는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es)”라고 하는 번호가 매겨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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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지정됩니다. 국제분류는 모두 45개가 있습니다. 1~34류는 상품에 대한 것
이고, 35~45류는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분류목록[25]을 검토하여 각 분
류에 속하는 상품과 서비스 유형을 알아보십시오. 이 목록은 당신의 상품 및/또
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원에서 당신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국제분류의 제목을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목은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
할 수 없으므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국제분류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연방등록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표권은 오직 미국 50개 주 및 영토에서만 적용됩니다.
나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서비
스와 관련해 어떻게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본(sample)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해당 상품 및/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출원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ID 지침에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유사해 보이는 항목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반 대중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당신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신만의 증명자료(own identification)를 작성하십시오.
산업분야 고유의 표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타 서비스” 또는 “회사 이름”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당신의
출원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고, 심사 또는 등록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출원
을 신청해야 합니다.
TEAS Plus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ID 지침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
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ID 지침을 확인하여 당
신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상품 및
/또는 서비스에 적합한 ID 지침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TEAS Plus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TEAS Standard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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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신청 후 상품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출원서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삭제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예
를 들어, 처음에 출원서에 상품으로 “셔츠”를 기재하였다면, 추후에 “티셔츠 및
폴로 셔츠”와 같은 특정 유형의 셔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셔
츠”를 “바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석”으로 출원을
신청한 경우라면, “보석, 즉 귀걸이”와 같은 특정 유형의 보석으로 상품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보석상자”나 또는 “보석상점”과 같은 서비스
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원 신청 수수료
출원 신청 수수료(application filing fees)는 사용된 TEAS 최초 출원 신청
방법(TEAS Plus 또는 TEAS Standard)의 유형과 출원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
비스의 국제분류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의 출원에 포함된 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류에 따라 개별의 신청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출원에는 여러 개의 국제분
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각 출원 당 하나의 상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원의 신청 근거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용의사 출원은 최초 신
청 이후에 제출해야할 서류와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출원에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다면 상표 수수료 정보 페이지[26]에서 현재의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만일 TEAS Plus 출원 신청 후 해당 신청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류별로 추가적인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당신의 출원은 TEAS Standard 출원으로서 처리되며,
TEAS Standard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TEAS 양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전자자금이체, 또는 기존 USPTO 예금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에는 당신의 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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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출서류의 처리비용이 포함됩니다. 만일 당신의 출원이 최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심사과정 중에 법적 근거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 USPTO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출원에 포함되는 기타 정보
무엇보다도, 출원 신청의 근거와 같은 출원일 요건이나 사용기반 출원에서의
견본(specimen) 외에 다른 출원 요건이 존재합니다. 정당한(proper) 사람이
출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출원 신청의 근거
출원서에는 신청의 “근거(basis)”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출원인
은 현재 상업적으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향후 상업적으로 표장
을 사용하려는 의사를 그들의 출원에 대한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 출원과 “사용의사” 출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든, 당신은 등록 전에 허용되는 견본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서에 기
재된 모든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상거래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했음을 입증해
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청근거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당신이 모든 상품/서비스
에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당신이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당신의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상
업적 사용(use-in-commerce)”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표장을 아
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

(intent-to-use)”를 근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의사”에 근거한 출원은 “상
업적 사용”을 근거로 한 출원 신청에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양식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양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의사 출원에 대해 어떻
게 표장의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상품/서비스를
사용 중이고 나머지에 대해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출원을 신청할 수 있
지만, 단 출원서에서 이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 근거란 무엇입니까?
상업적 사용에 근거한 출원 신청의 경우, 둘 이상의 주 또는 미국 영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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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주 간(interstate)” 상거래, 또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에서 상
품을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경우, 상품 그 자체에 표장이 표시되거나(예: 태그 또는 라벨)
상품의 컨테이너 또는 상품과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표장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경우, 표장은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사용” 근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Ÿ

어디서든 표장을 최초로 사용한 최초 사용일과 최초 상업적 사용일을 제시
합니다.

Ÿ

당신이 표장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보여주는 견본(사례)을 제출
하십시오. 해당 내용은 “사용에 기반한 출원의 견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최초 사용일"과 "최초 상업적 사용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초 사용일은 해당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최초로 판매 또는 운송한 날짜,
또는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는 그 사용이 오로지 해당 지
역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최초 상업적 사용일은 해당 표장을 사
용하여 둘 이상의 주 또는 미국 영토, 또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상업적으로
상품을 최초로 판매 또는 운송한 날짜, 또는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날짜를 의
미합니다. 최초 사용일은 최초 상업적 사용일과 같거나 그보다 빨라야 합니다.
“사용의사” 근거란 무엇입니까?
표장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용할 계획인 경우, 상업적으로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의 또는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장
을 사용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란, 하나의 아이디어 이상이면서 동시에 시장
출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거
나, 샘플 상품을 만들거나, 기타 초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표장을 사용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한 신청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제협약/조약에 따라 상표 소유자는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은
해외출원/등록(“제44조” 출원)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에서 출원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외국인 소유자는 자국에서 국제출원을 신청하고 그 보호를 미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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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6조(a)” 출원). 자세한 정보는 상표심
사지침(TMEP) 제1000장[27] 및 제1900장[28]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밖에서 내 표장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USPTO 등록은 그 상품/서비스에 “국제” 상품분류번호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미국 출원을 신청한 후 미국 밖에서 당신의 표장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국제출원을 신청하거나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표장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PTO
상표 사이트의 법률 및 규정(laws and regulations)에서 마드리드 협정[29]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에 기반한 출원의 견본
사용 “견본”은 무엇이며, “도면”과 어떻게 다릅니까?
견본(specimen)은 당신이 상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상표를 실제
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샘플입니다. 견본은 도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만 표시되는 반면, 견본은 구매자가
시장에서 접하게 될 당신의 상표를 보여줍니다(예: 견본은 전체 상품 및/또는
포장에 표시된 표장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웹페이지에 게시된 표장을
보여줍니다).
상품(제품)에 적합한 견본은 무엇입니까?
상품 견본은 상품 자체에 표시된 또는 상품이나 그 포장에 부착된 상표를 보
여줍니다. 예를 들어, 견본은 태그나 라벨이 부착된 상품 사진이나 상표가 표시
된 포장 사진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견본(display specimen)은 상품의
그림, 사진 또는 텍스트 설명 근처에 표장을 표시하고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
보를 포함합니다.
디지털로

변경된

이미지나

사진,

컴퓨터

일러스트,

아티스트의

표현물

(rendering) 또는 이러한 항목들과 유사한 모형(mock-up)은 견본이 될 수 없
습니다. 견본은 고객에게 판매되는 실제 상품 또는 포장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관상용(ornamental) 또는 장식용(decorative)으로 사용된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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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견본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 모자 또는 토
트백 앞면에 새겨진 슬로건 또는 로고는 소비자가 해당 슬로건 또는 로고를 출
처를 나타내는 상표가 아닌, 관상용의 또는 장식적인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셔츠 앞주머니에 있는 작은
개별 동물 로고와 같은, 작은 단어나 디자인을 상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사용에 대한 사진은 허용되는 견본일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견본>

<허용되지 않는 견본>

내 웹페이지가 상품에 적합한 견본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의 웹페이지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
는 포장 사진을 볼 수 있다면, 그 웹페이지는 일반적으로 견본으로서 허용됩니
다.
당신의

웹페이지가

상품과

직결된

상표를

보여주면서

판매

매장

(point-of-sale)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도 적절한 견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견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상품의 사진 또는 텍스트 설명 근처에 표시된 상표(상품과 직결된 상표)
• 고객이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구매 정보(판매 매장 특성)
모든 웹페이지 견본에 대해, 웹페이지의 실제 스크린 샷, URL 및 웹페이지에
방문한 그리고/또는 웹페이지를 인쇄한 날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견본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품에 적합한 견본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일반적으로 상품 견본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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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
• 홍보 공지
• 주문 양식
• 전단지
• 브로셔
• 보도자료
• 레터헤드(Letterhead)
• 명함
• 웹페이지 주소
서비스표 사용에 적합한 견본은 무엇입니까?
서비스 견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데 사용된 상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견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장 앞 영업 간판의 디지털 사진
• 서비스에 대한 브로셔
• 서비스에 대한 광고
• 서비스를 언급하는 명함
• 표장이 표시되고 서비스를 언급하는 문구류(Stationery)
견본은 상표와 서비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내 웹페이지가 서비스에 적합한 견본입니까?
당신의 웹페이지에 출원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데 사용되는 상표가 표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견본은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언급
• 상표와 서비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 서비스의 출처로서 상표의 사용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웹페이지라도 서비스 제공 또는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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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된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웹페이지의 실제 스크린 샷, URL 및 웹페이지에 방문한 그리고/또는
웹페이지를 인쇄한 날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지 웹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는 견본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웹페이지 견본은 MACYS.COM
상표가 웹페이지 왼쪽 상단 모서리에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소매 서비스에 대
한 견본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Ÿ

판매 중인 상품이 중앙에 표시되어 있으
며, 웹페이지 오른쪽의 메뉴는 온라인 스
토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
를 보여줍니다.

Ÿ

MACYS.COM 상표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상표의 근접성과 왼쪽 열의 “express checkout sign-in”이라는 눈에
띄는 문구에 기반하여 소매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또한 요구된 URL과 웹페이지에 방문한 그리고/또는 웹페이지를 인쇄한 날짜

가 견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에 적합한 견본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 또는 뉴스 기사를 프린트한 증거물은 당신의 상
표 사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견본은 다음과 같
은 것은 안 됩니다.
• 디지털로 변경된 이미지 또는 사진
• 컴퓨터 일러스트
• 아티스트의 표현물
• 광고 또는 웹페이지 모형
• 웹페이지 주소
견본은 언제 제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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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의 출원이 상업적 사용을 근거로 하는 경우, 출원서와 함께 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류마다 하나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출원이 사용의사에 근거하는 경우, 사용주장(allegation of use)
을 제출할 때 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류마다 하나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은 공개 전(사용주장에 대한 보정(Amendment to Allege Use)으로
지칭됨) 또는 공개 후(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 SOU)로 지칭됨)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의신청을 위한 공개”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주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의사 출원에 대해 어떻게 표
장의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견본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jpg 또는 .pdf 형식의 견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합니다. 표장이 사용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가능한 한 많은 라벨, 광고 또는 웹페이지
를 포함해야 합니다.
서명
누가 출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표장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원하는 경
우에는 당신이 출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상표를 소유한 경우라
면, 해당 사업체를 대신하여 출원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1) 출원 내용에
대해 직접 알고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2) 일반 파트너나 기
업 간부와 같이 소유자를 구속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출원
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가 출원인을 대신하여 출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그의 출원과 관련하여 USPTO에 제출해야 하는 다른 유형의 서류에
대해 누가 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하
십시오. 출원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법적 문서이며, 따라서 USPTO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람이 각각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전자 출원의 경우에 어떻게 서명합니까?
전자 출원에서는 두 개의 슬래시 사이에 당신이 직접 선택한 알파벳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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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서명을 입력함으로써 양식에 전자 서명을 입력합니다. 허
용되는 서명의 예로는 /john doe/, /jd/ 또는 /d123/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입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출원을 신청한 후 USPTO로부터 통지나 서신을 받게 됩니까?
출원서 접수 영수증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출원에 대한 서신들을 이메일로 보
내드립니다. 우리는 “@uspto.gov” 도메인을 통해 이메일로 모든 상표 출원 관
련 통지 및 서신을 발송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변호사(있는 경우)는 출원 신청방법이 TEAS Plus 또는 TEAS
Standard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서에 현재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당신의 출원과 관련된 모든 USPTO의 서신이 확실히 수신될 수 있도록 해당
이메일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면, 모든 USPTO의 서신은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신
에게 전달됩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출원에 대해 ‘TEAS 주소 또는 대리 변경 양식’을 작성하여 즉시 저희
에게 통지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 우리로부터 당신의
출원에 대한 중요한 서신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출원 현황의 변경과 출원과 관련된 이메일 서신 또는 답변해야할 통
지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소 6개월마다 출원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지정된 심사관이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당신의 출원을 검토할 것입니다. 전체 등록절차는 출원 신청의 근
거나 제출 시점의 출원서 완성도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1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의사 근거에 따라 신청된 출원의 일반적인 절차 타임라
인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상 다른 신청 근거에 따른 출원 절차 타임라인[3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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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기한 내(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모든 의견제출
통지서(office action) 또는 통지(notice)에 답변하십시오. 당신의 출원 기록에
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나의 출원 현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표 현황 및 서류 검색(TSDR)[7]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류 중인 출원 현황을 확
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출원번호(application serial number)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출원번호는 일반적으로 79, 85, 86, 87 또는 88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입니
다). 출원번호를 입력하고 “상태(Status)” 탭을 클릭합니다. 또한 상표지원센터(TAC)
1-800-786-9199(옵션1 선택) 또는 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로
연락하여 현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PTO 이메일이 스팸으로 차단되어 수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절차와 상관없이 당신은 모든 제출 마감일을 맞춰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기적인 현황 확인을 통해 우리가 발행한 서신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을 발
견한다면, 당신이 답변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 현황 및 서류
검색(TSDR)’[7]을 사용하여 서신 또는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출원번호를
입력하고 “서류(Documents)” 탭을 클릭하여 당신의 출원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제출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의 내용을 보려면 각각의 개별 목록
을 클릭하십시오.
출원의 법적·절차적 검토
출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 연방법에 따라 등록이 허락되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출원을 심사관에게 배정합니다. 심사관은 서면 출원서,
도면 및 견본을 심사하여 연방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연방상
표등록은 1946년 상표법(Trademark Act of 1946, 15 U.S.C. §1051) 및 상
표실무규정(Trademark Rules of Practice, 37 C.F.R.) 제2부(Part 2)에 따라
좌우됩니다.
심사관은 등록거절사유 또는 기타 요건을 설명하는 서신(의견제출 통지서,
Office action)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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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견제출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 출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공개
어떠한 거절 또는 추가적 요구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우, 심사관은 주간 온라인 간행물인 공보(OG)[31]에 대해 표장의 공
개를

승인합니다.

USPTO는

공개일을

명시한

공개통지서(Notice

of

Publication)를 당신에게 발송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메일 통신을 승낙하였다면, USPTO는 향후 공보에 공개될 날
짜의

약

3주

전에

“‘공개통지서’

통고(Notification

of

‘Notice

of

Publication’)”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실제 공개일에는 공보[31] 링크가 포함
된 “공보 공개 확인(Official Gazette Publication Confirmation)”이라는 두
번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만일 USPTO와의 이메일 통신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면, USPTO는 공개 약 3주 전에 공개일이 명시된 “공개통지서”를 서면
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공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에 공개된 후, 일반대중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표장의 등록
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절차와 유사하지만, USPTO의 행정심판소인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에서 진
행됩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제3자는 먼저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신의 출원에 대한 이후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
니다. 공개 후 다음 단계는 출원 신청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업적 사용” 출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기간 연장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성공적으
로 극복하였다면, 출원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
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관련된 어떠한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출원이 상업적 표장의 실제 사용에 근거하거나(제1조(a)) 또는 해외나 국제등록
에 근거한 경우라면(제44조(e) 또는 제66조(a)), USPTO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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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부터 약 11주 후에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할 것입니다.
“사용의사”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통지서(NOA)의 발급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기간 연장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성공적으
로 극복하였다면, 출원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
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관련된 어떠한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USPTO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때로부터 약 8주 후에 등록결정통지서(Notice
of Allowance, NOA)를 발급합니다.
등록결정통지서는 당신의 표장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등록되었
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등록의 다음 단계로서 당신은 등록결정통지서 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Ÿ

만일 당신이 사용의사(제1조(b))에 근거하여 출원을 신청했고 현재 상업적으
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진술서(SOU)”를 제출합니다.

Ÿ

상업적 상표 사용을 개시하고 “사용진술서”를 제출합니다.

Ÿ

만일 상업적 상표 사용을 개시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 6
개월의 “사용진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
me to File a Statement of Use)”을 제출하십시오.

사용진술서와 기간 연장신청 양식은 TEAS 양식(TEAS Forms) 페이지에 있습
니다.
"사용의사" 출원에 대해 어떻게 표장의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까?
등록결정통지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만일 등록결정통지서(NOA)가 이미 발행되었다면, 당신은 현재 모든 상품/서
비스에

대해

상업적으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선서진술서(sworn

statement)가 포함된 사용진술서(SOU)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사용을 입증하게
됩니다. 만일 기재된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
에 사용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표장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품/서
비스를 삭제하거나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 출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표심사
지침 제1110조[3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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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진술서는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Ÿ

상품 또는 서비스류당 출원 신청 수수료

Ÿ

표장의 최초 사용일 및 최초 상업적 사용일

Ÿ

당신이 표장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각 상품/서비스류별
하나의 견본(또는 사례)
USPTO가 등록결정통지서를 발행하면, 당신은 6개월 이내에 사용진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6개월 기간은 당신이 그것을 수령한 날짜가 아니라 등록결정통
지서에 표시된 발행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
하지 않았다면,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진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
(이하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되는데, 이는 출
원 절차가 종료되고 당신의 표장이 등록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등록결
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5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는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당신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진술
(statement)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연장신청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류
당 출원 신청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장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일은 사
용진술서나 그 다음 연장신청의 마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감일은 항
상 등록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현재 수수료에 대하여는 상표 수수료 정보 페이지[26]를 참조하거나 상표지원
센터(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 또는 1-800-786-9199)에 문
의하십시오.
등록결정통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록결정통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고 출원이 아직 공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신은 사용진술서(위 참조)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주장에 대한
보정(Amendment to Allege Us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장에 대한 공개
승인 후 등록결정통지서가 발행되기 전의 “금지기간(blackout period)” 동안에
는 사용주장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진술서를 제출하
려면 금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연방상표등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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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유지하려면, 등록일로부터 5~6년 사이에 첫 번째 유지서류
(maintenance document)를 제출하고 그 후에도 유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등록증에는 연방등록 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유지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등록은 취소되고 회복되거나 부활할 수
없게 되고, 전체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새로이 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지서류 제출 양식은 TEAS 양식 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기간 내내,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감시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USPTO는
관련 상품에 사용되거나 관련 서비스와 연관된 유사 표장에 대해 혼동가능성을
근거로 또 다른 보류 중인 출원이 등록되는 것을 막지만, USPTO는 별도의 감
시나 집행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방등록상표의 권리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신이 그 표장을 계속 사
용하고 필요한 모든 유지서류를 적절한 기간 내에 필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
는 경우 무기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유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Ÿ

제8조에 따른 지속적 사용 선언 또는 용인되는 상표 불사용(Declaration o
f Continued Use or Excusable Nonuse)(이하 ‘§8 선언서’)

Ÿ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속적 사용 선언 및 갱신 신청(Combined Declarati
on of Continued Use and Application for Renewal)(이하 ‘§§8·9 결합’)
§8 선언서는 등록일로부터 6년의 기간만료 전 또는 그 이후 6개월의 유예기

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선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등록은 취소됩니다.
§§8·9 결합은 등록일 이후 10년마다 또는 그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제출해
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등록은 취소 및/또는 만료됩니다.
마드리드 협정 등록에 적용되는 특별요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상표
홈페이지[1]의 왼쪽에 위치한 인기 링크 “등록 유지 또는 갱신(Maintain or Renew
Registrations)”을 사용하거나 상표지원센터(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
또는 1-800-786-9199)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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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관련 서류 제출에 따른 수수료
현재

수수료는

상표

수수료

정보

페이지[26]를

참조하거나

상표지원센터

(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 또는 1-800-786-9199)에 문의하십시오.
수수료는 대체로 USPTO가 당신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지정한 국제분류의 총 건수
에 기반합니다. 국제분류 목록은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33]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문의사항
Ÿ

USPTO 웹사이트, 상표 기초(Trademark Basics)[34]. 교육용 비디오, 출원
처리일정, 자주 묻는 질문(FAQs)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Ÿ

상표지원센터(TAC) TrademarkAssistanceCenter@uspto.gov 또는 1-800
-786-9199. 일반적인 상표 정보 및 인쇄용 출원 양식을 제공합니다.

Ÿ

특허상표자료센터(PTRCs)는 특허 및 상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대중의 다
양한 지식재산권 요구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공공, 주(state) 및 학술 도서관
네트워크입니다. 특허상표자료센터는 상표 절차와 관련된 특정 질문에 답변
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치한 주(state)의 특허상표자료센터 목록[15]을 포함한
특허상표자료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 웹사이트의 특허상표자료센터
섹션(PTRC section)[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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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조(B) 타임라인 : “사용의사”에 근거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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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ractitioners/law-school-clinic-1
[18] 미국의 프로보노 IPL 지원 (Pro Bono IPL Resource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americanbar.org/groups/intellectual_property_law/resources/probono/
[19] INTA 상표 프로보노 정보센터 시범 프로그램 (INTA trademark pro bono
clearinghouse pilot program)
https://www.inta.org/Advocacy/Pages/ProBonoClearinghouse.aspx
[20] USPTO 시스템 현황 및 가용성 (USPTO Systems Status and Availability)
https://www.uspto.gov/blog/ebiz/
[21] 정지 중 서류 제출 (Filing documents during an outage)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ication-process/filing-online/filing-doc
uments-during-outage
[22] 상표최초출원양식Trademark Initial Application Forms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ication-process/filing-online/initial-appl
ication-forms
[23]

TEAS

주소

또는

대리

변경

양식

(TEAS

Change

of

Address

or

Representation form)
https://teas.uspto.gov/wna/ccr/cca
[24] 표준문자집합 (Standard character set)
http://www.uspto.gov/teas/standardCharacterSet.html
[25] 국제분류목록 (List of international classes)
https://www.uspto.gov/trademark/trademark-updates-and-announcements/nic
e-agreement-currentedition-version-general-remarks
[26] 상표 수수료 정보 페이지 (Trademark fee information)
https://www.uspto.gov/trademark/trademark-fee-information
[27] 상표심사지침 제1000장 (TMEP Chapter 1000)
http://tess2.uspto.gov/tmdb/tmep/1000.htm
[28] 상표심사지침 제1900장 (TMEP Chapter 1900)
http://tess2.uspto.gov/tmdb/tmep/1900.htm
[29] 마드리드 협정 (Madrid Protocol)
http://www.uspto.gov/trademarks/law/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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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온라인상 다른 신청 근거에 따른 출원 절차 타임라인 (Process timelines for
applications filed under different filing bases)
http://www.uspto.gov/trademarks/process/tm_timeline.jsp
[31] 공보 (Official Gazette, OG)
http://www.uspto.gov/news/og/trademark_og/index.jsp
[32] 상표심사지침 제1110조 (TEMP Sections 1110 et seq)
http://tess2.uspto.gov/tmdb/tmep/1100.htm#_T1110
[33]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International Schedule of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http://www.uspto.gov/trademarks/notices/international.jsp
[34] 상표 기초 (Trademark Basics)
https://www.uspto.gov/trademarks-getting-started/trademark-basics
[35] 특허상표자료센터 섹션 (PTRC section)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support-centers/patent-and-tr
ademark-resourcecenters-pt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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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제5장 Ⅲ 관련)

상표권 사용계약과 분쟁예방 CHECK LIST
구분

CHECK LIST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미등록상표, 등록상표, 증명표장 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확인
□

계약 전 단계
계약하고자 하는 방식(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과 효력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
하고 있습니까?

계약 체결 단계
(공통)

계약 체결 단계
(등록상표일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

계약서 내에 상표, 효력범위,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까?

□

상표권 사용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까?

□

계약 관련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까?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하였습니까?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을 확인하였습니까?

□

상표의 권리자와 실제 계약자를 확인하였습니까?

□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습니까?
계약 체결 단계
(출원 중
상표일 경우)

계약 지속 단계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권리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는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까?

□
□
□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까?

□

계약의 연장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까?

□

계약 기간 중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약 기간 중 제3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권자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까?

□

□

계약 종료 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

계약 종료 후 금지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계약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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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u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상표제도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업무의 신용을 유지하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u

현대 사회에 들어서 상표권, 브랜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어떠한 상표를 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u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u

이러한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상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어
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권리자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
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u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u

이 가이드라인은 상표권 사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표권이 거래 환경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NEWS] 소송 휘말리고, 기업 이미지 떨어지고, ‘유사상표’ 주의보
일본의 국민과자 A와 유사한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국내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본의 A사는 국내 과자 도매업체인 국내 B사에 해당 과자 캐릭터 상표권에 대한 한국 내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선사용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상표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후 B사는 A 캐릭터를 이용하여 인형이나
가방 등의 제품을 만들기로 하는 계약을 C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사가
A사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허법원은
A사의 상표와 C사의 상표가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기업이 특정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했더라도 브랜드가 커지면
상품의 폭이 확장될 수 있고, 기존 상표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새로운 상표를 선정
하거나 계약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 뉴스, “소송 휘말리고 기업이미지 떨어지고…유사상표 주의보”, 2019. 11. 7.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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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어정의 및 개념 설명

1. 용어 정의
[ 상표란?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통해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란? ]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재산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같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권자란? ]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나
기간, 방법이 모두 다르니 계약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표권 사용계약이란? ]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맹계약 등에서

계약입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표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함께

다른 계약에 부수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계약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상표의 사용이란? ]
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시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③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상표권 사용료란? ]
명칭, 지급형태, 방법 등에 관계없이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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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또는 로열티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2. 다양한 상표의 유형
u

상표의 유형에 따라 사용의 방법이나 사용권자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도형+문자가 결합된 상표]
(등록번호: 4008460340000)

∙단체표장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
(등록번호: 4004365990000)

[색채로 구성된 상표]
(등록번호: 7020140052760)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한국오리협회 단체표장]
(등록번호: 4300004110000)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주상공회의소 단체표장]
(등록번호: 4300000700000)

[한국경호경비협회협동조합 단체표장]
(등록번호: 4300004740000)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번호: 4400003290000)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번호: 4400000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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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번호: 4400000370000)

∙증명표장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증명표장]
(품질증명)
(등록번호: 4700000500000)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한국생산기술원 증명표장]
(국제통용 발자국 인증제도 증명)
(등록번호: 4700000340000)

지리적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광양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광양시 지리적표시 특산품 제조자로서 표장사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품목별 지리적표시 특산품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함을 증명)
(등록번호: 4800000230000)

∙업무표장

[대한민국 증명표장]
(수출실적 증명)
(등록번호: 4700000110000)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완도지역의 황칠나무 및 황칠나무잎을 생산하여
판매･수출하는 자에 대한 증명)
(등록번호: 480000016000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청와대 업무표장]
(등록번호: 4200031190000)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번호: 4200041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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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업무표장]
(등록번호: 4200059150000)

[읽기자료] 브랜드와 상표
브랜드(Brand)와 상표(Trademark)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
합니다. 상표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라면, 브랜드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
그룹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브랜드는 상품의 표지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권’이라는 개념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법상의 ‘상호’의 개념도 포섭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도, 충성도와 같은 무형적 자산 개념을 포괄한 용어로,
제품 및 서비스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 이상의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는 여러 개의 상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는 브랜드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용어와 개념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
등록상표

미등록상표

특허청에 등록되어
유효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는 상표

계약 시점에 사용되고 있으나
특허청에 등록 되지 않은 상표

∙ 상표권 사용계약은 주로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무효･취소의 신청,
3년간 불사용에 따른 취소, 존속시간 미갱신 등의 사정에 의해 권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계약을 협의하기 전 등록상표의 현 상태(제3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행 상표법은 미등록상표에 관한 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등록상표는 상표법 내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불명확하며 권리행사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사용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을 반드시 염두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상표는 상표법상의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약의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
실시계약을!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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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상표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상표권에 관한 권리 관계는 특허정보넷(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정보넷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상표를 검색하면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법적상태, 서지사항,
인명정보, 행정처리 등의 상세정보, 출원공고, 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등록상표 예시(검색어 : 특허청)
[검색화면]
∙ 좌측 상단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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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등록사항]
∙ 상표등록번호, 권리관계의 변동, 현재의 상표권자, 등록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행정정보]
∙ 상표의 출원부터 각종 행정절차의 처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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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NEWS] 떡볶이집 이름이 바뀐 사연은?
D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창업주 부부의 불화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며, 560개의 가맹점이 명칭을
하루아침에 E 떡볶이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 상표권은 프랜차이즈 법인 명의가 아닌
창업주 중 한 명인 Y씨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창업주 부부의 이혼소송과 함께 회사의 운영권은
X씨가, 회사의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Y씨가 가져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혼소송과 함께
Y씨는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Y씨가 승소
하면서 D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 상표권 분쟁, 2심도 창업자 부인 승소”, 2017. 11. 21. 기사 참조)

[관련NEWS] 상표권 없이 수백 개의 가맹점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표권도 확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나, 상표권
등록이 잇따라 거절당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F사는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점포를 체인점으로 내줬으나, F사가 사용하는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상표이다. F사의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F사는 재차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으며, 이에 상표권 거절결정에 따른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부매일, “상표권 없이 수백 개 가맹점 모집한 ○○”, 2020. 1. 7.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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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상표권 계약을 통해 설정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상표권 계약을 통해 설정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상표권자를 포함한 제3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권자 및 여러 명의 사용권자가

사용권자만 사용할 수 있음)

함께 사용할 수 있음)

u

상표권 사용계약 시 사용권 유형에 따라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사용계약 유형별 장단점 비교와 계약 시 주의사항
∙ 상표권자(허가자)와 사용자(피허가자)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적절한 형태의 사용계약
(사용허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사용허락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또한 계약 조항상 당사자 간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에서
실시허락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으로 간주됩니다.
∙ 상표권 사용계약은 계약 후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장 내
장점

단점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 간의 경쟁에서 유리함.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상표권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음
여러 명의 사용권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료가

시장에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함.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을 수 있음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음

[읽기자료] 아이돌이 좋아하는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상표권 분쟁 중?
한 방송국 매점에서만 판매해 아이돌 가수들이 즐겨먹는다고 알려진 샌드위치가 상표권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분쟁은 원상표권자인 G씨가 H사와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은 것이 발단이다.
G씨는 H사와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간 국내 전 지역에서 3개의 점포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사용료는 100만 원으로 책정했고, 3개 이상의 점포를 초과할 경우
G씨와 미리 상의 후 진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H사는 여러 백화점 등에 팝업스토어 형태
로 3개 점포 이상의 영업을 해온 데다가 해외점포까지 오픈을 진행 준비 중에 있어 양측은 각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아이돌 즐겨먹는다던 ‘인기가요’ 샌드위치, 지금은 상표권 분쟁 중?”, 2019. 6. 9.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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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한 법률 규정
u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 및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링크: 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u

사용계약과 관련한 주요 조문 (※ 각 조문명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상표법」 제95조 전용사용권
∙ 「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 「상표법」 제100조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상표법」 제102조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 「상표법」 제110조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 「상표법」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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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표권 사용계약을 위한 기초사실 정리

1. 계약당사자
u

상표의 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 설정되며, 계
약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입니다.

u

상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상표권을 누가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상표권 사용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u

모든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사용거래 여부와 계약의 내용, 상
표권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u

상표권 사용계약이 자주 이루어지는 기업, 대학, 단체 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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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의무

u

모든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각각의 책임과 일정한 법적 의무를
가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

u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각자 상표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 상표의 신용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u

상표권자는 그 상표의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후에도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권자가 상업적 신용과 명성을 해치거나 사회공중의 이익을 해
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u

사용권자는 상업적 신용과 명성을 해치거나 사회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해
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허락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u

동일한 상표의 상품이라도 생산자와 생산지가 다르면 상품의 품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사용권자는 사용허락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그 상품을 생산한 회사명과 생
산지 등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권 등록 절차에 협력할 의무

u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은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그 효력이 발생합
니다. 하지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침해되
었을 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상호 협력하여 등
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u

전용･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상표권자(등록의무자)와 사용권자(등록권리자)가 공
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등록원인(계약서 등)의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
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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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사용료 지급 의무

u

상표권자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방식에 대하여
사용권자에게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u

사용권자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방식, 지급방법은
상표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 뒤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상표권을 유지할 의무

u

상표권자는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 동안 사용권자가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포기는 사용권의 존속여부와 관련된 매
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u

사용권자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u

전용사용권자의 경우 사용계약에 의하여 상표권을 사용 중일 때, 상표권자의 의사에 관
계없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
표등록료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의무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등록료를 내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전용사용권도 함께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사용권자가 상표등록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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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사용료
u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권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인한 대가입니다. 상표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과 같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
으며,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u

상표권 사용료의 종류
① 선급금, 이니셜 로열티(initial royalty) : 일정한 고정금액을 1회 또는 계약에 따른 날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② 경상사용료,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 : 제조･판매량･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금액의 특정 비율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③ 이니셜 로열티와 러닝 로열티를 모두 책정하는 형태

u

상표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식
① 기준금액×사용요율 : 매출액 등의 기준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
② (기준금액-광고선전비)×사용요율 : 매출액 등의 기준금액에서 상표권의 관리 차원에서
실행된 광고비를 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
③ (기준금액-특수관계자 매출)×사용요율 : 매출액 등의 기준금액에서 상표권을 사용하는
자의 특수상황에 기한 비용을 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
④ (기준금액-특수관계자 매출-광고선전비)×사용요율 : 매출액 등의 기준금액에 광고비와
특수관계자 매출을 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
⑤ 기타 : 매출액 등의 기준금액에서 각 회사별 특성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

u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 매출액이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긴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 1일 평균 매출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여 생긴 총금액을 계약에서 정한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계약에서 정한 일수란
실제 영업 일수 또는 계약당사자 간에 정한 일수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관련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재해 등으로 인해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상표 사용권자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을 때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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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
∙ 상표권 사용료는 전용사용･통상사용의 여부, 업종, 상품, 상표의 가치(인지도, 이미지, 품질),
상표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상표의 성장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
- 상표가 제품판매에 미치는 영향
- 동종업계 대비 상표의 인식 정도
-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으로 인한 상표시장의 확대 가능성
- 상표권을 보유한 자의 리스크(구조조정, 파산, 합병)
-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상표의 가치평가 결과
- 상표권 침해이슈･분쟁 여부
- 기타(홍보수단/연관시장의 확장, 기업 대표자 등의 도덕적 해이 이슈 등)

u

상표권 사용료의 업계 요율은 이 가이드라인의 [참고자료] 업종별, 유형별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조사된 자료의 일부이며, 이 외에도 당사자
간의 여러 근거를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u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 사용계약의 내용 중 일부이며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가 자유롭게 협
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용권자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
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이미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사용요율을 책정하여 제시하
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권 사용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정확한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용권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거나 여러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
분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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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NEWS] 카카오 이름값 짭짤, 상표권 사용료 40억
40억 원, ‘카카오’라는 이름값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 수익이다. 2019년 3월 기준,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 12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40억 6,108만 원을
받았다. 카카오는 계열사와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0.3% 또는 ▲ 상표권을 활용해 나온 매출의
0.3%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다르게 받는 계열사도 있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
VX는 카카오와의 협의에 따라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회사이다. 이와 달리 캐릭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카카오프렌즈(현재 카카오Ⅳ로 명칭을 변경)의 경우는 기본 상표권 계약에 더하여
캐릭터 사용권을 포괄하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별건 계약을 체결 중이다. 카카오와 카카오프렌즈는
상표권을 통해 발생한 서비스 및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0.3%와 더불어 캐릭터 사용권에
대하여 캐릭터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서비스 및 상품의 손익계산서 매출의 2.6%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더리포트, “‘카카오’ 이름값 짭짤, 상표권 사용료 40억 원”, 2019. 6. 3. 기사 참조)

[읽기자료] 상표권 사용료, 많아서 문제?
국내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로 지주회사 등에 수백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J손해보험이 지주회사인 J그룹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다면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900여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J손해보험이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J그룹에 지급하는 게 지나치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상표권의 주인인
지주회사에 100억 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K사도 문제이다.
브랜드는 한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영 위기 속에서는 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선비즈, “○○, △△, □□ 계열사들 적자나도 지주사에 수백억 브랜드 사용료 낸다는데”,
2020. 5. 28.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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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상표권 사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의 주요 조항

(1) 계약서의 명칭
u

‘상표의 사용허락 계약’, ‘상표의 사용계약’, ‘상표권 사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과 계약서 본문의 명칭을 통일하여 계약에 있어 혼란이나 상
호 간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정의규정
u

계약서에 등장하는 각 대상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나 당사자 간의 견해가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반
드시 그 정확한 범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u

예를 들어 대상 상표(상품), 서비스, 상표의 사용, 지역, 발효일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약서 전단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u

정의규정 (예시)

제0조 (정의)
본 계약에서 이하의 용어는 각각 이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사용대상 상표’란 제〇조에 의해 특정되는 甲의 등록상표를 의미한다.
2.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지역’이란 대한민국 국내를 의미한다.
4. ‘독점적 사용권’이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을 의미한다.
5. ‘총매출액’이란 ⼄이 사용대상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긴 총 금액을
의미한다. ‘총매출액’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6. ‘발효일’이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을 의미한다.
7. ‘분기’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개시일로 하고, 그 3개월 후를 종료일로 하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의 각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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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대상 상표와 지정상품
u

계약서에서 사용대상 상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u

사용대상 상표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등록번
호, 출원 중인 경우 출원번호 등이 있으며, 상표의 유형에 따라 허가대상과 구체적인 사
항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u

여기에서 특정되는 등록상표의 명칭, 상표등록번호, 지정상품 등은 계약서 본문에 기재
하되, 해당 상표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첨부서류로서 상표등록원부나 상표공보 등
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u

또한 지정상품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정이 불명확하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나 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u

사용대상 상표와 지정상품 (예시)

제○조 (사용대상 상표의 개요)
1. 등록상표의 명칭
2. 상표등록번호 ________________
3. 해당 상표의 등록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

____________(〇〇류)
____________(〇〇류)
4. 해당 상표의 등록일자 ________________
5. 해당 상표의 갱신기일(가장 가까운 갱신기일을 기입) ________________

제○조 (사용대상 상표의 표시) 사용대상 상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대상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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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계약서 작성해보기 ∙

상표 예시(전라남도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빛그린)

∙ 상표권 사용을 위해 사용대상 상표의 개요 부분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제○조 (사용대상 상표의 개요)

1. 등록상표의 명칭
2. 상표등록번호 4008706120000
3. 해당 상표의 등록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

- 제33류(9판) :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딸기주, 럼주, 리큐어
(Liqueurs),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발포성 과실주, 발포성 포도주, 배술, 버찌주, 베르뭇, 보드카,
브랜디(brandy), 비터즈(Bitters), 사과주, 스위트와인, 식탁용 포도주, 아니스 리큐어, 아니스
(Anise) 술, 아라크(Arak) 술, 아페리티프(Aperitifs), 아페리티프(Aperitifs) 술, 알콜성 과일엑기스,
알콜에센스, 알콜엑기스, 알콜함유 과일음료, 압상트, 와인쿨러, 우유함유 알콜칵테일, 위스키, 유자주,
증류주, 진(Gin), 천연발포성 포도주, 칵테일, 커피주, 큐라소(Curacao), 포도주, 고량주, 노주(⽼酒),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藥⽤酒), 오가피주, 중국식 백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호골주
4. 해당 상표의 등록일자 2011년 06월 28일
5. 해당 상표의 갱신기일(가장 가까운 갱신기일을 기입) 2020년 8월 12일

∙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조 (사용대상 상표의 표시) 계약상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대상 상표

※ 예시에서 활용된 상표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서의 양식 및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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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권
u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u

계약서의 ‘사용권’ 부분에서 허락내용의 종류(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계약의 기간,
지역, 상표사용이 허락된 제품, 계약 만료 후의 해당 상표를 사용한 재고제품의 처리,
상표 표장의 제공방법, 사용권자의 재허락 권리 유무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u

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특정한 사례를 제시하여도 문제없지만,
상표법 제95조 내지 제97조를 준용한다고 기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u

사용권 (예시)

제○조 (사용권의 기간 및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의 사용권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상표법 제97조」 / 전용사용권 「상표법 제95조」
3. 사용지역 : 약정에 따라 정한다.
4. 사용상품 :

제○조 (사용권) 본 계약에 따른 상표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사용권 형식 ________________
2. 상표 사용계약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

____________(〇〇류)
____________(〇〇류)
3. 상표 사용계약에 기반한 상품의 판매 지역 ________________
4. 계약 기간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은 ________________부터 ________________까지이다.
5. ⼄은 상표권 사용계약에 근거한 상품의 범위를 넘어 甲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甲의
허가 없이 ⼄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허락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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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계약서 작성해보기 ∙

상표 예시(전라남도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빛그린)

∙ 상표권 사용을 위해 사용권 부분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제○조 (사용권의 기간 및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의 사용권은 2021년 03월 02일부터 2023년 03월 01일까지로 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상표법 제97조」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 지역
4. 사용상품 : 딸기주, 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발포성 과실주, 발포성 포도주, 유자주

∙ 상표권 사용을 위해 사용권 부분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제○조 (사용권)
1. 상표 사용권 형식 통상사용권 「상표법 제97조」
2. 상표 사용계약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

제33류 중 딸기주, 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발포성 과실주, 발포성 포도주, 유자주의 제조 및 판매
3. 상표 사용계약에 기반한 상품의 판매 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
4. 계약 기간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은 2021년 03월 02일부터 2023년 03월 01일까지 이다.
5. ⼄은 상표권 사용계약에 근거한 상품의 범위를 넘어 甲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甲의
허가 없이 ⼄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허락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기타 증빙을 계약서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상표 사용품목 출하실적 1부
2. 영업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예시에서 활용된 상표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서의 양식 및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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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또한 사용권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상표권 자체를 갱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u

사용권 관련 추가 사항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권에 관한 사항>
제○조 ⼄은 상표권 사용계약에 근거한 상품의 범위를 넘어 甲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甲의 허가 없이 ⼄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허락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〇조 ⼄은 본건 상표권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본건 상표권의 신용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 (상표사용권의 실시)
① 甲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甲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甲은 ⼄에 대한 상표사용허락 이외에 ⼄의 사업을 후원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은 상표사용에 있어 이런 후원･감독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권 갱신에 관한 사항>
제○조 ⼄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____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甲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종료된다.
제〇조 ① 甲은 본건 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갱신을 자신의 재량 또는 ⼄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갱신이 ⼄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는 본건 상표권 사용계약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의 요청에 의한 본건 상표권의 갱신에 따른 비용은 ____________이 이를 부담한다.
<설정 등록에 관한 사항>
제○조 ⼄이 사용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말소비용은 ____________이 부담한다.
제○조 (사용계약의 등록)
甲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____ 이내에 본 계약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절차를 실시하며, 해당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________ 이 부담한다. 등록에 관하여 甲과 ⼄은 서로 협력한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권자는 사용권 설정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등록절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〇조 甲은 자신의 명의의 본건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허락 하는 경우 ⼄과 협의에 의하여
⼄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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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사용에 관한 원칙
u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쌍방 간에 준수해야하는 원칙이나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u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상표가 나타내는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권자에게 품질유지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u

또한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표사용 행위를 감독할 책임, 상표권 사용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상표의 양도를 허락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약정, 사용권자의 상품품질보증
의무, 상품에 자신의 이름 및 상품의 산지를 표기할 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의 통지의무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u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간 보고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사용권자의 보
고의무, 관계서류의 보관의무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u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원칙>
제〇조 ⼄은 본건 상표권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본건 상표권의 신용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권자의 권한>
제〇조 ① ⼄은 甲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불량품에 대하여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甲은 ⼄의 영업소 등에서 (수시로) 검사를 행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상표가
불량품에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사용권자의 의무>
제〇조 ⼄은 정해진 지역 및 계약 기간을 불문하고 이하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계약상표’와 유사하거나 이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상호, 기타 표식을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2. ‘계약상표’의 식별력을 상실하거나 이에 화체된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3. ‘계약상표’를 제3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혼동시키거나,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
<품질보증에 관한 의무>
제○조 (품질의 보증)
① ⼄은 해당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甲은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 상품의
품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甲은 ⼄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한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 ⼄에 대해 상표를 제거한 후 폐기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甲은 ⼄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되, 품질검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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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업계의 기준에 의거한다.
④ ⼄은 해당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기업명칭 및 상품의 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제○조 ① ⼄이 계약제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형태 및 색채를 포함해 甲이 사전에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는 전항의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하지 않는다.
제○조 ① ⼄은 상표를 사용할 때 본 계약에 따라 甲이 제공하는 상표의 표장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甲의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에 대한 어느 하나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은 甲이 제공한 상표 표장에 근거하여 스스로 문자, 도형상표, 포장용품, 제품 선전용품, 위조
방지 스티커 등의 판매와 관련한 필수 표장을 제작할 수 있지만 상기 물품 등은 반드시 甲의 허가
를 거쳐야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 ⼄은 무단으로 관련된 물품을 처리할 수 없다.
제○조 (보고) ① ⼄은 매(월/분기/년) ________________ 기간 동안의 본건 제품의 제조 등의 수량,
가격 및 그에 의해 결정되는 사용료를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본건 제품의 제조 등의 실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구체적 기재사항은 甲이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른다.
제○조 ⼄은 상품의 판매 전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상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甲에게 송부하여 甲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甲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________일 이내에 ⼄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은 상품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금지사항>
제〇조 (유사상표의 출원금지) ⼄은 계약상표 전체나 그 일부 혹은 계약상표와 유사한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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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권 사용료
u

상표권 사용료는 판매액이나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상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u

상표권 사용료 규정에는 금액, 산정방법, 일시금의 여부, 러닝 로열티 비율, 매출이나
사정변화에 따른 사용료의 변화 여부, 사용료의 지불방법, 지불일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u

사용료를 매출액이나 매출수량으로 기준할 경우, 사용권자는 일정 기간마다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및 이에 따른 사용료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상
표권자에게 사용권자 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권이 주어집니다.

u

경우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계약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사용권의
경우 통상사용권과는 달리 상표권자가 향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
어도 ‘최소 사용료’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u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를 고려하여 최
소 사용료 조항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u

사용료 관련 기본 규정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료>
제○조 (사용료)
① ⼄은 본건 계약에 의해서 甲으로부터 허락된 사용권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甲에게 지불한다.
일시금 : ________________원
사용료 : 본건 상표권을 사용한 제품(이하 ‘본건 제품’)의 총매출액의 ________%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상표권 사용료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한다.
제○조 (사용료)
① ⼄은 계약일로부터 ________일 이내에 정액 사용료 ________________를 지불하기로 한다.
② ⼄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________%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연도별(또는 분기별)로 지급･정산한다.
제〇조 ⼄은 본 계약에 의해 ⼄에게 주어진 권리의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로서 ‘발효일’로부터

________일 내에 ________________원을, 또한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매년 ‘발효일’로부터
________일 이내에 ________________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매출액, 일시금, 사용료 등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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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지급 및 정산 관련>
제○조 (상표사용료의 지급･정산 및 보고) ① 상표사용료는 선급상표사용료와 경상상표사용료로
구성되며, ⼄은 계약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甲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 방식에 따라 甲은 ⼄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전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와 이미 지급한 사용료 사이에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은 그 차액의 ＿＿＿배를 甲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사용료 산정을 위한 검토>
제〇조 ① ⼄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甲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甲은 필요에 따라 甲의 직원 또는 甲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최소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〇조 ① 사용료는 본건 상표의 사용기간에 본건 제품의 총 판매수량의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단 해당 총 매출액이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 ＿＿＿원을
해당 사용기간의 사용료로 한다.
<사용료 연체에 관한 규정>
제〇조 본 계약이 정하는 지급시기까지 본 계약의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 해당 미지급 대가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기까지 연 ＿＿분의 ＿＿에 해당하는 금리를 연체료로 甲에게 지불한다.
<사용료 반환청구 금지>
제〇조 ⼄은 계약기간 중에 ⼄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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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계약서 작성해보기
∙ 상표권 사용을 위해 사용료 부분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정액+정률)
제○조 (사용료)
① ⼄은 본건 계약에 의해서 甲으로부터 허락된 사용권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甲에게 지불한다.
일시금 : 1,000,000 원
사용료 : 본건 상표권을 사용한 제품(이하 ‘본건 제품’)의 총매출액의 3 %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사용료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지급한다.

∙ 상표권 사용을 위해 사용료 부분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정률)
제○조 (사용료)
① ⼄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3 %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분기별 로
정산한다.
② ⼄은 사용료를 분기별 정산 후 30 일 이내에 甲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지급한다.

∙ 상표권 사용을 위해 사용료 부분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정액)
제〇조 ⼄은 사용료를 계약 ‘발효일’로부터 30 일 내에 1,000,000 원을, 또한 본 계약 유효기간 중 매년
‘발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1,000,000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사용료를 결정한 후 지급방식, 정산, 연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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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나
상표권 사용료를 변경하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사유가 발
생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u

상표권 사용료 조정에 관한 규정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 (사용료의 조정)
① 상표권 사용료는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과 ⼄의
협의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표가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객관적으로 상승(하락)한 경우
2. 상표가 제품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부정적)으로 변화한 경우
3. 동종업계 대비 상표가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으로 상표시장이 확장된 경우
5. 구조조정, 파산, 합병 등으로 상표 시장이 수축된 경우
6.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상표가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된 경우
7. 상표권 침해이슈･분쟁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8. 기타(홍보수단/연관시장의 확장, 기업 대표자 등의 도덕적 해이 이슈 등)
제○조 (사용료의 조정) ① ⼄은 계약상표와 관련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상표권 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甲.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날부터 ____일 이내에 상표권 사용료의 조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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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의 종료/해지와 관한 조항

u

어떠한 조건에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없는지,
계약의 종료 조건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u

예를 들어, 상표가 취소･무효된 경우에 사용권자에게 해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상
표권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u

계약종료 후 재고제품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권자가 재고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계약 종료 후 사용기간 내에 제조·제작한 재고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u

계약의 종료/해지에 관한 규정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
제○조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이 기한만료로 종료되고 쌍방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로 사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 또는 기타 객관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조기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제○조의 원인에 의하여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은 즉시 甲이 발행한 각종의 권한부여
또는 증명자료를 반환하는 한편,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만약 사본의
보유에 따라 생기는 손해나 책임은 모두 ⼄이 부담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제○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① ⼄이 상표권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일을 기준으로 甲에게 지연이자 ＿＿를 지불한다.
② ⼄이 상표권 사용료의 납부를 ＿＿회 지연하였을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권 사용계약의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거나 甲의 허락없이 제3자
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甲은 ⼄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가진다.
④ 만일 ⼄에게 중대한 품질의 문제 또는 시장 관리상의 혼란(지정지역 이외에서의 판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본 계약에서 사용허락된 상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甲은 본 계약을 종료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336 -

<계약의 해지>
제○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면 甲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에 의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甲이 본건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____일 이내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이 영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영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표사용허락을 받고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사용기간 최초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이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제반서류 조사에 불응할 경우
6. ⼄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된 경우 또는 회사청산이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이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4. ⼄이 甲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불량품에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③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甲의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2. 甲의 상표권이 분쟁 등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본 계약서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 그때까지 甲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한 상표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지일까지의 상표권 사용료를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되면 ⼄은 甲과 관련된 상표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조 (상대방의 귀책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이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 ＿＿에게 즉
시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甲의 귀책으로 ⼄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권이 심판을 통해 최종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3. 상표권자가 권한없이 제3자에게 본건 상표권을 양도, 사용허락 또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② ⼄의 귀책으로 甲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급된 사용료 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지 않았으며, 정당하게 산출된 사용료 금액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이 해당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2. ⼄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에 반하여 甲의 이행최고를 수령 후 ＿＿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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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침해의 및 분쟁해결방법
u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약정하고, 분쟁발생에 적용할 법률 및 분
쟁해결기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u

권리침해, 손해배상, 분쟁해결 관련 규정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제○조 (권리침해의 처리)
① 계약기간 중 ⼄이 사용하는 계약상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甲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짐과 동시에 甲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은 ⼄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②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의 어느 쪽이라도 제3자가 甲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은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사용권의 침해)
① ⼄은 본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甲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본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제○조 (손해배상)
⼄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은 甲에게 사용개시 이전에는 금 ________원,
사용개시 이후에는 원래 지급할 사용료 금액의 ＿＿＿＿%를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분쟁의 해결>
제○조 (분쟁의 해결방법)
본 계약의 수행기간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각 관할권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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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u

계약 당사자는 필수조항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특별한 약속(특약)이나
기타 규정들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u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같이 특별한 기술 정보나 노하우가 없는 경우라도 상
표권 사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u

또한 필수 기재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u

기타 규정 (예시)
예시조문 중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또는 변경하여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의 수정 관련>
제○조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보정･정정될 수 없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조 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본 계약 규정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甲 및
⼄은 「상표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불가항력>
제○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즉시 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판매노력>
제〇조 ⼄은 제〇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허락상품’의 총매출액의 합이 甲이 서면으로 정한 목표금액에
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0) 발효일
u

발효일은 계약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의미하나, 이를 등록상표의 유효기간과 결부시켜 계
약의 유효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서명 및 기타
u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를 작성하며, 계약서 후단에 계약의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합
니다. 계약서는 甲과 ⼄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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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시 주의점
1. 상대방에 대해 확인하세요!

u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u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상표권자여야 합니다.

u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는 상표권자이지만, 상표권자로부터 재허락권을
취득한 경우(예: 전용사용권자) 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u

계약을 하는 사람이 상표권자인지,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전용사용권자인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용사용권자 등인 경우에는 재허락과 관련된 자료(예: 등록서류 등)를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u

상표권자 역시 사용권자의 신분과 능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표장
이나 증명표장, 단체표장 등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일 경우에는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
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u

이를 위해 계약의 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의 이해당사자(상표권자, 재허락자 대리인,
사용권자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록상표인지 확인하세요!

u

미등록상표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등록상표에 비하여 권리가 불안정하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등록상표의 경
우 사용권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u

상표 사용계약에서 계약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계약 전에 등록상표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분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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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허락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u

사용허락의 종류와 범위를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u

사용허락의 종류와 범위는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간의 사용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u

만약 계약서에 사용허락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통상사용권’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4. 사용계약 체결 후 특허청에 등록하세요!

u

상표권 사용계약 그 자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상표 사용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u

하지만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한
계가 존재하므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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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표권 사용계약서 관련 양식

u

제시된 모든 양식은 참고용이며,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u

계약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서 양식 (등록상표인 경우)

<상표권 사용계약서>

상표권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
주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권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
주소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갑’과 ‘을’ 양측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규정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
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이하의 용어는 각각 이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1, “사용대상 상표”란 제〇조에 의해 특정되는 ‘갑’의 등록상표를 의미한다.
2.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11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지역’이란 대한민국 국내를 의미한다.
4-1. ‘전용사용권’이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을 의미한다.
4-2. ‘통상사용권’이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통상사용권을 의미한다.
5. ‘총매출액’이란 ‘을’이 사용대상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긴 총 금액을 의미
한다. ‘총매출액’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7. ‘발효일’이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개시일을 의미한다.
8. ‘분기’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개시일로 하고, 그 3개월 후를 종료일로 하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의 각 기간을 의미한다.
제2조 사용대상 상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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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의 명칭 _______________
2. 상표등록번호 _______________
3. 해당 상표의 등록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

_________(〇〇류)
_________(〇〇류)
4. 해당 상표의 등록일자 _______________
5. 해당 상표의 갱신 기일(가장 가까운 갱신기일을 기입) _______________

제3조 사용권
본 계약에 따른 상표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사용권 형식 _______________
2. 상표 사용계약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유형

_________(〇〇류)
_________(〇〇류)
3. 상표 사용계약에 기반한 상품의 판매 지역 _______________
4. 계약 기간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은 _______________부터 _______________ 까지이다.
5. ‘을’은 상표권 사용계약에 근거한 상품의 범위를 넘어 ‘갑’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갑’의
허가없이 ‘을’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허락,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용료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허락된 사용권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불한다.
일시금 : ________________원
사용료 : 본건 상표권을 사용한 제품(이하 ‘본건 제품’)의 총매출액의 ___%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계약일로부터 ______일 이내에 정액 사용료 ______를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전항의 기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갑’의 계좌에 불입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을’의 방식에 따라 ‘갑’은 ‘을’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품질의 보증
① ‘을’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갑’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을’ 상품의 품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갑’은 ‘을’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부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한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 ‘을’에 대해 ‘갑’의 상표를 제거한 후 폐기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갑’은 품질 기준을 검사하거나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되, 국가 또는 업계의 기준에 의거한다.
② ‘을’을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기업명칭 및 상품의 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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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리침해의 처리
①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이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갑’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고, 동시에 ‘갑’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제3자가 해당 상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②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의 어느 쪽이라도 제3자가 ‘갑’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을’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계약의 등록
‘갑’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________ 이내에 본 계약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절차를 실시하며, 해당 등록
에 필요한 비용은 ＿이 부담한다. 등록에 관하여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상표의 사용
① ‘을’은 상표를 사용할 때 본 계약의 제〇조에서 ‘갑’이 제공하는 상표의 표장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갑’의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에 대한 어느 하나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상표 표장에 근거하여 스스로 문자, 도형상표, 포장용품, 제품 선전용품, 위조방지
스티커, 등의 판매와 관련한 필수 표장을 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기 물품 등은 ‘갑’의 허가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을’은 무단으로 관련된 물품을 처리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될 때 ‘을’은 즉시 해당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고 동시에 _______일 이내에 나머지 상표표장을
‘갑’에게 반환하는 한편, ________일 이내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시장에
서 회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재고의 제품을 처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갑’의
검증에 따라 ‘을’은 제고의 제품을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으나 ‘갑’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간주한다.

제9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① ‘을’이 상표권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일을 기준으로 ‘갑’에게 지연이자 ＿＿를 지불한다.
② ‘을’이 상표권 사용료의 납부를 ＿＿회 지연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을’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표권 사용계약의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거나,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가진다.
④ 만일 ‘을’에게 중대한 품질의 문제 또는 시장 관리상의 혼란(지정지역 이외에서의 판매)이 존재하고 또한
본 계약에서 사용허락된 상표 이미지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종료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이 기한만료로 종료되고,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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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가항력 또는 기타 객관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조기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을’의 책임에 의하여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이 발행한 각종의 권한부여 또는
증명자료를 반환하는 한편,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만약 사본의 보유에 따라
생기는 손해나 책임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방법
본 계약의 수행기간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쳐도 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각 관할권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_____부로 작성되어 ‘갑’이 ________부, ‘을’이________부를 보유하며, 특허청에 이를 등록
하여야 한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갑’ _______ (서명)

‘을’ _______ (서명)

대표자 _______ (서명)

대표자 _______ (서명)

기일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기일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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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상표권 사용계약

Q. 상표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A. 「상표법」 제3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받을 수 없는 자가
상표권을 등록받았을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상표를 출원
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해외 업체와의 상표 사용계약 및 디자인 실시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표가 한국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네요. 해당 업체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상표에 관한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출원·등록할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염려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하고자 하는 외국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서 선출원 되어 있고, 해당 상표가 등록될 경우에는 사용계약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아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상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 대한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한 계약과 별개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권한없는 사람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출원공고 2개월 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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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A사의 상표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한 달 후 재계약할 예정인데, A사가 갑자기
상표권 사용료를 2배로 인상하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A사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A. 상표권 사용계약에서 사용료 산정기준이나 납부방법, 갱신에 관한 사항들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갱신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 갱신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상표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상표권자에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통상의 사용료 현황, 동종업계의 상황 등의 자료 등을 제시하여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책정할 것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상표권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통상사용권자)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표권 사용료의 현황은 이 가이드라인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자와 A 상표에 대해 20년간 전용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표권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상표권자에게 항의하였는데 상표권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용사용권자인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A.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이든 통상사용권이든 관계없이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할 위기에
있다면,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을 위해 상표등록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등록료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료나 갱신료를 내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될 경우 전용사용권도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등록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관련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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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A 상표에 대해 전용사용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A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을 발견했어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A.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건이나
홍보물 등을 폐기하고 위반상호의 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현실적으로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존재(객관적 요건)하면 되고,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주관적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자는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침해자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해 침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 등에 자신의 상표 침해 사실을 시인하고 사후재발방지 약속 등 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의 경우 상표법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존재합니다. (2021. 6.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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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u

업종별, 유형별 상표권 사용료 현황

상표권 사용료는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상표권 사용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대학, 기
업 등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및 사용요율 등을 미리 정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

정해진 계약서 양식 및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업종, 계약의 제반 상황, 계
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기준금액 및 사용요율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으며, 다
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u

단, 제시된 자료는 업계 내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기준이 아니며 일부의 사례에 불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

제시된 모든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표권 사용료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u

계약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 업종별 경상로열티 비율

대분류

제
조
업

업종

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식료품 제조업(C10)

22

1.0%

70.0%

10.1%

음료 제조업(C11)

4

3.0%

5.0%

4.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4

3.0%

5.0%

3.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1

5.0%

5.0%

5.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3

1.0%

5.0%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2

1.0%

4.0%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6

0.3%

5.0%

1.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41

0.3%

10.0%

3.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1

1.0%

6.0%

3.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5

2.0%

10.0%

6.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8

1.0%

10.%

2.6%

1차 금속 제조업(C24)

2

2.0%

3.0%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12

0.3%

25.0%

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79

0.1%

1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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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업종

건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54

0.3%

10.0%

3.0%

전기장비 제조업(C28)

36

0.3%

15.0%

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51

1.0%

20.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7

1.3%

10.0%

3.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9

1.0%

7.0%

2.8%

가구 제조업(C32)

2

5.0%

5.0%

5.0%

기타 제품 제조업(C33)

15

0.3%

5.0%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2

1.0%

1.0%

1.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E37)

13

1.0%

10.0%

5.6%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

6

1.0%

10.0%

4.2%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

7

1.0%

5.0%

2.0%

종합건설업(F41)

9

1.5%

10.0%

3.9%

전문직별 공사업(F42)

28

0.5%

10.0%

3.8%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1

3.0%

3.0%

3.0%

소매업; 자동차 제외(G47)

4

2.0%

6.0%

4.3%

출판업(J58)

18

1.0%

45.0%

5.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1

3.0%

3.0%

3.0%

방송업(J60)

1

30.0%

30.0%

30.0%

우편 및 통신업(J61)

1

3.0%

3.0%

3.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8

1.0%

3.0%

1.7%

정보서비스업(J63)

9

1.0%

45.0%

8.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

1

15.0%

15.0%

15.0%

연구개발업

2

1.0%

1.0%

1.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3

3.0%

15.0%

7.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1

3.0%

3.0%

3.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1

3.0%

3.0%

3.0%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1

3.0%

3.0%

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Q86)

4

2.0%

2.0%

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1

5.0%

5.0%

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S95)

1

1.5%

1.5%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출처 : www.starvalu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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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계약 중 로열티 비율
정액 로열티
구분

세분류

정율 로열티

브랜드 수

월평균
부과액(원)

브랜드 수

매출액 대비
월평균 부과율(%)

기타외식

41

310,227

14

2.6

제과제빵

0

-

0

-

치킨

7

213.887

3

3.0

커피

11

244,286

10

3.3

패스트푸드

2

353,970

6

5.8

피자

1

278,804

3

8.9

외식업소계

62

278,105

36

3.9

도소매

5

451,000

4

4.9

편의점/마트

3

546,667

9

36.0

화장품

0

-

0

-

도소매소계

8

486,875

13

26.4

PC방

4

컴퓨터 수×5,000원

0

-

교육서비스

10

212,430

4

11.6

기타서비스

11

354,276

3

1.2

이미용

9

1,284,667

0

-

자동차 관련

5

675,200

3

5.6

서비스업소계

39

598,837

10

6.7

109

454,461

59

12.3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계

※ 출처 : 진문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부과 현황과 로열티 방식 전환에 관한 실효성(2018) 참조

- 351 -

3. 패션의류 분야(일부)의 라이센스 계약 중 로열티 비율
대상상표

계약내용

로열티율

OKlellesse

상표권 사용

출고가의 7%(미니멈: 1,100,000USD)

Converghaus

상표권 사용

출고가의 7%(미니멈: 1,130,000USD)

WABAROOS

상표권 사용

출고가의 7%(미니멈: 1,103,000USD)

uniqlo

상표 및 도메인 네임 등

순매출액의 1%

DELCO

상표권 사용

순매출액의 1.5%

FILA

수영복 및 용품 제조판매

순매출액의 8.5%

LANVIN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

순매출액의 3%

로베르따 디 까메리노

섬유제품 가공생산

미니멈 로열티 + 초과매출액의 2%

※ 출처 : 경응수, 지식재산 무형자산 평가실무(2016), 485면 참조

- 352 -

4.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업종

대상상표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기준년도

해당 판례

화장품 제조･판매

○○○
화장품

총매출액 × 16%

1999

2004다60584

외식 프랜차이즈

피자헛

매장 매출액 × 5%

2012

2017다248803,
248810

제조담배 도매업

필립모리스

순매출액 × 5%

2003

2014누328

의류 잡화 판매업

아디다스

순매출액 × 10%

2009

2014누65495

의류 잡화 판매업

리복, 락포트

순매출액 × 10%

2010

2014누65495

외식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無로열티

1998

2000누2183

주류판매업

○○ 맥주

맥주 1케이스당 1$

2001

2007가합53476

주류판매업

△△ 맥주

맥주 1케이스당 0.5$

2001

2007가합53476

의류 잡화 판매업

□□

선급금 90,000,000원+
총매출액의 0.3%

2014

2017나2523

전기설비 등
제조･판매업

ABB

상표권 관련 비용 공제내용 제외 후 외부
손익계산서에 의해 산출되는 부가가치의
1.7%

1997

2012구합
26869

전기설비 등
제조･판매업

ABB

매출액에서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

2007

2012구합
26869

금속재 제품
판매업

◇◇

기업가치×상표기여도/총매출액으로 산정,
매출액×0.5%

1998

2011나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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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등에서 보유한 상표권 사용료
자치단체

대상상표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전라남도 광양시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원주시

사용료 관련 규정 없음

마스코트 등 시 소유의 각종상표

원주쌀토토미 외 5건

총 매출액의 0.2% 이상 또는 사용기간,
생산량에 따라 계약된 사용료
사용료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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