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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상품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 즉,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의 사용’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상표를 상

품 등에 부착하는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상표의 등록 및 개

념표지로서 상표의 사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의 태양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상표권자의 경쟁업자 내지는 상품의

유통에 관여하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

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에만 집중되었다. 기존 다수의 연

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상표 사용의 개념을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

여, 상표가 상품상 또는 광고상에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상표의

사용을 부정하였으며, 설령 상표의 사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표 사용

의 주체는 상표권자의 경쟁업체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1) 상표를 상품 또는 광고에 시각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수행될 수 있으며, (2)

상표권자의 경쟁업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표권자가 상

표를 통해 축적한 신용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개념을 경직적으로 접근한 기존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출처표시 기능을 중심으로 상표의 사용을 인정해야 하

고, 경쟁업자 이외의 제3자 또한 상표의 사용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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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문제가 압축적으

로 제기된 키워드 검색광고의 개념과 상표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검색광고란 검색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검색결과 화

면에 검색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을 말한다. 검색서비스제공자가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여, 상표

권자의 경쟁업자의 광고를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키워드와 함께 제

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검색광고 및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었던 미국과 유럽 등 제외국의 논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검색광고가 태동하였고 현재도 가장 많은 검색광고가 집행되고 있

는 미국에서는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최초관심혼동이론이 널리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립하여 인터넷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표권의 보

호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상표사용론의 입장이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제2연방항소법원의 Rescuecom v. Google 판결 이후에는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판례이다. 최근에는 검색광고 알고

리즘 내부의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 외에도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상표

권자의 등록상표를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면구성

행위를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에서는 과거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

에서 검색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직접침해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상표 사용의 주체를

광고주로 한정한 2010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는 검색서비

스제공자가 단지 간접침해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판결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과 검색광고 사안을 검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유럽

에서 논의되었던 수준만큼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법원까지 다투어진 사건으로는 ‘VSP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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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엄밀한 의미의 검색광고 사안이라기

보다는 광고주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문구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사안으로, 기존의 상표법의 논리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었다. 따라서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인터넷채널21사건’ 등을 통

해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검색광고에서도 상표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도메인이름 및 메타태그와 관련한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상표의 비시각적 활용 역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

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표법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기존

상표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직접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광고의 동태적인 특

성을 감안하면 상표 사용의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2016년 전부개정된 상표법 및 최근 상표권

침해 사안의 흐름에 비추어 상표의 사용 요건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상

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서 출처표시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상

표법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에 축적된 신용 내지는 소비자의 인

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이러한 상표의 기능 내지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개념보다 넓게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등록상표가

상품상 또는 광고상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출처표시의 오해에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다면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표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논리에 비

추어 보면, 경쟁업자의 광고를 제시하면서 검색창에 타인의 등록상표인

키워드를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광고에 해당하는 링크의 출처가 검색창의

키워드인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의 사용행위로 포섭

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출처표시 기

능을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상표의 사용 개념은 구체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상표권의 보호범

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변경이나 새로운 상표권 침해행위의 태양의 등

장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도메인이름과 메타태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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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문제가 20여 년간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

고 팝업광고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이들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영역이

되었다. 키워드 검색광고도 적절하게 구성된다면 상표법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

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의 태양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검색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 상표의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장차 새로운 환경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

다. 나아가 향후 적정한 상표권 보호범위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새롭

게 축적될 판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요어 : 상표권 침해, 상표의 사용, 키워드 검색광고, 인터넷과 상

표, 상표권 보호범위

학 번 : 2015-2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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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1) 표장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

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며,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

다.2)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

일성을 식별하게 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

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

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를 사용

할 권리를 독점시키고 있으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3) 그런데 우리 상표

법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1) 2016. 2. 29. 전부개정된 상표법(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법률

제14033호)에서는 기존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던 상표와 서비스표를 합쳐 일

률적으로 상표로서 규율한다. 또한 상표법상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

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16. 2. 29.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상표법에서는

표장을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

채를 결합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

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ㆍ냄새 등 시

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3) 상표권이란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상표권의 범위는 등록상표 자체를 적

극적으로 사용할 권리(제89조 참조)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

용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금지할 권리(제107조 및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하는 ‘상표의 사용’에는 등

록상표 자체인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

함하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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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의 독점권에 대한 침해가 성

립하려면, 상표법상 정의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4)

전통적으로 침해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려면 권리자의 상표를 자신의 상

품상에 부착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상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으로 제시

해야 했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는 언제나 상표권자 등의 경쟁업자였다.

그러나 현실공간과는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는 경쟁업자 이외의 제3자도

상표가 가진 고객흡입력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상표가 상

품 또는 광고에 상표가 시각적으로 제시되지 않거나 상품상 또는 광고상

에 표시되지 않고도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검색광고 사안에

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문제가 압축적으로 제기되었다.

검색광고란 검색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검색결과 화면에

검색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기법

을 말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Google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사이트에 특

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엔진이 웹사이트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하여 입력한 키워드에 일치하는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검색결과

페이지를 생성한다. 검색광고사업자는 검색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적으

로 생성되는 본래의 검색결과 외에 자신과 계약한 광고주의 ‘스폰서링크’

를 함께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방식을 통해 키워드를 판매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의 광고를 검색결과에서 키워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배치한다. 검색사이트 이용자가 제시

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미리 계약된 광고료가 지급되며, 일정 수준의

클릭률이 나오지 않으면 광고의 순위가 조정되기도 한다.

광고주는 검색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구매하여 검색결과에 자신의 광

4)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면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표법에 상표사용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상표의 불사용 취소,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등을 판단함

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

법론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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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검색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경쟁

업자의 광고를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키워드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5)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는, ① 경쟁

업자의 광고상에는 시각적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지만, 키워드의 판매

로부터 검색결과에 판매된 키워드와 연계된 광고를 제시하여 상표에 축

적된 신용에 편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표가 사

용되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되었다. ② 이러

한 견해에 따를 경우, 검색광고에 관여하는 복수의 당사자 중 상표를 사

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환언하여 자사의 상품 등을 광고하지 않은 검색

서비스제공자를 상표 사용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③ 그

러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검색결과의 최상단에 경쟁업자의 광고를

제시하면서 검색창에 등록상표인 키워드를 표시하는 화면구성행위가 상

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상표의 사용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이러한 상표

의 기능 내지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개념

과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등록상표가 상품상 또

는 광고상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출처표시의 오해에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다면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5) 본고에서는 다양한 검색광고의 태양 중 검색광고를 활용하는 경쟁업자가 미

리 구성한 광고문구 자체에는 권리자의 상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광고문구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

위는 현실공간에서의 상표의 사용 개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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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고는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하여 검색광

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인터

넷광고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방식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검색광고의 의의와 개념을 살펴보며, 기존에 논의가 진행되

었던 온라인 디스플레이광고, 메타태그 또는 팝업광고 등과의 비교를 통

하여 상표법상 문제되는 바를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검색광고 및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었던 미국과 유럽의 판례 및 학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검색광고가 태동하였고 현재도 Google 및 Yahoo! 등 회사에

의하여 가장 많은 검색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에서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발달한 최초관심혼

동이론과 인터넷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제한하기 위하

여 등장한 상표사용론을 자세히 살펴본다. 상표사용론을 배척하였던 제2

연방항소법원의 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결 이후 검색광고에

서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판례의 입장인바, 2011년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및

2015년의 Multi Time Machine, Inc. v. Amazon.com, Inc. 판결 등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이후 유럽연합상표지침 및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한다. 특히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지만 상표 사용의

주체는 검색광고의 광고주에 불과하며 검색서비스제공자는 단지 간접침

해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201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사전판결의 논리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에 비추어 검색광고 사안

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6년 상표법이 전부개정6)되기 이전에는 약 30여

년간 상표 사용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였다. 상표의 개념 역시

6) 2016. 2. 29. 전부개정, 2016.9.1. 시행, 법률 제1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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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등을 인정하는 일부개정7)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각적으로 인식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본고는 제4장에서 검

색광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표법의 논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는 검색광

고에 상표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표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

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상표 사용의 주체는 누구인지의 문제이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상표의 사용 개념 자체에 시각적 요소를 요구하면서 검색광

고에서 상표 사용을 부정하였으나, 구 상표법의 논리 및 인터넷상 상표

의 사용에 관한 판례의 흐름에 따를 때 상표의 보이지 않는 사용 역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도메

인이름 및 메타태그와 관련된 판결례를 분석하고 냄새상표 및 소리상표

를 도입하면서 상표의 비시각적 활용 역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

다는 상표법 내부의 논리를 살펴본다. 나아가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상표

를 사용한 주체 내지는 상표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검색광고의 동적인 형태의 작동원리에 비추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이 문제되었던 명예훼손사안, 저작권침해사안, 오픈마켓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사안 등 인터넷상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2016년 전부개정된 상표법 및 최근 상표권 침해 사안의

흐름에 비추어 상표의 사용 요건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상표

의 개념을 자타상품을 식별하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모든 표시

로 규정하며, 기존의 상표의 사용 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

는 정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 넓게 인정한 상표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후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의 지위와 관련하

여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및 상표사용론의 대립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 요건의 의의를 살펴본다. 나아가 신설된 상

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인터넷상 문제되었던 상표권 침해사안

을 규율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한 뒤, 상표법의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한 새

로운 해석론을 전개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의

7) 2011. 12. 2. 일부개정, 2012.3.15. 시행, 법률 제1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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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은 출처표시 기능을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장 검색광고의 개념 및 문제점

제 1 절 검색광고의 정의 및 작동원리

1. 검색광고의 정의 및 현황

검색광고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검색결과 화면

에 검색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기

법을 말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결과화면이 나타난다.

본래 검색결과는 해당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웹사이트의 링크부터 순

서대로 제시된다.8) 그런데 검색결과 화면에는 검색엔진의 랭킹 알고리즘

에 따라 제시되는 본래의 검색결과 외에도, 검색창 바로 아래 또는 옆에

여러 링크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링크 중에는 검색서비스제공자와 계약

을 맺고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들의 광고들이 있다.

대표적인 검색사이트인 Google의 경우 과거 ‘스폰서 링크’라는 표제 하

에 광고가 나타났으며, 현재는 일반 검색결과와 같은 형식으로 링크가

제시되지만 웹사이트의 주소 옆에 ‘광고’라는 표시가 함께 나타난다. 네

8) 초기의 검색서비스는 웹사이트들을 일정한 주제 분류에 따라 배열하여 해당

사이트의 URL의 링크와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형태였다. 이후 점점 이용자 중심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지금의 정보검색은 단순한 검색을 넘어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의도까지 파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Google이나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랭

킹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검색엔진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윤명,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 정

보관리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185-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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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의 경우 통합검색 결과화면의 검색창 바로 아래에 ‘파워링크’라는 표

제 하에 광고주들의 웹사이트 링크가 제시되며, 그 하단에는 ‘비즈사이

트’라는 영역에 관련 광고가 나타나기도 한다.9) 검색광고에는 이와 같이

검색결과 화면의 일부에 스폰서 링크의 형식으로 광고가 제시하는 방식

외에도 배너 또는 동영상으로 광고가 나타나기도 한다.

Google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서비스제공자들 외에도 Amazon10)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사업자들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들11)도

검색광고를 활용한다. Amazon은 오픈마켓의 상품 검색창 하단에

‘SPONSORED BY (검색 키워드)’라고 표시하며 광고를 제시하기도 하

고 검색결과 하단에 ‘Sponsored Links’라는 표제 하에 광고주의 웹사이

트 링크를 나타내기도 한다. 11번가의 경우 검색창에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결과화면을 제시하기 전에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화면에서

‘시선집중 광고’를 보여준다. 11번가의 검색결과 화면에는 상단에 ‘추천상

품’라는 표제 하에 추천상품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상품을 우선

적으로 제시하며, ‘HOT 클릭’, ‘파워상품’이라는 영역에 광고를 나타낸다.

검색광고는 기존의 배너광고 등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하여 많은 장점

9) 네이버의 경우 통합검색 탭 하단에 ‘블로그’, ‘사이트’, ‘웹문서’, ‘지식iN’ 등의

탭이 있는데, 이러한 탭을 클릭할 경우에도 파워링크 영역에 최대 3개의 광

고가 제시된다.

10) 대표적인 오픈마켓사업자인 Amazon 역시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Amazon

의 검색 알고리즘은 특정 용어를 검색했던 고객이 보고 구입한 것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BBS(Behavior Based Search)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행동에 응답한다. 일정 수의 고객이 특정 키워드 "X"를 검색하고 다른 제품

"Y"를 보거나 구매하면 X와 Y가 분명히 관련이 없더라도 X를 검색하는 고

객은 Y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BBS를 통하여 소비자

들은 특정한 검색 키워드에 해당하는 제품과 추천제품을 함께 제시받는다.

그런데 소비자가 검색창에 등록상표를 검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서비스제공자는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상품을 검색결과로 제시하지만, 등록상

표와 관계없는 상품 또는 경쟁업자의 상품을 등록상표의 표제 하에서 제공

하는 경우도 있다. Multi Time Machine, Inc. v. Amazon.com, Inc., 804

F.3d 930 (2015) 참조.

11) Facebook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검색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와 연관된 정보들을 결과

화면에 제시하며, 그 중에는 광고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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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광고방식이다. 먼저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를 보여주는 디스플

레이 광고와 달리 검색광고는 특정한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광고이기에 효과가 크다. 또한 광고와 연계하는 키워드를 구성하

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클릭률이 높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12) 검색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검색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도 검색광고의 키워드가 사람

이 쓸 수 있는 단어의 조합만큼 존재하여, 무수한 광고의 공간에서 제한

없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검색광고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

는 경쟁입찰 방식은 검색빈도가 높은 키워드에 대하여 높은 광고료를 부

과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광고주에게는 세부 검색어를 추천함으로써

더 많은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

2. 검색광고의 작동원리

검색광고는 키워드와 광고의 연계, 경매를 통한 키워드의 판매, 클릭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대표적인 검색광고 방식

인 Google의 Adwords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의 예를 살펴본다.

먼저, 검색광고는 키워드 기반광고로,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가 Google의 검색창에 일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엔진이 웹사이트

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입력한 키워드에 일치하는 웹사이

트를 보여주는 검색결과 페이지를 생성한다. 검색결과 페이지에는 검색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본래의 검색결과와 스폰서링크

가 함께 나타난다. Google은 검색결과의 바로 상단에 눈에 띄는 상자의

형태로 스폰서 링크를 3개까지 표시하며, 추가로 검색 결과의 우측에 수

직선상으로 구분하여 스폰서 링크를 표시한다.13) 그 결과 하나 이상의

12) ‘시계’나 ‘스마트폰’과 같이 일반명사로 키워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20대

남성 시계’ 또는 ‘관악구 스마트폰’과 같이 세부적으로 검색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문맥광고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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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가 동일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 검색에 따라 표시될 링크를

보유할 수 있다.

키워드란 웹사이트상 색인을 형성하기 위하여 검색서비스제공자에 의

하여 사용되는 단어를 말한다. 이러한 색인들은 인터넷 이용자의 질의에

대답하기 위하여 검색엔진 등에 의하여 사용된다. 이용자들이 검색엔진

에 일정한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의 키워드

색인에서 해당단어를 검토하고 그 단어를 표상하는 웹사이트의 리스트를

가져온다.14)

인터넷에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광

고수익 또는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검색서비

스제공자들은 일정한 키워드를 판매하였다. 키워드의 판매는 경매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검색서비스제공자가 판매대상인 키워드의 범주를 설

정하면, 그 요건에 맞게 광고주가 희망하는 키워드를 경매를 통하여 구

매한다. 검색광고사업자가 일정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판매를 위한 입찰

을 진행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의 광고주

들이 검색광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사이트에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의 형식으로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들의 광고가 나타

난다. 광고주들은 검색결과 페이지에 표시될 자신 페이지의 위치에 대하

여 경쟁적으로 입찰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색빈도수가 높은 키워드의 경

우 비용이 높아진다.15) 또한 이러한 키워드에는 일반 명사 외에도 타인

의 등록상표가 포함되기도 한다. 본래 Google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경우

키워드로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 일반 명사

13)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2009) 등 참조.

14) 육소영, “사이버공간상의 새로운 상표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245면.

15)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2009) 참조. 일반적으로

Google이나 네이버의 경우 최고입찰가격이 아닌, 차고입찰가격을 광고료 수

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과잉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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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식별력이 있는 타인의 등록상표도 판매대상인 키워드에 포함시켰

다.16)

이와 같이 키워드 판매는 경쟁입찰방식, 특히 비밀경매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 Overture가 집행하였던 초기의 경쟁입찰방식은 서로 가격을 제

시하다가 마지막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광고를 주는 일반

경매방식이었으나, Google이 서로의 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가장 높은 사

람에게 광고를 주는 비밀경매를 채택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검색광고사

업자들은 비밀경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광고는 광고비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CPC(Cost

Per Click) 방식과 CPM(Cost Per Millenium) 방식으로 분류된다. CPC

방식은 이용자가 광고상품을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입찰가에 따라 광고비가 변동된다. CPM 방식은 검색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노출횟수에 따라 정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개별 키워드별로 일정한 기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PM 방식은 검색형 디스플레이광고에 많이 활용되고, CPC 방식은 스

폰서링크 방식의 광고에서 주로 활용된다. Google이나 네이버, 다음의

경우 대체로 클릭 횟수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검색광고를 발전시킨 Google은 광고입찰에 CTR(Click Through

Rate) 개념을 도입하여 수입을 극대화하였다. CTR이란 광고 입찰에 단

순한 ‘단가’ 가 아닌 ‘이전 클릭률’ 이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클릭률이 낮

은 광고는 아무리 높은 단가를 제시해도 순위에서 밀리고, 어느 수준의

클릭률 이하일 경우 집행이 정지되게 하였다.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그것은 수익에 이어지지 않고 광고위치만 차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CTR 하에서는 돈을 많이 낸다고 광고를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검색광고사업자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

한 광고주의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주 클릭하던 광고 중 높은 가격

의 광고를 개제함으로써, 광고 클릭률을 증가시켜 매출과 수익의 증대를

16) Governmen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330 F. Supp. 2d 700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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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한다.

키워드광고를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Google은 이러한 광고

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나는 Adwords로

광고주들로 하여금 키워드를 구매하게 하여 특정한 키워드에 연계되는

광고를 검색결과 화면에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가 Adwords를

통해 판매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중 키워드가 입력된 검색

창 바로 아래에 광고주의 광고 또는 링크가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Keyword Suggestion Tool로 광고주들에게 구입할 키워드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제 2 절 인터넷상 다른 유형의 상표사용과의 개념 비교

1. 온라인 디스플레이광고에서의 상표사용과의 비교

온라인 디스플레이광고란 일정한 웹사이트의 일정 구역에 웹사이트 운

영자와 계약한 광고주의 광고를 표시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웹사이

트 운영자는 광고주에게 일정한 구역을 판매하여, 광고주가 그 공간에

들어갈 광고의 문안과 형식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

은 배너광고로 인터넷웹브라우저의 메뉴바 아래에 조그만 현수막이나 깃

발 모양의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광고문안이나 그림을 삽입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집중을 주목시키는 광고를 말한다. 배너광고는 광고문안이

있는 배너를 클릭하면 곧바로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행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광

고방법이다. 다만 디스플레이광고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동일한 단 하나의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광고에 비하여는 광

고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러한 디스플레이광고는 인터넷 광고의 시작이

자 지금도 검색광고와 함께 포털사이트의 큰 수익모델이며 검색엔진이나

타 수익모델이 없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들에게는 유일한 수익모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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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디스플레이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는 점은 현실공간에서의 경우와 같다. 다만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자 원

하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된 배너광고가

검색결과화면에 나오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

란이 있다. 특정한 검색어에 어떠한 배너광고를 연결시킬 것인지는 검색

서비스제공자 및 검색엔진 디자이너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광고비를

부담하는 광고주의 의사에 따라서 광고주가 선택한 검색어에 원하는 배

너광고를 연결하게 되고 그 검색어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면 그

러한 검색어 방식의 키워드 배너광고가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활용되는 배너광고는 키워드 배너광고라고 불리기도 하며, 본

고에서는 검색광고의 일종으로 다루도록 한다.

2. 메타태그에서의 상표사용과의 비교

메타태그란 검색엔진이 웹페이지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색단어

로 웹사이트가 그 사이트의 HTML 코드 안에 포함하는 웹사이트에 관

한 데이터이다. 인터넷 웹페이지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라는 컴퓨터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보이는 부분 외에도 검색엔진에 의해 읽혀지는 일련의 태그와 마커로 이

루어진다. 태그 중 메타태그는 크게 웹페이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적

메타태그와 그 웹사이트의 핵심용어를 담은 키워드 메타태그로 나뉜다.

메타태그의 종류 중 상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역시 키워드 메타태그

와 설명적 메타태그이다. 그 중 전자인 설명적 메타태그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키워드 메타태그의

경우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나 검색엔진에 의하여 사용된다.

검색광고는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잠재고객을 유인하거

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상표권자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메타태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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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측면이 있다.17) 또한 메타태그와 키워드 검색광고는 모두 상표가

이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용자의 검색어에 의존하여 인위

적으로 이용자의 주의를 특정한 웹사이트로 유인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다. 메타태그에 관한 사안은 외형상 이용자가 권리자의 등록상표에 해당

하는 키워드를 검색엔진에서 검색하여 권리자에게 접근하려는 도중에 경

쟁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한다는 점과 검색결과 화면에서

경쟁자의 웹사이트 순위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상승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검색어와 제시된 웹사이트 또는 광고의 관련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검색서비스제공자는 메타태그를 기만적으

로 이용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보수도 받지 않지만, 키워드 광

고를 하는 광고주로부터는 상당한 광고료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18) 또

한 검색광고는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이용자의 검색결과 화면에 인

위적으로 광고주의 웹사이트 링크를 노출시키는 형태인 반면, 메타태그

는 검색어를 웹사이트 제작자가 직접 HTML문서에 태그로 삽입하여 검

색엔진에 의해 색인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다르다.

메타태그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사안들은 과거의 검색엔진이 검색결

과의 순위를 매기면서 개별 웹페이지의 메타태그에 의존하였던 기술적인

특징으로 비롯되었다. 그러나 Google은 이미 검색결과의 순위를 결정함

에 메타태그를 반영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웹페이지를 제3의 웹페이지들

이 인용하는 빈도수에 비추어 결정한다고 한다.19) Google은 단순히 웹페

이지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키워드만으로 검색어와의 연관도를 판단하지

17) 김병일, “인터넷광고와 지재권 침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통권 제83호, 세창출판사, 2016, 122면.

18) 김성호, “인터넷배너廣告의 연계(triggering)에 대한 法的 問題 -Playboy

Entertainment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Corps.사건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호, 법무부, 2002, 117면.

19) 과거 Google이 웹사이트를 색인하는데 활용하는 검색콘솔(Search Console)

은 웹마스터툴(Webmaster Tool)이라 불렸으며, 검색로봇이 웹사이트를 색인

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에 기재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 키워드와 검색결

과페이지의 검색순위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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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실제 웹페이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한다.20)

이와 같이 기술 발전 등 제반환경의 변화로 메타태그 그 자체에 대한 추

가적인 법적 논의는 이제 거의 무의미해졌다는 단언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메타태그에 대하여 다루어졌던 사안들은 인터넷상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 문제를 다루었던 소중한 사례들로 검색광고에서 광고주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에 본고에서 다루도록 한다.

3. 팝업광고에서의 상표사용과의 비교

팝업광고란 특정한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가 읽어들이는 순간 컴퓨터

에 미리 설치된 광고소프트웨어가 동작하여 광고사업자가 수주한 광고를

팝업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팝업광고란 특정한 키워드에 대응하

여 웹사이트가 팝업되는 광고방식으로 기존의 웹사이트와는 다른 새로운

화면이 등장하여 양자가 분명하게 구별된다. 그런데 팝업광고는 웹사이

트 운영자의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해하거나 웹사이트의 이용을 불편하

게 하므로 웹사이트 운영자와는 이해관계를 달리 한다. 팝업광고가 현출

되면 PC 사용자들은 팝업광고를 볼 수밖에 없고, 팝업광고를 클릭하면

기존에 보고 있던 사이트를 떠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잠재적인 고객을 잃

게 된다.21)

이러한 팝업광고는 일반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로드받을 때

스파이웨어 등이 함께 컴퓨터에 받아짐으로 인하여 시작한다. 스파이웨

어들은 컴퓨터 이용자의 인터넷상 활동을 추적하여, 팝업광고 프로그램

에 내재된 목록의 키워드, 도메인이름 등이 입력될 경우 해당 카테고리

의 광고를 무작위로 팝업창에 띄운다. 광고서버운영자는 광고주들에게

광고공간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통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

는다.22) 광고주들은 컴퓨터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 또는 도메인이름을 입

20) https://webmasters.googleblog.com/2016/11/saying-goodbye-to-content-

keywords.html

21)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87호, 한국법

학원, 2005, 44면

22) 김기영, “Google의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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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때 Adware가 작동시켜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앗기 위하여 팝업광

고를 사용한다. 이러한 팝업광고로 웹사이트 운영자의 경쟁업체의 광고

가 제시되는 경우 상표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팝업광고와 관련하여 제

3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을 인정함에는 팝업으로 인한 새

로운 화면이 등장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행위태양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또한 팝업광고를 제시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알고리즘에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종의 디렉토리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

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23)

그러나 이와 같이 별도의 화면 창을 띄우는 방식의 팝업은 최근에는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팝업을 제어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더

이상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팝업을 제시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이

다.24)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한 팝업광고의 문제의 경우 현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능으로 팝업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는 적지만, 팝업광고에서 논의되었던 상표의 제3자에

의한 사용과 보이지 않는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는 검색광고의 측면에서

도 여전히 유효하다.

4. 도메인이름에서의 상표사용과의 비교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

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또

는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2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3, 법문사, 2010, 482-485면 참조.

23) 김기영, “팝업(Pop-UP) 광고와 상표권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형

사판례연구 13,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05. 등 참조.

24)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

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21-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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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호 나목은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패킷으로 쪼개서 목적지 컴퓨터

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규약(Internet Protocol)에 따라 특정한 컴퓨터를

식별하는 주소이다. 본래 인터넷주소는 숫자형태의 코드로 구성되는데,

이를 일반인도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한 인터넷주소가 도메인이름

이다. 목적지 컴퓨터의 인터넷사이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를

웹브라우저의 URL 입력창에 입력하면 목적지 컴퓨터의 도메인이름을

찾아주는 키워드형 인터넷주소도 등장하였다.

도메인이름의 본래적 기능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던 인터넷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쉽게 문자나 기호 등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래 상표나 영업표지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26) 그러나 상

호나 상표가 서비스 또는 상품을 수요자들에게 연결하는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처럼 도메인이름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을 수요자들에게 연결하는 출처표시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한 출

처표시로서 도메인이름의 보호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록상표와의 충돌이

중요한 문제도 등장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타인의 상표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보유자

와 당해 상표권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특정한 도메인이름 보유자

가 자신과 경쟁하는 타인의 상표권에 속하는 특정한 문구를 신청자 자신

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에 상표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도메인이름은 검색광고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

인다. 도메인이름과 키워드는 광고주들이 문구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

25) 부정경쟁방지법은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사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

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키

워드 방식에 의한 인터넷주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적용대

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목

을 적용함에는 일반도메인이름과 차이가 없다.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

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87호, 한국법학원, 2005, 28면.

26) 강기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2004,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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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이며,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 또는 웹페이지의 검색창에 입력

되는 도메인이름 또는 키워드에 상응하는 정보가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

의 도메인이름은 하나의 주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반면 검색광고의 키워

드는 여러 광고주들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을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웹사이트로 이동시키지만, 키워드는 이

러한 과정이 없이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만을 촉발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도메인이름에서 상표 사용이 문제되었던 사안들은 인터넷상 상

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문제되었던 사건들이며, 지금까지도 상

표권 침해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바, 제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제 3 절 검색광고의 상표법상 문제점

등록상표를 이용한 검색광고는 검색서비스제공자가 검색엔진 프로그램

을 조작하여 검색결과 화면을 바꾸고,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

는 권리를 광고주에게 판매한 계약의 결과이다.27) 광고주는 검색빈도수

가 높은 키워드를 구매하여 검색결과에 자신의 광고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광고주가 검색엔진회사로부터 일반

적 어구를 구매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상표

를 검색용어로 구입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상표

권자의 경쟁업체가 상표권자의 상호나 상표를 포함하는 키워드를 구매하

여 검색결과에 자신의 홈페이지 링크를 상표권자보다 앞선 위치에 배치

하는 경우, 상표권자와 경쟁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표법상 문제가 야기된다.

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의 본래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스폰서 링크를 포함하는 검색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27)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312-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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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검색엔진의 복잡한 검색 알고리즘은 각각의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이트들이 링크되어있는지에 따라 사이트의 순위를 매겼다.

그러므로 검색 알고리즘에 따르면 트래픽이 많은 페이지, 대부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의 페이지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페이지였다. 적은

조회 수와 낮은 브랜드 인지도의 사이트들은 리스트의 아래쪽으로 밀려

났고, 어떤 경우 결과에서 수십 만 번째의 순위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검색광고 프로그램은 본래의 검색결과보다 특정한 검

색키워드에 부합한 스폰서링크를 앞에 배치함으로써 검색결과 페이지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광고자들은 본래의 검색결과를 우회하여,

그들의 홈페이지 링크 또는 상품에 대한 광고가 검색결과 화면의 상단에

위치하게 하였다. 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 검색결과 화면에서 표시되는 링

크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광고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기존의

광고주들이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보다 잘 보이는 곳에 사이트를 배치하

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순위의 페이지들과 경쟁해야만 했던 반면, 검색광

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은 그러한 경쟁 없이도 검색서비스제공자에 상당

한 광고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그들의 웹사이트를 강력한 경쟁 업체와

같은 화면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28) 심지어는 그들의 웹사이트가 마

치 상표권자의 웹사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기업들은 조회

수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표권자가 등

록상표에 축적한 신용 내지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에 편승하여 상표법

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다.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상표법상 문제되는 점은, 검색광고에서 키워드에

기반한 광고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상표의 사용이 긍정된다면 그 사용의 주체는 누구인

지의 문제이다. 나아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오해의 우려 있게 표시한 검

28) Alex Aferiat, “It's Google's World and We're Just Clicking in It: Why

the Growth of Sponsored Link Advertising Necessitates a Shift of

Trademark Regulation on the Internet”, 47 New England L. Rev.

157(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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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서비스제공자의 화면구성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

용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검색광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상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

해의 요건으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쟁업체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입하여 검색결과로서 자신의 광고문을 제

시하는 과정에서, 그 광고 자체에는 상표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부적

알고리즘을 통하여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

다. 전통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상표가 상품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시각적으로 제시되어야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

러한 경직적인 해석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다음으로, 상표의 보이지 않는 사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

한 상표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된다.29) 광고주가 타인의 등록상표

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검색광고를 통하여 검색서비스제공자

역시 등록상표를 검색결과 화면에 표시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과거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보통 경쟁업자만이 해당

되었다. 자신의 상품에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자신

의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유발하여, 상표권자가

상표에 축적한 신용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핵심이

었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만 상표권 침

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제3자의 상품 사이의 혼동

을 유발하여 이익을 취하는 영업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

연 타인의 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함으

로써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한 자를 상표법상 규율할 수 있는지가 쟁점

29) 이러한 상표 사용의 주체의 문제는 상표권 침해사안에서 직접침해자와 간

접침해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양자는 침해의 성립요건부터 입증책임

까지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 주체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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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아가,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비단 내부

알고리즘에서의 활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색창에 타인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면서 그 검색결과로서 상표권자 경쟁업체의 상품 또는 광

고를 나타냄으로써 상품 또는 광고의 출처가 상표권자인 것처럼 나타내

는 행위 또한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하

는 기능,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위나 성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통해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

익을 보호한다.30) 그런데, 검색광고서비스제공자는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키워드 입력에 반응하여 검색결과를 제시하면서, 검색창에 판매한 키워

드를 제시하는 한편 당해 키워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위치

에 타인의 광고를 제시한다.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상표에 축적된 신용 내지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상표를 키워드로 표시하면서 키워드과 연관된 검색결과로 스폰서링

크를 제시하는 것은, 등록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활용하여 출처의 오해

우려 있게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직접 부착하거나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의

수단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도, 다른 상품의 광고의 출처를 나타

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역시 문

제된다. 이하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해외의 사례를 먼저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본다.

제 3 장 상표의 사용과 검색광고에 관한 해외의

사례

3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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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설

이 장에서는 검색광고에서의 상표사용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유럽연

합사법재판소 등 해외의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실맥락에

따른 평가의 차이 또는 상당히 유사한 법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법원

간의 판단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검색

광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없으며 연방법원들이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면서도 공통된 입장을 취지고 있지 않다. 상표권자인 원고들은 검

색엔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연방상표법(Lanham Act)상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31), 출처오인

(misappropriation), 혼동 유발로 인한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

및 희석화(dilution)32) 등을, 주법 또는 보통법상의 상표권 침해 및 희석

화, 상업적 이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interference)으로 인한 불법행위 등

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였다.33)

종래 미국에서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혼동가능성

여부였고, 인터넷상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혼동가능성의 시점을 상품 판

31) 상표법 제32조 제1항의 상표권 침해나 제43조(a)항의 출처오인,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유효한 상표의 존재 (2) 피고의

상표 사용 (3) 상업적 사용 (4) 상품 및 서비스의 광고 등과 관련한 사용,

(4)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 (5) 혼동가능성 입증이 있어야 한다.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Supp.2d 393, 398 (N.D.N.Y. 2006).

32) 상표법 제43조(c)항 상표희석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저명하고, 피

고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며, 원고의 상표가 유명해진 다음에 피고가

상표를 사용하고, 피고의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식별하

는 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표를 희석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

다.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Supp.2d 393, 403 (N.D.N.Y.

2006).

33) Governmen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330 F. Supp. 2d 700,

702;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Supp.2d 393, 395-396

(N.D.N.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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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점 이전까지 확장한 최초관심혼동이론이 등장하였다. 다수 판례들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상표 사용 요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최초관심혼

동이 인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판하면서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는 상표의 사용행위라는

요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단지 결과로서의 혼동의 우려만으

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표사용론이 제기되었다.34) 상표

의 사용요건을 선결적으로 심사하여, 시각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상표

의 사용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혼동가능성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상표

권 침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결에서 이러한 상표사용론은 배척되었고, 이후에는 검

색광고와 관련하여 상표의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례를 찾기는 어려

울 정도로 입장이 정리된 듯하다. 그러나 검색광고에서 궁극적으로 상표

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결이 나뉘며 상표의 사용을 인

정하는 근거 역시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

근에는 검색엔진이 아닌 오픈마켓인 Amazon을 상대로 제기된 키워드

광고 관련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과 결정이 계속되는 등 아직까지도 논란

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Google을 비롯한 검색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상표권 침해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2010년 유럽사법재

판소는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보이지 않는 사용은 인정할 수 없으며, 상

표가 시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침해책임은 광고주만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상표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의 국

가별 판례를 살펴본 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검색광고와 관련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우리 상표법이 일본법의 그것과

34) 김기영, “Google의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인터넷과

법률 3, 법문사, 2010, 484면;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

찰”,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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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일본의 상표법 및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제 2 절 상표의 사용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1.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

연방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관한 규정은 크게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를 규정한 제32조와 미등록 상표에 대해 규정한 제43조가 있다. 등록상

표권에 대한 침해요건을 규정한 미국 연방상표법 제32조 제1항은 (a) 상

품 등에 직접 또는 그와 관련하여, 판매나 광고행위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모조상품을 거래상 사용하는 행위와 (b) 모조행위를 한

다음 상품 등의 판매나 광고에 직접 혹은 관련하여 사용되는 포장이나

광고물 등에 모조상표를 혼동의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거래상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35) 연방상표법 제43(a)조는 미등록표

지에 대한 침해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품이나 광고 등에 직접 또는 그

와 관련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단어나 상징 등을 거래상 사용하는 행

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36) 제32조가 등록상표에 관한 것이고,

35) 15 U.S.C. § 1114(1)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a) 혼동, 오인 또는 기망의 우려가 있는 일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 또는

그와 관련하여, 판매, 청약, 배포 또는 광고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상표의 일

체 복제물, 위조품, 복사물 혹은 그럴듯한 모조품을 거래상 사용하거나,

(b) 등록된 표장에 대하여 복제, 위조, 복사 또는 그럴듯한 모조 행위를 한 다음

이에 직접 혹은 이와 관련한 사용이 혼동, 오인 또는 기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청약, 배포 또는 광고에 직접 거래상

사용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찰, 표식, 인쇄물, 포장, 포장지, 용기

또는 광고물에 위와 같이 모조한 복제물, 위조품, 복사물 또는 그럴듯한 모

조품을 사용한,

일체의 자는 등록 권리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구제수단에 의한 민사상

책임을 진다.

36) 15 U.S.C. § 1125(a)(1).

일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용기에 직접 또는 그와 관련하여, 거래상 다

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어, 용어, 이름, 상징, 장치 또는 그 결합물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나 오인 우려가 있는 기재 또는 표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일체의 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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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a)조가 미등록상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두 조항은 본

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상표의 사용이 있고 그

러한 사용이 상업적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상업적 사용에 혼동가

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연방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당해 표장이 이미 ‘거래

상 사용(use in commerce)’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37) 나아가 정의규정

인 제45조에서 거래상 사용의 개념을 자세히 규정한다.38) 이는 상표의

사용 개념에 관하여 단순히 ‘사용할 의사’만을 요구하는 우리 상표법과는

다르며, 이는 보통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

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진다.

(A) 타인의 견련, 결합, 연합 관계 또는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 활동

의 출처, 후원, 승인 관계에 대하여 혼동이나 오인을 초래하거나 기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B) 상업광고 혹은 판촉에서 그 자 또는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영업의 성

격, 특징, 품질 또는 지리적 산지를 거짓으로 표명하는 경우

37) 15 U.S.C. § 1051.

거래상 사용되고 있는 표장의 보유자는 이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 그 표장

의 등록을 구할 수 있다 (The owner of a trademark used in commerce

may request registration of its trademark on the principal register hereby

established by paying the prescribed fee and filing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 application and a verified statement, in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by the Director, and such number of specimens or

facsimiles of the mark as used as may be required by the Director.)

38) 15 U.S.C. § 1127

“상업적 사용”이라 함은 영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표장을 ‘성실하게’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 표장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법에서 표장은 다음의 경우에 거래상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1) 상품에서는

(A) 그 표장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상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그와 관련된

외장, 그에 부착된 라벨이나 표찰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성질

상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상품이나 그것의 판매와 관련된 문서상에 상

표를 고정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상품이 판매되거나 거래상 수송되는 경우

(2) 서비스에서는 표장이 당해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되거나 제시되는

과정에서 그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제공되었거나 하나 이상의 주 또는 미국

과 외국 사이에서 제공되었으며, 그 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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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 침해태양으로서 상표의 사용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표권

침해의 태양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상표법 제45조는 제1조의 거래상 사용의 개념을 자세히 규

정하면서, 상품이나 포장용지, 전시물이나 그에 부착된 표찰 혹은 성질상

곤란한 경우 당해 상품 등에 관한 문서상에 상표가 고정되어야 거래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상 상표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미국 판례와 이론의 동향

가. 메타태그에 관한 판례와 최초관심혼동이론의 확산

미국에서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초기에는 메타태그에 관한

사안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메타태그에서의 상표사용 또는 배너광고

를 촉발하는 키워드로서의 상표사용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검색광고에서

의 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작동방법의 유사성 때문에

연방법원이 검색광고에서의 광고주 또는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메타태그에서의 결정을 인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태그에 관한 사

안들은 검색광고에서 광고주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는 광고주들이 메타태그와 검색광고의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해왔고,

사건들 역시 상표권자와 광고주들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메타태그에서 상표 사용에 대하여 최초로 침해를 긍정하며 예비적 금

지명령을 내린 판결은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판결39)이지만, 간략한 설시만을 담고 있다. 이후 제9연방항소법원

의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판

결40)이 메타태그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41) 그리고 메타태그

39)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985 F. Supp. 1220

(N.D.Cal. 1997)

40)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174 F.3d

1036 (9th Cir. 1999)

41) 이 사건은 메타태그와 도메인이름 양자에 관한 사안으로, 법원은 도메인이

름의 부당선점행위 부분에 대한 판시에서 최초관심혼동이론을 긍정하고 채

택하면서 이를 메타태그에서의 판시에 원용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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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보이지 않는 사용 행위만이 규제된 사례로 제7연방항소법원의

Promatek Indus. v Equitrac Corp. 판결42)을 함께 다루어 메타태그에서

의 상표사용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최초관심혼동이론의 내용과 이를

채택한 판례들에서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

는지 살펴본다.

(1)메타태그에 관한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판결

미국에서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이 문제되었던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메타태그 사안이다. 메타태그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

련하여 제9연방항소법원이 최초관심혼동을 인정하면서 상표권 침해를 인

정하였다.43)

원고 Brookfield Communications는 연예정보제공회사로 Moviebuff라

는 상표를 사용하여 연예산업관련 정보를 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판

매하였다. 피고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

디오 대여 체인으로 자신이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여온 moviebuff.com

도메인이름 하에서 웹사이트에서 연예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

였고, ‘Movie Buff’를 메타태그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사이

트에 Moviebuff를 입력하면 Brookfield Communications의 웹사이트 대

신에 westcoastvideo.com이 제시되었다.44)

피고는 메타태그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피고의 웹사이트가 검색결과

로 이용자들에게 제시되더라도, 이용자들이 곧장 피고 웹사이트로 연결

되지 않으며, 여전히 이용자들은 여러 결과웹사이트 중 선택할 기회가

사용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상 상표사용에 관한 다수

의 판례가 원용하고 있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2) Promatek Indus. v Equitrac Corp., 300 F.3d 808 (7th Cir. 2002)

43)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174 F.3d

1036 (9th Cir.1999)

44) Id. at 104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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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령 피고 웹사이트에 진입하더라도 원고의 웹사

이트가 아님을 알고 퇴거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결국 혼동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MovieBuff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에 양 당

사자의 웹사이트가 모두 나타나며 이용자가 두 개의 웹사이트 중

WestCoast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그 도메인이름이 westcoastvideo.com이

기 때문에 소비자가 서비스 판매의 그 시점(at the point of sale)에는 혼

동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통적인 혼동가능성 법리에 따른다면 원고의 주

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5) 그러나 법원은 Brookfield

Communications가 자신의 상표에 축적한 신용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이

득을 얻었으므로 메타태그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한 최초관심혼동이 존

재한다고 판단하였다.46)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였는데 혼동가능

성을 판단하는 전제로서 상표의 사용의 존재에 대하여는 ‘메타태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자신의 점포 앞에 타인

의 상표를 게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짧은 판시사항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하여 메타태그에서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요건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묵시적으로 전제하며 긍정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된다.47)

피고의 공정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영화광을 의미하는 기술적 용

45) Id. at 1062.

46) Id. 한편 법원은 WestCoast의 도메인이름인 moviebuff.com이 MovieBuff를

포함하는 것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 세계에서 웹사

이트의 소유권에 대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하였다. Id. at 1057

47)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메타태그, 한글

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19면.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웹페이지의 HTML코드 내에서의 사용으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사용임에도 법원이 연방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언급하지 않

고 최초관심혼동이론을 정립하는데만 노력하였다는 백강진,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의 개념”, 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

터, 2009, 52면에서의 비판에 대하여, 앞의 논문에서도 법원의 판시사항이 부

족함을 인정하며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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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 ‘Moviebuff’가 아니라 ‘Movie Buff’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실제로도

MovieBuff가 사용된 것이 Brookfield Communications의 상품을 표시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의 상품을 기술하

고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메타태그로서의 상표사용

을 공정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48)

(2) Promatek Indus., Ltd. v. Equitrac Corp. 판결

이 사건은 도메인이름에서의 보이는 상표사용을 인정함에 수반하여 메

타태그에서 보이지 않는 사용까지 인정했던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사건과는 달리 오로지 메타태그에

서의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만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비용회복 장비업체인 Promatek Industries49)의 상표인 Copitrak을 경

쟁업체인 Equitrac Corp.가 자사 웹사이트의 메타태그로 사용한 사건으

로50), 제7연방항소법원은 오직 메타태그에서의 상표사용에 대하여만 상

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면서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판결의 입장을 강화하였다.51)

48)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174

F.3d 1036, 1066 (9th Cir.1999)

49) 원고 Promatek Industries는 비용회복장비업체로 Copirak이라는 상표의 복

제추적기(로펌, 회계법인에서 특정 고객의 의뢰에 따라 행하는 업무상 복제,

팩스, 전화 등 일체의 행적을 추적하고 집합하여 추후 해당 고객에 대한 비

용청구에 자동적으로 산입하는 기기 혹은 시스템)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50) 실제로 기재한 것은 오타인 Copitrack이었으며 Equitrac 측이 Promatek의

Copitrak 상품에 대한 보수유지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로지 메타태그의 사용만이 문제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서 상표사용론자들은 이 판결을 ‘상표법 원칙의 기이한 돌연변이’라고 비판

하기도 한다. Uli Widmaier, “Use, Liability, and The Structure of

Trademark Law”, 33 Hofstra L. Rev. 603, 673 (Winter 2004) “인터넷상에

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

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16호, 사법발전재단, 2011, 55면에서 재인용.

51)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메타태그,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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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Promatek이 축적한 신용을

유용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최초관심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방

상표법상 위법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52) 법원은 전통적인

혼동가능성 법리에서 강조하는 혼동의 지속시간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생긴 최초관심혼동이 실제 구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상표법 위반사실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53)

법원은 혼동에서 중요한 점은 혼동의 지속시간보다는 권리자의 신용에

편승한 부분이라고 보면서, 최초관심에서의 혼동도 연방상표법상 위법행

위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결과

금세 사라져 실제구매에 영향이 미미하거나 전혀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표법 위반사실이 사후에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54)

다만 Equitrak 측이 Copitrak 상품에 대한 보수유지서비스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광고하거나 메타태그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법원은 피고가 마

치 원고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메타태그

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행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55)

이 판결에서도 상표의 사용 요건 자체에 대한 판시사항은 자세히 설시

되어 있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그로

인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러한

혼동에는 전통적인 혼동가능성 법리에 따른 혼동 외에 최초관심혼동을

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16호, 사법발전재단, 2011, 20

면에서는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판결은 메타태그 외에도 도메인이름에서의 사용이 문제되어, 도메인이

름에서의 보이는 사용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메타태그에서 보이지 않

는 사용도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Promatek Indus., Ltd.

v. Equitrac Corp. 판결은 아예 보이지 않는 사용만을 대상으로 침해를 긍정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52) Promatek Indus. v Equitrac Corp., 300 F.3d 808, 812-814 (7th Cir. 2002)

53) Id. at 812-813

54) Id.

55) Id. at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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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메타태그에 관한 판례와 더불어 다수의

사안에서 인터넷상 상표사용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가 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 최초관심혼동이론의 내용 및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판단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판결에서 선례로서 정립된 최초관심혼동이론은 소비자가 혼동하여 실제

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최초 관심을 끌기 위

하여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

자는 입장이다.56)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의 요건인 혼동가능성 이론에서

상품의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혼동유무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이 관점에서는 구매 시점 이전 단계에서 소비자가 최초로 당해 상표에

관심을 가진 시점에 발생한 혼동에까지 혼동가능성 판단시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한다.

최초관심혼동이론은 제2연방항소법원의 Grotrian, Helfferich, Schulz,

Th. Steinweg Nachf. v. Steinway & Sons 판결57)에서 최초로 적용되었

고,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사건에서

인터넷상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적용되었다. 이후 최초관심혼동의 법리에

따라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및 학자들이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유발하여 구매로 이어

지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설령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거나 그 혼동으로 인하여 의도하

지 않은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초관심혼동이론의 출발점이다.58)

56)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23:6

57) Grotrian, Helfferich, Schulz, Th. Steinweg Nachf. v. Steinway & Sons,

523 F.2d 1331 (2d Cir. 1975)

58) 육소영, “사이버공간상의 새로운 상표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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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최초관심혼동이론을 적용한 연방항소

법원들은 피고의 상표사용이 최초관심의 혼동을 유발하고 경쟁자의 상표

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요소로 (1) 상표의 유사성 (2) 상품의 유사

성 (3) 사용된 마케팅 경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위

인터넷 3요소(Internet Troika)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에서 상표가 사

용되거나 언급된 경쟁 상품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이 관심이 유발되거나, 우회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하면

쉽게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Internet Troika를 적용한 법원들은 피

고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면서 메타태그

나 스폰서 링크 등 인터넷 광고에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

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 장래 피고의 상표사용을 금하는 금지

명령을 발하였다.59)

최초관심혼동을 긍정하면서 메타태그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던

초기의 판결들은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 않은 채 상표의 사용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뒤 최초관심혼동 여부를

판단하였다.60)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판결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짤막하지만 직접적으로 판

시하면서 혼동유무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Internet Troika를 근거로 최

초관심혼동을 인정하는 판례의 흐름은 Perfumebay.com v. eBay, Inc. 사

건61)에까지 이어졌으나, 후술하는 Network Automation, Inc. v.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242-243면. 최초관심혼동이론 적용 확대에 대한 비

판이 있지만, 많은 항소법원에서 인터넷상 상표사용의 규율을 위해 인정되고

있었다는 설명은 Jennifer E Rothman, "Initial Interest Confusion: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Trademark Law." 27 Cardozo L. Rev. 105, 109-110

(2005)

59) Alex Aferiat, “It's Google's World and We're Just Clicking in It: Why

the Growth of Sponsored Link Advertising Necessitates a Shift of

Trademark Regulation on the Internet”, 47 New England L. Rev. 157

(2012-2013).

60)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174

F.3d 1036 (9th Cir.1999); Promatek Indus. v Equitrac Corp., 300 F.3d 808

(7th Cir. 2002) 등.

61) Perfumebay.com v. eBay, Inc., 506 F.3d 1165, 1174-1176 (9th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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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ystems Concepts, Inc.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이 최초관심

혼동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 뒤에는 다수의 판결이 이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

또한 최초관심혼동을 판단하기 이전에 상표의 사용 유무에 대하여 별도

로 판시사항이 드러나 있는 경향이 보인다.62) 이러한 판결들은 전반적으

로 상표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었다.

나.상표사용론의 등장과 팝업광고에서 상표의 사용

(1)상표사용론의 주장 및 근거

상표사용론(trademark use theory)은 권리자의 상표가 시각적으로 제

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표의 사용’이 없으므로 혼동가능성의 판단에

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

표권을 과잉보호하는 정책적인 측면63)과 최초관심혼동이론의 확산64)에

이 사건은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검색광고와

는 달리 Perfumebay가 자신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고 eBay는 자신의 상

표인 eBay를 키워드로 구매한 사건이다. 다만 인터넷 이용자들이 eBay에서

향수를 구매하기 위해 eBay와 Perfume을 함께 입력하면 양 상표의 유사성

으로 인해 eBay와 Perfumebay의 웹사이트가 동시에 나타나서 상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eBay와 Perfumebay 상

표가 유사하고 양자 상품이 모두 향수이며 양자 모두 인터넷을 마케팅 수단

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최초관심혼동을 인정하였다.

62)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638 F.3d

1137 (9th Cir.2011); Multi Time Machine, Inc. v. Amazon.com, Inc., 804

F.3d 930 (9th Cir.2015)

63) 1995년 미국에서는 연방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를

제정하여 명문으로 희석화이론을 채택하면서, 저명상표는 예외적으로 혼동이

없는 경우까지 보호되었다. 이렇게 확장된 상표권의 범위에 대해 연방대법원

이 Moseley v. V Secret Catalogue, Inc. 537 U.S. 418 를 통해 단순히 식별

력 손상의 가능성(likelihood)가 아니라 실제 손상(actual harm)이 필요하다고

하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2006년 상표희석화 개정

법률(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를 제정하여 실제 손상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된다고 확정하였다.

64) 앞서 살펴본 메타태그에 관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과 제7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최초관심혼동이론을 채택함으로써 통상의 식별력을 가진 상표에

대하여도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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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며, 타인의 상품광고에 관해 검색엔진에까지 책임을 확장하는 경

향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65) 상표사용론은 이러한 경향이 상표의 독점

권을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혼동이나 희석화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

표사용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상표의 사용을 요구함으로써 소비자가 상

품과 관련성 있는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검색비용

이 감소하며66) 혼동가능성 심사가 사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대 상표분

쟁해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67) 특히 연방상표법 제45조는 ‘거래상 사

용’을 정의하면서 상표가 해당 상품 등에 고정(placed on)되었을 것을 요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이 존재하지 않는 메타태그와 같은 인터넷상

활용에는 ‘사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동이나 희석화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68)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키워드의 판매과정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상표의 상표 사용이 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

스의 출처, 품질 또는 특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며69) 다른 사람의 상표를 보이지 않는 키워드와 메

65)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Trademarks and Consumer Search

Costs on The Internet”, 41 Houston L. Rev. 777, 779-782 (2004)에서는 전

통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직접 자신의 상품 등에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자에

국한하여 인정되므로, 검색엔진에까지 부당하게 책임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며, Playboy Enterprises v. Netscape Communications 판결과

1-800 Contacts 사건의 원심판결인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309 F.Supp.2d 467 (S.D.N.Y.2003)을 비판하였다.

66) Id. at 810.

67)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Grounding Trademark Law

through Trademark Use”, 92 Iowa L. Rev. 1669, 1690-1692 (2007)

68) Id. at 1675-1676. 이에 대하여 1881년 미국 연방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

요건으로 침해자의 상품 등에 반드시 고정(affixation)될 것을 요구하건 것이,

1920년 개정을 통해 ‘고정 혹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서 등에 결합’으로

완화되었지만, 현행 연방상표법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결국 소비

자에게 보이지 않는 메타태그나 키워드광고의 사안은 모두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Margreth Barrett, “Trademarks and Digital

Technologies: ‘Use’ on The Net”, 13 No. 11 Journal of Internet Law 1,

8-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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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태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표법상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70) 나아가 이들은 상표권자의 상표가 광고에서 사용된 경우

에만 광고주가 상표책임을 부담할 뿐이며 검색엔진은 직접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간접침해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다.71) 광고문안 자체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권 침해주장보다 연방상표법 제42(a)조(1)(B)의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만

을 부담한다고 한다.72) 검색엔진의 책임과 관련하여는 인터넷 이용자들

이 검색엔진이 완벽한 검색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으며,73)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키워드를 입력하기도 한다는 점

을 근거로 든다.74)

또한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공중이

당해 상표를 찾는 검색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상표법의 입법목적이

며, 검색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는 정

책적으로도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75) 또한 상표사용론은

법률문제에 속하는 상표의 사용 요건을 혼돈가능성 판단의 전제요건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배심원이 판단해야하는 혼동가능성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76) 이러한 상표사용론에 저명한 학자들이 동조함으로써 단기간에 강

69) Margreth Barrett, “Internet Trademark Suits and the Demise of

”Trademark Use“”, 39 U.S.Davis L. Rev. 371, 454-456 (2006)

70) Uli Widmaier, “Use, Liability, and The Structure of Trademark Law”, 33

Hofstra L. Rev. 603, 708 (2004)

71)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Trademarks and Consumer Search

Costs on The Internet”, 41 Houston L. Rev. 777, 812 (2004)

72) Id. at 821.

73) Margreth Barrett, “Internet Trademark Suits and the Demise of

”Trademark Use“”, 39 U.S.Davis L. Rev. 371, 454 (2006)

74) Eric Goldman, “Deregulating Relevancy in Internet Trademark Law”, 54

Emory Law Journal 507, 583 (2005)

75)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Trademarks and Consumer Search

Costs on The Internet”, 41 Houston L. Rev. 777, 786 (2004). 이들은 상표

법의 목적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Qualitec Co. v. Jacobson Products Co., 514

U.S. 159, 163-165 (1995)을 원용하였다.

76) 혼동가능성 유무의 판단은 철저하게 사실관계의 제방사정을 고려한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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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77) 특히 상표사용론이 대두한 시점에는 팝업광

고에서의 상표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많은 재판부에서 상표사용론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림으로써 상표사용론

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2) 팝업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례

팝업광고에 의한 상표권 침해 사안으로서 최초의 사안은

Washingtonpost. Newsweek Interactive Co., LLC. v. The Gator Corp.

사건이다.78) 컴퓨터 사용자가 일정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Gator Corp.

의 원격 컴퓨팅시스템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하나 이상의 승인되지 않은

팝업광고를 게시하였고, Newsweek Interactive Co., LLC.는 Gator Corp.

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팝업광고가 마치 웹사이트 소유자에 의해 승인을

받은 광고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연방

지방법원이 별다른 이유를 부기하지 않고 해당 팝업이 원고의 상표권 등

을 침해한다는 짧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당사자 간 화해로 종료

되어, 상표의 사용 유무에 대한 법원의 논리를 규명하기 곤란하다.79) 이

판단이다. Governmen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330 F. Supp. 2d

700 (E.D.Va. 2004.) 참조. 이는 배심원의 사실판단 문제이며 제9연방항소법

원은 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2d 341 (9th. Cir. 1979) 판결의 8

가지 판단요소를 고려한다. 제2연방항소법원의 경우는 Polaroid Corp. v.

Polarad Electronics Corp., 287 F.2d 492, 495(2d Cir. 1961)에서 제시한 요소

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실무상 거의 예외 없이 방대한 소비자표본통계조사가

필수적이어서 소송상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77) Stacey L. Dogan & Mark A. Lemley, “Grounding Trademark Law

through Trademark Use”, 92 Iowa L. Rev. 1669(July 2007); Eric Goldman,

“Deregulating Relevancy in Internet Trademark Law”, 54 Emory Law

Journal 507(Winter 2005); Uli Widmaier, “Use, Liability, and The

Structure of Trademark Law”, 33 Hofstra L. Rev. 603 (2004). 박준석, “인

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

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33면, 각주

51번 참조.

78) Washingtonpost. Newsweek Interactive Co., LLC. v. The Gator Corp.,

2002 WL31356645 (E.D.Va. 2002)

79) 이 사건에서 원고 Newsweek Interactive Co., LLC. 등은 웹페이지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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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팝업광고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2연방항소법원 관할의 버지니

아 동부지방법원의 U-Haul International, Inc. v. WhenU.com 사건80),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1-800 Contacts 사건81), 제6연방항소법원 관할의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의 Wells Fargo 사건82)이 있었다. 위 네 건 중 3건

의 피고가 WhenU.com이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팝업광고를 현출시키는

성을 추구하면서 광고의 내용과 외형을 통제하기 위하여 광고의 조건으로

언제든지 광고 자체나 광고의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가 가지도

록 계약상 조건을 부가하였다. 피고 Gator Corp.는 팝업광고를 판매하는 회

사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번호, 이름 등의 정보를 기억하는 무료 소프트

웨어를 판매하였다. ‘Gator’라는 무료 응용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그 묶음으

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한다. 원고가 행한 소비자조사에서 66%의 응답자는 팝

업광고가 웹사이트 소유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았으며, 45%의 응답자는

팝업광고의 내용이 웹사이트 소유자가 미리 점검하여 허락한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원고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혼동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법원

이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Erich D.

Schiefelbine, “Stopping a Trojan Horse: Challenging Pop-up

Advertisements and Embedded Software Schemes on the Internet

Through Unfair Competition Laws”, 19 Computer & High Technology L.

Journal 409 (March 2003) 참조.

80) U-Haul International, Inc. v. WhenU.com, Inc., 279 F.Supp.2d 723

(E.D.Va.2003) 이 판결은 아래 판결 사안과 유사하며 상표사용을 부정하는

논리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팝업광고로 인하여 이

용자들이 U-Haul 웹사이트를 보기 위하여 팝업광고를 닫는 우회적인 방법

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이 비록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

하는 것을 미루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

여 팝업광고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중요한 사실로 간주하

였다. 나아가 팝업광고를 닫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권 침

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WhenU.com의 팝업광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와 동일한 화면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상표의 사용을 구성하기에 충분

하며, 팝업광고가 개시되는 과정의 일부로 U-Haul 상표를 사용한 것이 상표

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윈도우와는 별개

의 화면이 등장할 뿐이며, WhenU.com의 광고가 원고의 웹사이트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만으로는 상표사용이 성립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동

의에 의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므로, 팝업구조 역시 원고의 상표사용이라

고 보지 않았다.

81)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 Vision Direct, Inc. 309 F.Supp.2d

467 (S.D.N.Y., 2003)

82) Wells Fargo & Co. v. WhenU.com & Vision Direct, Inc., 293 F.Supp.2d

734 (E.D.Mich. 2003). 이 판결은 738-749면에서 WhenU.com의 팝업 원리

등 기술적 측면과 실무적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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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Now 프로그램이 문제된 것이었다. 이중 WhenU.com 1-800

Contacts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상표권 침해부분

을 취소한 뒤,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팝업광고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1-800 Contacts v. WhenU.com

판결을 살펴보도록 한다.83)

(3)1-800 Contacts, Inc. v. WhenU.com, Inc. 판결

원고는 콘택트렌즈 등을 온라인이나 전화로 판매하는 상인이다. 피고

WhenU.com, Inc.와 Avi Naider 사는 SaveNow라는 애드웨어를 배포하

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내부에 전화번호부와 같이 카테고리별로 나뉜 용

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

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주소, 입력한 검색어나 웹사이트 내용 중 특정

한 단어와 그 단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카테고리를 일치시킨 후,

그 카테고리 관련 팝업 광고를 랜덤하게 사용자의 컴퓨터에 나타나게 한

다. 이것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가 방문하는 사이트를 감시하다가, 이용

자가 저장 목록에 대응하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동적으로 원고경쟁자의

팝업광고를 제시하였다. 이용자들이 1800contacts.com을 주소창에 입력

하면, SaveNow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눈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

하고,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팝업광고를 현출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애드웨어가 원고의 사이트에 방문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에 경쟁사의 팝업 광고를 자동적으로 띄우는 행위와 그러한 팝업을 위해

미리 애드웨어 목록에 원고사이트의 도메인이름을 포함시켜둔 행위가 연

방상표법 위반이라고 제소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이 원고의 웹사이트를

접속한 경우에도 원고 경쟁자인 Vision Direct, Inc.의 팝업광고가 나타난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1-800 Contacts에 대한 상표

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83)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 Vision Direct, Inc., 414 F.3d 400

(2d Ci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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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 주소를 SaveNow의 디렉터리에 포함

하는 것은 원고 상표사용이라고 인정하였다.84) 1심에서는 Brookfield 판

결의 최초관심 혼동이론을 채용하면서도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판단하였

다.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 1-800 Contacts의 상표를 포함하고 이

를 경쟁 업체의 팝업 광고를 송출하는 계기로 사용하여, 그 광고를 사용

자의 스크린에 그 즉시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

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

면서 결론적으로 1심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였다.85)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두 가지 행

위 모두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혼동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는 판단하지 않았다.86)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제2연방항소법원은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위치

는 오직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상이므로, 이러한 내부적 사용은 연방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의 목록에 포함된

84)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and Vision Direct, Inc. 309

F.Supp.2d 467 (S.D.N.Y., 2003)

85)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 Vision Direct, Inc. 2003 WL

22999270 (S.D.N.Y., 2003) 혼동가능성과 관련하여, 1심법원은 “판매전 혼동

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웹사이트 이용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가 거래를 위한 첫 과정에 결정적인 신뢰를 얻는데 있다.” Id at 493. 피해의

유형은 (1) 처음에 고객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2) 소비자가 원고

와 피고 제품의 출처가 연관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여 구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 (3) 초기의 신뢰, 즉 최초관심혼동이 없었다면 구매자가 최

초의 신뢰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 상품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

진 계기는 원고의 상표가 갖는 명성이나 신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서 비

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최초관심 혼동이론은 바로 적용하지 않

고, 팝업광고에 의하여 소비자가 혼동에 빠졌는지 결정하는 Polaroid 요소를

적용하였다.

86) 이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은 상표의 내부적 사용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

지에 명백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항소심에 대한 상

고허가 신청을 기각하여, 연방대법원이 일견 항소심과 동일한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더해졌다. 546 U.S. 1033 (Nov. 28, 2005) 그러나 상표의

사용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모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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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확한 원고상표가 아니라 그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이었다. 항소심

은 설령 실제와 달리 원고상표가 포함되었더라도, 이것은 연방상표법이

요구하는 상품 자체에 대한 고정(affixation)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은

상표 자체가 아니라도 그와 유사하므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항소심은 이를 비판하면서 양자의 차이 때문에, 특히 원고의 상표 자체

로부터는 팝업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다.87) 또한 원고

도메인이름은 목록 속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쓰였을 뿐이어서, 마치 원고

상표인 것처럼 시각적인 혼동(visual confusion)을 초래할 수는 없으므

로, 애드웨어 목록 속에서의 활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88)

다음으로, 팝업광고 그 자체에는 1-800 Contacts의 상표가 표시되지

않았고, 분리된 창을 구성하기 때문에 팝업광고가 웹사이트와 동시에 나

타난다는 것만으로는 상표침해의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

였다. 항소심은 팝업광고를 띄우는 행위 부분 역시, 피고가 원고 상표 자

체를 보여준(display) 것이 아니며, 팝업창은 원고 사이트의 배경화면과

분리되어 일체의 유형적인 변화를 끼치지 않았고, 나아가 광고가 나타날

때 컴퓨터 이용자에게 원고의 URL이나 상표가 표시되지 않고

WhenU.com의 표지가 부착되었으므로 팝업광고가 원고사이트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스스로 도메인이름을

우연히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게 채택하였을 뿐, WhenU.com이 상표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도메인이름을 목적에 쓰고 있지는 않다.89) 또한

Governmen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판결에서는 키워드를

판매하여 원고 사이트에 특정 경쟁업자의 광고를 1:1로 연결한 것임에

비해, 당해 사안은 애드웨어 목록 중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여러 광고를

87)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 Vision Direct, Inc., 414 F.3d 400

(2d Cir. 2005), 409.

88)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항소심에서 “만일 도메인 이름이 아니라 상표 자체가

목록에 포함된 경우였다면, 상표의 사용에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도메인이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해야한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89) Id. at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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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팝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팝업행위에 상표

의 사용이 없다고 보았다.90)

나아가 법원은 또한 상표의 상업적 사용과 혼동가능성 모두 상표권 침

해를 위한 독립된 구성요소이지만, 사용이 다른 요건보다 먼저 판단되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1) 또한 항소심 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편승(free riding)과 같은 혼동행위가 있더라도 연방상표법

의 규제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상거래 관행상 정당한 경쟁행위에 가깝다

고 판시하고 있다. 상표권자의 경쟁자가 상표권자의 상품 옆에 그보다

저렴한 상품을 배치하여 상표권자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이므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WhenU.com 역시 원고상

품을 찾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대체렌즈나 할인쿠폰정보를 알려주는 동일

한 판매 전략을 사용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92) 설령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PC이용자 스스로 애드웨어를 설치한 이상 혼동가능

성 역시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93) 이러한 연방제2항소법

원의 입장은 상표사용론으로 대변된다.

팝업 광고에 관한 1-800 Contacts 판결이후 또한 제2순회항소법원 관

할 내 1심법원들에 의해 동일한 입장의 판례가 몇 개 더 등장하였다.94)

특히 이후에 설명한 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결의 1심법원

90) Id. at 411-412.

91) Id. at 412.

92) Id. at 411.

93) 이용자가 애드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A사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자 했을 때 경쟁사인 B사의 광고가 팝업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판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94)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 Supp. 2d 393, 397-404 (N.D.N.Y.

2006); FragranceNet.com, Inc. v. FragranceX.com, Inc, 493 F. Supp. 2d

545, 546 (E.D.N.Y. 2007). Greg Lastowka, “Google's Law”, 73 Brooklyn L.

Rev. 1327, 1385-1390 (2008). 반면에 Merk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Medip가

ZOCOR 표장들은 어떠한 상품이나 용기, 전시물 또는 관련 문서에 부착하지

(placed on)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ZOCOR라는 키워

드의 검색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대한 스폰서 링크를 나타나게 했다는 의미

로서만 ZOCOR 표장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Merck & Co., Inc. v.

Mediplan Health Consulting, Inc., 425 F.Supp.2d 402 (S.D.N.Y.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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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상표사용론에 입각하여 키워드 광고의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법원은 앞의 팝업광고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내부적 사용은 상표

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생각과 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95)

제2연방항소법원 소속 다른 지방법원들도 같은 이유로 상표를 메타태

그와 키워드로 사용한 것이 상표법상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96) 미국 전역에서 상표사용론의 입장에 따르는 듯한 판결이

증가하였지만, 후술하는 Rescuecom Corp. v. Google Inc. 사건의 항소심

에서 상표사용론의 입장은 완전히 배척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이하에

서는 검색광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사용론과는 반대되는 최근

판례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3. 검색광고에 관한 사례

가.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판결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가 처음 문제되었던 사건은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사건97)이다. 피고는

95)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 Supp. 2d 393, 415 (N.D.N.Y.

2006).

96) Site Pro-1, Inc. v. Better Metal, LLC., 506 F. Supp. 2d 123, 127

(E.D.N.Y. 2007).

97)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55 F. Supp. 2d

1070 (9th Cir. 1999) aff’d, 202 F. 3d 278 (9th Cir. 1999);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354 F.3d 1020(9th

Cir, 2004) 이에 대하여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에 대하여, 1999년 1심 법원의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55 F. Supp. 2d 1070 (C.D. Cal. 1999) 판

결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일종의 중간 재판에 관한 불복(interlocutory

appeal)이 제기되었으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aff’d, 202

F. 3d 278 (9th Cir. 1999). 이후 1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2000. 9. 1심법원

이 피고 승소의 약실판결(summary judgement)을 하였다. 2000 U.S. Dist.

LEXIS 13418, C.D. Cal. 본안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2004. 1.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재판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354 F.3d 1020,

9th Cir.. 파기 환송된 1주일 후 위 사건이 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이

사안에서 검토가치가 있는 재판은 신청사건에 대한 1심과 본안에 관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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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을 운영하면서, 검색어인 Playboy와 Playmate를 성인오락물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판매하여 광고료를 수수하였다. 이에 원고

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검색엔진에 Playboy라는 키워드

를 입력하면 피고와 계약한 경쟁업체의 배너광고가 나타난다는 점을 문

제 삼았다. 다만,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사건에서 문제된 배너광고는 광범위한 검색어 풀에서 광고가 들어

갈 자리만을 선택하는 것이며, 광고주들이 특정한 검색어를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검색광고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98)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Playboy’나 ‘Playmate’

는 원고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므로 피고의 행위는 등록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Playboy Ⓡ’이라고 입력했다면 원고 상표의 사용에 해당

한다.”고 하고 있어, 도형적으로 강조되거나 상표 표시가 부가된 특수한

형태만을 상표라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고 상표와는 무관하게

Playboy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가 성립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용자가 위

단어를 입력하거나 그에 대응하여 피고가 해당 키워드를 활용하는 행위

는 원고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99) 법원은 검색어

Playboy를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원고에게 영어 단어 하나

를 제거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하였다.100)

이다.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27면, 각주 29번 참조.

98) Greg Lastowka, “Google's Law”, 73 Brooklyn L. Rev. 1327 (2008), 1377.

99) Playboy Enterprises Inc. v. Nescape Communcation, 55 F. Supp. 2d 1070,

1073-1074(9th Cir. 1999). 이에 대하여 1심이 사실문제의 본질을 적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엽적인 논거를 무리하게 동원하여 검색엔진에 의한 광고제

시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29면에서는 1심법원

의 진의를 선해하여 Playboy라는 보통명칭이 사후에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로 보아 보통명칭으로서의 활용에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려고 하더라

도, 판결문의 판시사항이 이러한 취지와는 동떨어져있다고 한다.

100) 이러한 견해는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닌 Exxon이나 Bose 와 같은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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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년 후 본안의 항소심인 제9항소법원은 피고에 의한 원고 상표

의 사용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상표의 사용을 간략하게 인정하

였고, Brookfield 판결의 최초관심혼동이론에 근거하여 혼동가능성 및 희

석화가 있는지는 판단하는데 판결문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제9항소법

원은 이용자들이 배너광고의 ‘Click here’ 버튼을 클릭하여 원고의 경쟁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용자들이 원고 사이트로 연결될 것이라 믿고 클릭했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이미 피고에

게는 손해가 가해졌다고 보았다.101)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색요구에 대하여 경쟁업자의 광고

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시하지 않고 간단히 판시하고 있지만102), 이를 살펴보면 그 근거로 ‘거

래상 사용’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한 연방상표법 제45조가 상표의 등록단

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일 뿐 침해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러한 판시는 무엇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인지에 관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

다.103)

최종적으로 피고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지를 판단하면서, 제9연방순

회항소법원은 판결문의 대부분을 최초관심혼동이론에 근거하여 혼동가능

성 및 희석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할애하면서 1심법원이 더 심리해야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rich D.

Schiefelbine, “Stopping a Trojan Horse: Challenging Pop-up

Advertisements and Embedded Software Schemes on the Internet

Through Unfair Competition Laws”, 19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409(March 2003), 510

101) Playboy Enterprises Inc. v. Nescape Communcation, 354 F.3d 1020,

1025-1026(9th Cir.2004).

102) Id. at 1024에서 법원은 Netscape Communications 법률에 규정된 다른 요

건에 관하여 분쟁이 없으며, Playboy Enterprises Inc.의 허락없이 상업적으

로 그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간단히 판시하였다.

103)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 2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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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실의 다툼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성인지향적이고 그래

픽으로 된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 정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기대된

다고 하였다.104) 혼동가능성 판단에 대하여는 AMF Inc. v. Sleekcraft

Boats 판결105)에서의 8개 요소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응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106) 또한 광고주가 굳이

Playboy라는 상표 등록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하여 광

고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상품의 비교를 위한 지명적 사용

(nominative use)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희석화 판단에 대

하여는 원고 상표의 저명성과 피고의 사용이 존재한다고 긍정하면서 원

심이 사실심리를 더 진행하도록 이 부분 역시 파기하였다. 나아가 피고

의 사용이 성문법상 희석화의 예외인 ‘정치적 발언’ 등 표현의 자유 영역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상업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

의 공정사용 주장에 대하여는 공정사용은 혼동을 초래하는 사용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서 배척하였다.107)

나.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 v. Google, Inc. 판결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가

104) Playboy Enterprises Inc. v. Nescape Communcation, 354 F.3d 1020,

1028(9th Cir.2004).

105) 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2d 341, (9th Cir. 1979).

106) 다만 이 사건에서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을 낸 Berzon 판사는 메타

태그와 같이 고객으로 하여금 상표권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착각에 빠지게 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가게 하는 것과 다른 선택지를 제공함

에 불과한 본 사안은 다르다고 하면서 최초관심혼동이론을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품진열대에 상표권자의 상표 외에 다른

상표가 붙어있는 상품을 전시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

기영, “Google의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인터넷과 법

률 3, 법문사, 2010, 485면, 각주 15번. Berzon 판사는 별개의견에서, 실제 혼

동의 우려가 없는 최초관심 혼동만으로 혼동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하면서 Brookfield 선례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결

론적으로 피고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견을 따랐다.

107)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354 F.3d 1020,

1029-1030 (9th Cir.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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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과 Overture를 상대로 하여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 상표를 타사의 광고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키워드로 판매하여

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한 사건이다. 자동차 보험회사인 원

고는 소비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료를 통지받도록 하는 영업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Google 검색창에 ‘자동차 보험’

또는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

광고 프로그램에 의해 검색 결과 오른편에 스폰서 링크 형태의 타사 광

고가 나타났다.108) 이에 원고는 사업형태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소비

자에게 보험료를 알려주는 것인데, 피고의 인터넷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알게 되었으며, 경쟁사

와 원고 회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

는 Google에게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책임을 물었다 검색결과와 함께 경

쟁업체의 광고를 표시하는 스폰서 링크 형식의 광고는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행위라는 의미이다.109) 또한 Google로부터 광고 키워드를 구입한 경

쟁사들이 그들의 광고에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라는 상

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Google의 간접침해 내지는 기여침해가 문제

된다고 주장하였다.110)

피고 Google은 팝업 광고 사안에 상표의 사용이 없다고 판단했던 하

급심 사례(2003년 U-Haul, Wells Fargo 판결)를 원용하면서, 키워드 광

고 사안에도 상표의 사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고에서 직접 상

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최초관심혼동

이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Google은 Adwords 프

로그램에서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의 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용이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108) Google은 초기에는 상표와 연계한 이러한 키워드광고를 금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수단으

로 활용하였다. 다만 상표권자에게 스폰서 링크의 표제나 본문에 자신의 상

표가 나타나지 않도록 상표사용중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9)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 v. Google, Inc., 330 F.Supp.2d

700, 701 (2004).

110) Id. at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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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처식별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Google이 인용한 하급심 사례에는 키워드 판

매행위가 없었지만, Google의 행위는 광고주에게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

표 자체를 키워드로 판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디렉토리만을 판매한 팝업광고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하였다.111) 그러면서

법원은 검색엔진에 의한 내부에서의 사용을 문제 삼지 않고, Google이

검색어로서 상표를 판매한 행위가 바로 상표침해의 요건인 상표의 사용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12) Google이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의 상표를 광고와 연계된 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자로부터 판매행위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것임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13)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 v. Google, Inc. 사건에서 법원

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혼동이 초래

될 우려가 있는지, 다시 말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111) Id. at 704.

112) 그런데 상표의 사용을 긍정하는 논리에는 흠결이 있다고 보인다. 당해 판

결을 살피면, 법원은 도메인이름 부당선점 등이 다투어진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v. Doughney, 263 F.3d 359 판결의 취지인

‘원고 상표를 광고에 활용하도록 제안하는 피고의 행위가 상표권자와 피고

사이에 사업상 관계나 사용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비추어질 염려가 있

다’는 판시사항을 언급한 다음, 그 선례의 설시를 바꾸어 해당 설시로 옮기

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의 취지는 상표의 사용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

라 혼동 가능성의 판단에서 문제된 것이었고, 광고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표를 활용한 피고의 행위가 상표의 사용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박

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33-132면, 각주 45번.

113) Id. at 705. ‘피고들이 광고를 권리를 판매한 때,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

았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검색엔진이 상표를

검색어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800-JR Cigar, Inc. v. GoTo.com, Inc., 437 F.Supp.2d 273, 285 (D.N.J.

2006); Buying For The Home, LLC v. Humble Abode, LLC, 459 F.Supp.2d

310 (2006)에서는 검색어의 구매는 원고의 상표의 가치를 거래하는 상업적

거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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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114) 실제로 법원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재판115)에

서 혼동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혼동가능성 조사방법

이 문제되어 혼동가능성이 부정되었다.116) 이후 이 사건은 당사자간 화

해로 종결되었다.

다.상표사용론에 대한 비판과 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

결

(1)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상표사용론에 대한 비판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판결 이후 제2연방항소법원 하의

지방법원에서는 상표사용론에 입각하여 인터넷 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사용론은 심

각한 반대론에 직면하였다.117) 이들은 상표사용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114) 이러한 판결은 1-800 Contacts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러

한 영향을 받았을 것도 같다. 여기서 법원은 혼동가능성 유무의 판단은 철저

하게 사실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개별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통

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115) Governmen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2005 WL 1903128

(E.D.Va. 2005) 이는 사건의 잔여 쟁점에 관한 Memorandum Opinion이다.

116) 원고가 소비자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 조사에서 사

용된 방법이 조사대상자에게 혼동이 야기된다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으며, 검

색결과와 조사참여자에게 나타나는 웹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

유로, 피고의 상표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dwords에 기초한 Google의 스폰서

링크에 의한 직접침해는 혼동가능성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여 인정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기여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은 상표의 사용을 긍정하면서도 혼동가능성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17)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92 Iowa L. Rev. 1597(July, 2007);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Lessons from the Trademark

Use Debate”, 92 Iowa L. Rev. 1703(July, 2007); Greg Lastowka, “Google's

Law”, 73 Brooklyn L. Rev. 1327(Summer, 2008). 상표사용론의 대표적인 주

창자인 Dogan 교수 역시 미국 판례의 주류적 흐름이 상표사용론의 주장과

반대로 치닫고 있음을 자인하였다. Stacey L. Dogan, “Beyond Trademark

Use”, 8 Journal on Telecommunications & High Technology Law

135(Winter 2010), 138-139, 151-152.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Google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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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표사용론이 연방상표법 제45조의 ‘거래상 사용’의 정의개념 문구에

기초하여 상표사용 유무를 침해 성립의 획일적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을

형식주의(formalism)이라고 비판하였다.118) 비판론자들은 특정문구에 집

착하지 않고 넓게 상표법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상표법 전반의 문맥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문맥중시주의라고 불리기도 하

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상표의 사용판단은 혼동가능성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상표의

사용이라는 전제요건을 통해 혼동가능성 유무 판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피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한다. 이들은 미국 법원이 전통적으로 상표

의 사용유무를 판단함에는 상표사용론의 주장처럼 형식적이고 엄격한 기

준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그 범위가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표의 사용 판단이

혼동가능성 판단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의 사용이라는 판단

이 단지 혼동가능성이라는 중요한 판단 검토를 위한 일종의 사전징표

(proxy)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상표법상 해석과 관련하여, 연방상표법

상 제45조는 등록단계에만 적용되며, 마찬가지 원리로 연방상표법 제32

조의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문구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119)

또한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도 상표사용론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엔진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직접침

해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 간접침해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거론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은 키워드 검색광고 사안에서 광고주

가 상표사용에 따른 직접침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광고행

위자를 직접 침해자로 취급하는 것이 검색엔진에 직접침해책임을 부과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적 취급이다,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44면.

118)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

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40면, 각주 77번 참조.

119)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92 Iowa L. Rev. 1597(July, 2007),

16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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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비용감소 외에도 고품질의 상품 공급 독려 등 다양한 고려가 중요해

지고 있다.120) 상표사용론에서 중요하게 원용한 Qualitec Co. v.

Jacobson Products Co. 판결121) 역시 검색비용의 감소 외에도 상표법의

목적으로 상품생산자의 신용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더 고품질의 상품공

급을 독려하는 한편 경쟁자로 하여금 조잡한 품질의 상품공급을 단념하

게 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또한 교육받지 못한 서민이 검색엔진의 행태

에 의해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공익적 견지에서 검

색엔진을 감독해야한다고도 주장한다.

나아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검색엔진에 일률적으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과대정보로 검색비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상표의 사용이

라는 전제요건을 설정하여 혼동가능성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혼동초래행위에 대한 법적 제어가

어려워진다.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주 다양하므로 이것을 ‘상표의 사

용’이라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걸러 책임을 지우거나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122) 검색엔진에 대하여는 청구원인단계가 아니라 항변단

계에서 공정사용으로 신중하게 선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123)

다음으로 상표사용론의 가장 큰 근거에 대한 비판도 있다.124) 상표사

용론의 가장 큰 주장은 광고에 타인 상표가 시각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상표가 상품 등에 고정되지 않아 거래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런데, 연방상표법 제45조의 ‘거래상 사용’에서 말하는 상표의 고정

은 등록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침해 판단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

니다. 제45조는 19세기 보통법 시절에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그 사용사실

120) Id, 1638-40.

121) Qualitec Co. v. Jacobson Products Co., 514 U.S. 159, 163-165 (1995)

122)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Confusion over Use:

Contextualism in Trademark Law”, 92 Iowa L. Rev. 1597(July, 2007),

1625-1628.

123) Id, 1629-1636.

124)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 50 -

에서 유래한 것으로 취급한 결과 부착(affixation)이라는 개념을 상표권

발생의 전제요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착이라는 요건은 보통법의 잔재

(relaxed remnant)에 불과한 것이고, 제45조가 유독 상표 영역에서만 권

리취득의 전제로 ‘사용’을 요구해온 미국의 특유한 역사에 기인한 조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125) 따라서 등록 단계가 아닌 침해 판단 단계에는

제45조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침해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제32(1)조만을

적용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제2연방항소법원의

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결에 정면으로 원용된다.126)

미국 판례의 동향을 보아도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사건

이후에도 상표사용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키워드 검색광고 사안에서 상표

의 사용을 긍정한 하급법원의 사례가 다수 있다.127)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사건을 내린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조차 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결을 통하여 상표사용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128)

125)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23:11.50

126) 만약 상표사용론의 입장대로 제제45조를 적용하면, 광고에 사용하는 것조

차 상표의 사용이 아니게 된다. 미국의 등록상표에 관한 조항은 서비스에 대

한 규정과 달리 광고에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32조(1)은

상품의 판매나 청약에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127) GEICO 판결의 나중 판결; 800-JR Cigar, Inc. v. GoTo.com, Inc., 437 F.

Supp. 2d 273 (D.N.J.2006); Buying for the Home, LLC v. Humble Abode,

LLC, 459 F. Supp. 2d 310 (D.N.J.2006); Austrian Gold, Inc. v. Hatfield,

436 F. 3d 1228 (10th Cir. 2006); Hearts on Fire Co. v. Blue Nile, Inc., 603

F. Supp. 2d 274 (D.Mass. 2009) 이들 판결의 상당수는 상표사용을 긍정한

뒤 최초관심의 혼동이론을 침해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Google v.

American Blind & Wallpaper Factory, Inc., 2005 WL 832398 (N.D.Cal.

2005) 사건은 2004-2007년 여러 1심판결을 낳았고 Google 키워드 검색광고

에서 거래상 사용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다. Stacey L. Dogan, “Beyond

Trademark Use”, 8 Journal on Telecommunications & High Technology

Law 135(Winter 2010) 참조.

128)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2d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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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escuecom Corp. v. Google, Inc. 판결

이 사건은 전국적인 컴퓨터 프랜차이즈 회사인 Rescuecom이 Google

을 상대로 하여 Google의 광고주들에게 자사의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

는 것이 상표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원고는 컴퓨터 프랜차

이즈 업체로 컴퓨터 수리, 컨설팅 사업을 한다. 원고는 Google에 자사의

상표를 입력하면 스폰서링크의 형식으로 경쟁 업체의 링크가 먼저 나타

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희석화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뉴욕북부지방법원은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판결의 취지

에 따라 Google이 Rescuecom이라는 상표를 내부적인 검색방법으로 사

용한 것은, Google이 원고의 상표를 상품이나, 용기, 디스플레이, 광고에

시각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대중이 그러한 내부적 사용을 볼 수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방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희석행위에 해당하지

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키워드광고의 경우, 검색결과의 스폰서링

크와 함께 원고 상표권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표권자의 상표를 포함한 웹사이트 주소

를 입력할 대 상표권자 아닌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상표권자의 상

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판시하였다.129)

제2연방항소법원은 자신이 내린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판결을 원용하여 상표의 사용을 부정한 1심을 파기하였다. 항소법원은 1

심이 다음 2가지 점에서 이 사건과 앞의 사건의 차이를 간과하였다고 비

판하였다. ① 1-800 Contacts 사건에서 팝업광고를 나타나게 한 검색어

는 원고의 웹사이트 주소이지 원고의 상표가 아니며, 비록 상표가 웹사

이트 주소와 유사했지만 원고는 웹사이트 주소를 상표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았

다. 반면에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광고주들에게 추천하거

나 판매하였으므로 다르다.130) ② 광고주들이 키워드를 구매할 수 없었

129) Rescuecom Corp. v. Google Inc., 456 F. Supp. 2d 393,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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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구별된다.131) 또한 1-800 Contacts 사건에서 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웹사이트나 검색어 그 자체가 아닌, 프로그램이 미리 설정한 카테

고리에 따른 것이었고, 그 내용이 광고주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본

사안에서는 상표를 검색어로 전시하고 제공하며 판매하였고, 심지어

Keyword Suggestion Tool 서비스를 통해 원고의 상표를 구매할 것을

장려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였다.132)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1-800 Contacts, Inc. v. WhenU.com 사건의 판

시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며,

Google의 주장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부 디렉터리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

하였다. 그 근거로 만일 Google이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만 상표를 사용하

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온 경우에서 언제나 상표권침해책임을 면제한

다면 이것은 상표법의 위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검

색엔진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검색엔진 내부적으로 상표를 검색어

로 입력한 소비자를 자동적으로 경쟁업체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을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나아가 항소심은 보이지 않는 표지의 사용이나 상품 진열(product

placement)에 불과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

았다. 키워드 검색광고의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경쟁업체의 대체상품을

상표권자의 상품 옆에 진열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배

척하면서, 이 사안은 그와 달리 경쟁상품을 마치 상표권자의 상품인 마

130)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127-129. 여기서 항소심은

상표자체였다면 달리 평가했을 것이라는 부연 각주 11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사건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지의 사용은 그 활용대상이

상표이든 도메인이름이든 상관없이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

런데 본 판결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지의 사용이 문제되는 키워드 광고 사안

에서 상표의 사용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1)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128-129 (2d Cir.2009)

132) 그런데, 상표를 키워드 검색광고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

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상표사용론에서는 판매행위 역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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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소비자가 믿도록 배열하는 행위이므로, 단지 상품진열이라는 이유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33) 나아가 이러한 상

품진열행위가 혼동가능성 유무의 판단단계에서도 그 가능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조차 없다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상표침해를 구성하는 사용의 태양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표법 제32조와 제43조에서 말하는 ‘상업적 사용의 의미’를

제45조의 상표등록요건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제32조와 제43조의 거래상 사용의 의미에 관

해 분석한 보론(appendix)을 덧붙이고 있다. 상표침해를 규정하는 연방

상표법 제32조 및 제43조 각조의 ‘거래상 사용’ 조문의 상호 논리적 해석

론과 연혁적 고찰론을 통해134), 제45조의 모든 내용이 침해단계에서 적

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35) 그러면서도, 법원은 제45조에 이미

존재하던 요건인 ‘고정될 것(placed on)’과 나중에 추가된 ‘성실하게’ 요

건 중 전자의 요건은 침해단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등록 요건으로 요구되는 ‘거래상 사용’을 정의한 제1조의 내용 모두가 침

해단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상표사용론을 거론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33)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130 (2d Cir. 2009).

134) 연방헌법 제8조에 따라 연방의회의 수권사항인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달

리, 상표 영역에 대하여는 다른 조항인 상거래 조항(Commerce Clause)에 근

거하여 연방상표법이 제정되었다고 보아, 1881년부터 법원의 고찰이 출발한

다. 1962년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본래 침해단계를 규정하는 제32조에서 서

로 떨어져있던 use와 commerce 문구가 조문정리과정에서 우연히 use in

commerce로 합쳐졌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치 그전부터 존재하던 45

조의 동일한 문구와 호응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한 1988년 개정을 통해 제45조에서 뒤늦데 ‘성실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법원은 만일 ‘성실하게(bona fide) 사용할 것을 요구

한 제45조가 침해단계에까지 적용된다면, 악의의 침해자가 자신의 불성실을

근거로 오히려 침해책임을 벗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을 지적하였다.

135) 항소법원은 방론을 통해 방론에서,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라는 용어가 입법

개정과정에서 조문을 재배치하다 들어간 것이며, 입법연혁이나, 규정에 ‘선의

의 사용’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이는 상표의 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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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45조의 상업적 사용의 요건은 제32조 제1항의 상표권 침

해나 제43(a)조의 출처오인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및 43(c)조의 희

석화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Google의 행위

는 광고 서비스를 위하여 상표를 판매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였다.136)

라.최근 판례의 동향

(1)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판결

인기 외국어 학습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Rosetta Stone Ltd.은 Google

을 상대로 Adword 프로그램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광고의 제목 또는 텍

스트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연방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

기했다. Rosetta Stone Ltd.은 상표권 직접침해, 기여침해, 간접침해, 희

석화 등을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Google이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며, 명목상

공정사용에 해당하거나 Rosetta Stone의 명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고 판단하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혼동가능성이 입증되지 아

니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약식판결을 선고하였다.137)

이에 Rosetta Stone은 제4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간

접침해와 부당이득을 제외한 상표권 직접침해, 기여침해 및 희석화에 대

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검색광고에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Rosetta Stone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혼동가능성이 인정될 여지도 크다고 하였다.138) 특히 검색엔진의

상표정책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간주하여, 광고주가 Rosetta Stone의 상

표를 Adwords 프로그램에서의 키워드로 사용하고 그 상표를 광고문안

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Google의 정책 그 자체가 상표법상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39) 그러나 환송심이 개시되기 전에

136) Rescuecom Corp. v. Google, Inc., 562 F.3d 123, 131-141 (2d Cir. 2009).

137)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2010 WL 3063152 (E.D.Va., 2010)

138)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676 F.3d 144 (4th C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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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tta Stone과 Google이 합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만 합의 조건

은 밝혀지지 않았다.140) 생각건대 Google은 합의 당시 Google이

Adwords를 통하여 얻는 수익이 6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자사 수입원의

대부분을 검색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광고의 위법성이 인

정될 여지가 있는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141)

이 사건 이후에도 검색광고에 대한 소송은 제기되었으나, 미국에서

Google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혼동가능

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 외에도 Google이 등록상표를 키

워드로 하는 검색광고 방식에 변화를 꾀하여 혼동가능성 입증이 더욱 어

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Google 외의 오픈마켓 등 인터

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판결

이 사건은 작업계획 및 관리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의 등록상표인 Active Batch를 Automate라는 상

표를 보유하고 있는 Network Automation, Inc.가 검색엔진인 Google과

Bing으로부터 키워드로 구매하여 사용한 사건이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방

법원은 Sleekcraft 요소142)를 통해 혼동가능성을 심사하면서 Internet

139)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2012WL1155143, 4 (C.A.4.(Va))

140) 2012 년 10 월 31 일에 두 회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Rosetta Stone Inc

와 Google은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고 모조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와의

협력을 의미있게 협조하기로 합의하며 인터넷상의 상표의 오용과 남용을 방

지한다.”고 하였다. Reuters, “Rosetta Stone and Google Settle Trademark

Lawsuit”, Reuters, retrieved February 22, 2014

141) New York Times, “Google Revenue Is Higher, but Profit Misses

Expectations”, New York Times, retrieved February 22, 2014

142) 법원은 Sleekcraft 요소로 알려진 8 가지 비 포괄적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

사용이 혼동가능성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1) 상표권의 강도.

(2) 물품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 (3) 상표의 유사성 (4) 실제 혼동의 증거 (5)

마케팅 채널 (6) 소비자 보호의 정도 (7) 피고의 의도 (8) 확장의 가능성.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 Concepts, Inc., 638 F.3d 1137,

1145 (9th Cir.2011) (citing 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2d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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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 법리에 따라 Network가 Google Adwords의 스폰서 링크를 통해

ActiveBatch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였

다. 지방법원은 인터넷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

인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피고는 연방제9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검색광고에서의 상표사용이 연방상표

법상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Rescuecom Corp. v. Google Inc. 사건

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동법원이 이전에는 키워드로서의 상표사용이 상

업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단지 추정하

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였다.143) 연방항소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

고 인정한 뒤, 최초관심혼동의 법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이 사

건에서는 키워드 검색결과의 제목이나 위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주의정도

가 혼동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ternet Troika가 키워드 사

건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소비자의 주의 정도가 상승하였고 검색

광고에 스폰서 링크 (Sponsored Links)라는 별도의 제목이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최초관심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44)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제9순회법원의 결정은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 사건 이후 인

터넷 분쟁사안에 적용되어 오던 최초관심혼동의 흐름에 처음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동법원은 Internet Trinity 심사가 이해하기에는 쉬었을지라도,

단지 소비자의 관심이 우회되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뿐 소비자의 진

정한 혼동가능성을 살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최초관

심혼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145) 제9연방항소법원은 소비자의 혼동 여부를 밝히는데 다양한

348–49 (9th Cir.1979)).

143)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2011WL815806, 4 (C.A.9(Cal))

144) Id. at 7-13.

145) 과거의 사안에서 적용되었던 바와 같이, 상표권자의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

어 상표의 신용이 훼손되어 신용의 중대한 감소나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되

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Advanced systems에 대한 손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ActiveBatch 상표를 사용한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 57 -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46) 이 사건은 기존에 연방

제9연방항소법원 등 혼동가능성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던 판례의

흐름에 변화를 꾀하여, 사안별로 유연하게 혼동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해

야 한다는 의의가 있다.

(3)Multi Time Machine, Inc. v. Amazon.com, Inc., 판결

군용 스타일의 시계를 제작하는 회사인 Multi Time Machine. Inc.147)

은 세계적인 오픈마켓서비스제공자인 Amazon.com Inc.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Amazon.com Inc.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특정한

상품을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키워드와 직접 연관된 상품 외에도 경

쟁업체의 상품을 함께 제시하였다. Amazon.com을 이용하여 MTM

Special Ops 시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검

색어로 “MTM Special Ops”를 입력하면, MTM Special Ops라는 상표가

(1) 검색필드에 검색어로, (2) 검색필드 바로 아래에, (3) “연관 검색

(Related Search): MTM Special Ops watch”라는 형식으로 표시된다.148)

Network의 사이트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Advanced Systems에

게 가야할 즉각적인 재정적 이익이 Network에게 제공된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이다. 나아가 소비자가 뒤로가기를 눌러 Advanced Systems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46) Network Automation이 ActiveBatch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최초관심 혼동

을 유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법원은 기존의 Internet Trinity 심사는 적절히

폐기하였고, 대신에 상황과 사실에 더 관련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사안의 사

실관계에 따르면, 상호의 식별력, 실제 혼동의 증거, 마케팅 수단, 상품의 유

형, 구매자들의 유의정도 그리고 광고의 등장과 같은 요소가 법원의 분석에

서 가장 연관성이 높았다.

147) MTM SPecial Ops 시계는 Multi-Time Machines, Inc.(“MTM”)에서 제조

한 고급 스타일의 군용 시계이다. 사안에서 MTM은 MTM Special Ops와

MTM Military Ops를 비롯한 군용 스타일의 시계를 판매하는 업체로 다양

한 유통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그런데 MTM은 고급화전략을 취하여

아마존에 시계를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유통업체 역시 자사

의 웹사이트 외의 장소에서 시계를 판매하려면 MTM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48) Id. at 1071. 고객은 MTM의 상품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검색결과

의 ‘제품 세부정보(product detail)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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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mazon.com은 MTM 시계를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Amazon에

Multi Time Machine Op.이라는 시계의 상품명을 검색하면, 해당 상품은

제시되지 않고 경쟁업체의 시계들만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아마존이 자사가 MTM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mazon.com, Inc.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Buy.com이나 Overstock.com은 자사의 웹사이트에는 MTM Special Ops

라는 검색어에 대응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

히며, 소비자들을 화면상에 MTM Special Ops 또는 MTM의 상표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면으로 라우팅하지 않았다. 다른 회사들은 검

색결과 화면의 검색창에 MTM Special Ops를 계속 표시하면서도 해당

검색결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경쟁업자의 제품을 그

하단에 나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149)

MTM은 자사의 시계를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Luminox와 MTM 사이

에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여, MTM 시계를 다른 곳에서 사지

않고 Luminox 시계를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Amazon.com, Inc.의

MTM 상표 사용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경쟁업자의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150) 지방법원은 Amazon

의 입장에 손을 들어서 약실판결을 선고하였다.151) 이에 MTM이 항소하

였다.

있다. 고객이 특정한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의 제품 이름과 브랜드

명을, 예컨대 Luminox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제품 세부사항의 맨 위의 검색

필드에는 고객의 초기 검색어인 MTM Special Ops가 계속 표시되어 있다.

149) Id. at 1073.

150) Id. at 1071.

151) Multi Time Machine v. Amazon, 926 F.Supp.2d 1130 또한 MTM은 아마

존의 검색결과가 모호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혼란스럽다는 전문가 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소비자들이 단지 자신들이 왜 그러한 검

색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뿐이며, 아마존 이용자들이 경쟁상

품을 제조한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 Dist. Ct. Order, 926 F.Supp.2d 1130, 1141 (C.D.Cal. 2013). 지방 법원

은 전문 분석 결과가 단지 고객이 특정 검색 결과를 왜 받았는지 혼란스러

울 뿐이지, 경쟁 제품을 제조한 출처에 대해서는 아마존 사용자가 혼란스러

울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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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실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소메업체가 상표상품에 대한 구매

자의 검색요청에 응답하는 웹사이트 운영방식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피고가 최초관심혼동이라는 유형의 혼동을 유발

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경쟁사인 Buy.com이나 Overstock.com과 달리 아마존은 MTM Special

Ops를 검색하는 고객들에게 자사가 그러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혼동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방법원이 인정했던 바와 같이 경쟁사의 품목별 제품의 세부사항에는

명확하게 회사의 라벨이 붙어있었지만 검색결과 페이지에서는 그러한 점

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명확하게 경쟁자의 광고 표시를 유발하는 검색 엔진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연방상표법상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라고 판단하였

다. 검색창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생성하여 만들어진 상표 사용이

라도 상업용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판결과 달리 본 사안에서는

검색 엔진이 경쟁자의 상표를 판매하지 않았으나, Amazon.com, Inc.가

키워드나 광고 공간이 아닌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아마존의 목적이

덜 상업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아마존의

용도가 상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

다.152)

혼동가능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한 중간판결 이후 1심 법원은

Amazon.com의 검색광고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

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

152)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Sliverman 판사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Amazon.com의 검색결과 페이지에 판매를 제공하는 각 상품의 제조사와 이

름이 표시되어 있고, 물품의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신중

한 소비자라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지방법원의 약식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Amazon.com은 판매업자로

서 단순히 소비자의 명령어 입력에 반응한 것이며,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브랜드를 표시하고 있고, 각각의 상품은 사진을 비롯하여

여러 라벨링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혼동의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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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원은 자신들의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 상표권 침해책임을 부정하였

다.153) 항소법원은 MTM의 시계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충분히 합리적이

며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기 때문에 Amazon.com의 화면구성으로 인하여

MTM 시계와 경쟁업체의 시계를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154) 또한 항소법원은 검색결과화면에 경쟁업체의 상표가 명확히 표시

되어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신중한 소비자가 검색결과로 인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보았다.155)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결과페이지에 표시되는 광고의 라벨 및 상

표가 사용되고 있는 형태를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표의 사용문

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Network Automation, Inc. v. Advanced

Systems Concepts, Inc. 판결에서는 상표권자의 제품과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쟁업체의 상품이 바로 옆에 함께 표시되어 명확한 라벨링을

통해 출처가 표시되었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Amazon.com의 결과페

이지에는 MTM의 제품이 없이 다른 회사의 제품만이 제시되면서, 별도

로 그 검색결과가 MTM과 관련이 없거나 MTM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라벨링의 문제로 인하

여 중간판결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소법원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던 것이다.

153) Multi Time Machine, Inc. v. Amazon.com, Inc. and Amazon Services

LLC, 804 F.3d 930 (9th Cir. 2015), 2015년 10월에 내려진 판단이다. 이 판단

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했으나,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154)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하며, Toyota Motor Sales, U.S.A., Inc. v. Tabari,

610 F.3d 1171 (9th Cir. 2010)를 인용하였다.

155) 다만 이 판결에서 CARLOS BEA 판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상표권 침

해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결을 보면, 중간판결에 대한 항고심에

서는 Carlos Bea 판사가 주심으로 상표권 침해를 긍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

여 Silverman 판사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대로 본안에 대한 항소심에

서는 Silverman 판사가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Carlos Bea 판사가 반

대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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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색광고에 관한 유럽 기타 국가의 사례

1. 서설

유럽에서는 Google을 상대로 하여 검색광고의 위법성이 다루어진 사

건이 많았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법원에서 Google의 Adwords 프로그

램이 집중적으로 문제되었는데, 이 사안들을 미국의 사례만큼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문제되었던 다수의 사건의

피고인 Google이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며 제시한 논리는 미국에서의 상

표사용론에 터잡은 것이며156),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이

후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상표지침 또는 유럽연합공동체상표규정에 의하여 통일된

상표관련규범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더 크

다.157) 그러나 본고에서는 검색광고에 대한 제외국의 경향성을 살피고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이전에 문제되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과 검색광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본 뒤, 유럽사법재판소

의 판단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아가 우리 상표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

으며 그 구조 또한 유사한 일본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

록 한다.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의 유럽 각국의 사례

가.프랑스의 사례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상표 편 L713조 2는 상표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로,「① 등록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그와 동일한 표장을 복제,

156)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

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49면 참조.

157) 유럽연합은 각국의 법제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표권의 경우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제도를 통하여 유럽연

합 회원국 전체에 단일한 효력을 가지는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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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첨부하는 것 또는 복제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 ② 적법하게 첨

부된 표장을 은폐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L713조 3에서「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복제, 사용, 첨부하거나 복제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공중

으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②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와 유사한 것에 표장을 모조하거나 모조된 등록표장을 사용하여 공중으

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각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58)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프랑스 법원들은 대부분 검색광고

에서의 상표의 사용이 존재함을 긍정하고 검색광고서비스제공자인

Google이 직접침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낭뜨르 지방법원은

Google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고자 제시하여 침해를 제

안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였다.159) 이에 Google이

항소하였으나 베르사유항소법원은 Google이 상표위조의 죄를 범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Google이 키워드 판매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는 없지만,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을 알았거나 알아야만 했

으며,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Google이 키워드의 기만적인 사용

을 통지받았으므로, 그러한 침해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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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이 Le Meridien Hotels and Resorts의 등록상표를 검색광고의 키

워드로 사용하여 경쟁업체에 판매해서는 안되며, 검색결과 화면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161) 파리법원은

Google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업

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Google

158)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133면에서 인용.

159) Viaticum and Luteciel v Google France, TGI Nanterre, October 13, 2003

160) http://www.juriscom.net/documents/tginanterre20041216.pdf 참조.

161) Hotels Meridien v Google France, TGI Nanterre, December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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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매된 키워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162) 반면에 스트라스

부르그 법원은 Google이 제3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필터와 링크 등 기술

적인 조치를 행하였으므로 Google에게는 상표법상 책임이 없지만, 경쟁

자의 저명한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Louis Vuitton Malletier v. Google 사건이 있다.163) 이 사건에서는

Google에 Louis Vuitton을 입력할 경우 Adwords 프로그램이 명백한 상

표권침해행위자인 모조상품 판매자들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였다. 파리지

방법원은 Google의 Adwords 프로그램과 Spnsorship 서비스가 혼동을

초래하는 광고서비스라고 판단하여, Louis Vuitton의 등록상표를 키워드

로 판매한 것이 상표위조, 부정경쟁행위,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파리고등법원은 Google이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하도록 추천하

였고, 그 추천에 대하여 대가를 받았으므로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

시하였다. 또한 Louis Vuitton 상표를 검색광고의 키워드로 사용하여 여

행사가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였던 C-238/08 사건에서도 낭뜨르 지방법

원과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Google의 검색광고 방식이 상표권을 침해한

다고 판단하였다.

나.독일의 사례

독일 상표법 제14조 2항은 앞서 든 유럽 상표법 규정과 유사하게「①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 ② 등록상표의 해당 표지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

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후원관계에 관하여

162) AMEN v Espace 2001 and Google France, TGI Paris, June 24, 2005

163) Louis Vuitton Malletier v Google, TGI Paris, 3ème chambre, 2ème

section, February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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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③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유사하지 않더라도 독일 내에서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

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함으로 인해 등록상표의 식별성 혹은 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제14조 제3항에서 그 구체적

행위태양으로「① 상품, 상품의 상자 혹은 그 포장에 표장을 부착하는

것 ② 당해 표장을 부착한 채로 상품의 제공을 제의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그 목적으로 상품을 보관하는 것 ③ 당해 표장 아래 서비스를 제의

하거나 제공하는 것 ④ 당해 표장 아래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⑤ 영업서류 또는 광고에 당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

다.164)

독일에서는 2004년 함부르그 지방법원이 Metaspinner 판결에서 등록

상표가 광고문구에 나타나지 않는한 Google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

며, 다만 검색엔진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상표권

164) 독일상표법 제14조 – 상표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Ausschließliches Recht des Inhabers einer Marke;

Unterlassungsanspruch; Schadensersatzanspruch)

(1) 제4조에 의한 상표보호의 취득은 상표소유주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2) 제3자에게는 상표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다음 각호가 금

지된다.

1.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상표가 보호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2. 표지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그 상표 및 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에게 그 표지와 그 상표

와의 연상의 위험을 포함하여 혼동의 위험이 있을 때, 표지를 사용하는

것, 또는

3. 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표지의 사용이 그 주지상표의 식별력이

나 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

업과 유사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3)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질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금지된다.

1. 표지를 상품 또는 그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는 것,

2.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팔려고 내놓고, 거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하는 것,

3. 표지를 부착하여 서비스를 팔려고 내놓거나 제공하는 것,

4.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5. 표지를 업무용 서류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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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인 광고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

다.165) 그러나 2006년 독일연방대법원(BGH)은 등록상표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

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독일에서 다수의 하급법원은 검색광고에서도 메

타태그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상표침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연방대법원은 Bananbay 사건을 다루면서, 키워드 광고에서 등록

상표가 활용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프랑스 파기

원의 예를 따라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166)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전판결의 근거로서 먼저 출처표시기능과는 별도

로 상표의 광고기능이 상표법에 의해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러한 광

고기능이 키워드 광고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출처표시기능의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키워드의 사용을 통해 상표권자와 광고

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

였다.167) 이에 대해 유럽법원은 Google France 사건과 마찬가지의 취지

로 광고에 나타난 제품이 상표권자 혹은 제3자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이라

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표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유럽

공동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a)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168) 그러

나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광고기능을 손

상시킬 수 있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견해에 대해 유럽법원은 전혀 언급

을 하고 있지 않다.

다.영국의 사례

영국 상표법은 제10조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등록상표와

165) Metaspinner Media GmbH v Google Deutschland, Landgericht

(Hamburg) (Az 312 O 887/03) (Unreported, September 20, 2004)

166) BGH GRUR 2009, 498 - Bananabay.

167) BGH GRUR 2009, 498 - Bananabay.

168) EuGH GRUR 2010, 641 - eis.de/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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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상품에 일정한 형태로 이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본

다.169) 구체적으로는 ①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② 상품

을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품을 시장에 내놓거나 보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공을 제의하는 행위 ③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

는 행위 ④ 영업서류 또는 광고에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원은 2004년 Reed 판결을 통해 메타태그에서의 보이지 않는 상

표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70) Reed Employment는 ‘Reed’라는 상표 하에서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Reed Business Information은 Yahoo!의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해 ‘reed’라는 키워드를 구매하여 ‘reed’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웹사이트인 totaljob.com에 대한 배너광고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에 대

하여 영국 고등법원은 검색엔진 이용자들이 배너광고로 인하여

169) 영국상표법 제10조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자는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이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그 상표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가 된다.

(a)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b)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3) 등록상표가 영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고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당해 상표

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해하는 경우에, 당해 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자

는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이다.

(4) 다음의 경우에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a)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당해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b) 당해 표장 하에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제공 또는 진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거나 보관하는 행위 또는 당해 표장으로 서비스를 제

공 또는 제공을 제의하는 행위

(c) 당해 표장으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d) 영업서류 또는 광고에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70) Reed Executive plc & Anr v Reed Business Information Ltd &

Ors[2004] EWCA (Civ)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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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job.com이 Reed Employment와 연결되었다고 혼동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으나, 영국 상고법원은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고법원 역시 상표의 사용이 일면 존재하는 취지의 방론을 설시

하였다.

영국최고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대중들이 배너광고로 인

하여 ‘totaljob’이 Reed Employment와 연결되었다고 혼동하지 않을 것이

라고 보았다. 동판결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대중들은 검색을 하는 경

우 온갖 종류의 배너광고가 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검색결과에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의 키워드 검색이 불필요

한 검색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흐트러진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고 있다. ‘Reed’라는 키워드 검색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Reed’와 Reed

Employment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totaljob’ 배너 사이에 거

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다른 사례로 영국 고등법원은 Yahoo!이 이용자가 등록상표를 검색

어로 입력한 결과로 상표권자의 경쟁업자의 스폰서링크를 나타낸다고 하

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71) Victor Andrew

Wison은 ‘Mr. Spicy’라는 등록상표 하에서 케이터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

었다. Yahoo! UK. Ltd.와 Overture Services Ltd.는 Spicy라는 키워드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이용자들이 Yahoo!의 검색창에 My Spicy를 입력

하면 Sainsbury 슈퍼마켓의 스폰서링크를 검색결과 화면에 제시하였다.

Wilson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Yahoo!는 자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My Spicy라는 등록상표를 사용

하는 자는 검색엔진의 이용자들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검색엔진의 행

위는 그러한 이용자의 요청에 답변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당 판결은 검색엔진

이 Mr. Spicy가 아닌 ‘spicy’를 키워드로 판매한 사안이므로, 다른 회사

의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171) Wilson v Yahoo! UK Ltd & Anor [2008] EWHC 361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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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가.유럽연합상표지침 및 유럽연합공동체상표규정의 관련법규

유럽연합의 상표제도는 1883년 파리조약 이래 1988년 유럽공동체상표

제도의 창설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으로의 통합 발전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72) EC 이사회는 1988

년 12월 21일 상표에 관한 회원국의 법을 접근시키기 위한 최초의 이사

회 지침173)을 발표하고, 이어서 1993년 12월 20일 공동체상표에 관한 이

사회 규칙174)을 발표하였다(Council Regulation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먼저, 유럽연합상표지침 제5조에서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하여 규정

하면서, 상표권 침해를 동일범위에서의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나누고 있다.175) 또한 유럽연합공동체상표규정 제9조에서도 상표권 침해

172) 이상정, “유럽연합의 상표법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31권, 경희법학연구

소, 1996, 94면. 개별국가의 상표와 공존하는 공동체 상표제도를 창설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각국 상표법의 조화를 모색한 끝에 유럽공동체 전역

에 효력을 미치는 공동체상표법(Community Trademark)제도와는 별도로 기

존의 개별국가의 상표제도의 유지하는 2원적 제도를 채택하였다.

173) First Council Directive 89/104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지침들은 회원국에 위

임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에는 회원국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해 시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시한

은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항상 맞추어지지는 않는다는 실제를 통하여 마련

되었다. 한편, 원론적으로 지침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이행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한이 종료된 경우에, 그

리고 지침의 언어가 명백하고, 회원국에 판단의 재량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이 지침은 직접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174) 공동체 규칙은 그 완결성으로 회원국에서 국내법적 이행을 요하지 않고

직접적인 효력이 발동되는 성질이 있다. 이 규칙은 특정 회원국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이행방법 및 달성수단은 각 회원국에게 맡겨지지만,

회원국의 이행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규

범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직적접인 효과는 국가법원에서 강행되는 권리의

기초로써 회원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

175) 유럽연합공동체상표지침 제5조 상표의 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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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76) 지침 제5조 제1항은 규정 제9조 1항 (a),

(b)와 같은 내용을, 지침 제5조 제2항은 규정 제9조 제1항 (c)와 같은 내

용을, 지침 제5조 제3항은 규정 제9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Directive)은 회원 각국이 국내법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반면 규정은 바로 구속력 있는 법원으로서 유럽연합법의 기본적인 규범

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상표지침에 따르면, 제3자에 의한 상표 사용행위의 구체적 태

양으로는 (a)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b) 그 상표 하에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 및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

는 그 상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c) 상표상품을 수입하거나 수

출하는 행위 (d) 거래서류나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열거규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에 불

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등록상표권은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권리자는 제3자

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밤법으로 표장을 거래상(in the course of

trade)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a)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in relation to) 사용하는 것

(b)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일체의 표지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

스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일반 공중에게 혼동을 생기

게 하는 행위. 이러한 혼동에는 당해 표지와 공동체상표의 견련관계에 대한

혼동을 포함한다.

176) 유럽연합공동체상표규정 제9조 상표의 권리범위

① 공동체상표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권리자는 자신

의 동의 없이 타인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장을 거래상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a) 공동체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행위

(b) 공동체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공동체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

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일반공중에게 당

해 출처의 혼동 또는 표지와 공동체상표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혼동을 일

으키는 해우이

(c) 공동체상표가 유럽연합에서 저명성을 가지고, 당해 표지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저명한 공동체상표의 식별력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 또는

그 식별력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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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상표권지침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

식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면서 표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상

사용되어야 하고177), 여러 상표기능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기능에 손

상이 있어야 한다.

나.Google France v. Louis Vuitton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 파기원의 사전판결 요청에 대하

여 유럽연합상표지침 제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던 3건을 병합하여

Google France 사건으로 판단하였다.178) 프랑스 파기원이 자국 1심과 2

심법원이 Google의 상표권 침해책임을 긍정하였던 사건의 상고심 심리

를 정지하고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과 규정의 의미에 관한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법원은 Google이 스스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침해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광고주는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타인

의 표지를 키워드로 신청하여 광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의 상

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179) 결국 Google은 간접침해책임 유무만이

거론될 수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재판소는 Google이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원고

상표와 동일한 키워드를 자신의 서버상에 저장하여 그 키워드에 대응하

는 경쟁업자의 광고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유럽연합상표지침 제5조

제2항이나 유럽연합공동체상표규정 제9조 제1항(c)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Google이 상업적으로 키워드를 저장하고 판매하기

177) EuGH GRUR 2003, 55 - Arsenal FC; EuGH GRUR 2007, 971 - Céline;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und Google.

178)Joined Cases C-236/08 to C-238/08, Google France and Google Inc. et al.

v. Louis Vuitton Malletier et al; EuGH GRUR 2010, 445– Google France

und Google.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는 모든 회원국에 기속력이 부여된 공동체

법에 의심이 있을 때, 소위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구체적 사건에 임하여서는

유럽법의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나머지 공동체기관 회원국 그리고 그

회원국의 기관에 달려있다.

179) Id. at par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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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는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쟁업자들이

라고 보았다.

먼저, 유럽연합상표지침 제5조에서 상표가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될 것

(use is in the course of trade)을 요구하고 있는데, Google이 검색 키워

드로 상표를 판매하고 서버에 이를 저장하며, 키워드를 기반으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는 거래의 과정에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80) 반면에 광고주가 상표를 검색어로 구입하여 자신의 상품 또

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록 그 상표가 광고문언

에 나타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상

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고들의 경쟁업자의 행위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in relation to)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광고 자체에 상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사용을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검색광고 사안이 제

9조 제2항b의 ‘상표 아래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와 유사하며, 표지를

상품 등에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제9조 제2항에 정한 유형 외에도 제1항

에 정한 상품 등과 관련하여(in relation to) 사용하는 행위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9조 제2항이 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181) 특히 키워드를 구매하는 경쟁업자들의 의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권리자의 상품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을 찾게 하

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지침 또는 규정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182)

이와 같이 광고주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인정한 뒤, 혼동가능성에 대

하여는 각 회원국의 법원이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83)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상표지침 제5

180) Id. at par. 57.

181) Id. at par. 62-66.

182) Id. at par. 67-69.

183) 한편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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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상표기능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

의 기능에 실제적인 손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단지 키워드 광

고가 상표의 광고기능과 연결되어 있고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명성 또는

식별력이 이용될 수 있다는 기능성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유럽법원은 광고에 나타난 상품이 상표권자 또는 제3자

로부터 유래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 수 없거나 아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다

만 통상적인 검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표권자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

크가 대부분 상위에 제시되어 상표권자의 상품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검색광고가 상표의 광고기능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84) 따라서 검색엔진 운영자인 Google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

지 않으며, 다만 기술적, 자동적 및 수동적인 형태로 검색엔진이 작동하

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지침185) 제14조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이 지침 제14조 제1항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실

이나 정황을 알고 있을 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

한 사실 또는 정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

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판결 이후에 네덜란드 최고법원의 해석의뢰를 받은 Portakabin v.

하였다. 먼저, 제3자인 광고주가 상표권자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면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 또한 경제적 관련성을 암시하지 않았

더라도, 통상적인 지식을 갖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인터넷 이용자가 그

링크와 광고 문구를 보고 그 광고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가 상표권자와

별개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검토하건대, 첫 번째 기준은 혼동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두 번째 기준은 단순히 혼동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4) EuGH GRUR 2010, 445 - Google France and Google

185) Directive 200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 73 -

Primakabin BV 사건186)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광고에서 상표 사용

이 유럽연합상표지침 및 유럽연합공동체상표규정상의 상업적 사용에 해

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 논리는 앞의 판결과 같다.

4. 일본의 사례

일본 상표법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과 유

사한 측면이 많다.187)188) 먼저 상표의 사용 개념을 제2조의 정의규정에

186) Portakabin, Ltd. v. Primakabin BV, Case C-558/08

187) 일본상표법(平成제20. 4. 18. 法律第16号) 제2조 제3항 이 법률에서 표장에

대한 사용이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인 것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제공에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양도 또는

대여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4. 서비스의 제공에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건에 표장을 붙

인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물건(서비스의 제공에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이

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표장을 붙인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시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제공에서 그 제공을 받을 자의 그 서비스의 제공에 관연한 물건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7.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인간의 지각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영상화면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영상화면에 표장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표장을 붙여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표장을 붙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일본 상표법(산업재산권법,공업소유권법)의 개정연혁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일

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hourei/kakokai/sangyou_zaisa

nhou_hyou.htm) 참조

188) 1973. 상표법 개정 당시에는 ‘상표를 붙이는’으로 표현되어 있었다가 1990.

1. 13.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상표를 표시하는’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붙이

는’이라는 표현은 일본 상표법의 ‘付する’라는 표현을 잘못 번역한 것이었다

는 지적이 있다(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법 제20호,

산업재산권법학회, 2006, 143면). 그러나, 1973. 당시 일본 상표법의 해당 표

현은 ‘附する’였으며 이는 1991년(平成 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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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한 다음 상표권의 효력규정에서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

리를 독점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표권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위를 상표

권 침해로 본다. 일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은 1991년 개정되어 상

표와 서비스표의 사용을 별도로 규정하였고,189) 2002년 개정을 통해 전

기통신회선 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

상화면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영상화면에 표장을 표시한

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상품 등의 정보에 상표를 표시하여 인터넷

과 같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표장을 붙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로 포섭하였다.190)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한국보다

논의나 판례가 드문 경향이 있으며, 검색광고 또는 인터넷상 상표의 사

용에 관련한 사례가 많지 않다.191) 다만 2007년 오사카 지방법원의 ‘파파

야 발효식품 사건’에서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의 인정을 소극적으로 인

정한바 있다.192) 검색광고와 관련한 사안으로, 원고는 Yahoo! Japan의

검색창에 자사의 등록상표 문구인 ‘PS-502’과 カリカセラピ’‘를 입력하면

그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 링크의 형식으로 피고의 광고가 표시되는 것

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원고의 상

품의 명칭 또는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삼아 검색한 결과페이지 상단에 피

고의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원고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는

‘付する’로 바뀌었다.

189) 일본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법과 서비스표를 구별하여 사용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는 견

해가 있었다.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저스티스 통

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참조.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에 서비스표를 포함하여 상표와 서비스표 자체를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

190) 일본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8호 참조.

191)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터

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47-148면.

192) 大阪地裁 平成19.9.13. 判決 平成18(ワ)7458号. 박준석, 전게논문,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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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판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의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사용 개념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가 유사한

지 및 원고의 상표가 주지저명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여, 상표

의 사용에 관한 판시사항이 간단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본 학계의 논

의를 찾기 어렵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상표가 주지저명한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져, 원고 상품의 명칭 및 상표를 키워드로 삼아 검색광고를 제시한 사실

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고

간략히 판단하였다.

제 4 장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과 검색광고

제 1 절 서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상표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장되었으면서도, 수십

년간 상표의 사용 규정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상표법 전부

개정을 통하여 사용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상표의 사용 개념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상표권 침해 및 상표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인 요건을 검토한 뒤, 구 상표법 하에서 인터넷 광고와 관련되었던 사례

를 검토한다. 이후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는지 검토한 뒤,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상표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살핀다.

제 2 절 상표권 침해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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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193)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표장이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

며,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다.194)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시키고 있으

며,195)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행

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상표권의 내용을 보호하고 상표의 기

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내용에 기하여 당연하게

인정되는 상표권 침해 외에도, 제 108조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

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나 ‘타인

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을 모두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196)

193) 2016. 2. 29. 전부개정된 상표법에서는 기존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던 상표

와 서비스표를 합쳐 일률적으로 상표로서 규율한다. 상표법상 상품에는 지리

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19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016. 2. 29.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상표법에서는

표장을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

채를 결합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

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ㆍ냄새 등 시

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95) 여기서 상표권의 범위는 등록상표 자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권리(제89조

참조)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금

지할 권리(제107조 및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하는 ‘상표의 사용’에는 등록상표 자체인 경우는 물론 등

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

할 실익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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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우리 상표법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상표

의 사용’ 개념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의 독점권에 대

한 침해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이 정의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

다.197) 따라서 상표법상의 사용으로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는 ‘상

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

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

위’이며, 그 표시행위에는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

시하는 행위’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

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런데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권한 없는 타인

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려면, 본질적으로 상표의 사용 행위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에 해당하면서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198)

196) 이러한 상표권 침해의 유형을 전용권에 의한 침해(상표법 제89조에 기한

침해), 유사범위에서의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간접침해(상표

법 제10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로 나누기도 한다. 송영식 외 7인, 지적

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294-295면.

197)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면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표법에 상표사용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상표의 불사용 취소,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등을 판단함

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

법론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 130면.

198)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



- 78 -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검색광고에서의 상표사용의 문제를 살펴보는 과

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사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정

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각호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일반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검색광고에 적용될 수 있

는 유형은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행위 및 차목의 일반조항이라 볼 수 있다.199) 그런데 최근

도입된 차목의 일반조항 이외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 또는 표지의 사용이 법률상 명백하게 요구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개념이 상표법의 상표의 개념과 다른 측면이 있으나, 양자가 모

두 출처식별기능을 가질 것을 요하고 있다.200) 또한 검색광고와 관련하

여 문제되었던 사안에서는 모두 상표가 사용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상

표의 사용에 관한 상표법에 관한 판례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사용에 관한 판례를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 3 절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서 상표의 사용

1. 검색광고에서 문제되는 상표 활용 행위

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

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199) 김기영, “Google의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인터넷과

법률 3, 법문사, 2010, 498면.

200)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과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의 사용의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보면 영미법상 타인의 영업과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하

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의 법리 중 특히 타인이 사용

하거나 등록한 상표 등의 표장을 상표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상표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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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의 작동원리에 비추어 검색광고에서는 상표가 여러 번 활용된

다. 먼저,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매매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상인 키워드 그 자체만으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

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창에 입력된 키워

드의 검색결과로 경쟁업체의 상품 또는 광고를 연결하는 행위가 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인지 문제된다. 이 경우 상표가 검색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표의 비시각적 활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또한 검색광고가 제시된 상황에서, 검색광고의

스폰서링크 또는 배너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검색창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면서 경쟁업체의 상품 또는 광고를

제시하는 화면구성행위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다

는 점에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

에 대하여는 제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검색광고에서의 구체적인 상표활용 행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장 의의가 있는 판결로 보이는 인터

넷채널21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네이버 홈

페이지의 스폰서링크 검색결과 최상단에 여백을 확보하여 새로운 키워드

광고를 삽입하거나 기존광고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엄밀하게 검색광고에 관한 사안은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 사건이지만, 상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참조할 부분이 많다.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이 다루어졌지만, 상표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하여 민사 재판에서는 저작권법,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형사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

쟁방지법 등의 위반여부가 문제되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하여는 주장되

지 않았다.201) 민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201)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규정이 온라인상 상표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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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업무방해

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등에 따른 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형사사

건에서 항소심에서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영업표지의 사용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긍정하고 출

처혼동의 발생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부정한 원심

을 파기하였다. 그중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

는 형사상고심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NHN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네이버에 배너광

고를 게재하거나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하였다. 인터넷채널21은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www.uplink.co.kr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

게 배포하는 한편 그 설치에 동의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

였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 화면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광고(네이버의 광

고란에 기존의 배너광고를 삭제한 후 인터넷채널21측 회사가 선택한 배

너광고를 덮어쓰는 방식, Uplink Layer 프로그램이 제공), 여백광고(포털

사이트 화면의 여백을 스스로 찾아내어 피고인 회사가 선택한 배너광고

를 노출하는 방식, Uplink Space 프로그램이 제공), 키워드삽입광고(네이

버 검색창 하단과 네이버가 제공하는 키워드 광고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광고를 삽입하는 방식, Uplink Search 프로그램이 제공)

의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광고가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들의 광고는 그

둘레에 별도의 테두리가 없었으며,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들의 광고 자체에는 어떠한 출처도 표시되지 않았다.202)

포괄할 수 없다는 예단 하에 상표법 위반의 점이 주장되지 않았다는 견해로

는 김관식, “인터넷 상에서 영업표지 사용 요건의 해석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2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10, 389면.

202) 다만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되는 배너광고의 하단에는 ‘본 콘텐츠는 ooo

가 제공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키워드광고방식에는 검색

창 아래와 신청인이 제공하는 키워드광고 사이에 박스 형태로 구획된 공간

을 만들어 그 공간에 광고의 내용을 표시하고, 광고내용의 오른쪽과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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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서 대

법원은 피신청인의 광고방식이 신청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

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고, 신청인이 장기간

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저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

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광고의 출처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신청인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 또는 이용을 계기로 하여 피신청

인의 광고를 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인터넷

사이트가 축적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광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제공하는 광고가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등으로 신청인의 영업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단순히 출처의 표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형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

버 포털사이트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피고인들

의 광고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정이 엿

보이나, 피고인들은 광고영업을 위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광고공

간으로 활용하였을 뿐이지 이사건 영업표지 자체를 자신들의 광고영업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식별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표지를 자신들의 광

고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형사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링크솔루션을 활용한 레이어

팝업광고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파

기하였다.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가 팝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혼동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갔다.203)

에 ‘Uplink Search는 피고인이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20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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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업표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업링크솔루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를 이

사건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네이버 화면의 일부로 끼워 넣어 그 화

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네이버 화면에 있

는 이 사건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이를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혼동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의 위 광고는 그 둘레에 별

도의 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의 형태로 나타

나고, 문제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광고 자체에는

그 출처가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② 피고인들의 광고는 프로그램

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광고가 반드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자한테만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고, ③ 피고인들의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당사자도 피고인들의 광고

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광고와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피고

인들의 광고가 마치 피해자 회사에 의해 제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매매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

상표를 키워드 검색광고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이 사용에 해당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

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

는 방법 및 형태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

광고 행위가 팝업창 자체의 출처표시 유무, 웹페이지 내에서의 팝업창의 형

태 및 구성, 웹페이지의 운영목적과 내용, 팝업창의 출현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웹페이지 상에 표시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그 팝

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팝업광고의 영업 활동

이 타인의 광고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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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하여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확립된 견해가 없다.204)

Government Employees Ins. Co. v. Google, Inc. 사건에서는 Google이

타인의 상표를 판매한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

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표침해의

요건인 상표의 사용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800-JR Cigar, Inc. v.

GoTo.com, Inc.205) 사건에서 검색어의 구매는 원고 상표의 가치를 거래

하는 상업적 거래라고 판시하는 등 키워드 판매행위 자체를 상표의 사용

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적지 않다. 반면에 상표사용론의 입장에서는 이러

한 키워드의 판매행위는 당연히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경쟁업자에게 아직 부착되지 않은 상표

자체를 생산하여 공급한 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법상 침해간주조항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

허법상 간접침해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침해간주조항은 그 수단이 오로

지 상표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일부

추구하는 검색엔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키

워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결국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에서 사용되는 표장이 상표법 제2조의 표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사용하는 태양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당해 상표가 어떠한 기능

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키워드 매매행위에

서 사용된 등록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임이 분명하다. 또한 검

색광고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로 상표의 식별력 내지 상표에 축적된 신용

을 활용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활용된 키워드는 상표법상 표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키워드 매매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등록상표인 키워드가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

는데, 키워드 매매과정에 국한하여는 어떠한 출처표시기능이 존재한다고

204)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 23:11.50

205) 800–JR Cigar, Inc., v. GoTo.com, Inc., 437 F.Supp.2d 273 (D.N.J.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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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매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상

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비록 검색서비스제공자가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

기는 하나, 등록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는 등록상

표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어떠한 출처표시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검색서비스제공자가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하여, 상표법이 보호하는 목적이 상표권자

가 등록상표를 통하여 보유하는 재산적 이익이라고 본다면,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206) 앞에

서 살펴보았던 GEICO v. Google 사건에서 법원이 키워드 판매행위를

문제삼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3. 검색광고 문언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검색광고 프로그램이 동작하여, 검색광고가 제시되었는데 그 문언에

등록상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검색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언을 작성한

광고주만이 책임자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는 인터넷 광고가 문제되

던 초기 시절부터 사례가 축적되었으며, 최근 대법원의 VSP 엔티씨 판

결에 따라 판례의 입장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가. 인터넷 광고 초기의 판례

인터넷 광고 초기에 오버추어 코리아와 관련한 서비스표 관련 가처분

사건이 있었다. 오토바이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퀵서비스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오버추어 코리아를 상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퀵서비

스’라는 표장을 ‘심부름 대행업’ 등의 광고에 사용하자 마라”며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이다. 퀵서비스는 오버추어가 오토바

206) 백강진,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의 개념”, Law & Technology 제5권 제5

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6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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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송업을 하는 다른 업자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퀵서비

스’라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상호권 및 서비스표권이 침

해당하여 자사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207)

그러나 법원은 ‘퀵서비스’라는 단어가 일반소비자들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빠른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도의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오버추어 코리

아의 업종이 인터넷 광고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이므로 주식회사

퀵서비스의 지정서비스업인 택배 운송업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주식회사 퀵서비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208)

또한 광고주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는 않았지만 광고 문언에 상표가 나타난 경우로, 광고주를 상대로 제기

된 사안이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네이버에 한국신용정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중 스폰서링크 부분에 ‘한국신용정보 올크레딧’이라는 웹사이트

가 검색되었다. 한국신용정보는 일반인들에게 ‘올크레딧’이 마치 한국신

용정보의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며, 이

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국개인신용은 한국신용정보가 상표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키워드의 문

구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209) 나아가 한국개인신용

은 한국신용정보가 상호 도용을 주장하면서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스폰서링크를 운영하여 ‘한국개인신용’을 입력하면 스폰서 링크에 ‘마이

크레딧 한국신용정보’라는 웹사이트가 나타나도록 하여 문제된다고 주장

207) 김금선,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상표법 및 부정

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62면.

208)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판단은 수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상표권 및 서비스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9) 이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Google 측의 답변을 인

용한 것이다. 김금선,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상표

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8.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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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신용정보가 검색광고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사안

이 종결되었다.210)

나. ‘VSP 엔티씨’ 사건

원고 주식회사 어드밴드스웨이브는 순간정전보상기211) 등을 제조하고

‘VSP 엔티씨’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 역시 순

간정전보상기 등을 제조하는 엔티씨파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으로부터 “VSP”라는 키워드를 구

입하였다. 인터넷 이용자가 그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VSP”를 입력하

면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서 “VSP 엔티씨”라는 표제가 나타나

고 그 아래 줄에 “서지보호기212), 순간정전보상기, 뇌보호시스템”이라는

상품의 종류가 표시되며, 그 다음 줄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

지 주소인 “http://www.dipfree.com”이 나타났다. 피고는 그 검색결과 화

면에서 다시 “VSP 엔티씨”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피고 회사

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중 그 검색결

과 화면에 표시되는 “VSP 엔티씨”가 원고의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213)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가 갖는 기능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고나 소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

210) 위 사안에서는 한국신용정보라는 키워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

안이라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일반적인 키워드 광고와

는 달리 한국개인신용이 자시 웹사이트를 광고하는 링크 설명문구에 ‘한국신

용정보 올크레딧’이라고 기재하여, 올크레딧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직접 한국

신용정보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211) 낙뢰 등에 의한 순간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212) 급격한 과전압, 즉 서지(surge)가 생긴 경우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기계

213) 이 사건의 쟁점은 스폰서링크로 사용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갖는지 여부와 당해 등록상표가 순간정전보상기 등의 상품의 성질이

나 기능을 지칭하거나 약어로써 쓰이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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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은 출

처표시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는 것

은 단순히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상표권자 아닌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며, 그 스폰서링크에 의해서 연결된

홈페이지 화면에는 확인대상표장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214) 또한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스폰서링크 아래에

별도로 제품을 표시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광고주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라

고 판시하였다.215)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

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단

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

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

에,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16)

대법원은 문제되는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

214) 나아가 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소외 회사가 만든 제품에도 회사의 상

호인 “NTC 엔티씨”나 기타 피고나 소외 회사가 등록한 별도의 상표인 “논

트립(Nontrip)”, “딥프리(dipfree)”, “새그프리(Sag-FREE)” 등의 상표가 부착

된 제품들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나 소외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의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상

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키워드 검색

광고를 이용한 광고주의 행위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215) “인터넷포탈사이트의 검색화면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아래 부분에 제품을 표

시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품이나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는 물론이

고,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

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2조 6호

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

216) 나아가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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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

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위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

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

면에 위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

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표장은 자

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출처표시로서의 사용 및 상표로서의 사용에 관하여 특허법

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나뉜다. 특허법원은 스폰서 링크 자체가 별 의미

가 없다고 보았던 반면 대법원은 홈페이지 화면 또는 스폰서링크에 나타

나면 상표의 사용이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화면 구조를 살펴 출처표시기능을 판단하였다.

다. 검색광고 문언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의 규율

결국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스폰서 링크에 기재되어 있는 표장이 출

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호의 상품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며, 스폰

서 링크와 연결되는 웹페이지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다.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검색광고 문

언에 표시되는 등록상표는 상품상에 직접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부개정된 상표법

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도 상표의 사용 행위태

양에 포섭되므로, 검색광고의 문언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

법상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

의 여지가 남지 않게 되었다.

4.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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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소비자에게 상표가 시각

적으로 제시될 것을 요하였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상표가 소비자에

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도메인이름 및 메타태그에서의 상표의 사용 문제를 해결

하면서 정리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의 사용

이 인정되었던 요건을 살펴본 뒤,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던 한글도메인이름 및 메타태그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한

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이 인정된다면 검색광고에서 역시

검색광고서비스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상표가 사용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가. 도메인이름에서의 상표의 사용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

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또

는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2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본래적 기능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던 인터넷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쉽게 문자나 기호 등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원래 상표나 영업표지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218) 따라서 특

217) 부정경쟁방지법은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사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키워드 방식에 의한 인터넷주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목을 적용함에는 일반도메인이름과 차이가 없다.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

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87호, 한국법학원, 2005, 28면.

218) 강기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

호, 2004,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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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그 도메인이름 아래 웹사이

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로서의 사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이 그 등록자의 상호, 명칭 또는 상표를 반영하

기도 한다는 점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도메인

이름을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등록자 또는 상품 등을 식

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219) 도메인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호나 상표의 철자만을 도메인이름으로 입력하여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

아가기 어려우며, 검색엔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대부분의 상표권자들은 자신이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려 하고,

일반 수요자들도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자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높

다.220) 이러한 점에서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

위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도메인이름으로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주

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221)의 상표의 정의 규정 가운데 다목 “광

고·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

다.222)

219)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87호, 한국법

학원, 2005, 30면.

220) 이러한 점에서 엄밀하게 도메인이름 사안은 검색 광고 사안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금선,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77면.

221) 전부개정 이전의 상표법에 따르면 구 상표법 제2조 제6호 또는 구 상표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한다.

222)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이 2004. 1. 20. 제2조 제1호 아목을 신설하면서, 국

내에 널리 인식된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 등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도메인이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

한다는 점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표법과 달리 사용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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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Rollsroyce 사건223)에서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

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

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등이

운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원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

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웹사

이트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24) 또한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

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도메인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

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전시 또

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등록상표와 동일

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취급하고 있는

항공기에 관한 내용도 단순히 항공회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영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

지로 판단하였다.225)

대법원은 Viagra 사건에서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

223) 원고 롤스로이스피엘씨(ROLLS-ROYCE PLC)는 자동차,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ROLLS-ROYCE"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영국 내 법인으로

서 "rolls-royce.com"과 "rolls-royce.net"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였

다. 피고는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이 사건 도메

인 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ROFILE", "항공기", "특허정보", "

구매관련" 등 항목을 두고 있는데, "PROFILE" 항목에는 피고에 대한 간단한

약력을 기재해 놓았으며,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항목에는 해당 항

목에 관계되는 관련 사이트의 주소를 소개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

도록 링크시켜 놓으면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22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22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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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들이 도메인이름 하에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원고들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다.226)

Viagra 사건에서는 일체의 상품판매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도메인이

름을 단순히 점거만 하고 있던 Rollsroyce 판결과는 달리 피고가 영업활

동을 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피고가 독자적인 ‘산에 산에’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해

당 도메인이름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도메인이름

이 표지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도 피고의 상품에 더욱 밀착된 또

다른 표지가 있다면 후자의 표지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는 입장이며,

권리자의 표지는 영업표지가 될 수는 있어도 상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으로, 1개의 상품에 2개 이상의 상표가 부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

된다.227)

두 사건에서 법원은 도메인이름 자체만으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

하지 않으므로 도메인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권리자의 표지

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 하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표지의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들은 도메인이름의 경우 해당 웹페이지 상단의 주소창을 통하여 시각적

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8)

결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이용

하여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

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타인의 상표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웹

사이트 주소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이름 하의 웹사이트로 이

22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227)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메타태그, 한글

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16호, 사법발전재단, 2011, 13

면.

228) 박준석, 전게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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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게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에 대하여도, 실질은 그 타인의 도메인이

름 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행위들은 상표의

광고적 사용행위라 볼 수 있다.

나. 한글도메인이름서비스와 상표의 사용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주식회사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버에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와 연결 웹사이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넷피아의 서

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한글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이를 한글인터넷주소 서버에 저장된 내용과 비교하여

그 한글인터넷주소와 함께 등록된 연결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또는 인

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그 컴퓨터에 전달해 주어 당해 웹사이트로 접속되

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

트의 도메인이름을 대신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글도메인이름

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넷피아닷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한글인터넷주

소 서비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229) 넷피아닷컴은 서비스신청자로부

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뒤 미리 배포한 도우미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

터의 이용자가 일정한 한글문구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이용자를 바

로 서비스신청자의 웹사이트로 연결한다. 그런데 여기서 서비스신청자가

자신과 경쟁하는 타인의 상표권에 속하는 특정한 문구를 신청자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에 상표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한글인터넷주소 역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글인터넷주소 자체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229)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주식회사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버에 등록

된 한글인터넷주소와 연결 웹사이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넷피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

하면 이를 한글인터넷주소 서버에 저장된 내용과 비교하여 그 한글인터넷주

소와 함께 등록된 연결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를 그 컴퓨터에 전달해 주어 당해 웹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을 대신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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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글도메인이름의 경우에도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표의 사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만일 한글도메인이름 사안에서 상표의 사용이 있었다

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과 같

다.

한글도메인이름에 관한 세콤 판결230)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의 사용이 있음을 인정하여 사실상 보이지 않는 표지

의 사용이 침해적 사용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의 원

고는 ‘세콤’의 상표권자인 세콤(주)와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자인 ㈜에스

원으로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추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일정한 수수

료를 받고, 이용자가 ‘세콤’ 또는 ‘쎄콤’과 같은 한글 단어를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하면 바로 경쟁업체의 웹사이트인(www.homek.co.kr 또는

www.cctvok.co.kr 등)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다만 Viagra 판결과 마찬가지로 경쟁업체의 웹사이트 상에는 ‘세콤’

또는 ‘쎄콤’ 등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단어가 일체 사용되지 않았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터에서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할 경우,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정

보는 일체 표시되지 않고 오직 등록된 웹사이트만 직접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인들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행위는 도메인이름 사용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등록인들이

한글인터넷주소 ‘세콤’과 ‘쎄콤’에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연결하여 사용하

는 행위는 ㈜에스원의 저명표지와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231), ‘세콤’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볼

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가합91385 판결(이는 서울고등법

원 2005나77512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2007. 1. 31. 조정이 성립되었다)

231) 그러나 법원은 '세콤' '쎄콤' 등 한글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 내용

을 고려해 보면 이들 한글인터넷주소가 등록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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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232)

파출박사 사건은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

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

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사례이다. 원고는 가사서비스업 등에 관하여 ‘파출박사’라는 서비

스표의 권리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파출박사’라는 한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신청하여 그 웹사이트상에서 직업정보제공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파출박사 사건의 항소심은 Rollsroyce 사건의 대법원 판시를 따라, 타

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이름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

를 사용하여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하

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①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이름은 원고의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하고, ②

매하거나 광고하는 무인경비서비스 등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있다거

나 서비스와 상품을 광고·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인터넷

주소가 일반인들을 그 한글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한글인터넷주소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

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상표권 침해여부는 동일, 유사한 한글

인터넷주소를 등록하는 행위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웹

사이트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고, 경쟁업체의 웹사이트상에 독자적인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품 표지의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을 부정하였다.

232) 다만 한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피고 넷피아닷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

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웹사이트의 내용은 넷피아의 관리, 지배 범위에

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넷피아가 등록자들과 부정경쟁행위를 공동하여 하고

있다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넷피아가 제공하

는 한글인터넷서비스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미리 지정된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고, 등록자들의 부정경쟁행위는 넷피아의 관리, 지배 범위를 벗어나 있

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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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제공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직업정보제공서비스업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 피고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용이 원고의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

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233)

그러나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사용태양 등 구체적 사정에 따

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

하고 실행하여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 화면에는 한글인터넷도메

인이름이 표시되지 아니하며234), 피고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윗부분에는 피고의 별도 표장이 따로 표시되어 피고가 제공하는 직업정

보 제공 등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한글인터넷도

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

기하였다.235) 파출박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소창에 계속 표시되

는 통상적인 도메인이름과 달리 한글도메인이름은 피고의 웹사이트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비스표의 사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

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은 ‘장수온돌’ 판결을 통하여 상표의 보이지 않는

사용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원고는 돌침대인 ‘장수온돌’

판매하는 회사로 ‘장수온돌’, ‘돌’, ‘장수’ 등의 문자 또는 그 문자를 포함

233)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62548 판결.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 개념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

표의 사용 규정은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적용되므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표

나 표지의 사용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

다.

234) 인터넷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을 입력하여 실행하면 그 웹사이트의 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이 표시되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과 달리 접속단계에서 피고 개

설의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235)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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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장에 관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한 권리자였다. 피고는 “장수

온돌”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돌침대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

람으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장수온돌”

과 “돌침대”를 등록하고, 연결 웹사이트로 향토침대, 돌침대, 옥침대 등

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http://www.jangsuondol.com을 지정하여 사용하

면서, 좌측 상단에 기술이 원고의 상호를 게시하고 있었다.

원심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장수온돌” 한글인터넷주소는 돌침대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있다거나 그 광고·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

나 대법원은 “피고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

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여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www.jangsuondol.com)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은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사건에서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된 부분은 이용자가

‘장수온돌’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넷피아의 서비스에 따라 픽의 웹

사이트로 연결되어 피고의 상품이 제시되는 한글도메인이름 서비스과정

에 관련될 뿐이다. 그렇게 연결된 피고의 웹사이트 상에 ‘장수온돌’ 등의

문구가 추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위 사건의 쟁점이었던 상표의 사용 유

무 판단과 가장 관련된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통상의 도메

인이름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

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고 적시하는 등 한글도메인이름 서비스의 특징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비판도 있다.236)

236) 아울러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메타

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16호, 사법발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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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문제되었던 ‘마하몰’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글도메인이름을 선점

한 경쟁업자가 그 웹사이트에서 경업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링크를

걸어두어 링크된 웹사이트에서 경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안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마하몰 사건은 염주와 목탁 등 불교용품을 판매하

는 피해자가 ‘마하몰’ 등의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인 ‘마하’ 또는 ‘마하몰’과 유사한 여러 도메인이름을 사용함

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

된 사안이었다.237) 피고인은 ‘www.mahamall.com’, ‘www.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이라는 도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였

고,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을 패밀리사이

트로 링크해 놓았다.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이 ‘사찰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등록서비스

표권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법상 서비

스표 침해를 긍정하였다.238)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키

워드 ‘마하몰’이 피고인 웹사이트의 표지가 아니라 단순한 연결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사찰몰’ 웹사이트는 단지 연결된 웹사이트

에서 링크된 대상에 불과하고, ‘사찰몰’ 웹사이트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에 ‘사찰몰’이라는 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서비스표 침해

를 부정하였다.239)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은 ‘사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에서 웹브

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 있다가 ‘사찰넷’ 웹사

단, 2011, 17면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파

출박사 사건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별다른 설명 없이 쉽게 상표의

사용이라도 단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37) 민사가처분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5.자 2006카합3809 결정과 서

울고등법원 2007. 7. 18.자 2007라220 결정에서는 모두 가처분신청이 배척되

었다.

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정4348 판결

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10노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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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나아가 ‘사찰몰’ 웹사이트에 접

속하기 위해서는 ‘사찰넷’ 홈페이지의 링크 부분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의 주소창에는 각각의 도메인이름

인 ‘www.sachal.net’과 ‘www.sachalmall.com’이 표시될 뿐 피해자의 도

메인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각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상단에는

“사찰넷”과 “사찰몰”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된 각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부정하였

다.240)

이러한 마하몰 사건은 파출박사 사건에서의 판시사항과 유사하다. 그

런데 만약에 마하몰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찰몰’이 아니라 ‘사찰넷’ 웹사

이트에서 경쟁상품을 판매하였다면 피해자의 서비스표 침해행위로 판단

할 여지가 보다 컸을 것이다. ‘사찰넷’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링크된 ‘사

찰몰’에서 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마하몰’ 표지가 사용된 곳이 피고

인의 상품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241)

다. 메타태그에서의 상표의 사용

인터넷 웹페이지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라는 컴퓨

터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보이는 부분 외에도

검색엔진에 의해 읽혀지는 일련의 태그와 마커로 이루어진다. 태그 중

메타태그는 크게 웹페이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적 메타태그와 그 웹

사이트의 핵심용어를 담은 키워드 메타태그로 나뉜다. 그 중 전자인 설

명적 메타태그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키워드 메타태그의 경우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나 검색엔진에

24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241)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메타태그, 한글

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16호, 사법발전재단, 2011, 23

면, 각주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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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사용된다. 키워드 메타태그에 비하여 설명적 메타태그의 경우에

는 부당이용이 단순히 소비자를 잘못된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하는 외에

도 잘못된 사우 또는 서비스를 구매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242) 웹사이트의 명칭이나 설명적 메타태그는 상품의

라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설명적 메타태그에 타인의 상표를 사

용하는 것은 별다른 이견없이 상표위조행위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

다.243)

메타태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서울남

부지방법원의 메타랜드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메타랜드/MetaLand”의

서비스표권자이다. 검색엔진의 검색창에 ‘메타랜드’ 또는 ‘metaland’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었

다.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마이마켓’

이라는 상호 하에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일부인

‘metaland’를 메타태그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244) 법원은 검색엔진에

검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색엔진 이용자들이 원고의 서비스표와 피

고의 웹사이트 사이에 인적·조직적 연계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45) 다만 이러한 판단을 함에 타인의 등록상

표를 메타태그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한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포트메리온 사가 자사의 상표를 메타태그로 활용하는 경쟁업

체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례도 있다.246) 이

사건에서는 1심은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부정하여 상표권

242) Gregory Lastowka, “Search Engines, Html, and Trademarks: What’s the

Meta for?”, 86 Va. L. Rev. 835 (2000) 862-865.

243) 육소영, “사이버공간상의 새로운 상표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264면.

244)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87호, 한국법

학원, 2005, 39면에서는 판결문에는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메타태그로

위 단어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한다.

2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9. 선고 202가합14533 판결.

2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가합31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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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부정하였으나, 그 논리의 근거에는 메타태그로서의 상표의 보이

지 않는 사용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7) 항소심에

서는 상표법 위반여부가 문제되지는 아니하였고, 인터넷채널21사건의 민

사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이 주로 문제되었다.

라. 검토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의 사용이 시각적 활용에 국한

된다고 해석해야만 할 여지가 적다. 우리 상표법상 ‘표시’는 외국 상표법

상 부착(affication) 또는 물리적 고정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앞에

서 다룬 여러 나라의 상표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현실공간에서의 상표

사용만을 염구에 두고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물리적인 부착 내지 고정

또는 시각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침해자가 모방상표를 침해상품에

부착하지 않고는 상표권의 고객흡입력에 편승하기 어려운 현실공간에서

는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상표사용론의 입장 역시 별다

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소비자의 시각적인 인식과

무관하게 상표권자의 고객흡입력에 경쟁업자가 편승하기 쉽다.

도메인이름의 부당선점을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려면 해당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상표권분쟁이 인

터넷상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초기의 사안이므로, 현실공간에서의

상표의 사용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한글도메인이

름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대법원의 ‘장수온돌’ 판결이나 일부 하급심판결

등에서 보이지 않는 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긍정한 바 있

다.

도메인이름의 경우 원래 숫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컴퓨터의 주소를

그에 대응하는 문자의 조합인 도메인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문자로 된 이름을 컴퓨터의 주소로 이용함으로써 웹사이트의 식

247) 다만 항소심에서는 상표권 침해 문제 외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이 논의

되어 상표의 사용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나타나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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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 도메인 이름이 컴퓨터의 주

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인터넷이용자들에게 그

등록자의 상호, 명칭, 상표 등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

어 사실상 등록자나 상품,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은 점, 도메인 이름의 이와 같은 기능에 따라 대부분의 상표권자들

은 자신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려 하고 있고, 일반 수요자들

도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자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인터넷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미지의 홈페이지를 찾아갈 때 검색엔진

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상표의 이름에 '.co.kr' 이나 '.com' 등을 붙

여서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무관하게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사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상표법상 상표로

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48)

다만, 도메인이름이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

메인 이름의 등록·사용 자체만으로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도메인 이름하에 개설한 웹사이트의 구체적 사용태양을 고려

하여야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49) 도메인이름이 단순히 인터넷상의 주소를 알려줄

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249) 웹사이트의 사용태양은, 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만 하고 그 웹사이트에

서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

트를 개설하여 도메인 이름에 포함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매와 무관하

게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③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전혀 무관한

상품판매나 영업을 하는 경우, ④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

품판매나 영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 ① 내지 ③의 경우에

는 도메인 이름에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거나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

의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상의 사용이 아니거나 상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 ④의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

거나 그 상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

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에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

자들로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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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일 때에는 비록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더

라도 상표법상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도

메인 이름이 인터넷 상의 주소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그 인터넷 사이트

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주고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여 광고, 선전하는 기능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 도

메인 이름의 사용은 상표법상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특히 도메인이름에 주지된 상표와 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홈페이지와 접속하게되고, 그 홈페이지

에 주지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전시 광고되고 있을 때에는

도메인이름이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등록상표를 도메인 이름 및 홈페이지에 사용하여 상표의 지정상품

과 유사한 상품을 전시,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 사용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

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50)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등

록·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251) 도메인

포워딩과 같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

다.252)

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

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50) 서울고등법원 2000.11.15. 선고 99나61196 판결

251) 도메인 이름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자신이 개설한 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포워딩 방식에 의한 웹사이트간의 이동은 기술적

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거쳐 원

고가 개설한 웹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다. 또한 웹브라우저

의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한 수요자는 통상 그 후 웹브라우저의 주소

창상 인터넷 주소의 변동에 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도

메인 이름을 입력한 결과 화면에 표시된 웹사이트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웹

사이트라고 생각하기 쉽다. 수요자가 자신이 입력한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옮겨진 사이트는 자

신이 입력한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사이트와 어떠한 경제적·인적·조직적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포워딩 방식의 실질은 도메

인 이름하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경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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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사

용하는 것이 상품의 출처표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등록한 사람이 한글

인터넷주소에 연결한 웹사이트의 내용과 사용 태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한글인터넷주소가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선전하는 기능까지 수행

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

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

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글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의 사용이 인정된다면,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도 인정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 도메인이름 사안과 키워드 검색광고 사안을 비교하면, 한

글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경쟁자의 특정한 웹페이지가 제시될 뿐이지만,

검색광고 사안에서는 검색결과화면에 제시되는 여러 웹사이트 링크 중

경쟁자의 광고가 하나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마하몰

사건과 같이 일반적으로 한글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경쟁자가 그러한 웹사

이트에서 바로 권리자와 경쟁사업을 하지 않고 별도의 링크를 통해 연결

되는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영업을 하곤 한다. 검색광고 사안에서는 검

색결과로 경쟁업체의 광고가 바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

나 한글도메인이름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입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제시되는 웹사이트 또는 주소창인 반면, 검색광고에

서는 소비자들이 검색결과화면에 제시된 링크들이 바로 자신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상표의 사용 여부

를 논의함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252) 한동수,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권 침해방법인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 공2008하,

929)”, 대법원판례해설 제78호, 법원도서관, 2009,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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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검색광고에서 상표 사용의 주체

1. 상표 사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키워드 검색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광고에 있어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의 법원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판단이 대립되고 있다. 나아가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고 긍정하는 입장

에서도 누가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검색

광고서비스제공자인 검색엔진이 직접침해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혹은

광고주의 직접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 내지 기여침해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사안에서는 간접침해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검색광고와 관련하여는 직접침해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큰바 논의가 필요

하다.

과거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보통 경쟁업자만

이 해당되었다. 자신의 상품에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에

게 자신의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유발하여, 상표

권자가 상표에 축적한 신용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만 상표

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제3자의 상품 사이의

혼동을 유발하여 이익을 취하는 영업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과연 타인의 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한 자를 상표법상 규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바로 상표 사용의 주체의 문제이다.

검색엔진이 검색창에 A라는 상표를 표시하면서 B 상품을 표시하는 키

워드 검색광고 사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당해 사안에는 자타상품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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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하는 표지인 A 상표가 검색창에 제시된다. 또한 같은 화면

에 A와 연관성 있는 검색결과로서 B상품이 제시되는데, A상표는 B상품

의 광고를 하는 수단인 검색화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진정으로 B상품이 A상

표권자의 상품인 것처럼 혼동되는지의 문제는 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혼동이 유발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가 분명하게 존재한

다. 여기서 상표를 검색창에 표시한 자는 검색엔진이다. 또한 B상품에

관한 광고를 제시하면서 B상품이 마치 A상표와 관련된 것처럼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주체 역시 검색엔진이다. 검색엔진이 검색창에 A상표를

표시하면서 그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B상품의 광고

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주체는 검색엔진이라고

보아야 한다. 화면의 구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검색결과화면의 출처가

검색어라는 것처럼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유

발하고, 그로써 이익을 보는 자는 바로 검색엔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

로는 키워드 제시행위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내부에서의 상표 사

용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이다.

검색광고에서 문제되는 행위중 매매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

는다. 문언에 기재하는 행위는 광고주만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용의 경우 문제가 된다. 검색광고에서 상표의 보이지 않는 사용

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경쟁업체의 광

고와 함께 키워드를 검색결과 화면에 제시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표의 사용 주체는 당연히 검색서비스제공자이기 때

문이다.253) 그러나 검색광고 프로그램을 통한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상

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링크를 제

253) 상표권자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검색광고에서 출처오인표시가 존재하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오인하게 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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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광고주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문제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사안에

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는 침해의 성립요건부터 입증책임까지 여러 방면

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 주체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

다.254)

2. 상표법상 상표 사용 주체에 대한 판단

가.상표 사용의 개념과 상표 사용의 주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전통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관련하여는, 모

조품을 생산하면서 모조상표를 부착한 자 또는 그러한 상품의 유통 과정

에 간여한 자에 대하여 인정되었다. 이는 공히 상품의 유통에 관하여 관

여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유통하는 상품의 출처가 마치 등록상표의 상

표권자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규율한 것이다. 상표 사용의 주체 역

시 상표를 부착하는 경쟁업자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유통업자였으며, 자

신의 상품 또는 광고에 관하여 상표를 표시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프라인에서 상표권 침해의 문제는 거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

련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이용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키워드 검색광고 사안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검색서비스제공자는 실제로 상품 또는 서비스

의 판매와는 무관하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한 것만으로는 검

색서비스제공자의 상표사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54) 또한 상표의 사용 주체에 관하여도, 새로운 세상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그 중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이 검색엔진이다. 검색엔진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수익창출 수단으로서 검색광고를 용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검색엔진의 상업적 이윤창출을 위하여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자유롭

게 활용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부여할 수는 없다. 상표의 사용 주체를 판단함

에는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행위태양을 일련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으로 검색광고에서는 타인의 상표권을 키워드로

판매하고 제3자의 광고와 함께 제시한 검색엔진을 상표 사용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동가능성을 초래하지 않거

나 비교광고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그 이후에 판단할 문

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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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유도침해나 기여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직접침해를 인정

하였다. 이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경쟁자에게 키워드

로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

는 것은 사이버스쿼팅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것과 맥락을 같

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255) 다만 우리상표법에 따르면 검색엔진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므로, 상표사용의 정의규정에서

광고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표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

해가 있다.256)

나.상표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상표법상 논리를 고려한 검토

그러나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경쟁업자만을 상표 사용의 주체로 상정하

고 있지 아니하다. 상표법의 논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상

표법은 상품을 생산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직접침해책임을 부담하

게 하였다. 설령 광고주가 직접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하여도 검색광고서

비스제공자 또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는 행위

를 의미하였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이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

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②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

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등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용행위 태양에는 형상, 소

리,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나마도 개정 전의 상표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

여 규정하지 않아 온라인상 상표의 사용 문제에 대한 입법적 공백 혹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앞의 세 가지 행위태양은 전통적인 상표의

255) 육소영, “사이버공간상의 새로운 상표 쟁점”,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251면.

256) 육소영, 전게논문, 251-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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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 행위태양이고, 제2항의 입체상표, 소리

상표, 냄새상표는 비교적 최근에 상표로 인정된 표지들이며, 제2항 제2호

는 온라인상 상표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상표의 사용

으로 인정되는 듯하나, 동규정이 앞의 세 가지 행위태양과 별도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 제11호 각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의

태양의 특별한 예시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모든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

는 것이 아니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

공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

으로)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또는 수출, 수입하는 행위”, “상품

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밖에 수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상표의 사용주체는 당해 상

품을 판매하거나 양도, 인도, 수출, 수입 또는 광고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오프라인 세계에서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였고,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 아닌 자가 자신의 상품이 마치 등록

상표권자의 상품인 것 마냥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였

다.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 역시 그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쟁업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 특히 플랫폼을 중심으

로 돌아가는 세계에서는 플랫폼을 설정한 자, 즉 상표권자와 경쟁업자

아닌 제3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제3자는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을 판매하는 자도 아니고 당해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제3자는 A라는 상품을 다른 상품

과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표지인 A라는 상표를 소비자에게 B상품

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B상품이 A상표권자의 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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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킴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검색엔진이 검색창에 A라는 상표를 표시하면서 B 상품을 표시하는 키

워드 검색광고 사안을 검토해본다. 먼저, 당해 사안에는 자타상품을 식별

하는 기능을 하는 표지인 A 상표가 검색창에 제시된다. 또한 같은 화면

에 A와 연관성 있는 검색결과로서 B상품이 제시되는데, A상표는 B상품

의 광고를 하는 수단인 검색화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진정으로 B상품이 A상

표권자의 상품인 것처럼 혼동되는지의 문제는 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혼동이 유발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가 분명하게 존재한

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3. 검색광고의 작동원리를 고려한 검토

가.동태적 광고방식에서 검색광고서비스제공자의 지위

기존의 광고들에서 상표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던 부분과 달리 검색

광고에서는 상표의 힘에 흡입된 고객들에게 전혀 별개주체의 광고가 전

달됨에 있어 상표권자의 행위가 아닌 상표권자 이외의 자의 행위에 의하

여 광고가 전달된다. 기존의 광고에서는 광고 게재를 허락한 웹페이지의

작성자가 직접 해당 웹페이지를 HTML 문서로 작성하면서 광고내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웹페이지 주체가 직접 광고전달행위

를 하였다.257) 그러나 검색광고 등 동태적인 광고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전달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검색엔진이 광고를 전달한 행위자라 보고 있

는 반면 유럽에서는 광고료를 지불한 광고주가 행위자라고 판단하고 있

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소비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검색엔진, 즉 상표권

자 이외의 자가 타인의 상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일한 키

워드에 대하여도 검색엔진의 검색광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시되는 광고

257)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

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21-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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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뀐다. 예컨대 Adwords의 경우 광고주가 미리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광고료가 지출된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광고가 제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광고의 클릭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검색광

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높다.

인터넷 광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별된다. 배너광고를 시작으로 팝업

광고, 매타태그 방식, 키워드 광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단

지 광고 기술 또는 광고기법의 차이점에 착안한 분류에 불과하며 상표권

침해 유무를 논함에는 불필요하며, “과연 피고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

용하였는가?”라는 법적 평가만이 중요하며, 이것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쟁점이

라는 견해가 있다.258) 기존의 배너 광고에서는, 광고주가 특정한 웹페이

지의 일부공간을 구입하여 광고배너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클릭을 유도

하였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동한 웹페이지에서 상

표권 침해가 존재하거나, 배너의 광고 문구 자체에 상표권 침해적인 행

위태양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태적인 광고에서

광고주 외에 다른 주체에 의한 광고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광

고주 외의 제3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259)

설령 그 광고가 게재된 웹페이지가 상표권자의 웹페이지여서 상표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광고가 전달되는 경우이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

이 아니다.

258) 박준석, 전게논문, 120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상표의 사용

유무를 판단함에 보다 의미 있는 기준은 종래 신문이나 TV광고의 정태적인

성격과 인터넷 광고가 보여주는 동태적인 태양의 상호간 성격차이라고 본다.

259) 상표사용론에서는 키워드 검색광고에 상표의 사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자의 상품과 경쟁상품을 나란히 진열하여 제시하는 비유와 같이 정태적

인 광고와 같은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태적인 광고에서는 권리자

의 상표상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경쟁업체가 단순히 권리자의 상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이 상표상품인 것처럼 그 눈앞에 적

극적으로 경쟁상품을 제시한다고 비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가 오

프라인에서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석, 전게논문, 123면, 각주23번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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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팝업 광고나 키워드 검색광고 사안에서는 제3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예컨대 팝업 광고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미리 설치된 애드웨어 등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여 광고료를 지불한 경쟁업체 등의 광고가 팝업으로

제시된다. 키워드 광고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하

거나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검색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하였는

데, 그 검색결과와 함께 혹은 옆이나 또는 그보다 앞에, 자신에게 광고료

를 지불한 경쟁업체의 광고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색엔

진 혹은 소프트웨어 배포사가 선택적으로 광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들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는 적법한 상표

권자 외의 행위에 의하여 광고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검색키

워드에 대하여도 키워딩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시되는 광고가 바뀔 수 있

다. 또한 광고 전달 순간에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업자 혹은 검색엔진의

개입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의 메타태그 사안에서는 광고주가 제3자의 상표를 메타태그

라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광고를 검색사이트의 검색

결과로 제시하는 문제였다. 이 경우에 검색사이트는 순수한 공익적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색사이트가 주도적으로 광고 또는 검색결

과 링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검색광고 사안에서는 검색사이

트가 주도적으로 키워드를 판매하고 키워드와 함께 광고를 제시하며 그

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키워드가 타인의 등록상표로 구성되어 있

는 경우라면, 검색사이트는 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설령 상표법

상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의 광고를 제시하면서

그 출처가 키워드로 등록된 상표인 것처럼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는 검색

사이트라고 보아야 한다.

Playboy Enterprises, Inc. v. Netscape Communications Corp. 사건에

서 문제된 프로그램은 광고주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광고가 연결

되는 검색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Rescuecom Corp. v. Goog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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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Google의 Adwords는 광고주가 미리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광고가 제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였을 때 이익을 얻는 자 역시 직접적으로는 검색

엔진이다. 광고주는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로이 구매판단

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켜 B회사의 링크를 많이

클릭할수록 검색엔진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특히 CPC방식으로 이

루어져있는 현행 검색광고시장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크다. 상표를 사용

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검색엔진이다. 검색엔진이 검색결과 화면의 가장 좋은 자리에 광고

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검색결과를 먼저 제시한 뒤 부수적으로

광고를 나열하였다면, 소비자들이 해당 링크를 클릭하는 횟수가 현저하

게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은 물론 상표법상 문

제되는 ‘상표의 사용’ 조차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른 영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의 비교

검색광고 사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 침해사안, 인터넷게시판의 명예훼손 사안, 오픈마켓 서비스 사안

과 본 검색광고 사안은 다르다. 먼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방조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라 말

할 수 있다.260)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

는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명예훼손적인 글을 방치하였을 경우, 명예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예훼손적 게시물

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

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

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

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

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

260)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입정도가 보다 큰 인라인링킹의 경우에는 미국에

서 직접침해책임 여부가 논의된 바도 있다.



- 114 -

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

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

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

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

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261)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크게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오

픈마켓이란 물건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중개시스템을 말하며, 11번가나 G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오

픈마켓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부가서비스로 광고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

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오픈마켓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오픈마켓운영자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밥상 통신판매중개계약의 당사

자의 지위에 있지만262) 상품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매자

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재

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

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263)고 하여 별도의 약관상 규정을 두고 있다.

261)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262) 박귀련,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上)”,

지적재산권 제22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10, 27면.

26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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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히노키 사건264)에서 오픈마켓운영

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

표권자의 권리침해신고에 특정된 판매정보 외에도 해당상표가 부착된 다

른 판매정보를 착ㅈ아 이에 대하여도 삭제 및 접근의 임시차단조치를 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통지를 받은 경우 오픈마켓운

영자가 오픈마켓에서 그 상표권과 관련한 모든 상품판매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K2 사건에서

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정보라고 통지받은 개별적인 판매정보에

대하여만 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디다스 사

건265)에서 앞의 명예훼손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오픈마

켓 운영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운영자가 타인의 상표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나

판매정보까지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

이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책임과 관련하여는 간접침해여부만이

문제되었을 뿐이며, 근거법률 역시 상표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서비자보

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이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이 판례에 의하여 방조책임론으로 통일되

2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카합3997 결정. 상표권자인 하이텍

코리아사가 오픈마켓운영자인 G마켓, 옥션, 인터파크를 상대로 히노키

SYSTEM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판매정보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오픈마켓운영자들이 상표권자가 지적한 판매자들에 대하여 상표상

품의 판매를 중지시켰으나, 여전히 위조상품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판매되

고 있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안이다.

265)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 아디다스사가 G마켓에서 유통되

는 상품중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목록을 이베이코리아에 통보하면서 아

디다스사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허락없이 판매목적으로 게시 또는 검색되

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베이코리아가 상표

권침해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여, 아디다스사가 서울중

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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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과 검색광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광

고 사안에서 검색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가 검색엔진에 등록상표를 검색하면

검색서비스제공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

는 제3자의 광고를 등록상표와 함께 제시하며, 심지어는 등록상표권자의

홈페이지보다 위에 제3자의 광고 또는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한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상표가 제시된 광고의 출처를 의미

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 또한 검색광고에서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광고가 연결되는 검색어의 범위가 넓어진다.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받는 자가 서비스제공자인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보면, 검색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상표를 사용한

것이며, 광고주가 그러한 검색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공동의 의사를 가

지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검색서비스제공자가 검색

어와 광고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

은 메타태그 사안과 같은 것이며 이 경우라면 단지 검색엔진의 간접침해

책임만이 문제될 것이다.

본래 키워드 검색광고는 검색서비스제공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방

법에서 시작한 것이다. 키워드를 판매하여 더 높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자 하는 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입장과 더 높은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키워

드를 구매하여 자사 웹사이트의 방문자 및 트래픽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회사들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이것이 검색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등록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게 된 것이다. 키워드를 추천하여 판매하는 것도

검색서비스제공자이고 키워드와 함께 경쟁업체의 광고를 제시하는 것도

검색서비스제공자이다.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타인의 상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를 제시하면서 제3자의 광고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광고수수료를 얻는다. 그리고 검색서비스제공자의 행위로 인

하여 소비자는 제시된 링크가 검색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여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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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방문하게 된다.266)

제 5 장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의 재정립

제 1 절 상표 사용의 개념 및 개정 상표법의 의의

1. 상표의 정의 및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다.267) 여기서 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말한

다.268)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

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

다.269) 상표는 상품을 동종의 상품군으로부터 식별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혼동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상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266) 이러한 점에서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전달행위의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는 검색엔진이 광고를 전달한 행위

자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럽연합 재판소의 Louis Vuitton v.

Google 사건에서는 광고료를 지불한 업체가 광고행위자라고 판단하였다.

267)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이전의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

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였다.

268)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 이전의 상표법은 표장을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269) 상표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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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270)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체의 표현수단을 의미한

다. 과거에는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법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상표법에서 보호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여, 기호·문자·

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한미FTA 체결 이후에는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

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보호하게 되었다.(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따

라서 개정 이전의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개념에 따르면, 청각이나 후각

이라 하더라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상표법

상 보호되는 표지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미각이나 촉각 등은 현실 거래

사회에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되기는 어려웠다.271) 그러나 이제는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표

지로 시각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면

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는 모두 상표법상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6년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와 표장의 정의에 시

각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

로 상표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표의 개념요소는 ①상인이 ②업으로서 ③상품에 대하여

④사용하는 것이었다. 먼저, 상표란 상인이 자신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위

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표지로서, 상표의 주체는 상품을 생산·가공·증

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어떠한 표지

가 상표법상 상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사용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상인이 사용하는 표지라 하여 모두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270) 상표법은 수요자에게 상표를 통하여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에게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한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신

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업무상 신용을 축적하도록 항 이를 통

하여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사법연수원 2004, 3면.

271)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5,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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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상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으로써 사용해야 한다.

업으로 사용하는 표지만이 상인에 대한 신용이 화체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업으로서 영위한다는 것은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 반복하여

행한다는 뜻이다. 상표법에 의하면 이들 주체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표

장은 상표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요소는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표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본래 상표라는 것이

자타상품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구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

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상품에 붙이는 표장이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는 상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상품의 개념에 대하여 상표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다만 상표제도의 목적과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등을

참조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272) 일

반적인 의미에서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

로서 운반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체물이나 운반이 불

가능한 부동산 또는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예술품, 법령

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유가증권 등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273) 그러나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이라도 판매주책이나 조성된 택지

와 같이 유통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래상 광고 등에서 자타 공

급품을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대법원은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

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단순한 광고매체는 유통될 가능성이 없어 상품

이 아니라는 것이다.274)

272) 특허청, 상표법해설, 2004, 6면.

273)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015, 제2부 제1장 1.1.1.

274) 상표법상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

에 대하느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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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개념 요소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사용’이라는 개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의 성립에 관하여 등록주의를 취

하는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구성개념으로서 사용개념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75) 그러나 상표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사용 개념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표

개념이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76)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의 문제로서는 ① 상표의 개념 자체에 있어서의 사용여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② 상표권자 자신의 상표권 사용여부 ③ 상표 침해판단에

서 타인의 상표사용여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 개념을 직접 규정하여, 상표법 전반에서 사

용되는 상표의 사용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의 정의 개념

이 때때로 사회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법문의 문리해석만

으로는 상표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277)

2. 상표법상 상표 사용의 개념

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의 사용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을 기능적으로 파악하면, 자기상품과 타

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야 하는지의 문제는 상표권의 보호범위,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여부, 상

표권의 침해에 이르는 법률적 효과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법은 상

표의 사용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상표법에 그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278)

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

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

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

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275) 송영식·이상정,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55면.

276)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6, 314면;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등

277)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5,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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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규정이 사회통념상의 상표 사용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법이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는바, 상표법 운용에 있어서

는 사회통념상의 개념보다도 법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279)

상표법의 상표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의 사용 행위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행위로 특

정한 상표와 특정 상품과의 관련성을 표창하는 일체의 행위가 표시행위

이다. 상품 자체에 상표를 새기거나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상표를 상품의 외부에 표출되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표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부에 표시되었는지의 여부는 상품의 출처표시행위가

거래 관행상 상표의 표시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

다.280)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으나 외부에 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상

표의 사용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거래관행상 일반거래수요자들에게 상

품의 출처식별표시로서 상표가 실제로 인식될 수 있었다면 그 사용행위

를 인정해야 한다. 상품과 관련한 출처표시행위가 거래관행상 상표의 표

시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표시행위를 판단해야 한다. 즉,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란 특정 상품에 관련하여 특정 상표를 드러냄으로

써 특정의 출처를 연상하게 하고 그 동일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행

278)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279)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6, 316면. 상표법이 법률상 사용 개념을 사회통

념상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행위태양 또는 상태에 맡기지 않고 별도로 정의

한 것은, 상표가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모든 경우가 아닌,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상표법상 사용으로서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

도,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식별표지로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의 이익이 충

분히 보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280) 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통권 제20호, 한국산업재

산권법학회, 2006, 13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은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

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

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그러나 생각건대 상표의 정의에는 해당하지만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

지 않아 출처표시로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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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다.281)

둘째,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상표의 사용행위이

다.282) 여기에서 포장은 과자봉지나 담뱃갑, 음료수병 등이다. 상품을 포

장하는 일체의 포장지 내지는 포장상자가 상품을 포장하기 이전에는 여

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83) 단순히 포장

지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만으로는 상표의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포장에 상품을 널기 전에도 포장상자등이 표장을 표시한다면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 상표법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외에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

는 행위 역시도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로 본다.284) 상품의 양도란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며, 인도란 물건의 지배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324면. 상품 또는 상

품의 포장을 전시·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양도나 인도를 목

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넷째, 상표의 광고적 사용 행위 역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

당한다.285) 동규정은 상표법 제정 당시에는 없던 조항이었지만,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고를 통하여 상표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거나 그 상

표의 신용이 축적되며 타인의 광고적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신용이

훼손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상표의 광고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광고적

사용행위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로 인정되었다. 광고란 구매를 유

발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시청각 등의 감각을 통하

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 활동 또는 그 행위의 내용을 의미한

281) 윤선희, 앞의 책, 317면.

282)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후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후단.

283) 윤선희, 앞의 책, 318면.

284)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7호 나목;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285)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7호 다목;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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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한다는 의미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부

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86) 1990년 상표법 개정 이전에는 동 규정

이 ‘광고 등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시하

는 행위는 물리적 부착에 한하지 않고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사용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제89조)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287). 이러한

규정은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식별이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의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오인·혼동의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상표사용행위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상표권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

에 해당하면서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타인

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만,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

다.288)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별하고 있지도 않은채,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286)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235면.

287) 표지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 현실에서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등록원부

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실질적으로 보

호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 상표법해설, 296면. 이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

표 외에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와 유사상품에 따라, 상표와 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대하여,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 또는 배제할 수 있다

(제66조 제1항).

288)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도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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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

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

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

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을 침해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89)

3. 개정 상표법의 의의 및 한계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의 요건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품 또는 광고의

출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이 지정상품과 동일 유

사할 때 충족된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품

또는 광고에 상표가 시각적으로 부착되거나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사용 개념은 오프라인 환경만을 반영한 것으로 인터넷 시대의

상표의 사용 태양을 포섭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어 2016.

9.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까

지 상표의 사용 요건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상표법은 기존의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

나 신설된 상표법 제2조 제2항은 오프라인상의 상표의 사용 논의에서 벗

어나지 못한 것이다. 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사용의 방법에 단순히 전자적인 표시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의 상표의 사용 규정이 인터넷

상 상표권 침해태양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을 받아들여, 일

본의 상표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신설된 조항은 일본의 상표법상 상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

하는 상표의 사용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상표법은

28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5034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

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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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을 ‘상품 등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

도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표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오프라인상 상표사

용 법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검색광고에서의 상표의 보

이지 않는 사용에 관한 문제는 일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된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오프라인상 상표의 사용 법리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태양에 포섭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상표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

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검색화면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제3

자가 상표를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표지로서 제시하는 경우”를 일반

적으로 포함하지는 못한다. 검색광고에서 상표권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

의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인터넷상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행위태양이 보다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 2 절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상표 사용 요건의 비중

1. 상표권 침해 판단 요소에 대한 견해의 대립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상표의 사용 요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의 혼동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려

는 견해가 다수설적인 견해로 자리를 잡아갔다. 상표의 사용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면 상표권 침해를 인

정하는 견해가 미국 판례를 통하여 전개되었고 최초관심혼동이론으로 자

리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상표권의 무분별한

확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는 상표의 사

용 개념이 전제요건으로 기능해야 하며 시각적인 제시가 없다면 상표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표사용론이 대두되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상표사용론의 입장은 Rescuecom 판결 이전까지 미국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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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더 이

상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에 시각적인 요소를 요구

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표사용론을 주창하는 학자들도 상표사용론의 허점

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공동체상표

권지침에는 명문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제시될 것을 상표의 사용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상표권 침해의 행위태양이

시각적 제시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였다. 이와

같이 제외국에서 상표사용론의 입장은 일정부분 퇴색한 측면이 있으나,

상표가 상품에 표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논의의 가치가 있는 점은 상표권 침

해를 인정함에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건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의 문제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논의되었던 최초관심혼

동이론과 상표사용론의 입장이 국내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살핀

뒤 상표권 침해판단에서 상표사용요건의 지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최초관심혼동이론의 적용에 대한 검토

실제 구매단계에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상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초기에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으로 특

정 상표가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처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자는 최초관심혼동이론은 인터넷상 상표사용의 문

제를 보다 적확하게 다룰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인터넷에서는 소비자에

게 구체적으로 상품이라는 물리적인 출처에 대한 혼동이 없거나, 혼동으

로 인한 구매가 없더라도,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매개수단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소비자가 웹사이

트를 방문하거나 상품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

령 최초관심혼동의 문제는 엄청 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그 가게의 상표를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과 같다. 설령 소

비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방문자수, 즉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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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곧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실제 상

품의 판매 시점 이전에 등록상표를 통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Internet Troika와 같이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인터넷

이라는 마케팅채널의 활용여부라는 경직적인 요소만으로 최초관심혼동을

인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나아간 것으

로 보인다. 상표법은 다양한 표지 중에 상품 또는 상품에 대한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를 부여

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상표가 출처표시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상표권침해를 인정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상표의 개념

내지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도 이미 Network Automation 판결을 통하여 수정된 바와 같

이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혼동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차체하더라도 상표가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상표권 침해판단에

서 문제되는 표지가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미

국에서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사안에서 침해자

가 사용하고 있는 표지가 상표권자의 표지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표지

가 상표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 최초관심혼동이

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확장한 것이

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표지가 상표권

자의 등록상표라면 그 표지가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

가 없다. 다만 당해 표지가 상품 또는 상품에 대한 광고의 출처를 표시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더 문제될 뿐이다.290)

290) 물론 유사범위에서의 침해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문

제되는 경우라면 이와는 다르다. 그러나 검색광고 사안에서 문제되는 대부분

의 경우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구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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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입장은 우리나라

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최초관심혼동에서 비판

하는 전통적인 혼동가능성의 맹점에 대하여는 향후 치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표사용론의 적용에 대한 검토

상표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상표사용론은 전통적인

상표권 침해법리의 기본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2000

년대 초반 최초관심혼동이론을 채택한 미국의 일부 법원에서 Internet

Troika라는 한정적인 심사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던 실무에는 제

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미국 판례에서는 법리

적인 측면 외에도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측면도 고려되었다. 혼동가능성

이 사실문제임에 반해 상업적 사용 요건은 법률문제로서 증거조사의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 많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용 요건에 집중이 되었다. 피고

는 단번에 면책에 이를 수 있고 원고 역시 이를 인정받으면 피고를 압박

하여 화해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 요건이 인정된 뒤

진행되는 혼동가능성의 판단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디스커버리,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과 장시

간이 드는 작업이 보통이다. 따라서 Google과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란 상당히 어려우며, 이것이 지금까지 Google의

Adwords를 상대로 상업적 사용 요건을 통과한 사건 등이 화해로 종결

된 이유일 것이다.291)

그러나 상표사용론 또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동태적인 특징을 무시한 채 상표상품의 진열장과 같

은 비유를 통하여 광고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비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색광고에서 검색엔진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

291) 백강진,“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의 개념”, 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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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단순히 상표권자의 상품을 찾는 이용자가 찾아오는 진열장에 상품

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상품이 상표상품인 것처럼 소비자의

눈앞에 적극적으로 경쟁상품을 제시하는 것이다.292) 미국에서 한때 지배

적인 것처럼 여겨진 상표사용론이 Rescuecom 판결을 기점으로 약화되

었고 특히 상표의 시각적인 사용을 요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도 사용의 요건을 완화하면서 혼동의 발생여부에 초점을 둔 인터넷

채널21 판결의 상고심 등 상표사용론의 입장을 배척하는 듯한 판결이 등

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율하기에는 상표사용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

는 사례가 된다. 결국 기존에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이 상표의 사용이라는 핵심적인 논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상표사

용론의 의의가 있으나 이는 출처의 혼동가능성이라는 핵심적인 논점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293)

4.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요건의 의의

결국 우리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사 상표의 사용 요건이 어

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의 문제는 우리 상표법제의 특성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사용주의를 채택하는 미국과 달리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으나,

상표의 사용 개념은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

다. 특히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규정하는 상표법 제89조에서는 “상표권자

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

였으며,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108조 역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

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상표의 사용 요건을

배제할 수는 없다.

292)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검색광고 등 인

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51호, 법무부,

2010, 123면 각주 23번.

293) 박준석, 전게논문,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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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개념이 오프라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채 인터넷상 발

생하는 상표의 사용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표의 사용 요

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을 신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 3 절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 재

정립

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고려한 해석의 필요성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

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이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

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

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상표의 기능에 대하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법에서는 정의규정을 통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만으로 기능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상표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상표의 본질 내지 기

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그 개념이 대립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는 상표의 기능으로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

능, 광고기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표란 특정한 영

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

써, 그 상품의 품위나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한다. 상표법은 이와 같은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

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

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한다고 하여 상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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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확인하고 있다.294)

그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다. 출처표시기능은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특정한 제조업자로부터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상표

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의 보호는 초기의 대

량생산 사회에는 수요자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했지만, 기술발전에

따라 품질이 균일화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화됨에 따라 익명의 출처원의

표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295) 품질의 균일화 문제는 대형마트의 PB상

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의 신용을 축적하여 판로개척을

보장해주는 사익적 성격의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 품질보증기능이란

수요자의 경험에 비추어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라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만약 상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는 상품의 성능이나 품

질 등을 매 상품 선택 시마다 판별해야 할 것이다.

장차 상표의 사용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

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상표의 기

능은 상품의 출처표시가 핵심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분야에

서 상표가 사용되는 태양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상표권 침해의 핵심은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이 야기되었는지인바, 상

표의 사용 개념을 넓게 설정하여, 혼동가능성 심사에 의하여 상표권 침

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규정된 상표의 사용 요건에 충

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의 보호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제시되거나 활용된 모든 경우를 상표의 사용

으로 인정하되, 혼동가능성 및 공정사용의 법리를 통하여 침해책임을 배

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295)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Fourth

Edition, 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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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상표사용 개념의 필요성

상표의 사용 개념을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오프라인

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며, 인터넷과 관련하여도 도메인이름 사안

이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와 같은 초기사안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의 경쟁업체에 의하여 상

표권침해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색

광고와 같이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

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색광고에서도 화면구성 방식에서 등록상

표를 출처의 오해우려 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인터넷 광고를 컴퓨터에서 확인하면 비교적 창이 크고, 한 눈에

들어오는 링크의 개수도 여러 개다. 그러나 모바일 화면에서는 한 화면

에 두 세 개 정도의 링크밖에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검색엔진 결과 창

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링크에의 유입률이 50%를 넘는다. 또한 인터넷에

서는 방문자 수 혹은 트래픽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된다. 따라서 이는

상표권자의 이익을 분명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잠재적 이익 침해는 그보

다 더 클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의 시대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은 자

연스러워졌고, 오히려 세상은 모바일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IPTV를 비롯하여 냉장고 또는 집안 전체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유비쿼

터스 시대에 접어들었다. 언젠가는 특정한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이 쇠

퇴하고, 텔레비전에 원하는 상품을 입력하면 관련 상품이 검색될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만약 Google 글라

스를 착용하고 서초의 삼성 본사 건물에 걸려있는 새로 나온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는데, 이와 연계하여 LG의 텔레비전 광고가 나온다면, 이것이

상표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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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존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메타태그와 관련한 문제가 10여 년간

인터넷 광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팝업광고가 그 뒤를 이었으나, 양자

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변화하였

다. 현재 인터넷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도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충실히 수

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표권자의 상표 또는 표지가 상품상 또는 광고

상에 표시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의 재정립

상표의 사용 주체의 문제는 상표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와

같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 주체를 판단함에는 혼동가능성을 유발하는 자

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의 사용 개념만으로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표권 보호를 미흡하게 할 뿐이

다.

장차 상표의 사용 개념은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상품의 유통과정

에 표시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표의 식별력을 활용하는 일체

의 행위로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상표권자 및 지정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가 상표에 축적된 신용에 무

임승차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 경쟁업체들에게 타인의 등록상표를 활용하게 하

는 행위는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보아야 한다. 일단 상

표의 사용 개념을 널리 인정하되, 혼동가능성 유무의 판단에서 구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명적 공정사용의 항변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검색광고의 경우 비교광고의 한 영역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소비

자가 검색광고로 인하여 혼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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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따른 판단은 혼동가능성 등 상표의 사용 이후의 법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제 4 절 상표법의 새로운 논리에 따른 검색광고의 규율

기존에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러나 국내의 여러 문헌에서는 상표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검

색 광고 사안에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정 상표법에 따르면 더 이상 상표 또는 표지의 개념 정의에 시각적 요

소가 요구되지 않는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표지라도 자타상품을 식

별하고 상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표시하는 행위 역시 상표

법이 규율하는 사용 행위태양에 포섭되는바,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상표의 사용이 긍정된다.

검색서비스제공자는 검색광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키워드와 가장 연관

성 있는 검색결과의 위치에 스폰서링크를 제시하여 그 광고의 출처가 마

치 등록상표인 것처럼 검색창에 키워드의 형식으로 등록상표를 표시한

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시된 광고가 검색창에 입력한 등록상표와 관

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검색창에 입력된 키

워드가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을 하는지, 검색결과로서 타인의 광고를 제

시하면서 등록상표를 키워드로서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

는 지이다.

먼저 검색광고에서 사용되는 키워드가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상표의 개념 및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상

품·서비스와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기능,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위나 성질을 보증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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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통해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

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296)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실물이 아닌 화면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상

품 그 자체보다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가 중요한 표지로 작용한다. 오프

라인 상표의 주요 특징인 출처표시기능보다는 온라인상에서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신뢰도, 명성 등 표지를 대변하는 상표의

기능이 더 많이 부각된다.

이용자가 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행위는 원하는 정보와 다

른 정보를 구별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인 웹사이트로 신속하

게 이동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중

정확도가 높은 결과에 대한 품질을 신뢰한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에서

키워드 검색기능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상표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를 통하여 원하는 정

보를 검색하는데,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위의 결과를 원하는 정보로 인식

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

다. 키워드인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면서도 스폰서링크의 광고주도

아닌 제3자인 검색광고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상표를 상품에 직접 부착하거나 광고 등의 수단에 시각적으로 제시하

지 않고서도 다른 상품의 광고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

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의 핵심은 상품의 출처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었

는지이다. 광고를 제시하면서 그 광고의 출처가 등록상표인 것처럼 표시

하였다면,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이다.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매매하

는 것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자 하는 광고주와 그러한 광고를 고가에 판매하려는 검색서비스제공자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등록상표를

단순히 단어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의 기능에 의거한 사용임을 나타

29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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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297) 이러한 점에서 검색광고에서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출처의 오해의 우려 있게 화면을 구성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상표 사용의 주체

가 된다.

제 6 장 결론

키워드 검색광고란 검색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검색결과

화면에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검

색광고에서는 키워드가 검색광고 알고리즘의 내부에서 활용되어 광고상

에는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출처표시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검색광고의 키워드로서 등록상표를 판매하여

출처표시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를 드러내며, 이로서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터넷이 태동한 이래 도메인이름, 배너광고, 메타태

그나 팝업광고와 관련된 사안에서 논의되었으며, 특히 키워드 검색광고

와 관련하여 압축적으로 제기되었다. 기존 다수의 연구는 검색광고의 작

동원리나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실공간에 기반하여

정립된 상표사용의 개념을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였고, 현실적으

로도 대부분의 사안에서 상표권 침해가 부정되고 있다. 검색광고 사안에

서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상표가 상품의 광고에 시각적으

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상표의

사용이 인정된다 하여도 상표 사용의 주체는 상표권자의 경쟁업체에 한

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속성상 (1)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광고에 시각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서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

297) 김병일, “인터넷광고와 지재권 침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통권 제83호, 세창출판사, 2016,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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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 상표권자의 경쟁업자 이외의 제3자 또한 상표사용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검색광고로 인해 검색결과가 조작되는 이유는 검색광고의 스폰서

링크의 위치를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채 광고를 제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키워드 광고는 검색결과 조차

한페이지에 다 나타나지 않아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도 키

워드 광고가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와 특정

검색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갖는지 또는 얼마나 지명도 있는지에 따라 검

색결과가 정렬되지 않아 검색결과의 조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활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작

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검색서비스제공자들이 아무런 책임

을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 개념

에 대한 새로운 논리에 따르면, 검색결과를 조작하는 화면구성행위가 상

표의 사용 태양에 포섭될 수 있고,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검색서비스제공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태생적 순기능화 함께 부수되는 태생적인 침해요소가 있으므

로 합법과 불법이 맞닿아 있는 길이라 말할 수 있다.또한 각각의 권리와

침해가 맞닿아 있어 법질서만으로는 가르기 어렵다. 검색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얻는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나치게 상실하여서는 안될 것이

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검색광고의 위법성 전반이 아니라 검색

광고에서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건에 한정되었다. 또한 본고에서는 상

표권 침해의 구성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장차 상표의 등록 및 불사용 취소의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기술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

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본고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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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demark is a mark that identifies a merchandise and indicates

the source of the merchandise. The Trademark Act aims to protect

the trademark owner 's business credibility by protecting the

trademark, thereby contributing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 of the goods. The trademark

owner monopolizes the right to use the trademark, and a person

infringes the trademark right if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

legitimate right is in the scope of the trademark.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use of trademark' in order to establish trademark

infringement.

Traditionally, the concept of using a trademark as a requirement of

a trademark infringement is interpreted as the act of marking a

trademark by attaching it to a product or the like, and interpreted in

the same meaning as the use of a trademark as a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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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and concept mark. In addition, the concept of using the

trademark as a trademark infringement requirement is concentrated on

the act of attaching a trade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 self -

registered trademark attached to a commodity or an advertisement of

a commodity concerned with the distribution of a competitor or a

commodity of the trademark owner. A number of existing studies

have applied the concept of using these traditional trademarks directly

to the Internet space and have denied the use of the trademark if the

trademark is not visually displayed on the merchandise or on the

advertisement and even if the use of the trademark is recognized, it

is limited to the competitors of the trademark owner.

However, in the Internet space, (1) the function of marking the

origin of a trademark may be performed by not visually displaying

the trademark in a product or an advertisement, (2) a third person

other than the competitor of the trademark owner can ride free of

charge to the credit accumulated through the tradem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oblem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to raise the problem of the existing position of approaching the

use concept of the trademark rigidly. It can be the subject of use of

the trademark.

In Chapter 2, the concept of keyword search advertisement and the

problems of trademark law were discussed. A search ad refers to an

advertisement technique that exposes an advertisement of an

advertiser contracted with a search service provider to a search result

screen that is displayed when a search word is input on a search

site. Trademark infringement may be a problem if a search service

provider sells a registered trademark as a keyword and presents the

advertisement of the competitor of the trademark owner along with

the keyword at the top of the search resul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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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3, we first discussed the debate among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where research on the use of trademark

on search advertising and Internet trademarks was actively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where search ads were first launched and the

most search ads are still being executed, the initial interest confusion

theory has been widely applied. In contrast, the use of trademarks to

limit the scope of trademark protection, which is being strengthened

on the Internet, has been raise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after

Rescuecom v. Google, it is the majority of cases to recognize the use

of trademarks in search ad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o the use of

invisible trademarks in search advertising algorithms, search service

providers tend to accept trademark owners' trademarks as a

requirement for trademark infringement as a requirement for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has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search service provider to directly

infringe the trademark right of the search service providers in many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past search advertisement. However, while

recognizing the use of the trademark in the search advertisement,

after the ruling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court ruled that

the search service providers are only responsible for indirect

infringement.

In Chapter 4,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s and search

advertising issues were examined under the Trademark Act. In

Korea, there are still no cases of search advertising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or Europe. The VSP case was the

only case that led the Supreme Court to claim trademark infringement

on search ads. This case, however, was not a genuine search

advertisement problem but rather a trademark of the other person in

the advertisement of the advertiser's web site. Therefore,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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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that the use of the trademark in the search advertisement

can be acknowledged by examining the flow of the case through the

'Internet Channel 21 case' regarding the use of the trademark on the

Internet.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judgment on the domain

name and meta tag, and the nonvisual use of the trademark were

also considered as the use of the trademark as a requirement of

trademark infringement. Furthermore, even if it follows the logic of

the existing trademark law, the search service provider can bear the

liability for direct infringement due to the use of the trademark, and

the subject of the use of the trademark is clearly revealed

considering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earch

advertisement.

Finally, in this paper, we reexamined the use requirements of

trademarks in light of the revised trademark laws and the current

trend of trademark infringement in 2016. A trademark is a mark that

identifies a merchandise. It is centered on the source marking

function. The trademark law aims to protect the credit or consumer's

perception accumulated in the trademark, not the trademark itself.

The concept of use of a trademark as a requirement of trademark

infringement may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han the concept of use

as a registration requirement of a trademark in light of the purpose

of such trademark function or trademark law. In addition, if the

registered trademark is not displayed directly on the commodity or on

the advertisement, but displayed in such a way as to cause

misunderstanding of the source mark, the use of the trademark

should be considered as a requirement of the trademark infringement.

In view of the new logic for the use of trademarks, a keyword,

which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nother person, is displayed in a

search window while presenting an advertisement of a compet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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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by constituting a screen as if the source of the link corresponds

to the keyword of the search window may be included in the use of

trademarks. As a requirement of trademark infringement, the concept

of using a trademark should be interpreted flexibly, centering on the

source indication function.

The concept of the use of a trademark is limited and it must be

constantly modified or supplemented by the change of social

consensus on the protection scope of the trademark right or the

appearance of the sun of the new trademark infringement act.

Problems with domain names and meta tags have become the core of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for over 20 years, followed by

pop-up ads, but they are no longer a problem. If the keyword search

ad is properly structured, the trademark law may not be a problem.

However, as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the use of trademarks will become

more diverse as a requirement for trademark infringement.

Discussions on the use of trademarks in search advertising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future trademark protection in the new

environment. In addition, I hope that the future research on the

appropriate range of trademark protection will be systematica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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