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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표 패러디 연구

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제1장에서 연구목적과 방법

을 논했고, 제2장에서 위 국가의 선행연구에 기초, 우리나라 상표 패러

디의 바람직한 취급 방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 상표 패러디 보호 기준

논의를 위해 상표 패러디 일반론으로 상표 패러디를 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상표패러디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

며 연방상표희석개정법과 상표패러디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제4장에

서 우리나라 상표패러디 허용가능성을 집중으로 고찰하면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패러디가 다루어지는 방법을 미국 중심으로 독

일,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비교법 관점에서 검토했으며 패러디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상표법상 공정이용 법리와 부정경쟁방

지법상 공정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상 상표 패러디 허

용기준을 더페이스샵과 루이비통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 후 해당

규정 도입 검토를 심도 있게 논했다. 제5장 결론에서 현행법과 외국 사

례를 통해 살펴본 상표 패러디 법적 판단과 보호 여부에 대한 견해를 종

합 정리하여, 상표 패러디 지향점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상표 패러디 외국 판례들을 검토하여 각 판례를 통해 우리나

라에서 상표패러디에 대한 허용가능성 및 지향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었

다. 미국은 상표 패러디 접근법에 있어 상표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희석

화 행위로 파악해야 할지, 헌법에 명시된 패러디스트 표현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고심했다. 2006년 연방상표희석화개정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을 살펴보면 제1125조(c)(3)(A)에서 공정이용 일

종으로 패러디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래 국내 상표법이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패러디와 희석화 금지규

정을 도입한다면 입법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상표권자나 패러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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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패러디 허용 여부 기준을 제시하여 상표사용 실무에서 법적 분쟁

예방 효과를 예상해본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상표 패러디가 표현 자유

기준으로 허용되는지 그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상표법에 민법의 일반불

법행위법상 상표패러디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을

예로 든다면 타인의 상업 상표를 패러디하여 소비자 관심을 끌어도 명성

이용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기에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판단에 있

어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물 패러디의 경우 원 저작물에 비평을 가미, 새

로운 가치를 새로 마련하면 허용하지만, 원 저작물과 무관한 사회현실

비판 패러디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개 패러디라 하더라도, 대중 건강과

같은 공익 문제이고, 패러디상표가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상표로 기업과

무관한 공익 매개 상표 패러디는 허용된다.

우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면 미국 연방상표희석화개정법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과 달리 공정이용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데, 이로 인해 상표권자는 희석화 가능성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 절대 권리 보호는 사회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표권 제한은 절실하며 이에 우리

나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도 공정이용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

며 공정이용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표패러디를 희석화에 대한 예외규정

으로 두어야 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상표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도 패러디스트 표현 자유와 상표권자 보호 필요성을 비교하여, 그

중차도에 따라 해당 패러디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 가능 상표 패러디 범

위에 대해서는 외국 판례가 적절한 지침이 된다.

현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살펴보면 전통 혼동 가능성 이론에

더하여 희석화도 보호하므로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저작권

법과 같은 명문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이 절실하다. 미국 연방상표희

석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에서 공정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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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항변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희석화 예외규정인 ‘정당화 사유’를 구체화한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호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일반조항 입법화의 근거로 삼아 이를 상표사용

목적, 상표사용 필요성, 상표권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이익, 상거래 공정 관행으로 구체화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규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 더페이스샵과 루이비통의 판결이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

다.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 더페이스샵 제품이 구매자 및 제3자에게 원

고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 제

품에 논평 의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표장 사용행위로

원고 상품표지 희석화가 발생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비평이나 특별한 논평 의미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

인한 것으로, 패러디 의도 및 패러디 창작 요소가 패러디물로 인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말은 상표

패러디의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법적인 상표패러디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조의 2(정당한 사유)에 ‘패러디를 비롯한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

항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주요어 : 상표 패러디, 희석화, 공정이용, 상표침해, 혼동 가능성, 상

표법

학 번 : 2017-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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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패러디라면 으레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포스터나 광고, 인물

패러디가 아닌 상표 패러디는 과연 그 효과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표 패러디는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

를 변형하여 대중에게 단시간에 인지도를 얻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화젯거리인 연예엔터테이너 사업에서도

가수나 제작자가 뮤직비디오, 앨범 표지,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 상

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을 노출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

인먼트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한 현상으로 해당 예술가가 상표권자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하여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동의 없는

상표와 저작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에 어긋난다. Danity

Kane의 데뷔앨범 커버에 루이뷔통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 종국에 루이

뷔통의 소송으로 양측은 P. Diddy측이 발매될 앨범과 뮤직비디오에서

루이뷔통 상표 인지도를 과감히 삭제하고 소속 가수에게 루이뷔통 상표

인지도 무단 사용 방지를 교육하기로 합의했다. 외에도 루이뷔통은 소니

측 소속 가수 래퍼 Da Brat의 가사 속에 루이뷔통 브랜드 명칭이 언급

된 것과 Ruben Studdard 앨범 표지에 루이뷔통 상표가 표시된 것을 문

제 삼았고, 결국 양측은 소니 측이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향후 소속 가

수들을 상대로 브랜드 침해 방지 교육하는 내용의 포괄적 합의로 분쟁을

종결시켰다. 이런 유명 예술가가 루이뷔통을 선호하여 사용하는 것에 편

승해 오히려 루이뷔통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루이뷔통

은 기존 명품 이미지가 자신들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과 이로 인한 다양

한 변수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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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판사는 치킨가게 사장 A씨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청

구부당소송(2016가단68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하고 프랑스 명품브랜

드 루이비통 이름을 무단 사용한 치킨집이 1,450만원을 물어주도록 배상

판결 했다.

최근 루이뷔통 패러디 디자인을 적용한 더페이스샵 화장품이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까지 나왔다.1)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더페이스샵은 루이뷔통 디자인을 빌린 화장

품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더페이스샵은 협

업한 마이아더백의 화장품 디자인이 명품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은 마이아더백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고 사회·문화적 배경, 일

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라는 문구

가 특별한 논평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더페이스

샵 제품 광고에 루이뷔통 상호를 직접 인용했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여 명품 이미지를 이용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는 명품가

방 삽화를,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패러디 제

품으로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

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디자인으로 소비자

들에게 자사 제품 브랜드를 혼동하게 했다는 루이뷔통 측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았다.

아무리 창작 목적이라 해도 이익이 결부된 경우가 허다하므로 타인 상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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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가 부착된 물품,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

표권자로부터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은 아니다. 타인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이

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상표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작품출처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면 상표법 위반도 아니다. 예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

해 1980-1990년 대 노래가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

두 사랑받고 있다. 이처럼 성공한 패러디는 패러디와 대상이 되는 기존

디자인과 상표 등 식별력과 인지도가 동시 높아지는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패러디스트 창작성도 보호되고 지식 재산권적 규제에서

도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단순히 원작 모방, 원작에 부정 이미지를

심어 주는 실패한 패러디는 기존 상표 및 디자인권리 침해와 이에 따른

소송 위험이 끊임없이 따라다닐 수 있다. 실패 패러디란, 패러디스트 의

도나 패러디 작품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원작 의미도 모른 채 모방,

무차별적 원작 파괴 행위, 판박이 하듯 원작을 모방한 것을 말한다. 현재

영화 패러디, 광고 패러디, 상표 패러디에서 패러디는 독자적 위상을 차

지하며 가치를 인정받지만, 창의적 표현을 강조하는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 독창적 아이디어를 좀 더 강조하고 있어 패러디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추세이다. 시대 흐름에 보다 유

연하게 저작권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면 시대적

흐름에 장애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 균형이론에 따라 유연

한 저작권법 적용이 필요하고, 공정이용 법리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 적

용할 필요가 있다. 패러디 보호 입장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보면 하나는

제2차적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이용이론에 따라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거 보호하는 것이다. 각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

일은 패러디가 독립 작품으로 창조된 경우에만 이를 보호하고 있고, 미

국에서는 공정이용 법리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프랑스는 저작물

공포 이후 패러디, 캐리커처를 보호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지만,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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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 카피 제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에서 상표 패러디가 직접 원인이 된 판례는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사례를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나라도 상표 패러디가 법적 분

쟁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 국내 상표 패러디가 법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상표 패러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고, 학문연구 및

실무경험 또한 없기 때문인데 실제 우리나라도 상표 패러디 사례가 빈번

하고,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해 상표 패러디 외국 연구 및 판례를 비교법 차원에서 분석,

상표 패러디 국내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내법원에서 상

표 패러디 분쟁 해결 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

제 2 절 연구 범위

패러디란 원 저작물 또는 상표 약점, 진지함을 목표로 흉내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후, 원 저작물 또는 상표나 사회적 상황을 비평, 웃음을 끌어내

는 것을 말한다.2) 좁은 의미의 패러디란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조롱하거나 희화화’시킨다는 개념이며 넒은 의미의 패러디란 텍스트와

텍스트간의 ‘반복과 다름’이라는 개념이다. 전자의 개념에 강조점을 둘

때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풍자적 모방이라는 ‘트래비스티(travesty)’나

‘벌레스크(bulesque)’와 유사한 형식으로 한정되어지며 후자의 의미에 강

조점을 둘 때 다양성, 상호텍스트성, 메타픽션, 혼성모방 등과 함께 지극

히 포괄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패러디 어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첫째, ‘-에 반대하여, -에 대조하여(counter, against)’ 둘째, ‘-

옆에, -에 가까이(beside)’이며 조롱하다는 뜻도 담고 있다. 패러디의 어

원으로 알려진 희랍어 parodia는 para+odia가 결합된 것으로 ‘반대노래’

2) Sherri L. Brurr(1996), Artistic Parody, A Theoretical Construct, 14 Cadozo Arts &
Ent L. J. 65.: 최명수, “패러디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제20권 제1
호, 2011, 12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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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다. 그러나 접두사 para는 ‘반대하는 counter’ 혹은 ‘반하는

against’의 대비 혹은 대조란 뜻과 ‘곁에 beside’ 혹은 ‘가까이 close to’

의 일치와 친밀함이란 뜻을 갖는다. 즉, 어떤 대상작품(target text)을 우

스꽝스럽게 조롱하려는 의도로 대조시켜 놓은 작품(parody text)이 오랜

문학 전통상의 희극적 패러디이지만, 대상 작품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생

기면서, 오히려 찬사의 태도도 생겨나게 된다. 패러디가 오랜 문학적 양

식으로 있어왔다는 것은 아무리 창의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작

품, 전통적인 것에서 아주, 아무런 영향도 없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3) 보통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은 패러디를 직접 드러내어,

보는 이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패러디 기법은 예술작품

뿐 아니라 개그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된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을 벗

어나 기존 상표의 주제나 이미지를 희화하면서 비평이나 풍자를 제공하

는 훌륭한 의사전달수단이지만 패러디가 지닌 문화 가치와는 별개로 타

인 작품이나 상표를 사용해야 하므로 타인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

산권을 비롯하여 인격, 영업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4)

상표 패러디는 상표권소유자의 권리와 헌법상 보장되는 패러디스트 표현

자유, 패러디 공익을 조화롭게 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패러

디를 위해서는 타인 상표를 이용해야 하므로 타인 상표를 허락 없이 사

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상표소유자 상표권 침해와 패러

디스트 표현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현명하게 조율해야 한다.5) 패러디

는 다양한 매체,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및 산업영역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문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목적에도 타당하므로 패러디를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다양한 시도를 모

3)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ady”, 1985, 김상구, 윤여복 옮김,「패러디이
론」, 문예출판사, 1995, 54-55면.

4) 안효질, 송선미,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경영법률」, Vol.
22(1), 2011, 539-540면.

5) 이정인, “상표, 브랜드, 로고이미지 패러디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상표권과 부정
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7(3), 2011, 6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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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해야 한다.

2006년 미국 개정희석화방지법 TDRA(Trade Dilution Revision Act)의

공정이용 일종으로 상표패러디를 예시하고 있다. 본 연구목적은 관련 내

용 및 판례를 분석하여 장래 국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 개정 시 패러디와 희석화 금지규정 관계 규정을 도입할 경우

입법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또한 상표권자나 패러디스트에게 허용 패러

디 여부 기준을 제시하여 상표사용 실무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있

다.

제1장에서 연구목적과 방법을 논할 것이며, 제2장에서 위 국가의 선행

연구에 기초, 우리나라 상표 패러디의 바람직한 취급 방법을 살펴볼 것

이다. 구체적 상표 패러디 보호 기준 논의를 위해 상표 패러디 일반론으

로 상표 패러디를 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

서 상표패러디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후 연방상표희석개정법과 상표패

러디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제4장에서 우리나라 상표패러디 허

용가능성을 집중으로 고찰하면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패러

디가 다루어지는 방법을 미국 중심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와 비교법 관점에서 검토하여 패러디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상표법상 공정이용 법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정이용을 통해 궁극적으

로 우리나라 실정법상 상표 패러디 허용기준을 더페이스샵과 루이비통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 후 해당 규정 도입 검토를 심도 있게 논할

것이다. 제5장 결론에서 현행법과 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상표 패러디

법적 판단과 보호 여부에 대한 견해를 종합 정리하여, 상표 패러디의 지

향점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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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상표와 패러디

제 1 절 상표 및 상표패러디 일반론

상표법6)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상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상표란

자기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

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상표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상표법7) 제11호에서 상표사

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

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

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

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이며, 제1항제11호각 목에 따른 상표 표시 행위

에는 표장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있다. 상

표사용 예시로 우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Apple사는 자사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여 사과 모양이 부착

된 전자기기가 애플사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했다.

둘째,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

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중국에서 제작된 카

피 제품이 한국에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상표 사용이

다. 마지막으로,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

시하고 전시, 널리 알리는 행위로 상표사용 중 소비자들이 흔하게 접하

는 유형인 광고이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상표 명성을 얻고 상표 이미

6)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7) (주 6)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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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착화한다.

일반 상표법 목적을 확인하려면 제1조를 살펴보면 된다. 상표법8) 제1조

(목적)에서 법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

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상표 보호를 들 수 있는데, 상표 보호는 상표법 목적이 아닌 수단

에 불과하다. 상표를 보호하여 산업발전 이바지 도모를 궁극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데, 신

용이란 상표가 특정상품의 출처로서 거래사회에 널리 알려졌을 때 형성

된다. 따라서, 상표법은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를 배제하여 상표에 화체

된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산업발전 이바지를 들 수 있는데, 산업발전은 상표법 궁극 목적으

로 비단 상표권자 보호만이 아닌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자 신뢰를 보호

하여 상품출처 및 품질 오인 없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수요자 이익 보호를 들 수 있는데, 상표법은 상표가 가진 출처

를 나타내는 표시 및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도를 보호하여 수

요자가 혼동 없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상표

법은 상표 독점권을 부여하여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

자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타인 상표와 자신의 상표를 구분 짓는 능력은 상표가 지닌 식별력에 있

으며, 상표는 식별력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다. 일반명칭표장이란 상품의

일반적 명칭,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말하며, 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상표관리에 실패하여 일반명칭표장

이 되어버린 상표도 있다. 대표적 일반명칭표장으로 아스피린을 들 수

있는데 진통제 대명사가 된 아스피린은 상표 식별력을 잃게 되었다. 기

술적 상표란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을 기술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이 상표

8) (주 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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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록받을 수 없지만, 상표의 적극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하게 되면

상표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암시적 상표로 상표 성질을 암시하는 표장

을 말하며 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암시적 상표로 락앤락 상표가

있는데 식품 신선도를 오래 보존케 하는 암시를 줄 수 있다. 임의적 상

표는 기존 용어이지만 상품 관계에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표장을 말하는

데 예로 Apple 상표가 있다. 상품인 컴퓨터와 상표인 Apple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조어적 상표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낸 것으로 Ferrari, G-SHOCK과 같은 상표는 기존에 없던 용어

이다. 상표 식별력은 등록 가능성 유무, 상표 유사판단, 상표 효력 제한

등 상표법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적 개념으로 상표권자는 식별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상표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식별력을 지닌 상

표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Thursday Friday 투게더 백 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명품가방을 선호하는 여성 심리를 이용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를 충

족시켜주려는 투게더 백은 모조품을 제작하는 짝퉁이 아닌 샤넬, 에르메

스, 발렌시아가 등의 명품가방 앞, 뒤, 옆, 바닥 면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캔버스 가방에 프린트한 명품 패러디 가방을 시판했다. 그중 패러디 대

상이 된 에르메스 버킨백 디자인은 자체로 일종의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할 수 있는데, 에르메스 측은 T/F사 투게더백이 버킨백 명성과 인지도

에 편승해서 에르메스 상표 희석화로 인한 상표 손상을 일으켰다고 주장

했다. 이에 T/F는 버킨백은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가 아니며 투게더백은

유머와 아이러니를 담은 패러디 상품으로 외관상 버킨백과 전혀 유사하

지 않다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했고 결과는 비공

개였으나 최종적 판단은 자명하다.9) 한편, 투게더 백과 비슷한 개념의

9) 패러디 디자인(parody design)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까?, <지재권 소식 블로그>,
2012.05.13, http://ipporn.net/zbxe/IPR/10205 (2019/05/24-접속날짜)



- 10 -

진저백은 버킨백 가죽 질감과 바느질 자국, 가방의 입체감까지 프린트한

것으로 국내에서 진저백은 한때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따라서, T/F 소

송과 같이 에르메스가 진저백에도 버킨백 제품 자체를 상표 혹은 트레이

드 드레스로 주장하며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

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림 1] T/F v. 에르메스

제 2 절 상표패러디

1. 상표패러디와 저작물 패러디

상표패러디는 타인 유명 상표나 형태를 변형, 상표권자나 상품을 비평,

풍자 또는 조롱함을 의미한다. 상표패러디도 일반 저작권법상 패러디와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유명 상표를 패러디한 경우 소비자들이 패러디상

표를 통해 원 상표를 상기시키지 못하면 실패 패러디로서 보호받지 못한

다.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주로 내용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상

표 패러디는 외관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표법은 소비자에 대한 상

품출처 혼동 가능성 방지가 목적으로 상표 패러디에서는 저작권법상 보

호 요건인 창작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상 패러디가 저작물을

침해하더라도 일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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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지만, 상표법에는 상표침해를 제한하는 일반적 제한조항이

아예 없다. 패러디는 패러디가 목적으로 하는 비평 풍자 대상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 그 자체이거나 상표소유자에 대한 패러디를 의미한다. 미국

의 월마트 사례는 상표권자를 비판하기 위한 상표 패러디 사건으로 피고

는 원고 월마트가 지역 사회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고용인을 함부로

다루어 미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10) 이에 피고는

다양한 디자인과 강령을 제작, 월마트를 비판했다. 이 경우 상표권자 또

는 상표권자의 기업 활동을 비평하므로 직접 상표 패러디 일종으로 간주

한다. 한편, 매개 패러디는 저작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패러디로서 보호되

는 것은 저작물 비평이나 풍자이므로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

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되기는 힘들다고 하여 매개적 패러디는 패러디

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1)

정리하면, 상표패러디는 저작물패러디와 확연히 다르게 구분되어야 한다.

패러디 대상 상표를 제3의 대상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면, 상

표침해 구성 기본요건인 상표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상표로 사용

했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원 상표와 패러디상표와의 출처 혼동을 주지

않는다면, 상표법 목적인 수요자 신뢰를 보호하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

는 것에 반하지 않으므로 직접 패러디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둘

째, 단순 희화 패러디로서, 비판 없이 타인 저작물을 패러디하여 웃음을

준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 패러디가 문제 된 사례에서

비평 의도 없이 웃음만을 자아내는 경우 패러디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여 희화적 패러디에 대한 법적 보호에 부정적이다. 희화 패러디 역시

상표법상 침해를 구성하는 상표사용 여부 또는 원 상표와 출처 혼동 여

부, 원 상표 희석화 여부가 문제시되며, 희화적 패러디는 추가로 원 상표

의 조롱 및 희화화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책임과 표현 자유문제가 쟁점이

10) Smith v. Wal-Mart Stores, Inc., 537 F. Supp. 2d 1302(N.D.G. 200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판결(컴배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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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셋째, 매개적 패러디로서, 타인 저작물을 무관한 주제에 비판 또는

논평 수단으로 이용하는 패러디를 가리킨다.12) 상표 패러디도 목적 측면

에서는 저작물 패러디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

할 수 있다. 상표 패러디를 통하여 어떤 상표소유자 또는 상품을 비평하

는 것은 직접 패러디, 상표권자나 자신의 상품과 무관한 주제비평 하는

것은 매개 패러디로, 비평 성격이 없는 것은 단순 희화 패러디로 나눌

수 있다.13) 상표 패러디는 저작물 패러디와 차이점을 갖는데 우선, 저작

물패러디는 주로 내용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표패러디는 외관 변

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상표패러디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보호요

건인 창작성이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 보호요건인 소비자 상품 출처에 대

한 혼동 가능성이 주로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패러디가 저작

물을 침해할 경우 일반적 제한사유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

해가 성립하지 않으나, 상표법에는 상표침해를 제한하는 일반 제한조항

이 없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14)

2. 상표패러디와 상표권

저작물은 창작을 전제로 존재 자체가 권리대상이 되어 원 저작물과 유사

한 경우 침해여부가 문제되지만, 상표는 상품 표장 표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여부가 성립되려면 상표로 사용되어야 한다. 패러디 상표의 경우 대

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가 허다하므로, 타인 상표 신용이나 유명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원 상표의 희

석화 유무가 문제시될 수 있다. 저작물의 경우 새로운 창작 형태로 패러

디가 인정될 수 있지만, 상표 경우는 상품 인지를 전제로 하므로 패러디

12)Lisa Moloff Kaplan, “Parody and the Fair Use Defe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Appropriate Purpose and Object of Humor”, 26 Ariz. St. L.J., 1994, pp. 857-859.

13) 안효질, 송선미 (주 4), 541-542면.
14) 강신하, “상표패러디에 있어서 상표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균형에 관한 고찰”, 「인
권과 정의」, 제427호, 2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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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할 경우 유명상표 패러디가 봇물 터지듯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

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구성 요소에는 타인의 등록상

표를 허락 없이 상표로 사용해야 하며, 상표를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표

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표 사용행위

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상표패러디 역시 패러디를 상표로

서 사용한 형태, 패러디를 상표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양분할 수 있는

데, 전자는 상표 지정상품에 타인 상표를 패러디로 사용한 경우이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패러디스트가 타인 상표를 패러디한 것을

셔츠 등 타인 원래 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패러디 상표를 다른 종류 상품이나 비유사상품에 사용한 경우

희석화 문제가 발생하지만, 후자는 타인 상표를 패러디하여 새로운 창작

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

니라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15) 패러디스트가 타인 상표

를 패러디한 작품을 전시한 경우 상표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로, 패러디스트가 만일 벌통 제작업자의 여왕벌

형태 상표에 있는 그림을 이용하여 패러디스트의 얼굴 등으로 바꾸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개인전에 전시한다면 이는 패러디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물패러디 관련 선행연구나 판례가 다수 확

인되고 있지만, 상표패러디 연구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상표패러디

가 쟁점인 사실관계에서 단순한 유사상표만 문제 삼는 경우도 존재하지

만 상표패러디는 저작물패러디보다 쉽게 이루어지므로, 상표패러디 연구

필요성은 충분하다.

15) 강신하 (주 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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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표패러디 비교법적 고찰

제 1 절 미국의 상표패러디

1. 미국의 상표패러디 판례

미국판례를 살펴보면 상표권침해 혼동가능성 심사에서 패러디를 별도 항

변사유가 아닌 혼동가능성 판단요소로 고려한다. 미국에서 상표패러디의

주요 법적 쟁점은 희석화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 희석화를 넓게 인정해

단지 상업 상표를 희화한 경우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익

살을 목적으로 상표 패러디한 경우 패러디스트 표현 자유를 폭넓게 인정

하고 있다.16) 2006년 개정 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희석화를 주장할 수

있는 상업 상표 요건을 강화시켜 미국전역에 널리 알려진 상업 상표에

한해서만 희석화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상품 또는 서

비스업이 출처표시로서 미국 전역의 일반소비대중에게 알려진 상표”(“a

mark is famous if it is widely recognized by the general public of

the United States as a designation of source of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mark’s owner.”)라고 유명상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

시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학계, 실무계에서 종전 법의 문제점을 극복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되는 부문이다. 또한 패러디를 희석화 예외에

해당하는 공정이용 하나로 명시 규정하여 패러디보호를 강화하고자 했

다. 패러디상표 희석화를 인정한 사례는 Dallas Cowboys Cheerleader

s,17) Popp in Fresh 사례18), 패러디 표현 자유를 고려하여 희석화를 부

정한 사례로는 Jordache19), Spam20), Tommy Hilfiger21), Gozila22) 사례

16) Scot A. Duvall, The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 Balanced
Protection for Famous Brands, 92 Trademark Rep. 2007, pp. 1252-1256.

17) Dallas Cowboys Cheerleaders, Inc. v. Pussycat Cinema, Ltd., 604 F.2d 205 (2d
Cir. 1979).

18) Pillsbury Co. v. Milky Way Productions, Inc., 215 U.S.P.Q. 124 (N.D.Ga. 1981).
19) Jordache Enterprises, Inc. v. Hogg Wyld, Ltd., 635 F. Supp 57 (D.N.M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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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상표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1947년, 미국 의회가 상표 침해와 부정경쟁

보통법 규정을 연방법으로 규정하면서 상원 위원회는 상표보호에 대해

제품 명성과 좋은 이미지를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대중이 허위

제품에 속지 않도록 보호, 공정 경쟁을 통해 산업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했다. 미국 법원은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혼동 가능성 판단에 대해 개별

사건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유연성을 두는데, 혼동 가능성 판단에

소비자 주관과 객관적 요소를 동시 고려하고 있다.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상표 보호 희석화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940년대 후반 희석

화 금지법이 제정되었고, 법원은 희석화 이론을 인정했다. 판례에 따라

미국은 1996년 1월, 연방 상표 희석화법을 제정했다. 상업 상표 정의와

적용대상 요건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연방대법원은 실제 희석화 입

증을 요구하는 판결23)을 내림에 따라 연방 상표 희석화법 개정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2006년 10월, 연방 상표 희석화법을 개정한 연방 상표희

석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이 발효되었고 상

표패러디의 타인 상표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미국법원은 우선 침해소송

에서 전통 혼동이론에 의한 상표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희석소

송에서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에 따른 희석화 이론을

적용하여 상표침해 여부를 판단했다.24)

미국은 연방 상표법 제1114조 및 제1125(a)에서 등록상표와 미등록 상표

보호규정을 각각 두고 있지만 상품 출처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25) 동법 제1052조 (d)항은 상표등록 요건으로 타

20) Hormel Foods Corp. v. Jim Henson Productions, Inc., 73 F.3d 497 (2d Cir.
1996).

21) Tommy Hilfiger Licensing, Inc. v. Nature Labs, L.L.C., 221 F. Supp. 2d 410
(S.D.N.Y. 2002).

22) Toho Co., Ltd. v. Sears Roebuck & Co., 645 F.2d 788 Cal, 1981.
23) Mosley v. V Secret Catalogue, Inc. 537 U. S. 418, 2003.
24) Barton Beebe, The continuing Debacle of U.S. Anti Dilution Law: Evidence from
the First Year of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Case Law, 24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 J. pp. 449-450, 455-45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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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선등록상표와 혼동 가능 표장 등록을 금지하는데, 혼동가능성 요건

은 연방등록상표 침해를 규정한 동법 제1114조 및 제1125조(a) 요건과

동일한 것이 다수 학설과 판례 입장이다.26) 혼동가능성은 일반 구매자들

이 상표권자 상품, 서비스에 대해 출처와 협찬 및 제휴 사실을 오해할

가능성으로 정의되는데, 미국 상표법상 혼동가능성 판단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1938년 불법행위 제1차 리스테이트먼트27)와 상표침

해사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28)의 판례가 혼동가능성 판단지표가 되었고,

1961년 제2연방항소법원이 Polaroid Corp v. Polaroid Electronics Corp29)

사건에서 확립한 심사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원고 상표

영향력, 상표자체 유사 정도, 지정상품 유사정도, 원고 제품 확장 가능성,

실제 혼동 증거, 침해상표 사용 시 피고 선의 여부, 침해상표 사용하는

피고 상품이나 서비스 질, 지정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주의력인데, 침해

소송에서 패러디 보호 근거는 패러디 책임 면제라기보다 혼란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패러디를 상표권침

해에 대한 별도의 항변이 아니라 혼동가능성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패러디 목적을 상업, 비상업으로 구분하여 침해사건에서 달

25)Mutual of Omaha Ins. Co. v. Novak, 836F. 2d 397(8th Cir. Neb. 1987); Anheuser -
Busch Inc. v. Balducci Publications, 28F. 3d 769 (8th Cir. Mo. 1994); Elvis Presley
Enters., Inc. v. Capece, 141F. 3d 188 (5th Cir. Tex. 1998); Coca-Cola v. Gemini
Rising., 346F. Supp. 1189 (E.D.N.Y. 1972); Dallas Cowboy Cheerleaders, Inc. v.
Pussycat Cinema Ltd., 604F. 2d 205 (2nd Cir. 1979).

26) 김동욱, “상표판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상표침해이론 및 침해기준비교”, 「지식
과 권리」제14호, 대한변이사회, 2011, 80면.

27) 미국의 1938년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1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는 상품의 모양
이 상품의 목적, 작동이나 성능, 상품을 처리, 취급,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용이함이나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면, 그 모양은 기능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Restatement
(First) of Torts §742 (1938) (“A feature of goods is functional ... if it affects their
purpose, action or performance, or the facility or economy of processing, handling
or using them ...” ).

28) 조영선, “미국 판례법상 상표의 오인 혼동판단”, 「법조협회」, vol. 577, 2004,
294면.

29) Polaroid Corp. v. Polarad Electronics Corp, 287 F.2d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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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취급하는데 비상업 패러디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적으므로 공정이용

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상업 패러디와 비상업 패러디를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구분하는데30) 우선, 상업 패러디란 패러디 자체보

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거나 위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

한다. 그 다음, 패러디에 다소 상업 의도가 있더라도 오로지 경제 목적

을 위해 패러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비상업 패러디로 간주하며 마지

막으로, 패러디가 상업, 비상업성을 동시 가진다면 어느 쪽이 우세한지

에 따라 상업 여부를 판단한다.

가.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Nintendo Co.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Nintendo Co. 사건31)에서 법원은 패러

디라는 이유로 혼동가능성을 부정했으며, 동 사건에서 King Kong 명칭,

캐릭터, 그 이야기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원고 Universal 사는 Donkey

Kong 명칭의 비디오게임을 제작․판매하는 피고에 대해 명칭, 캐릭터 및

이야기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여 미국상표법 제1125조(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onky Kong은 King Kong과는 완전히 다

른 관념과 느낌을 갖고 있으며, 전자는 후자 패러디로 간주되며, 패러디

사실이 명백하므로 혼동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30) Arlen W. Langvardt, “Protected Marks and Protected Speech: Establishing the
First Amendment Boundaries in Trademark Parody Cases”, 36 Vill. L. Rev. 1,
1991, pp. 84-85.

31)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Nintendo Co. 746 F2d 112(2d Cir. N.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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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ouis Vuitton v. Haute Diggity Dog

혼동가능성이 없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은 Chewy Vuitton사건32)이

있는데, 본 건에서 원고는 LOUIS VUITTON을 상표로 등록, 가방이나

핸드백에 루이뷔통 상표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피고는 강아

지 장난감 제조, 판매업체로 원고 핸드백 모양의 강아지 장난감에 원고

상표 LOUIS VUITTON을 패러디하여 Chewy Vuitton 표지 또는 CV표

지를 부착했다. 원고는 연방 상표법 제32조 혼동가능성 상표권 침해 및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TDRA) 제43조(c) 희석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

만, 피고는 패러디 항변을 했고 지방법원33)이 피고 패러디 항변을 받아

들이자, 원고는 항소했다.

[그림 2] Louis Vuitton v. Chewy Vuitton

32)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Haute Diggity Dog, LLC. 464 F. Supp. 2d
495(E.D.Va. 2006)

33)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Haute Diggity Dog, LLC. 507 F.3d 252 (4th Ci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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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irl Scouts v. PPM Co.

Girl Scouts 사례에서 피고 Personality Posters Manufacturing Co.는 걸

스카우트 복장을 한 임신 여성을 묘사한 포스터를 제작, 포스터에는 걸

스카우트 전통 구호 Be Prepared 슬로건을 표시했다. 원고 걸스카우트

단체가 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34) 본 건에서 법원은 상표패러디가 원고

걸스카우트 도덕적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표현하다고 판시했으며, 피고

포스터는 원고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되어, 소비자들 입장에서 걸스

카우트가 피고를 후원했다고 오인할 확률은 없고 이에 혼동가능성이 없

으므로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라. Coca-Cola v. Gemini Rising

혼동가능성을 파악하고 상표권침해 인정 사례로 Coca-Cola 판결35)이

있으며, 이는 코카콜라 광고문구 Enjoy Coca-Cola를 Enjoy Cocaine으

로 패러디해서 발생했다. 피고는 코카콜라 상표의 외형, 색상과 동일한

로고의 포스터를 디자인하여 유통시켰는데, 시장 자체는 달랐지만 법원

은 원고와 자칫 후원관계로 대중의 주의를 끌 수 있고, Cola 다음 Coca

와 ine을 빼면 원고 상표와 피고 간 차이점이 없어 소비자들은 혼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코카콜라 상표를 마약과 연관시킨다면 음료시장에서

상표 가치 손상은 물론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하여 희석화까지 인정한 사

례이다.

34) Girl Scouts of the United States v. Personality Posters Manufacturing Co., 304F.
Supp 1228 (S.D.N.Y. 1969).

35) Coca-Cola v. Gemini Rising., 346F. Supp. 1189 (E.D.N.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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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ca-Cola v. Gemini Rising

마. Polaroid Corp. v. Polaroid Electronics Corp.

법원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 분석에 있어 Polaroid Corp. v. Polaroid

Electronics Corp. 사안에 대한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

원고 폴라로이드는 피고 폴라로이드가 자신의 상표를 부당 사용했다며

연방 상표법에 근거,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했다. 법원은 폴라로이드 사

안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관련한 8가지 요건을 제시했고 구체적으

로 상표 강도, 상표 간 유사성 정도, 상품 유사성, 격차 축소, 실질 혼동,

주요 사용자 측 불신, 상품 품질, 소비자 수준이 포함된다. 폴라로이드

기준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 판단에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되며, 법원 역시

이를 적절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 AMF Inc. v. Sleekcraft.

원고 AMF 전신은 1954년부터 AMF사로 분리된 1969년까지 Slickcraft

Boat Company 이름을 사용했고, 1969년 4월 1일 연방상표 등록 이후로

도 원고 AMF사가 제작하는 오락용 보트에 Slickcraft 표장은 계속 사용

되었다. Slickcraft 보트는 미국 전역에 판매되며, 원고는 아울렛을 통해

판매했다. 피고 Nescher는 1968년 말, Sleekcraft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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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표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Sleekcraft 이름을 사용했다. 원고가

이 사실을 통지하자, 식별력 있는 로고를 채택하고, 보트에 부착된 표장

및 광고에 Boats by Nescher를 추가했다. 그러나, Sleekcraft 표장은 피

고 Nescher의 문구용품, 간판, 트럭, 광고 중 일부에 여전히 사용되었다.

피고 Sleekcraft의 사업은 성공했다. 원고는 피고 Nescher 개인 및 개인

기업인 피고 Sleekcraft Boats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패소, 이에 원고는 항소했다.36) 원고 보트 제품과 피고 보

트 제품은 섬유유리로 구성된 보트로 수상 스키에 사용되며, 크기와 비

용도 유사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그림 4] AMF Inc. v. Sleekcraft.

지방법원은 비배심원 재판을 통해, 원고 등록상표가 유효하지만, 피고

상표 사용이 침해는 아니라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상표는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므로 피고 상표는 원

고 등록상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항소법원은 양 상품이 경쟁관계

에 있는 경우 상표가 충분히 유사하다면 침해가 인정되지만, 양 상품이

관련이 없는 경우 혼동가능성이 없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했

다. 다만, 양 상품이 경합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표

유사 이외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혼동가능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모든 정황과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가 Sleekcraft 표장을 고속 스

포츠 오락용 보트에 사용한 점은 원고 등록상표인 Slickcraft에 대한 침

36) AMF Incorporated v. Sleekcraft Boats and Bruce E. Nescher, 599 F.2d 341(9th
Ci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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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이지만, 피고가 상표 홍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점과 선

의로 사용한 점, 원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피고가 Sleekcraf 표장 사용

을 전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제한적 강제명

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 간 경쟁관계를 부정한 지방법원 판

단은 정당하므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혼동 가능성 여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 상품 간 사용된 상표 혼동 여부를 판

단할 때 상표 식별력 강도, 지정상품 간 연관성, 상표 유사성, 실제 혼동

증거, 사용된 마케팅 방법, 상품 종류 및 기대되는 소비자 주의 정도, 상

표 사용한 피고 의도, 상품군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

다.37) 상표 유사 판단 시, Slickcraft와 Sleekcraft를 전체로서 비교, 두

철자만이 다를 뿐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사전 상 실질 의미가 같은 유의

어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원고가 Slickcraft 표장을

AMF 표장과 사용하지만, 홍보용 광고, 브로슈어에는 AMF표장이 한 편

에 작게 표시되어, 원고 상표 요부는 Slickcraft이므로 피고 상표 비유사

주장은 이유 없다. 상품 유통채널 판단 시 원고와 피고 상표사용 제품이

한 곳에서 판매된 경우는 보트쇼 뿐이지만, 다양한 지역 소매상을 통하

여 판매한 점, 판매 전략과 제품 가격대가 동일한 점, 전국 배포 잡지에

광고가 유포된 점, 보트쇼와 지역 신문을 통해 홍보한 점, 일반적 마케

팅 방법이 동일하다. 그러나, 악의는 침해피해자의 의도대로 일반 수요

자를 기만했다는 사실로 간주되는 반면, 선의는 혼동가능성에 있어 주요

입증사실이 되지 못하고, 다만 배상액을 결정함에 중요한 사실이 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품 모델 라인을 다양화했고, 경쟁 모델로서 다른

하부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Sleekcraft 상표는 원고

Slickcraft 상표를 침해했다고 본다. 이 판결은 상표 혼동가능성 판단 기

준으로 제2연방항소법원 Polaroid factors에 대응되는 것으로, 제9연방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서 제시한 혼동가능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Sleekcraft factors라 한다. 상표 혼동가능성 판단 시, 상품이 경업관계

에 있지 않고 연관성 있는 상품 간 상표 혼동 여부 기준을 제공했다는

37) Sleeper Lounge Co. v. Bell Manufacturing Co., 253 F.2d 720(9th Cir.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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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미가 있다. 상품이 견련관계(related) 있으나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

할 때(non-competitive), 혼돈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품의 유사 이외

의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Sleekcraft test(상품

식별력의 강도, 지정상품간의 연관성, 상표의 유사성, 실재 혼동의 증거,

사용된 마케팅 방법, 상품의 종류 및 기대되는 소비자들의 주의 정도,

상표를 사용한 피고의 의도, 상품권의 확장 가능성을 항소법원이 검토한

바 피고들이 “Sleekcraft” 표장을 고속스포츠 레크레이션용 보트에 사용

한 것은 원고의 등록상표인 “Slickcraft”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지방법

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 연방 상표희석개정법과 상표패러디 

2006년 10월, 연방상표희석화개정법(TDRA)은38) 실제 희석화 입증요건

을 배제하고 희석화 가능성만 입증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였고,

연방상표 희석화법의 희석화 정의규정은 상품 동일성 식별 능력을 약화

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업무상 평판 손상 행위가 희석화 여

부에 명백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어, 희석화행위의 태양으로 식별력

약화침해와 식별력 손상 침해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유명상표 소

유자의 서비스나 상품, 유명상표 소유자 비평, 논평, 패러디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도록 하는 광고. 촉진행

위 등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자 이외 자에 의하여

유명상표를 명목,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공정 이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식별력 약화와 명성 손상 희석화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

정했다.39) 미국 연방상표 희석화개정법인 TDRA(Trademark Dilution

38) 미국 연방상표 희석화개정법인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39) 15 U.S. Code § 1125 (C) 약화 희석, 손상 희석.
(3) 예외: 다음은 약화 희석이나 손상 희석으로 제소될 수 없다.
(A)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재화나 용역이 아닌 타인 유명 표장을 명목, 기술 공정이용
을 포함한 공정 이용 혹은 그 사용을 포함한 공정 이용 촉진
(i)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는 광고나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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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ct)는 희석화 가능성만 있어도 희석화를 인정하고, 희석화 태

양을 식별력 약화 침해와 식별력 손상 침해까지 규정하여 타인 상표 사

용에 대하여 상표권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유명 표장

사용자나 유명 표장 사용자 재화 혹은 용역 식별과 패러디, 비판 또는

논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상표패러디를 희석화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표 희석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에서는 전통 혼란가능성 이론에 기반, 침해사건에서 패러디를 보호

하는 경우 그 패러디 목적의 상업, 비상업 유무를 구분, 달리 취급하는

것과 달리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유명 상표에 대해, 명목이나 기술 공정이

용에 해당한다면 패러디를 보호하고 있어 보호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경쟁시장에는 특정 상품을 식별하는 수많은 상표가 존재하며, 미국에서

상표 보호 수단은 소위 연방상표법 랜햄법(Lanham)40)에 근거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로 소비자를 상품 출처 혼동으로부터 보호한다. 다음은 희

석방지법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상표 고유·특유한 판매력을 보호한다.

1946년, 연방의회는 연방 상표법을 제정, 2가지 목표로 연방 상표법을

통과시켰는데 우선, 기존 상표법의 성문화, 둘째는 상표권 보호와 비즈

니스 및 공익 보장으로 타인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

생한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상원위원회의 시도를 보

여준다. 연방 상표법은 상품 모방 혼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

표권 부당 침해로부터 제조업체 투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 연방 상표법

제1114(1)조는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

로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연방

상표법 제1114(1)조에 근거, 침해 존부를 확인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소

(ii) 유명 표장 사용자나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한 식별 패러디, 비판 혹은 논평
(B) 모든 형태 뉴스 보도나 뉴스 해설
(C) 모든 비상업 표장 사용

40) Laura L. Gribbin, “The Controversy Over Miss Piggy’s New Friend: Issues of
Infringement and Dilution in Hormel Foods Corp. v. Jim Henson Productions”,
「Villanov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1997, pp. 1-3.



- 25 -

비자 혼동 가능성이다. 상당수 합리적 구매자들 사이에서 혼동이 있다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 요건이 충족된 것이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불충

분하고, 반드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연방 상표법 제1114(1)조

에 따른 상표권 침해 존재 여부 판단 시, 소비자 혼동 가능성 기준을 일

괄 적용하여 법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분석한 판례

들을 보면, 이해관계자 간 균형 이익에 부합하는 공평한 결론에 도달함

을 알 수 있다.

상표권은 주 희석방지법41)으로 보호받는데, 연방 상표법42)은 소비자 혼

동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주 희석방지법은 제조업체 상표 권리의 고유

판매 가치를 손상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미국에서는 1870년 상표법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한 이래 줄곧 혼동이론을 고수했다. 미국에서 희석

이론 논의는 쉐히터(Schechter)교수의 1927년 논문 ‘The Rational Basis

of Trademark Protection(상표보호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시초라 할 수

있다. 미국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때만 침해가

되었기에 상표권자의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다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했다. 쉐히터는 동 논문에서

오늘날에 있어 상표보호의 첫째 목적은 출처표시기능보다는 새로운 수요

의 창출 및 보유에 있고 상표권자에게 있어 상표의 독특함(uniqueness)

또는 개성(individuality)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희석화 이론

은 미국의 연방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1947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주 상표법상 최초로 희석화 조항을 채택함으로

써 입법상 반영되기 시작했다.43) 매사추세츠주의 뒤를 이어 1953년에는

일리노이주, 1955년에는 뉴욕주가 희석화 조항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1995년 연방상표법으로 희석화 조항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대략 25개 주

41) Laura L. Gribbin (주 40), pp. 3-5.
42) 강신하, “지적재산법에서 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박사논문, 2014, 427-428면.

43) 사업적 명성의 혼동가능성 또는 상표나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경쟁관계가 없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혼동이 없을 경우
에도 상표침해나 부정경쟁이 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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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희석화 조항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희석화 조항이 연방법상 입법화

된 현재도 33개 주만이 희석화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초기 미국의 사법

부는 희석화 이론이 난해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며

희석화법이 연방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상의 주목적인 통일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이론의 적용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전통적으로 상표의 주역할은 상품의 출처 표시에 있었다.

그러므로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전

혀 일으키지 않거나 두 상품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왜 상표

권자를 보호해야만 하는지를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1996년 1월, 상업 상표 소유자로 하여금 양 당사자 경업관계 내

지 혼동가능성 증거가 없어도 상표 식별력 희석화를 야기하는 상표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상표희석화법을 제정했다. 연방상표희석화법은

1946년 제정된 상표법(15 U.S.C. 1125) 제43조에 새로운 조항으로 43(C)

를 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96년 1월16일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6)’이 발효되면서 유명상표가 갖

는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연방법에 의하

여 규제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희석화 조항을 상표

법상 입법화한 국가는 미국, 영국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연방

상표 희석화법은 상업 상표 정의와 적용대상 요건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으로 연방대법원이 실제 희석화 입증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개

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44) 이에 2006년 10월, 연방 상표 희석화법을

개정한 연방 상표 희석화개정법이 발효되었다. 이는 실제 희석화 입증요

건을 배제하고 희석화 가능성을 입증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했는데,

44) 미국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 따르면 “상표의 희석”이란 첫째, 유명한 상표의 소유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간에 경쟁이 존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둘째, 혼동가능성, 실수,
기만 등이 존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고 구별하는 유명상표
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첫째, 공정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비교를 하는 상업광고를 하거나 유명한 상표소유자의 경쟁자가 그 유명한
상표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을 증진하는 것, 둘째, 비상업
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셋째, 뉴스형태의 모든 보고서나 논평에 관해서는 희석화
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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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 소유자 서비스나 상품 또는 유명상표 소유자에 대한 비평, 논

평, 패러디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를 비교하도록 하는 광고 내지 촉진행위 등의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상품

의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유명상표를 명목상이나 기

술적으로 사용하는 공정 이용이나 공정 이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식별

력 약화나 명성 손상 희석화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

도록 규정했다.

가. My Other Bag, Inc. v. Louis Vuitton 판례

2011년 설립된 패션가방 제작 회사 My Other Bag, Inc.(이하 MOB)는

한 면에 유명 럭셔리 브랜드 가방 모양을 그려 넣고 다른 한 면에 “My

Other Bag” 문구를 넣은 저렴한 에코백을 제작·판매했다. MOB는 자사

제품에 대하여 명품가방을 재미있게 패러디한 친환경 가방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에 루이뷔통은 자사상표가 MOB에 의

해 침해, 희석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루이뷔통 주장을 기각하며 판시내용 상당부분을 패

러디 항변에 할애했다. 지방법원은 MOB가 루이뷔통을 연상시키는 디자

인을 의도적으로 가방에 넣어 루이뷔통과의 연관성을 만들어 자사 상표

를 희석화한다는 루이뷔통 주장을 패러디 항변으로 기각했다.45) 패러디

항변에 따르면, 루이뷔통 상표는 강한 상표이므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

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가격 차이도 상당하며, 상표 간 유사성도

낮으므로 상표침해 주장도 기각했다.46)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 판

결에 불복한 루이뷔통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지지했는데 한편, 지

방법원이 폴라로이드 테스트47)를 적용하여 상표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46) MOB가 Louis Vuitton의 상표를 흉내 낸 것이 명백하고, 당사자들의 제품 시장도
상이하고 실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도 미미하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은
Louis Vuitton의 상표침해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47) Polaroid Corp. v. Polaroid Electronics Corp., 287 F.2d 492 (2d Cir. 1961). 상
표의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상표 식별력의 강도, 양 표장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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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사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소비자 혼동이 없다고 판단한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폴라로이드 테스트를 적용한 지방법원

판결을 검토한 바, 결론은 동일하다고 판시했는데, 루이뷔통은 MOB 제

품이 상표 희석화 책임을 면책시키는 공정 이용 범위48)에 있는 패러디

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지방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

원은 15 U.S.C. § 1125(c)(2)(B) 6가지 희석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검토한 결과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했고, 항소법원은 MOB가 루이뷔

통 가방 디자인을 카툰 형식그림으로 제품에 그린 것은 루이뷔통 이미지

와 확연히 구별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루이뷔통 고급이미지 패러디

가 평범한 MOB 상품 핵심이므로 상표가 단순히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시했는데 루이뷔통은 MOB가 상표를 출처 식별49)

에 사용하였으므로 공정 이용 항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법원

은 루이뷔통 가방 디자인뿐 아니라 다른 럭셔리 브랜드 가방 디자인을

그려 넣어 평범한 가방을 만드는 MOB의 비즈니스 본질과 출처를 오인

성, 상품의 유사성 및 경쟁관계, 선사용 상표권자가 후사용 상표권자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에 대한 증거, 수요자의 실제 혼동이 존
재한다는 증거, 침해피의자가 선의로 해당 표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침해피의자 상
품의 품질 및 해당 상품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주의력 등을 근거로 한다.

48) 15 U.S.C. § 1125(c)(3) Exclusions: The following shall not be actionable as
dilution by blurring or dilution by tarnishment under this subsection:

(A) Any fair use, including a nominative or descriptive fair use, or facilitation of
such fair use, of a famous mark by another person other than as a designation of
source for the person’s own goods or services, including use in connection with—

(i) advertising or promotion that permits consumers to compare goods or services; or
(ii) identifying and parodying, criticizing, or commenting upon the famous mark
owner or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famous mark owner.

(B) All forms of news reporting and news commentary.
(C) Any noncommercial use of a mark.
(3) 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식별력 약화나 명성 손상 희석화
를 사용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A) 타인이 자신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 목적이 아닌, 상업 상표를 지명, 또는 기술 공정
이용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이용행위 또는 공정이용 촉진 행위로 다음 각 호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 -(i) 소비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 광고,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상표 사용; 또는 (ii) 상업 상표권자 또는 상업 상표권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 패
러디, 비판 또는 논평하는 것과 관련한 상표 사용.

(B) 모든 형태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
(C) 상표의 비상업 사용.
49) 15 U.S.C. § 1125(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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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 My other bag 문구를 함께 넣는다는 점은 출처 식별력에

있어 지방법원 판단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항소법원은 루이뷔

통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MOB가 루이뷔통 디자인 패러디는 변

형된 사용을 구성하는 새로운 표현과 메시지에50)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

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루이뷔통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그림 5] My Other Bag, Inc. v. Louis Vuitton

미국 상표법은 패러디상표를 공정이용51)으로 보고 상표 희석화 항변사

유로 인정하는데 상표침해 소에서 피고는 혼동 가능성 없음을 주장하지

만 이외에도 방어 방법으로 상표 유효성을 다투거나 기능 상표인 경우가

있다. 또한 사기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연방 상표등록은 취소되고52)

형평법상 실효(laches), 묵인(acquiescence) 및 금반언(estoppel)도 항

변사유가 되는데,53) 패러디는 공정이용의 예로 상표침해 또는 상표 희석

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54)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패러디상표

의 경우 원상표에 혼동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고, 풍자 요소를 가지며 원

50) TCA Television Corp. v. McCollum, 839 F.3d 168, 180 (2d Cir. 2016).
51) 미국 상표 공정이용에는 기술 공정이용, 지명 공정이용, 비교 광고 공정이용 및 패러
디 공정이용이 있다.

52) 15 U.S.C. § 1115(b)(1).
53) 15 U.S.C. § 1115(b)(9).
54) 15 U.S.C. § 1125(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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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업 경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55) 유명하지 않다면 패

러디라 해도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므로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다. 15

U.S.C. § 1125(c)(3)에 의하면 패러디는 공정이용항변사유가 되지만 독

립 상표권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또한 본 건에서 원고 상표 침해 및

희석화 주장을 기각하고 패러디 항변에 성공한 이유는 출처표시가 명확

했기 때문인데, 유명상표와 구별되도록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요소를 구비하여 혼동가능성이 없는 패러디로 인정받

을 때 상표침해 및 희석화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

나. STARBUCKS v. CHARBUKS 판례

원고 스타벅스사는 등록상표 스타벅스를 사용하여 커피판매점 운영 및

수백 개 레스토랑, 마켓, 항공사, 호텔에 커피를 공급하며, 1971년 설립된

이래 미국, 캐나다, 그 외 34개국 8,700여 개 지점을 낼 정도로 크게 성

장했다. 피고 Black Bear사는 커피 판매업을 하는 작은 회사로, 로스팅

된 커피원두 및 관련 상품을 제조하고 우편주문, 인터넷 주문, 소수 식료

품점에서 판매했다. 피고가 상표를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2001년 7월, 피고에 대해 브랜

드를 오용, 잠재적으로 이윤 창출을 감소시키고 명성에 해를 가한다며

사용자로 상표 희석화,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광고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된 연방지방법원에서 다시 원

고 패소 판결을 했고, 이에 원고는 다시 항소했다. 연방지방법원은 피고

상표가 원고 스타벅스 상표를 희석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지정을 범

했고, 상표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혼동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그르쳤기에 연방지

방법원 판결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피항소인 피고 주장은 다음과 같

다. 피고의 해당 상표 사용은 원고 상표를 연상하도록 하는 의도가 없으

55) 나종갑, 「미국 상표법 연구」, 도서출판 글누리, 2006, 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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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당 상표 사용이 상표권 위반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했기

에 상표 희석화 및 침해 고의가 없다. 또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아 실

질적 혼동가능성이 없기에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설령 피고 해

당 상표 사용이 원고 상표를 희석하여도 이는 패러디로서 상표 희석 예

외이므로 그 사용이 보호된다고 피고는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상표약

화에 의한 상표희석화 요건 및 이 건의 상표사용이 상표약화에 의한 상

표희석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56)

[그림 6] STARBUCKS v. CHARBUCKS

지방법원은 실제 희석화 증거 및 희석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해당 상표사용이 원고 상표를 희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혼

동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청

구 역시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소송 중에 대법원이 Moseley v. V

Secret Catalogue 판례를 통해 상표 희석화는 실제 희석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건을 근거로, 상표 희석화 판단을 다시 하

도록 파기 환송했다. 환송된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비록 원고 상표

를 연상시키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 해도, 상표법 위반을 알

면서 악의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양 상표는 비유사하며, 실

제 희석화가 없었기에, 원고 상표 희석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항

소법원은 상표 약화 희석화에 관한 연방지방법원 판단은 연상

(association) 의도 및 실제 연상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

56) Starbucks v. Charbucks 588 F.3d 97(2d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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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다만,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아니고, 혼

동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지방법원 판결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 상표가 원고 상표 패러디로

서 상표 희석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상표 희석 책임

을 면할 수 없다. 연방 상표희석화법 1125(c)(2)(B)에서는 상표 약화 상

표 희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 상표의 유사 정도, 상업 상표 사용으

로 획득한 식별력 강도, 상업 상표 상표권자의 실질적 상표 배타 사용

범위, 상업 상표인지도, 유사 상표 사용자의 상업 상표 연상 의도 여부,

실제 양 상표 연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업 상표

연상 의도란 악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상표와 연상시키려는 의

도 자체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양 상표 간 실제 혼동

이 없었다는 사실이 상업 상표에 대한 실제 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지 피고

상표를 통해 원고 상업 상표가 연상된다는 것이 랜햄법 상 상표 손상 희

석화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 상표는 원고 상표 가치를 격하시키

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제품 명성에 해를 가하는 부정 의미로

사용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피고는 고품질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원고

상표가 손상에 의하여 희석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6개 희석화 가능성 판단요소 중 개정법 하에서는 양 표장이

최소한 유사도를 가지더라도 희석화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약화 희석화에 한하며, 아직까지 손상 희석화의

경우 표장이 상당히 유사할 요건이 변화된 판결은 없으며, 약화 희석화

의 경우도 일부 연방항소법원들만 변화된 판결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

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상표 유사도에 지나친 가중치를 두고

희석화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며, 법원은 여론조사

증거를 실제 연상 또는 연상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희석화 예외패러디가 되려면, 해당 상표가 상업상표를

지속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경우여야 하며, 상표 사용자 자신의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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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패러디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 2 절 독일, 일본, 프랑스 상표패러디 판례

1. 독일

성공한 패러디는 혼동 가능성 판단에 의한 상표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

다. 독일은 혼동 심사에 의해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

례들은 패러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adidas 상

표를 패러디하여 고유의 톱니모양의 잎들을 모방하고 adihash GIVES

YOU SPEED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한 사건57)에

서 법원은, 잎 형태가 상이한 것은 세심한 관찰과 영어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에게는 그 차이가 될 수 없어서 원상표를 풍자하려는 의도

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혼동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림 7] adihash Gives you speed

반면, 인쇄물, 정기간행물 및 서적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상표인

Asterix의 상표권자가 발간한 Asterix만화를 패러디하여 Isterix라는 제

목의 만화책을 발간한 사건58)에서 법원은 패러디 만화책 제목과 그 부

57) OLG Hamburg GRUR 1992, 58.
58) BGH GRUR 1994, 19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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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로부터 패러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혼동가능

성을 부정했다. 일반적으로 독일 판례는 상표의 사용이 예술 또는 의사

표현의 목적인 것이 분명할수록 그리고 상업적 동기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수록 상표패러디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60) 독일의 경우 상

표패러디 판단은 상표로서 사용인지,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품

의 동일·유사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패러디가 상품이나 상

품 제조업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 목적으로 패러디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지만 단순한 웃음거리나 조롱 대상으로 상표를 패러디하거나 상품

영업을 위해 상표 명성을 이용, 소비자 관심을 끈다면 상표권 침해를 인

정하고 있다. 상표권침해를 부정한 사례로는 Bild Dir kine Meinung 사

건61)이 있다. Deutsche Pest 사례62)에서는 패러디로 인한 상표모욕을

인정한 사례이고 Lusthansa63) 사례에서는 비평이나 풍자 목적이 없다

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독일에서는 1994년 10

월 25일자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1호에 의하여 구상표법

(Warenzeichengesetz, WZG)이 폐지되고, “상표, 기타 표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der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이

제정,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EU회원국의 상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을 입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약자표시로서 상표법[Markengesetz(Mark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표뿐 아니라 영업표지(geschäftliche Bezeichnung) 및 지리적

출처표시에도 미친다(상표법 제1조). 기업표지와 제호2)(상표법 제5조 3

항)를 포함하는 영업표지의 보호에 관해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상표법 제5조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호의 내용

59) 프랑스어 원고 만화책은 독일에서 아스테릭스 모험 시리즈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가
원고 만화책 첫 발간일로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스테릭스의 히스테릭한 모험을 다루
고 있다. 기념일-조롱이라는 제목으로 패러디 만화책을 발간했다.

60) Christian Born, “Zur Zulassigkeit einer humorvollen Markenparodie”, GRUR
2006, 192; Anne Catrin Mahr, “Die Zulassigkeit von Markenparodien”, WRP
2006, 1083 참조.

61) OLG Hamburg ZUM-RD 1999, 90-Bild Dir keine Meinung.
62) LG Hamburg GRUR 2000, 514-Deutsche Pest.
63) OLG Frankfurt GRUR 1982, 319-Lust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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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해 상법(HGB) 제17조, 성명권에 관한 민법(BGB) 제12조가 고려될 수

있다. 신 상표법은 독일 상표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국제표장보호

에 부응하는 개정을 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상표, 영업표 및 지리적 표시

의 보호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였다(신 상표법 제1조). 상표법의 법규

명령제정위임에 의하여 1994년 11월 30일 상표령이 발했고, 현행 상표법

의 골격은 1994년 법률로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이다. 독일에서 상

표권자는 상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표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

고, 따라서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 상표권자 허락 없이 무단 표장을 사

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동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지사용 유형은 등

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등록상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것에

사용하는 것, 동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성 내지 유사

성 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용, 동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아도 상표권자 상표가 국내에서 유명하

고, 그 유명상표 식별성과 가치를 부당한 방법으로 악용. 훼손하여 사용

하는 것이 포함된다. 독일 법원은 상표패러디 상표권 침해여부에 비판

목적 유무를 중요시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

판 목적 유무를 침해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 행위가 상표권 침해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독일 상표법 제14조제3항에서 유명상표

명성을 부정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

다.64) 독일은 상표권을 제한하는 공정이용규정이 없어 패러디는 헌법상

표현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65)

64) 안효질, 송선미 (주 4), 570-571면.
65) BGH GRUR 2005. 583-Lila Postkarte. 강신하(주 42)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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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우리 상표법은 일본 상표법(商標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유사 구

조를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상표패러디 판례 및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혼동가능성이 없어 상표등록 유지를 결정한 사례로 프랭크뮬러

(FRANCK MULLER) 판결66)이 있다. 세계 최고급 손목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프랭크 뮬러(FRANCK MULLER)를 패러디해 상표로 등록한 프

랭크 미우라(FRANCK 三浦)가 상표등록을 무효한 특허청을 상대로 제

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딩크스(Dinks)사는 프랭크 뮬러를 패러디한 프

랭크 미우라 상표로 시계를 만들어 2011년부터 판매했는데, 처음에는

판매가 저조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

자 진짜 프랭크 뮬러사가 상표무효소송을 제기, 일본 특허청은 전체 어

감이 비슷해 혼란스럽다며 상표권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그러자, 시모

베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상표권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

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프랭크 뮬러 측은 톱 브랜드 명성에 편

승해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지만, 프랭크 미우라 측은 교묘한

패러디 수요를 캐치해낸 것일 뿐 단순한 편승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양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없음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패러디상

표 등록유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일본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퓨마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한 독일 PUMA상표를 패러디한 상표에 대해 외관이

나 호칭, 관념이 달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어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어 패러디 상표는 원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67) 일본 판례경향은 상표 패러디를 저작권 패러디와 달리 표현

자유와 관련이 없고, 경제 자유권 영역에 속한다는 근거로 특별 취급을

하지 않고 혼동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68)

66) 知財高裁 2016年 4月 12日 宣告 2015年 第10219号 判決.
67) 知財高裁 2009年 2月 10日 宣告 2008年 第10311号 判決.
68) 강신하 (주 42),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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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RANCK 三浦 v. FRANCK MULLER

상표패러디 인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동 가능성 여부로, 상표

법 목적이 상표출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여 질서를 건전하게 확

립하는 것이므로 원 상표와 패러디 출처혼동여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

표패러디 인정기준이다. 미국은 혼동가능성 판단에서 상표와 상품 유사

판단 및 현실 혼동에 대한 증거, 상표 영향력을 종합 고려하며, 유럽도

상표침해에 있어 상표 및 상품 혼동가능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양 상표

가 혼동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관련 요소들이 혼동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도 인정되지 않는다.69) 그러나, 미국 및 유럽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상표법이 상표등록거절사유나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이 아닌 ‘상표 유사’ 개념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 상표법 해석론

상 출처 혼동가능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대신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처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법이 소비자의 상표에 대한 신뢰 보호가 목적인만큼 패러디

물에 대해 출처 혼동가능성 여부를 예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도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판단 하는가

에 따라 그 유사성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출처 혼동

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보호해야 한

다고 하는 상표법 목적을 고려할 때 상표의 동일․유사성 여부 판단은 상

69) Ohim, “The Manual Concerning Opposition, Part 2 Chapter, 2: Likelihood of
Confusion, A. General Remarks”, 「Manual of Trade Mark Practice」, p. 16.



- 38 -

품이나 서비스 출처 혼동 우려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0) 이를 고려할 때 상표 동일, 유사성을 상표권침해 기준으로 정

한 상표법 규정에 입법론적 의문이 제기된다.71)72)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표패

러디는 상표법(商標法)과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2가지 측면에

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 상표법 제25조에서, 상표권자는 지정상

품이나 지정서비스에 대해 등록상표 사용 권리를 전유한다. 일본 상표법

제37조제1호에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등록상표와 유사 상표 사용,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등록상표 사용,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등록상표와 유사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인정되며, 일본 상표법 제67조제1호에서 상

업적 등록상표 방호표장등록,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등록방호표장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주지 상품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표시를 사용하여 타

인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상업 상품의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 표시를 자기 상품 표시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

제2호는 제1호에서 요구하는 혼동 우려가 없으므로 상업 상표 희석화 경

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된다. 따라서, 상표패러디가 타인의 주지 상

품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정경쟁행위가 된다. 한편, 상표 패러

디가 타인의 상업 상품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자기 상품 표시로

사용하여 희석화를 야기한다면 혼동 우려가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

70) 대법원 1998. 1. 12. 선고 86후77 판결.
71) 미국 연방 상표법은 혼동 가능성을 상표권침해 기준으로 규정하며, 지역적으로 별도
영업을 수행한다면 혼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Dawn Donut Co. v. Harts Food Stores, 267 F.2d 358(2d Cir. 1959)) 상표권자가 영
업지역을 확장한다면 혼동 가능성이 사후 발생하고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72) 정상조, 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3판)」, 홍문사, 2013, 6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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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제2호의 부정경쟁행위로 된다.73)

3. 프랑스

프랑스는 저작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122조의 5 제4

호에서 패러디를 자유 이용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데 상표패러디에 대해

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저작물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패러디 해학 요소 때문인데, 저작권법상 이런

저작권 제한과 패러디에 대해 관대한 프랑스는 상표법 영역까지 확대하

고자 시도했다. 권한 없는 자의 상표 침해에 대해서도 만일 패러디 목적

으로 사용되었다면 복제는 허용된다.74) 과거 프랑스법원은 혼동가능성이

없고 비영리, 비평이나 풍자 목적 패러디에 대해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2006년 Camel 사례 이후 상표법 이외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책임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 Camel 판결에서와 같이 그 목적이

공중의 건강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공익의 문제이고, 패러디상표가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상표로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

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그 기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없이 공익적 관

심사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적 상표패러디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DANONE 사례에서 패러디 상표소유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는

데 파리대심원은 그린피스가 식료품회사 DANONE이 직원 해고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DANONE 제품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상표를 패러디한 사

안에서 상표패러디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린피스가 웹사이트에 패러디

상표를 게재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항소심 파리 공소원은 밝

혔다.75) AREVA 사례에서 상표패러디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

73) 강신하 (주 14), 31-32면.
74) http://www88.legal500.com/images/stories/firmdevs/bers10784/19-7.pdf: Bersay &
Associes, “Trademark parody should be assessed under the ordinary rule of civil
liability”, March 2007.

75) 파리공소원 4부, A, 2003. 4. 30. 판결 Réseau Volaire C/StésDaonoe, 양대승,
“프랑스에서의 상표패러디 문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4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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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했다. 프랑스 파기원은 ESSO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였다. ESSO 사건은 그린피스 협회(Greenpeace)가 원자력 발전

회사인 AREVA 회사의 상표에 죽은 생선을 핵폭탄에 추가하여 패러디

하자, 원고 AREVA 회사가 피고 그린피스 협회의 상표패러디의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를 한 사안이다. 파리항소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AREVA

상표를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시켜 패러디한 행위는 핵폐기물 활동과 관

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76)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은 피고의 패러디는 공공의 이익 및 공중 보건을 위한 것으로 표

현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77). DANONE 사례에서 표현

자유가 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작 독점권은 절대적이지 않

으며,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는 저작권법 제122조의5 제4

호78)에 명문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고, 패러디는 예외로 포함되지만79) 프

랑스 상표법에는 예외규정이 없어 상표패러디 허용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 학계에서는 상표권에 비추어 패러디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 학자들이 있지만, 대체로 상표법 패러디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프랑스 법원은 본래 상표패러디를 상표법 내에서만 해결하고자 했고 파

리항소법원은 DANONE 사례에서 jebotcottedanone 사이트를 통한 상표

패러디 사용은 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 상표법 패러디

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80)

76) 양대승 (주 75), 348면 재인용.
77) 파리대심재판소 3부 2004. 1. 30. 판결; 양대승 (주 75), 343면 재인용.
78)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5 제4호: “저작물 공표된 이상, 저작자는 장르법을 따른
패러디, 패스티슈 및 캐리커쳐를 금지할 수 없다.”

79) 양대승 (주 75), 335–336면 재인용.
80) 양대승 (주 75), 339-343면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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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상기 언급된 패러디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소유자의 상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원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첫째, 패러디를 상표권침해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패

러디가 갖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자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셋째, 패러디를 상표권침해에 대한 별도 방어가 아닌 혼동가능성판단

의 한 요소로서 고려한다는 것이다.81) 다수의 법원은 패러디를 독자적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패러디 목적을 상업, 비상업으로

구분하여 취급하는데 비상업 패러디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적으므로 공

정이용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상업 패러디와 비상업 패

러디를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구분하는데82) 우선, 상업 패러디란 패러디

자체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거나 위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를 말하며 그 다음, 패러디에 다소 상업 의도가 있어도 단지 경제 목적

을 위해 패러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비상업 패러디로 간주하며 마지

막으로, 패러디가 상업, 비상업성을 동시 가질 경우 우세 여부에 따라 상

업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패러디에 대한 외국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희석화 인정여부 및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되었고, 따라서 상표패러디를

혼동이론, 희석화이론 나아가 공정이용 규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독일

은 상표패러디를 혼동이론이나 상표사용 여부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정되는 공정이용 규정이 없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81) Cartoons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868 F. Supp. 1266
(N.D.Okla. 1994)

82) Arlen W. Langvardt, “Protected Marks and Protected Speech: Establishing
the First Amendment Boundaries in Trademark Parody Cases”, 36 Vill. L.
Rev. 1, 1991,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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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법에서 저작권

법과 달리 명문으로 된 상표패러디 허용 규정이 없어 상표패러디에 있어

소극적이다. 하지만, 패러디에 표현된 가치보호를 위해 표현자유에 의한

상표권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 이외에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 및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일

본은 상표패러디에 있어 혼동이론이나 화석화이론으로 처리하고 있다.

패러디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없이 상표사용 범주를 넓혀 상표패러디

허용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쪽과 상표패러디에 대해 상표사용을

부인하고 행여 상표사용이 인정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상표

패러디가 법적 분쟁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지만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상

표가치의 증대로 인한 상표패러디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기 살펴본 외국의 사례는 각국의 법률과 문화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법적 분쟁

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표법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상 희석화나 일반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희석화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이론이 좋은 참고자료

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2006년 상표희석화개정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상 공정사용(fair use)의 일종으로서 패러

디를 예시하고 있는 점(동법 제1125조(c)(3)(A))도 고려할 만하다. 이 외

에도 상표패러디로 인한 상표법 고유의 혼동가능성 판단과 관련한 문제

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독일, 미국 등의 판례가 참고될 것이다. 독

일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패러디하여 단순히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

에 대해서도 명성이용의 문제로 상표법(동법 제14조 제3항)에서 다루어

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불법행위책임

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이용과 관련한 일반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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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상표패러디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나름

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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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 상표패러디 허용

미국은 침해사건에서 전통적 혼동가능성 이론을 적용하면서, 패러디 목

적의 상업. 비상업 여부에 따라 혼란가능성을 달리 파악하여 보호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지만, 미국 연방희석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를 살펴보면 패러디에 대해 상업 패러디와 비상업 패러디

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

항다목에서 혼동가능성 침해뿐 아니라 희석화 침해를 규정하면서도, 부

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 희석화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비상업적 패러디가 희석화 예

외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 혼동가능성 판단에서 비

상업 사용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데 다만,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 업무 관

련 상품을 타인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상표 개념정의

에 비추어, 순수한 개인사용과 같은 비상업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패러디를 통한 상표

사용에 일관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는 보호범

위 확대나 축소에 관한 논의 이전에, 그 보호범위가 불명확하여 상표권

자나 상표사용자에게 부당 불이익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패러디를 상업과 비상업으로 구분하여 그 보호범위

를 명확히 하는 입법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협의 또는 광

의의 혼동가능성 측면에서 비상업 패러디 경우 상품이나 상표소유자 비

평, 풍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혼동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상품 자체에 배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 혼동가능성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이 미치므로 제한된 권리로 공정

이용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현재 상표권은 전통

혼동가능성 범위를 벗어나 희석화도 보호되기에 이르렀고, 상표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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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동일한 명문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열거하는 판단요소가 상표패러디

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상표패러디에 관한 한 저작권법으로부

터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공정이용 법리 정신인데,83) 미국에서 공정이용

은 상표권 침해 항변으로 인정된다. 연방 상표법(Lanham Act)에는 공정

이용을 두 가지로 기술하는데, 하나는 종래부터 인정되던 기술 공정 이

용이고(descriptive fair use), 다른 하나는 명목 공정이용(nominative fair

use)이다. 연방상표희석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를 살펴보면 유명상표 소유자 서비스나 상품 또는 유명상표 소유자

에 대한 비평, 논평, 패러디, 또는 확인하기 위한 항변, 소비자에게 상품

이나 서비스를 비교하도록 하는 광고, 촉진항변 등 사용항변과 관련, 상

품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자 이외 자에 의해 유명상표를 명목상이나 기술

적으로 사용하는 공정 이용이나 공정 이용을 촉진하는 경우 식별력 약화

나 명성 손상 희석화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

정하여 상표패러디 항변을 공정이용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83) Robert J. Shaughnessy. “Trademark Parody: A Fair Use and First Amendment
Analysis” 72 Va. L. Rev. 1079, No. 6 , 1986, pp. 11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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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상표법상 상표패러디

1. 상표법상 패러디 판례

상표 패러디는 상표침해 성립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데, 미국에서 성공

한 패러디는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희석화 면책도 부여한다.

표현 자유가 있으므로 패러디상표가 정당한 표현 자유권을 행사하는 이

상 타인의 법익 침해가 아니지만 표현 자유도 한계가 있으므로 만일 타

인의 법익을 침해84) 또는 소비자를 혼동한다면 패러디가 성립하지 않는

다. 패러디를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패러디를 부인할 수는 없

다.85) Anheuser-Busch, Inc. v. L & L Wings, Inc. 사건에서86) 제4순회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언어들이 패러디로 혼동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침

해를 인정하지 않았다.87) 제4순회법원은 성공적 모방은 원래 디자인의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여 소비자에게 패러디 주제를 알게 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하지 않는다며88) 상표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패러디가 출처혼

동을 준다면 상표침해로 이어진다. Anheuser-Busch, Inc. v. Balducci

Publications 사건89)에서 제8순회법원은 패러디 상표 혼동을 이유로 상

표침해를 인정했다. 헌법상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90)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84)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경우 사생활 침해주장이 제한된다.
85) Anheuser-Busch, Inc. v. L & L Wings, Inc., 962 F.2d 316(4th Cir. 1992), cert.
denied, 506 U. S. 872 (1992).

86) 원래 Budweiser 맥주 캔에는 “King of Beer”로 기재되어 있고 패러디 광고 Myrtle
Beach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서양 연안 해변 휴양지 이름이다.

87) Anheuser-Busch, Inc. v. L & L Wings, Inc., 962 F.2d 316(4th Cir. 1992), cert.
denied. 506 U. S. 872 (1992).

88) Anheuser-Busch, Inc. v. L & L Wings, Inc., 962 F.2d 316, 321(4th Cir. 1992).
89) Anheuser-Busch, Inc. v. Balducci Publication, 814 F. Supp. 791(E.D. Mo. 1993),
reversed 28 F.3d 769(8th Cir. 1994), cert. denied, 513 U. S. 1112(1995).

90) 헌법 제23조 제2항. 상호 선택이 상표권과 충돌할 수 있지만, 상호 선택은 인격권이
나 영업 자유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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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야 한다.91) 인터넷 발전에 따라 패러디 열풍은 선풍적 유행이 되고

있고 단순한 상표 패러디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다

는 점에서 의미는 상당하다. 상표 패러디는 전통적 패러디와 동일하게

상품이나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 비평적 의미를 전달하여 기존 호도된 정

보를 바로잡는 등 긍정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기존 상표권자는 상표 패

러디에 부정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허용과 제한 사이 균형

이 절실하다.

상표 침해는 상품 관계에서 상품 기능 발휘 행위가 상표권 권리범위를

침해한 경우를 일컫는데, 표장의 상표 기능 발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해당 표장 사용 태양, 등록상표 저명성, 사용자 의도 및 실제 거래에서

표장이 식별표지로서 사용되는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표 기능

자체 발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제품에 관한 설명적 문구 또는 용도나 규격표시 등으로 사용된 경

우를 말한다.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용도나 규격 표시를 설명하기 위하

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상표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음으로, 서적이나 음반의 제호로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리눅스라는

OS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를 예를 들자면 리눅스는 등록상표이지만 그

상표를 책 제목에 썼다고 해서 이를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다. 셋째, 온전한 디자인 사용을 말하는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 상표에 표시할 경우 이러한 표시가 해당 상품

의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에 대한 구매의욕 환기 등 순전한 디자인 사용

을 말한다. 해당 경우에 대한 다음 판례가 있다. 피고인 행위가 상표 사

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다만 디

자인이 상표 본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다

면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상품이 특정되지 않은 기업이미지

광고에 표시된 경우로, 상품이 불특정 단순한 기업이미지 광고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 사전이나 신문잡지에 상표가 게재된 경우 상표 사용에 해

91) 헌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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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광고문구 비교 광고로서 타인의 상표가 표시

된 경우이다. 펩시광고에 코카콜라 상표를 쓰는 경우, 광고에 두 상품을

비교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언급한

다섯 가지는 모두 상표 사용이라 할 수 없어, 상표 침해라 볼 수 없다.

상표패러디 허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상표

패러디가 예술이나 의사표현 목적이 분명할수록, 상업적 동기가 불명확

할수록 상표패러디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상표패러디를 통해 상표권

자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주지 상표를 단순

히 친근하고 익살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이 경우 상업 목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패러디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도하게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양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에 경

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불허해야 한다.

가. 스타벅스 v. 스타프레야, 버버리 v. 버버리 노래방,

샤넬 v. 유흥주점 샤넬, 루이뷔통 v. 루이뷔통닭

다국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심

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는데, 대법원 1부는 2007년 1월, 미국 스타

벅스 커피컴퍼니가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커피전문점의 상표는 크고 작

은 동심원 구조에 문자와 별표를 배치하고 있고 원 안에 여신 형상을 표

현한 것도 유사한데, 특허법원은 2005년 3월, 두 상표의 스타 부분은 일

반 단어로 식별력이 약하며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인 반면 엘

프레야 로고는 여신 모양이어서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

결했다.92) 스타벅스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2007년 1월, 대법원

1부는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외관과

호칭에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고, 등록상표 “STARPREYA”와

92)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9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후926, 판결.



- 49 -

“STARBUCKS”를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식별표지로

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 활동

기간 및 광고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 상표가 출원

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상업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그림 9] STARBUCKS v. STARPREYA

대전 고등법원은 2010년 버버리 리미티드 측이 충남 천안의 버버리를

쓴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버버리 측은 2003년 11월부터 2008

년까지 버버리로 노래방 영업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라며 간판을 내리도록

내용증명을 보냈다. 요구를 따르지 않자 버버리 측은 부정경쟁방지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버버리 측은 명성 손상 결과

나 가능성에 대해 별도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

만, 재판부는 고급 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 명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노래방업소에 사용돼 명성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250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94)95) 이는 상표가 비롯 다른 영역에 사용된

다고 해도 만일 명성에 손상이 생기면 이에 대한 배상을 판시한 사례이

다.

94) 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95) 대전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10나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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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버버리노래방

명품 브랜드 샤넬을 유흥주점에 사용한 업주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경기 성남 샤넬 비즈니스

클럽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2012가합

33889)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샤넬은 같은 해 4

월 황 씨가 상표를 위법으로 쓴 것을 보고 유흥주점 영업을 통한 상표

무단 사용은 명성 손상행위라며 소송을 내자, 이에 황 씨는 아무런 대응

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

면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다.

[그림 11] 샤넬주점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을 패러디한 ‘루이뷔통닭’ 상표를 사용한 업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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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야 했다. ‘루이뷔통닭’ 치킨 집 업주가 루이

뷔통을 상대로 강제집행청구부당소송(2016가단6871)에서 원고 패소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이를

어길 시 루이뷔통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

렸지만, 김 씨는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이름 앞에 ‘Cha’를 붙

이는 것만으로 법원 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

단독은, 김 씨가 루이뷔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부당 소송에서 원

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김 씨의 새로운 상표도 루이뷔통과 알

파벳이 완전히 동일하고 식별력 판단에 있어 호칭도 같다며 화해권고 결

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1,450만 원을 강제 집행한다고

판단했다. 본 건 역시 비록 상표의 영역이 다르다고 해도 만일 명성에

손상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함을 판시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루이비통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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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패러디와 상표권 침해

상표는 저작물 경우와 확연히 달라서, 상품 출처표지로서 상표는 기본적

으로 표현 자유나 창작보다 자타상품식별기능인 식별력 존재여부가 주요

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오인, 혼동가능성 여부가 기준

인데, 상표는 존재자체보다 거래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어서 우리 대법원

은 일반 수요자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침해를 인정한다. 상표

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사용

독점권을 부여하므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본래적 침해행위로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

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면 그 밖의 일정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는데, 이를 간접침해라고 한다. 제108조 1항

2호에 의하면,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

108조1항3호에 의하면 타인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

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 제108조1항4호에 의하면 타인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할 경우 상표권 간주침해에 해당된다.96) 상표

권 간주침해에 대해 상표법 제108조는 상표 유사를 전제하는데, 일반 판

단기준은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다. 다음에서는 상표 침해 요건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97)

상표법상 상표패러디가 상표 침해에 해당되려면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상표보호 입법례에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은 상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상표권을 취득하는 사

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표 사용사실유무와 상관없이 상

표 등록에 의한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

96) 조영선, 「지적재산권법 제2판」, 박영사, 2016, 429-430면.
97) 이하 내용(상표 침해 요건)은 강신하 (주 4), 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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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소유자가 패러디상표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만일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주지 상업상표인 경우 일정 요건

이 충족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법 제7조제1항제10호

에 의하면, 상표법에서는 상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경우 그 등록을 금

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유사하다는 말은 두 개의 비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여 이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할 경

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표권 효

력 유사범위 개념을 살펴보면 비교 대상 평가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지는 상대 개념이므로 이를 획일화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상표법

목적을 참작하여 개별로 해석해야 한다.98) 상표 유사성 여부를 차치하고

혼동 우려만을 기준으로 상표 보호범위를 정한다면 판단에 있어 유연하

게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에

상표법은 구체적 경우에 혼동 우려가 발생해도 상품이나 상표 그 자체가

유사하지 않으면 상표권 금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상표 유사성은 상

표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형식 기준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효력기준이

되는 상표 유사성은 혼동유사를 의미하며 등록 요건에 혼동과 유사를 각

각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혼동

유사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해지는데 만일 상표가 유사하면 혼동이 생길

개연성이 크므로 유사 형식 기준에 의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대

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을 보면, 대비 상표 간 객관적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당해 상품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유사상표가 아니므로 침해

라 할 수 없다.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고 상호, 영업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으로

98) ⌜상표법⌟, 사법연수원, 2003,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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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면 상표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표의 상호적, 서비스적 사용이 동일 주체로 오인된다면 상품 상호간

오인혼동과 유사하므로 침해라 할 수 있으며99) 상표 패러디 자체는 상

표 사용이 아니지만 패러디 상표를 상표에 이용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

당된다. 상표법 제66조제1호에 의거, 판례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

권 침해 행위가 되지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 기능인 출처표시가 아니라 의장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

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00)

상표사용이 문제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여부

만을 다투고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여부는 다루지 않았기에 법원 판단 사

항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표 사용이 아니라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도 있다. 상표

패러디가 타인 상표 침해에 해당되려면 상표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상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상표 사용이란, 상품

이나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

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유,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

한 상표 사용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어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해쳐야 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에 의하면, 타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타인 등록상표를 이용하더라도 상표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가 아니어서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거나, 상품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 기능이

99)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하권)」, 육법사, 2005, 70면.
10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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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등록상표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

도3445 판결에서도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 사용태양, 등록상표 주지,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표시 표장이 상품 식별표지로서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

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상표로서 사용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

며 혼동가능성 여부도 심사할 필요가 없다. 패러디상표를 장식적으로 사

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표패러디

의 경우 형식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만을 가지고 침해여부를 판단한다면

상표권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패러디는 그 개념으로부터 원상표

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원상표와의 혼동을 초래한다면

실패한 패러디 문제가 아닌 상표도용의 문제이므로 패러디 상표는 소비

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 상표는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표의 외관상 유사점을 상표혼동과는 무관하

다 할 수 있다.

패러디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소유자의 상표에 대한 이익이 충돌

하는 경우 미국법원은 3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패러디를 상표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패러디

가 가지는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셋째 패러디를 상표권침해에 대한 별도의 방어방법이 아니

라 혼동가능성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Cliff Notes, Inc. v.

Bantam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101)에서 유명한 출판사인 피고

는 “Cliff Notes”를 패러디하여 “Spy Notes”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는데

피고의 표지는 원고의 표지와 유사한 색,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앞뒤 표

101) Cliff Notes, Inc. v. Bantam Doubleday Dell Publishing Group, 886 F.2D 490(2d
Cir. N.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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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원고가 상표의 주체가 아니라는 문구를 적었다. 원심은 혼동가능성

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러디가 독창적 표현형태라는 점은 고려하

여 상표권 침해를 부정했다. 또한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Nintendo Co102). 사건에서도 법원은 패러디를 이유로 혼동가능성은 부정

했다. 동 사건에서 “King Kong”이라는 명칭, 캐릭터 및 이야기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원고 Universal사는 “Donkey King”이라는 명칭의

비디오게임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명칭, 캐릭터, 이야기 출

처를 허위 표시하여 미국 상표법 제 1124조(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

만, “Donkey Kong”은 “King Kong”과는 완전히 다른 관념과 느낌의 패

러디이며 명백히 패러디했다는 사실로 인해 혼동가능성은 불식된다고 판

시했다.103)

102) 746 F.2d 112 (2d Cir. N.Y. 1984)
103) 76 F.2d 112, 116 (2d Cir. N.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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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패러디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를 보면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 상표, 상호를 부정

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신용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상표 지적재산을 무단사용,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 경쟁자

는 물론 수요자 및 일반 대중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104)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모두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경쟁

법이지만, 상표법은 등록절차를 사용해서 상표소유자 이익보호를 도모하

는 점에서 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주지, 상업적 상표 도용행위를 규제하

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보호방법 및 보호대상

에서 차이가 있다.105) 부정경쟁방지법은 혼동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

금지하여 공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보호를 받

으려면 등록상표이어야 한다. 그러나, 패러디 대상 상표가 등록상표가 아

니거나, 동일·유사 상품에 패러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 희석

에 의한 상표침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는 동

일상품이나 유사상품이 아닌 전혀 다른 상품에 대해 적용되므로 출처 혼

동가능성이 없더라도 희석화는 인정될 수 있다. 원상표가 등록된 주지

상업상표인 경우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중복 보호가 가능한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 의하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상충할 경

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달리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다른

형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관건이다. 패러디 상표는 대부분 주지 상표인

경우가 많은데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의 상품주체

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이 야기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패러디 행위가 다

목의 식별력손상 내지 명성손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될 수 있

104)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3정판⌟, 세창출판사, 2004, 5면.
105)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주 99),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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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에서처럼 등록상표가 아니어도

주지, 상업상표라면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유발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처럼 동일, 유사한 상품

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주지 상표 희석화를 초래한다면 상표 침해

를 인정한다. 다음에서 혼동 가능성 침해와 희석화 침해를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106)

1. 혼동가능성 침해와 상표패러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을 살펴보면 국내 널리 인지된

타인의 상표, 성명, 상품의 용기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나 타

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되

기 위해서는 주지성과 혼동가능성이 요구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829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지된 상표여야

하는데 일정 지역 범위 안에서 인지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

도면 충분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상표는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등록요건이 필요치는 않으며, 등록 상표가 주지

상업 상표로 되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중복 보호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국내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주지를 의미하는데, 주지란 상표가 거래당사자 영업활동이 미치는 지역

내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지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판례는 일정 지역

범위 안에서 인지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고 판시

하고 있다.107) 희석화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두

조항과 다르게 저명성이 요구되는데, 주지성과 저명성은 구별 개념으로

판례도 주지와 저명을 구별하면서 저명성은 주지성, 현저성보다도 훨씬

주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오랜 명성을 지닌 경우를 가리킨다. 108)

106) 혼동 가능성 침해와 희석화 침해 요건은 강신하 (주 4), 34-35면.
107)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10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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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는 협의의 혼동과 광의의 혼동이 있으며 협의의 혼동은 직접 혼동

과 간접 혼동으로 구분되는데, 직접 혼동은 상표 구성이 비슷하여 상표

그 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표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면 상품이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간접 혼동은 상표 자체

혼동은 없지만 양 상표의 구성 공통성, 모티브 동일성, 상품 저명성이 계

기가 되어 출처 혼동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109) 상표법상 혼동여부는

협의의 혼동 판단을 의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에는 상품주

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 가

목에서 상품주체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 위법, 상

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

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상품주체 혼동은 출처 혼동과 후원관계 혼동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나목에서, 영업주체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위법,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

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성명, 상표, 표장은 영업표지의 예시에 불과

하고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인 이상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주체 혼동에서 혼동은 광의의 혼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표가 유사

하므로 소비자들은 상품 제조 기업 간 특수 관계를 오인하게 된다. 광의

의 혼동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형성된 개념이며 상표법에 기

원을 둔 건 아니다. 상품 출처 혼동이라기보다는 상품과 영업 사이의 연

관 관계 내지 후원관계에 대한 오인이므로 본래 의미에 있어 상품출처

혼동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은 일반 소비자가 추상적, 일반적으로

혼동 유무를 판단하면 되는데,110) 부정경쟁방지법은 실질 혼동초래행위

금지가 목적이므로 실질 혼동개념이 중요하며 유사는 혼동초래행위 유무

109) 박채영, “주지 상업 상표의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8면.

110)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주 99),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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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사실로서 의미가 있다.111) 우리 상표법은 상표

등록거절사유나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으로 출처 혼동가능성이 아닌 상표

유사 개념을 내세우는데, 다만 대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출처 혼동가능성

을 고려 요소로 삼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 상표

법은 패러디상표와 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면 원칙적으로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혼동은 좁은 의미의 혼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혼동을 의미하지만,112) 미국도 상표와 상품의 유사판단 및 현실적 혼동

에 대한 증거, 상표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고 있고, 상표법 목적이 소비자들의 상표출처 신뢰를 보호함으로

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음을 볼 때, 패러디 출처 혼동가능성 여부

가 상표패러디 인정기준이 된다. 대법원도 상표법 목적을 고려할 때 상

표 동일 유사성 여부 판단은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 혼동 유무를 기준으

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13) .

2. 희석화와 상표패러디

상업 상표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

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당 사유 없이 국내 널리 인지된 타인의 성명, 상표, 상품의 용기 포

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다목에 의한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배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업 상표와 같은 강한 식별력과 명성을 가진

111)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주 99), 424면.
112) 송선미, “상표패러디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1-52면

113) 대법원 1998. 1. 12. 선고 86후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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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경우 제3자가 이에 무임승차하여 상업 상표의 좋은 이미지, 고객

흡입력이 상업 상표권자와 무관한 다른 상품에 흡수되어 희박, 손상됨을

의미한다. 상표침해에 대한 전통적 혼동이론 및 광의의 혼동이론에 따르

면 상품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

므로 상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도 경쟁관계가 전혀 없

는 상품에 사용된다면 상표법상 침해행위가 아니다. 상표에 화체된 신용

이나 고객흡입력이 상표권자 무형자산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상업 상표

를 비경쟁상품에 무단 사용한다면 비록 혼동가능성이 없어도 이를 손상

하므로 상업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 이 때문에 희석화 조항이 도입되었

고, 상업 상표 무임승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제7조제1항제10호

는 수요자 간 현저하게 인지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71조에

서 일단 등록되었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희석화

는 혼동이론과 달리 상표희석 인정을 위해 혼동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희석화 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표현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

므로 오히려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상업 상표권자 상표보

호 이익과 공정 경쟁질서 유지 조화 균형을 위해 희석화 규정이 운용되

어야 하는데, 이를 볼 때 희석화 행위가 상표패러디에 중요한 쟁점인 것

은 분명하다. 외국의 경우 상표패러디 희석화와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하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06년 상표희석화방지법

(TDRA) 개정으로 패러디를 희석화 제한 사유로 규정하였기에, 패러디

제한 사유 범위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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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패러디의 적용범위

희석화 조항 적용 요건에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

되었을 것,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

는 행위, 이로 인해 타인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 간 경쟁관계나 혼동가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려면 대상상표가 상업적이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다목에는 ‘국내에 널리 인지된’이라

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지 의미로 봐야 할지 상업 의미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다.114) 주지는 상품 수요자 및 거래관계자 다수에게 당해 상표

존재가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상업 상품 관계자 이외 일반 대중까

지 알려진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주지’와 ‘상업적’은 구별되는데, 판례는

‘상업적’이 주지보다 주지도가 높고 전통과 명성을 지녔다고 본다. 희석

화 조항이 상표권자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로부터 상표권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발한 점 그리고 상표 보호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오히려 공정 경쟁이나 표현 자유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보호

사이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업 상표에 한해 희석화 조항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미국

개정 상표희석화방지법에 의하면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는 상표 범위를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규정하고 있어 범위에 있어 우리의 저

명성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영역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

명한 상표는 희석화를 주장할 수 없다. 1996년 연방희석화방지법은 법률

관계자 사이에서 희석화를 주장하기 충분할만큼 유명하지만 개정된 희석

화방지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적용기준으로는 희

석화를 주장하기 어렵다. Mosley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희석화의 실

제증거(actual dilution) 여부에 대해 개정법은 ‘희석화 가능성’만 있으면

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혹자는 개정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의 가장 의미있는 변화가 희석화 요건을

114) 서울고등법원 2003. 1. 22. 선고 2002라2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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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한 점이라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손상(tarnishment)에 의한 희석화

침해는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침해(free speech concern) 우려로

그 적용을 조심스러워한 점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손상(tarnishment)에

의한 희석화 침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희석(blurring)과 손상

(tarnishment)에 의한 두 가지 유형의 희석화 침해를 구분하여 모두 인

정했다. 개정법은 비교광고(comparative advertisement)를 포함하여 비상

업적인 공정이용(fair use, including a nominative or descriptive fair

use)의 경우를 면책범위에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상품 비교

를 위한 광고나 판촉활동을 위한 비교 광고를 포함하여 패러디, 뉴스 등

보고나 코멘트와 같은 유명상표의 비상업적 사용은 희석화 침해에서 제

외하였다. 희석화는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표 식별력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법리이므로 보호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강한 식

별력과 명성을 가진 상표에 한해 인정되어야 한다. 희석화 이론은 상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고 패러디는 상업 상표를 이용하

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널리 알려진 상표이어야만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

익살스런 패러디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패러디가 원 상표

를 희화화하여 표현하므로 관점에 따라 상표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명성 손상을 넓게 인정하면 패러디 희석화를 인정하는 것은 어

렵지 않으므로, 패러디에 있어 희석화 판단은 풍자나 해학의 고유 특성

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나. 식별력 희석화, 명성 희석화와 상표패러디 판례

희석화 유형에는 상표 식별력 희석화와 명성 희석화가 있는데, 혼동가능

성은 상표소유자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동일 객체

에 혼동을 일으키는 반면, 희석화는 약화나 손상 모두 상표 이외 다른

표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상표 약화나 손상을 통해 직접침해가 나타나

는 현상을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2006년 상표희석화방

지법에 의하면, 상표 약화란 두 상표나 영업표지가 유사하여 상업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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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을 침해하는 행위이다.115) 상표 약화 희석화는 식별력 손상 및 약

화를 의미하는데. 상표 약화를 예로 들면 Kodak을 비경쟁상품 자전거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Kodak상표를 통해 필름 고유 출처표시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이, 상업상표가 가진 고유 식별력을 점차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11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항다목에 의하면,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 표현되어 식별력 약화 포함여부에 논란이 있으

나 판례는 식별력 약화 행위가 상표 희석화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

다. 이는 스타크래프트 상표를 오리온 스타크래프트 상표로 등록한 사건

으로, 법원은 스타크래프트 상표 식별력 약화117)를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화했다. 식별력 손상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

표지로서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되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러한 식별력 손상

은 상업 상품표지가 제3자에 의해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과자류와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요자 층의 공유만을 들어

양 상품의 견련관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상

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상표가 저명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이 원고의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

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패

러디에서 식별력 손상이나 약화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일

115) Lynda J. Oswald, 「Tarnishment” and Blurring Under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36 Am. Bus. L.J. 255, 1999, p. 263.

116) Eastman, Photographic Materials Co. v. John Griffith Cycle Corp, 15 Rep. Pat.
Cas.105, Ch. 1898. 세계 저명상표인 원고의 Kodak 상표를 피고가 자전거에 모방한
행위를 금지한 사례로, 법원은 두 상품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혼동가능성 또는 상품 유사성을 확대, 피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
다.

11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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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이 갖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자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패러디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유명한 원 상표를

떠올려야 하고 그 다음 상표권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이키 상표 패러디를 이해하려면 나이키 심벌을 알고 있어야 하

고 나이키와 그 심벌을 나이키 제품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연

상이 이루어져야 일반인들은 패러디 비평과 웃음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는 상표 손상에 대해 두 상표나 영업표지가

유사하여 상업 상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118) 저명 상표

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상

품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식별력 손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명성 손상은

상업 상표를 부착한 다른 상품이나 영업 질이 형편없을 경우, 그 상업

상표명성에 부정 평가를 내려, 출처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상표 가

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상표 자체 명성, 평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 약화는 상표 식별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상표

손상은 명성 훼손을 의미한다. 상업 상표의 명성 손상행위란, 고급 보석

류를 제조, 판매하는 Tiffany 상표를 음란사이트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Tiffany의 세련된 이미지와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상표에 혐

오감을 주어 상표권자 긍정 이미지나 명성에 손상 주는 것을 말한다. 상

표패러디가 성이나 마약 같은 것에 연관된다면 명성 손상으로 패러디 명

성 손상을 인정하기가 쉽다. 명성 손상 희석화가 인정되려면 순수 상업

영역에서 일절 정보전달 의미가 없는 패러디에 한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11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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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석화 발생과 상표패러디

희석화 상표권침해 발생 요건으로 희석화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지 아니

면 희석화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가 가능한지 의견

이 분분하다. 부정경쟁행위의 다른 형태인 상품주체 내지 영업주체 혼동

행위는 혼동 가능성 우려만 있으면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판례는 상

품주체혼동행위나 영업주체혼동행위에서와 동일하게 고객흡입력이나 판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식별력 손상행위로 판단하고 희석화가

없어도 가능성만으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119) 하지만, 단순한 추상적 위

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이나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 결

과가 존재하거나 극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상표

가치감소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식별력이나 명

성 손상은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Victor Moseley and Cathy

Moseley v. Secret Catalogue, Inc. 사건에서 희석화 결과로 감소된 매출

액을 실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희석화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 희석화

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120) 미국 한 지방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던 피

고를 상대로 유명 속옷회사 Victoria’s Secret사가 희석화에 대해 사용자

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식별력 약화 희석화를 인정했지

만 연방대법원은 현실 희석화를 요구하면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

다. 희석화 증명 책임 부담은 줄었지만 희석화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하

여 결국 상표 소유자에 의한 희석화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표소유자에게는 증명책임에서 유리하게 개정된 부분도 있다.

희석화 침해란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의 강한 식별력과 명성에 무

임승차하여 상업 상표의 좋은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을 무관한 다른 상품

에 이용하여 상업 상표에 화체된 식별력 약화나 명성 손상시킨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상업 상표의 강한 식별력과 명성이라는 재산 가치를 침해

하므로 침해자 의도나 인지와 같은 주관적 면이 아니라 객관적 면을 기

119) Victor Moseley and Cathy Moseley v. Secret Catalogue, Inc., 123s.ct. 1115, 537
U.S. 418. 155 L.Ed. 2d 1, 2003.

120) L. L. Bean, Inc. v. Drake Publishers, Inc., 811 F. 2d 31(1st Ci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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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판단해야 한다.121) 이런 면이 앞으로 상표패러디에 허용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잣대로 가늠되어 상표권 침해인지 아니면 상표권 패러디인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공정이용 입법

화되어 있는 않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규정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 3 절 패러디와 공정이용 입법례

1. 저작권과 공정이용

가. 패러디의 저작권법 의의 및 공정이용 학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지적활동인 창작행위와 창작물을 보호하고

창작물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발한 패러디 사용으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바, 저작권법상 패러디 허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

권법은 창작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창작 동기와 대중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양자 간 어떻게 균형을 도모하느냐

에 초점을 둔다. 패러디는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 균형 여부의 핵심

으로 패러디스트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 패러디한다

면 원작품 변형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지

적재산권법은 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법익균형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일반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였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

121) 희석화 금지규정은 출처혼동, 경쟁관계에 상관없이 상표 보유자를 희석화로부터 보
호, 상업상표에 화체된 사적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희석화 금지조항은 상표권을
확대, 경쟁을 제한하고, 수요자 보호와 무관한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수요자이익을 차
단하여 상표권자와 이용자의 균형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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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

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

정되어야 하는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

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

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 하에서

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22) 한편 상

표제도에 있어 상표를 보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

되고 있다. 하지만，상표패러디처럼 공정 관행에 반하지 않으면 공정이

용에 해당, 상표권 침해 항변사유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특정 목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23)

공정이용이론은 판례법으로 발전되다가 1976년 저작권법 개정 시 제107

조로 도입되었는데, 공정이용의 위 규정은 개념정의 규정이 아니라 공정

이용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제도에

있어서도 혼동 우려뿐 아니라 희석화 침해도 인정하는 등 상표권이 강화

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와 이용자 이익균형을 위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도입이 필요했다. 상표법상 공정이용이란 타인 상표를 사용하여 상

표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 사유가 있으면 상표권자와 이용자 이익

균형을 위해 상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사유로 공정이용조항을 도입하면서 TRIPs 협정 3단계 테스트의 저

작권 제한규정과 미국 공정이용조항을 종합하여 규정했다. 국제저작권협

정은 최소기준의 원칙 및 회원국 재량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바 이에 따

라 회원국은 국제저작권협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보

호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국제협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실행방법은 회원국이 재량에

12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23) Rogers v. Koons, 960 F. 26 301，308 (2d Ci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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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량권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제한 또는 예

외를 설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만 국제저작권협정은 회원국이 저작

자의 권리에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설정했는데, 이것이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이다.

국제저작권법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설정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한

계 및 예외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써 3단계 테스트는 1단계는 특

별한 경우에 있어서, 2단계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3단계는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

할 것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반 공정이용조항인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되자，이용자 이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개정 2016. 3. 22)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

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

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 권리

를 보호하고 저작물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저작자와 이용자 이익균형을 위

해 일반 공정이용조항을 개별 저작권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

우 적용되는 종규정이 아니라 독자적 저작권 제한규정으로 보아야 한

다.124)

124) 저작권법의 주된 관심은 일정 기간 동안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작 의
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다소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 결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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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법상 패러디 허용 요건 및 판례

우선, 저작권법에 따라 패러디로 허용되려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는

데, 만일 미공표 저작물을 인용한다면 저작자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원 저작물을 이용하므로 이 요건

을 충족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

이어야 하는데, 패러디는 원 저작물이나 사회현상을 풍자，해학적으로

비판하므로 비평 목적을 지닌다. 상업 목적으로 패러디한 경우에도 무조

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과 결부하여 종합 검토해야 하는데 실

례로, 대법원은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에서 국내출판사가 ‘95

년 대학별 고사 국어’ 대입 문제집에서 학교법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문

제 질문과 제시 답안을 그대로 베낀 사안을 두고 비영리 이용인 경우에

비해 영리 교육이용은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했다. 셋째,

공표 원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정당 범위 내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비교할 때 인용저작물이 주를 이루고, 피

인용저작물은 종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

다카8845 판결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로 이용

되어 인용저작물에 부종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패러디는 인용

저작물을 변형하여 종전 인용된 저작물과 다른 별개 독자 저작물이 되어

야 하므로 비록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독자성을 갖추는 데는

문제없다. 마지막으로, 인용 목적과 방법이 공정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

다. 인용 목적 공정 관행 합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비평，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인용한 경우는 공정 관행에 합치한다. 패

러디는 원저작물이나 사회현상 비평이 주목적이므로 인용 목적이 공정

관행에 합치됨은 물론 성공 패러디가 되기 위한 원 저작물을 떠오르게

해야 하는 요건도 패러디는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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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작 상기

패러디가 허용되려면 우선 원작이 존재하고, 패러디스트가 패러디 작품

에서 원작을 이용, 독자가 패러디 작품에서 원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

는데, 미국은 “Conjuring up test”를 통해 패러디 작품을 통한 원작 상기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원작 사용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다. 작품 이면의 무언가를 굳이 애써 고민하지 않아도 원작이 자

연스럽게 떠오른다면 상기(conjuring up)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패러디 작품으로부터 원작 존재를 떠올리는 것이 명

료할 수도 있으나 한계에 걸쳐 있는 경우이다.125) “Walt Disney

Production v. Air Pirates 사건126)에서, 패러디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후 문제는 원작을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작

이용여부에 달려있다고 판시했으나, 이후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127)에서는 사용량을 판단함에 있어 패러디 목적, 성질,

변형 요소, 시장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해야 하며, 패러디

가 원 저작물을 떠올리는 것보다 많은 양을 사용했다고 해도 다른 요소

를 함께 고려한다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점에서 원작 상기 가능성과 실질 유사성은 상응하는 개념으로 이해가능

하며, 패러디 작품을 통한 원작 상기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128)

125) 이상정, “패러디와 저작권”, 산업재산권법 제3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0, 149면.
126) 581 F.2d 751 (1978).
127) 510 U.S. 569 (1994).
128) 엄동섭,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제10호, 세창출판사, 1998,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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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목적

패러디스트가 패러디를 통해 목적 달성을 해야 한다면 어떤 목적을 지향

해야 하고, 목적 존재와 범위는 어떤 것인지 각국 판례와 학자 간에 의

견이 분분하다. 익살, 비판을 목적으로 하되 원작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

어야 하며,129) 원작 풍자, 비평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사회 상황 비판은

인정하지 않으며, 풍자(satire)는 목적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원 저작물과

사회 상황에 대한 비평, 웃음도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130) 등이 주장

되고 있다. 미국 판례를 보면, 유머가 없이 비평만 있는 경우는 패러디가

아니라고 부정한 사례131)가 있으며, 패러디 판단 시 유머 요소가 필수가

아니라고 본 사례132)도 있어, 희화적 요소가 필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 비평적 목적은 필요하다는 점이133)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처럼 목적 범위에 견해가 대립되는 이유는, 패러디가 법적 개념에서 정

의된 것이 아니라 회화, 문학, 음악, 상품, 광고 등에서 점차 사용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29) 박준우, “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 이용법리” 「신진상사 」 법률연
구 통권 제 51호, 법무부, 2010, 74면.

130) 강신하, “미국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패러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인
권과 정의 」제387호, 세창출판사, 2008, 60면

131) Robert Stigwood Group Limited v. T O’eilly Track Music Inc., 530 F.2d 1096
(2d Cir. 1976).

132) Suntrust Bank v. Houghton Mifflin Company, 268 F.3d 1257 (11th Cir. 2001).
133) Metro-Goldwyn-Mayer v. Showcase Atlanta Cooperative Productions, Inc., 479

F. Supp. 351 (N.D. Ga., 1979),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972 F.2d 1429,
1437 (6th Ci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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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창성

패러디 작품이 원작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이 바로 원작과의 혼동우려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

이다.134) 패러디 작품이 원작과 구분되는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는 말은,

원작과 절대 동일하거나 복제한 느낌을 주거나 이에 부속된 것이 아니어

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 특정

사건과 구체적 부분들이 복제, 과도하게 문자 그대로 재현되어 패러디

항변을 성립시킬 수 없어서는 곤란하다고 했으며, 최소 원저작물을 회상

내지 연상시키는 정도를 넘어서는 차용이어야 한다”135)고 판단한 바 있

다. 만일 패러디 작품이 원작에 비해 독창성을 담고 있지 않다면, 원작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패러디는 원작 분석을 기반으로 모순과 약점, 허점에서 새로운 전이를

시도하며, 그 전이를 대중이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때 패러디는 목표를

달성, 창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법원 태도 및 논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패러디 항변이 심도있게 논의된 ‘컴배콤’ 사건136)에

서, “피신청인이 서태지의 컴백홈(Come back home)을 개사, 희화한 행

위는 원곡의 원래 취지를 개그화시켜 다소 진중한 사회적 고민과 갈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중에게 모색해줌으로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대

해 패러디 항변이 충분히 저작물 자유이용에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원

작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인정된다고 하면서 패러디 요

건을 밝히고 있다. 비록 패러디에 희화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비평 내용

134) Cardtoons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868 F. Supp. 1266
(N.D.Okla. 1994); Mutual of Omaha Ins. Co. v. Novak, 836 F.2d 397 (8th Cir.
1987).

135) Benny v. Loew’ Inc., 239 F.2d 532 (C.A.9, 1956).
1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판결(컴배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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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가하지 않았다면 자칫 패러디 항변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

건의 경우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파악하며, 비평 요소를 패러디 본질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표법상 공정이용 학설 및 판례

상표권자가 상표 구매력과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과 소비자들이

상표 소유자들과 제품정보를 제공받는자 하는 이익은 동일 선상에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비교광고에 있어 경쟁자들에 의한 상표 이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소비자 이익은 상호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

하기 위한 이론이 공정이용법리이다. 상표법상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상

표를 상품의 식별표지 기능이 아니라 비평이나 패러디 등과 관련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상표 소유자들은 그 상품

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이익에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

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혼

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점에 관해 다룬 사건이 KP Permanent

make-up, Inc. v. Lasting Impression I, Inc.이다.137) 상처를 가장하고,

체계를 정정할 수 있는 피부에 주입하는 액체, 색소를 혼합한

‘microcolor’라는 영구 화장품(permanent make-up)을 판매하는 신청인

KP Permanent Make-Up, Inc와 피신청인 MCN International, Inc. 사이

분쟁이다. 피신청인은 1992년 검은 정사각형 모양에 녹색 막대기에 의해

분리된 흰색 문자 ‘Micro Colors’라는 문구로 구성된 상표를 미국 특허상

표청에 신청, 1993년 등록이 되었고 1999년 그 등록은 명백

(incontestable)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색소병에는 1991년 이후, 광고 전

단지에는 1990년, 1991년 이후로 하나의 글자로 된 버전 (version)을 사

용해 왔다. 신청인은 1999년 커다란 서체로 ‘microcolor’를 사용한 10쪽

137) KP Permanent Make-Up, Inc. v. Lasting Impression I, Inc., 543 U.S. 111,
125 S. Ct. 542, 160 L. Ed. 2d 440, 2004 U.S. LEXIS 8170, 72 U.S.P.Q.2D
(B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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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단지를 미국 판례법(common law)에서 저작권은 저작자 재산으

로 절대 권리였지만, 미국 저작권법 상 권리는 저작권 일반 제한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제한된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

상품 출처혼동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고 있

어 보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혼동가능성이 없어도 상표 희석

화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가능하는 등 상표권자 권리가 강화되자，권리

제한을 위해 공정이용법리 도입이 필요했다.138) 경쟁사 제품 비교나 비

평을 위해 타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

지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

다. 여기서 상표 패러디스트 등 상표 이용자와 일반 소비자 공익을 위해

만일 필요한 경우 상표권자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표법 제

51조에서는 상품의 보통명칭，산지나 품질，생산방법 등을 통상 방법으

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공정이용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에 있어 타인

저작물을 패러디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지만, 패러디의 경우, 원저작물과 실질 유사성이 있어

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법은 저작권139)과

는 다른 정책적 고려 하에 제정된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

이 있는데 상표법 공정이용 제한 규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희석화에 의

한 상표 보호는 저작권에 비해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지적창작물 복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 아이디

어나 정보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닌 저작자 동의 없는 표현 복제를 금하

는 것이다. 저작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 그러나, 저작

권 배타권리는 이용자 이용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Copyright

Act of 1976, 17 U.S.C., § 107)에서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되는 실정법적 제한이 따른다.

138) Robert J. Shaugnessy，(주 83) p. 1102.
139) Peter W. Smith, “Trade Marks, Parody, and Consumer Confusion: a Workable

Lanham Act Infringement Standard”，12 Cardozo L. Rev. 1525，1991，p.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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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권자가 상표 구매력과 이미지 유지를 통해 얻는 이익과 소

비자들이 상표 소유자가 제품 정보를 제공받는 이익은 동일 입장에 있지

만, 비교광고에 있어 경쟁자 상표 사용과 관련된 경우 상표권자와 소비

자 이익은 상호 충돌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공정이용법리이

다. 미국에서 비평이나 패러디와 관련，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상표소유자들은 상품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 이익에

양보해야 한다.140) 이러한 상표법상 공정이용은 타인의 상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상품이나 서비스, 지리적 표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정 공정이용과 피고가 자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할 목적

이지만 원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 형태로 원고 상표를 사용하는

명목공정이용이 있다. 법정 공정이용은 원고가 혼동가능성을 입증해도

인정되므로 진정한 항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미연방 제9연방

항소법원은 명목공정이용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일종의 혼동 가능성

을 분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연방 제9연방항소

법원은 New Kids 사건141)에서 원고 상표를 원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

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

한 이용이라고 판시했다. New Kids 사건은 USA 투데이와 다른 신문사

들이 팝 음악 그룹 New Kids on the block의 음악회와 관련, 전화를 이

용하여 여론 조사를 했다. New Kids on the block은 USA 투데이 등 신

문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

고, 이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자에게 팬들의 열정과 돈에 대해서까지 통

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미연방 제9연방항소법원

Kozinski 판사는 명목상 공정 사용이 성립하려면 문제가 된 상품이나 서

비스가 상표 이용 없이는 쉽게 확인할 수 없을 것，표장을 사용하는 것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할 것，사용자가 표장

140) 공정이용 규정은 상표권자가 타인이 자신 상품 기술하는 것까지 확장하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이다. Eli Lilly & Co. v. Revlon, Inc.，577 F. Supp. 477，486 (S.D.N.Y.
1983).

141)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 Pub.，Inc., 971 F. 2d 302 (9th Cir.
1992). 이 사건은 명목상 공정이용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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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표 소유자에 의한 후원이나 승인을 암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142) 이에 반해 미 제2연방항소법원

은 인터넷 거래업체 이베이 (eBay) 웹사이트가 티파니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웹사이트에서 실제 피타니 제품을 기술했고，이베이 웹사이트

를 통해 티파니 제품 판매를 승인하거나 이베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타니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

연방 제9연방항소법원과는 달리 3가지 기준이 아니라 2가지 기준을 사용

했다.143)

3. 상표패러디와 저작권법 패러디 차이점

상표 패러디는 저작권 패러디와 동일하게 저명 상표를 비평，풍자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다음에서 서로 구별된다. 우선, 저작권법상 패러디

는 내용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표 패러디는 외관 변형을 통해 이

루어진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여 문화 향상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패러디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상표법은 소비자

에게 상품 출처 혼동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 패러디에 있어

저작권법상 보호요건인 창작성은 중요하지 않다. 저작권법상 패러디가

저작물을 침해해도 일반 제한사유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

가 아니지만, 상표법에는 상표권 침해를 제한하는 일반 제한조항이 없고

상표법 제51조에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에 대해 한정

적으로 권리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직

접 패러디의 경우도 원작 비평을 통해 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보호 가치

가 제기되지만，상표는 혼동 출처식별기능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 목적이므로 타인 상표 비평을 위한 상표권 효력제한은 상표제도 자체

에서 유추하기 어렵다. 상표법은 상품 식별표지인 상표를 권리로서 보호

142) Baila H. Celedonia Kieran Doyle, “Statutory and Nominative Fair Use under the
Lanham Act”, Practising Law Institute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and
Literary Property Course Handbook Series, PLI Order No. 11230, 2007.

143) Tiffany Inc. v. eBay, Inc.，600 F.3d 93，103 (2d Cir. 2010).



- 78 -

하여 상표사용자에게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 신용과 이익을 보호，수요자

에게는 상품출처와 신뢰이익을 보호，국가 차원에서는 공정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는 사용을 통해 주지성을 취득

하면 상표권자와 수요자 사이에 대화 채널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해 패러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표권자 대화기능은 상표권

자가 상표 식별력을 높이고 신용명성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소산이며, 이러한 상표권자 대화채널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상표 패러디이다.

4. 공정이용에 따른 패러디 허용 요건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으로 국제조약상 3단계

테스트 규정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이용 4가지 판

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학급에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

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

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이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1)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

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

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

리나라는 관련 판례 축적이 없어 일반 공정이용 규정에 의한 패러디 허

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판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판례

는 패러디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추정되지는 않지만 패러디는 다른

논평이나 비평과 같이 공정 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패러디는

변형적이고, 원 저작물로부터 변형 요소를 유추하므로 공정이용 요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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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 패러디는 긍정 요소로 작용한다. 미 제2연방항소법원은 패러디 상

업 사용은 저작권 침해 불공정 이용으로 추정되지만, 미 제9연방항소법

원은 Fisher v. Dees 사건144)에서 피고가 상업 사용으로 인해 원 저작물

경제 가치를 훼손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상업 이용에 불공정 사용으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145) Campbell 사건146)에서 연

방대법원은 공정이용 판단 시 상업 성질만이 결정 요소가 아니며 4가지

요소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화 홍보 상업 광고의 경우, 패러디 비

평이 독자에게 합리적으로 인식된다면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다고 했

다.147)

미연방대법원은 사용 작품이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성질

이나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의미로 변경시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부가

하는 변형 이용은 과학과 예술을 증진하는 저작권법 목적에 부합하며,

일반 공정이용은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거짓을 사용해 영화 원본을 취득

한 사실은 공정이용항변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148) 그러나 패러

디 작가들은 원저작자로부터 원작을 패러디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힘들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패러디 항변은 일반적으로 돈으로 구입할 수 없

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다.149) 따라서, 패러디 작가가 원저작자에

게 허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패러디 했다고 해서 악의로 추정하면

안된다. 미연방 대법원은 Campbell 사건에서 저작물 이용 요청을 거부당

했다는 것이 공정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히 했다.150) 미연방 대법원은 Campbell 사건에서 패러디 공정이용 허용

여부는 패러디 특성이 합리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이므로 패러디의 고상

함이나 추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151) 미 제2연방항소법원은 사진작

144) Fisher v. Dees, 794 F. 2d 432 (9th Cir. 1986).
145) Kathryn D. Piele, op. cit., p. 79.
146)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 (1994).
147)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137 F. 3d 109 (2d. Cir. 1998).
148) Melvile B. Nimmer & David Nimmer, op. cit., § 13.5 (A)(1)(d) pp. 13-17.
149) Lisa M. Babiskin，op. cit., p. 201.
150)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114 S. Ct. 1164，1688 (1994).
151)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58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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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촬영한 타인의 강아지 사진작품을 이용해 동일한 모습의 조각을 만

들어 전시하자，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Rogers v. Koons 사건에 대해 현

대 물질사회를 비평한 패러디로 볼 수 있고，예술 목적을 위해 원작을

이용했지만, 이용 목적에 악의가 있고，상업 목적이 가미되어 공정이용

에 불리하다고 했다.152) 한편, 성질상 사실，정보 저작물은 패러디 대상

이 되기 어렵다. 패러디가 사실저작물을 이용한다면 포함된 정보나 아이

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대법관 Souter는 Campbell 사건에서 어떤 저작물은 다른 저

작물보다 더욱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실로부터 유래한다고 했

다. 저작권 목적은 대중에게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격려하는 것이므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창작 작품은 사실작품보다 더 보호를 받아

야 한다.153) 그러나, 패러디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원 저작물을 사용하므

로 공정이용항변을 주장하는데 원 저작물 성질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고，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54) 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것이 속성이므로 미공표저작물은 패러디 대상이 될 수 없

다.155)

제 4 절 공정이용 법리 도입

1. 상표법상 공정이용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창작물 자체 배타권리를 부여하는데 비해, 상표권

은 상품 자체 배타권리가 아니라 출처 혼동가능성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

이 미치고, 공정이용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상

표권은 전통 혼동가능성 범위를 벗어나 희석화도 보호되기에 이르렀고,

152) Rogers v. Koons, 960 F. 2d 301 (2d Cir. 1992).
153) Mel Marquis, “Fair Use of the First Amendment: Parody and its Protections”，8

Seton Hall Const L. J. 123，1997，p. 133.
154)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586 (1994).
155) 이해완，「저작권법(제2판 전면개정판)」，박영사，2012，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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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만, 미국 저작권

법 제107조에서 열거하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요소가 상표패러디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특히 사용된 부분의 양이나 경제적 대체

가능성 요소는 희석화와 관련 없으므로 상표패러디가 저작권법으로부터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공정이용 법리 정신뿐이다.156) 사실 상표패러디 대

부분은 해당 상표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희석화에 해당하기 쉬운데 미국

상표법의 경우 희석화 가능성인 식별력 약화나 명성손상 가능성만 있어

도 이를 금지하고 있어 상표패러디와 희석화 이론은 충돌할 수밖에 없

다.157) 상품 출처 혼동가능성은 없지만, 희석화가 발생한 경우 상표 공정

이용이 인정되려면 상표소유자의 상표 희석을 방지할 이익과 일반 대중

이 패러디로부터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일반 대중 이익이 더 커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문화 향상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저작권 제한이 가능하

듯이, 상표법도 소비자 이익이 상표권자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 상표권자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패러디가 상표소유자나 상품 비평을 통해 소비자

에게 일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 사용이라 할 수 있지만,

패러디가 상품이나 상표소유자에 대한 혼동을 초래한다면 공정이용을 인

정할 수 없다.

2. 부정경쟁법상 공정이용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

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

나 혼동가능성이 없어도 상표 희석화 덕분에 상표권 침해가 가능해져 상

표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상표권자 권리제한을 위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법리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158)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나 비평

156) Robert J. Shaughnessy (주 83), pp. 1101-1103.
157) Mohammad Amin Naser,「Trademark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 Competition Law (IIC) 2009, pp.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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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다면 상표권자 허락이 쉽지 않지만 소비자

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 상표

패러디스트 등 상표 이용자와 일반 소비자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상표권자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현재 우리 상표법은 상표법 제51조에서

상품 보통명칭, 산지나 품질, 생산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표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주지, 저명 상표의 비평 내지 풍자를

통해 상표권자의 상표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상표권자 사용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상표패러디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

반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등 공익에 기여하기도 한

다. 패러디는 그 성질상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이용하여 비평 내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상표를 패러디자체에서 떠올리게 해야 하는데 만약

원래 상표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성공한 패러디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

서 상표법상 혼동 가능성은 적지만 상표 패러디를 통해 원래 상표의 명

성이나 식별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상표법이나 부

정경쟁방지법은 저작권법에서와 같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이용에 관

한 일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158) Robert J. Shaugnessy (주 83), supra note 14 at 1102; 희석화에 의한 상표 침해
를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효과가 동일하다. 그런데 저작
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이 있는데 상표법에 공정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실
질적으로 희석화에 의한 상표 보호는 저작권에 비해 더욱 강력해 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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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상 공정이용 비교법적 고찰과 판례

가.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

공정이용은 상표권 침해 항변으로 인정되는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타인 상표 사용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 조항이다. 미국 연

방상표법(Lanham Act) 공정 이용은 종래부터 인정된 기술 공정이용

(descriptive fair use)159)이고, 다른 하나는 명목 공정이용(nominative

fair use)이다. 기술 공정이용은 기술 상표를 자신의 상품 출처 표시가

아닌 자기 상품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이다.160) 이는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 33(b)(4)에 기술되어 있는데161) 입법 취지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타인이 자신 상품을 기술하는 것까지 확장하는 것을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162) 공정이용으로 인한 혼동 가능성 입증책임

은 상표권자에게 있다.163) 한편, 명목공정이용도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데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 43(c)(1)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표 희석

화가 일어나지 않는 면책적 사용으로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

43(c)(3)(A)에 규정되어 있다.164) R. G. Smith v. Chanel, Inc. 사건165)

159) Classic Fair Use라고도 한다.
160) 나종갑 (주 64) 487면
161) 15 U. S. C. § 1115(b)(198). 이는 15 U.S.C. § 1115(b)(5)의 선의자 보호규정과 구

별해야 한다고 한다. (나종갑 (주 64), 488면)
162) Q-Tips, Inc. v. Johnson & Johnson, 206 F.2d 144 (C.A.3 1953.); Venetianaire

Corp. of America v. A & P Import Co., 429 F.2d 1079 (C.A.N.Y., 1970)
163) KP Permanent Make-Up, Inc. v. Lasting Impression I, Inc., 543 U.S. 111, 125 S.

Ct.542 (U.S., 2004.)
164)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상표 희석화 적극 항변으로 인정하고 있다.

ʻAccordingly, ʻfair use,ʼ though not so labeled in the statute, essentially amounts
to an affirmative defense against a claim of trademark dilution.ʼ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676 F.3d 144, (C.A.4(Va.), 2012.))

165) 402 F.2d 562 (9th Cir. 1968); 본 건에서 직접 ʻnominative fair useʼ 표현이나 ʻfair
useʼ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ʻ명목공정이용ʼ 법리가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후 ʻ
명목공정이용ʼ 사례로 들고 있을 뿐이다.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Law and Policy (3rd Ed.), Wolters Kluwer,
2010, 7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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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 Publishing, Inc. 사건166)

을 비롯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es 사건167)에서 명목 공정 이

용을 인정하고 있다.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

Publishing, Inc. 사건에서는 명목공정이용 요건으로 문제된 상표나 서비

스가 상표 사용 없이는 식별할 수 없을 것,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 필요가 있는 상표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사용자는 상표와

상표권자에 의한 후원관계나 승인 시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

다. 기술공정이용과 명목공정이용 차이를 살펴보면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은 Cairns v. Franklin Mint Co. 사건168)에서 후자는 궁극 목표가

상품 기술이어도 피고가 원고 상표를 원고 상품 묘사에 쓰는 것을 뜻하

고, 전자는 원고 상표를 전혀 원고 상품을 기술하는데 쓰지 않고 오직

피고 자신 상품 기술에 사용한다고 했다.169)

나. 유럽 및 일본의 공정이용 법리

유럽연합회원국 내 상표보호는 유럽공동체상표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OJ L 78, 24. 3. 2009, p. 1), 유럽연합 상표지침(EU Trademark

Directive 2008/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d

relating to Trade Marks, OJ L 299, 8. 11. 2008, p.25, 이하 ‘상표지침’),

회원국 상표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표법 중요 내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회원국 내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지침이 만들어졌다.

166) New Kids on the Block v. News America Publishing, Inc 971 F.2d 302 (9th Cir.
1992); ʻ명목공정이용ʼ 대표사례이다.

167)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es 279 F.3d 796 (9th Cir. 2002)
168) Cairns v. Franklin Mint Co. 292 F.3d 1139, 1152 (C.A.9(Cal.), 2002)
169) The nominative fair use analysis is appropriate where a defendant has used the

plaintiff’s mark to describe the plaintiff’s product, even if the defendant’s ultimate
goal is to describe his own product. Conversely, the classic fair use analysis is
appropriate where a defendant has used the plaintiff’s mark only to describe his
own product, and not at all to describe the plaintiff’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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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상표지침에 대해 상표 정의, 상표 부등록 사유, 상표 보호범위,

상표권 효력 제한, 무효, 취소 내용을 회원국 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

고 있다. 등록절차 문제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상표지침

을 보면 등록상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미등록상표보호는 회원국 상

표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 효력 제한을 규정하

는 공정이용 내용은 상표지침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영국은

상표지침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170) 영국 법원은 공정 관행

에 따른 사용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법원은

공정한 관행에 따른 사용을 위해 특정한 명칭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상표를 조사해야 하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상표가 명성이나 신

용을 획득할 만큼 충분히 사용되었는지 사전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171) 독일은 일부 요건에 대한 표현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그 허용

대상표장이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172) 독일 상

표법은 제23조에서 공정이용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상거래 중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기술적 표장을 상품이나 서비스 특징을 설명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부품이나 보충 부품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타

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73) 독일 상표법 제23조

170) Limits on effect of registered trademark.
(2) A registered trademark is not infringed by-
(a) the use by a person of his own name or address,
(b) the use of indications concerning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 geo-graphical origin, the time of production of goods or of rendering of
services, or other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or (C) the use of the
trademark where it is necessary to indicate the intended purpose of a product or
service(in particular, as accessories or spare parts)provided the use is in
accordance with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171) Int’l Bus. Machs. Corp. v. Web-Sphere Ltd., [2004] EWHC(Ch.) 529, 41(Eng.)
172) 송선미 (주 112), 62면.
173) § 23. 상표와 기술적 표장: 부품의 거래, 상표 또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제3자에게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1. 자신의 성명 또는 주소의 사용
2.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특성이나 성질, 특히 그 종류, 품질, 목적,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 혹은 제공일자에 관한 표시로서 당해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와 동일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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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에 해당하는 유럽공동체상표규칙 제12조의 차이는 독일의 경우 ‘공

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과 유럽공동체 상

표규칙의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에만 차이

가 있다.174)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공서양속

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

을 것을 요구하는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공동체상표규칙 제12

조175)에 따르면, 성명, 주소, 상품, 서비스 특징, 서비스 제공 시기나 상

품 생산 시기, 지리 표시, 가치, 목적, 품질, 질량, 종류 또는 상품이나 서

비스의 다른 특징에 관한 표시,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의도된 용도

를 표시하는데 부속품이나 보충부품에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업

적으로 공정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표소유자가 제3자 상표사용을 금

지할 수 없다. 자신의 성명이나 주소를 성실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

우는 등록상표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기술 표장의 경우, 표지를 전체 또

는 부분으로 포함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들어진 것이다. 제3자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176)

일본 상표법 제26조는 우리 상표법 제51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177)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3. 특히 부속품 또는 보충부품으로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지정표시로서 상표 또는 영
업상의 표지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사용

174) Ingerl/ Rohnke, Markengesetz, 3. Auflage, 2010, § 23 Rdn. 12.
175) Article 12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a Community Trademark. A Community
Trademark shall not entitle the proprietor to prohibit a third party from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a) his own name or address;
(b) indications concerning the kind, quality, quantity, intended purpose, value,

geographical origin,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goods or of rendering of the
servi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r service;

(c) the trade mark where it is necessary to indicate the intended purpose of a
product or service, in particular as accessories or spare parts, provided he uses
them in accordance with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176) 송선미, “상표권 효력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법학
연구 제 22권 제 2호, 2014, 135-136면.

177) 제26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권 효력은 아래 상표에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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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상호나 성

명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기술 표장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나 성명의 경우, 보통

방법으로 표시하더라도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한다

면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 우선, 외관상 보통 태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기교를 가한 표장

이 아니라 보통서체나 보통 사용하는 도형으로 나타내어진 외관을 가리

킨다. 외관 중심이 판단요건이므로 상표 사용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둘

째, 상품 식별표지 사용과 동시에 보통명칭이나 기술 표장 표시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외관상 보통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이 견해도 상

표 사용 전제조건이다. 상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상표법

대상이 아니므로 제26조 대상이 되지 않고 상호나 품질표시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외관이 특수하더라도 제26조에 상관없이 상표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셋째, 표시방법에 있어 기술 표장은 기술 의미로 사용되

고 보통명칭과 산지는 보통명칭으로 보통으로 표시되므로 상표로서 자기

상품을 타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

으로 분명한 경우, 그 외관에 특수성이 없어도 보통 방법에 해당하지 않

는다. 상표로 사용되는 것은 보통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 사용이

아니어야 한다. 마지막 견해가 일본 법원과 학설의 주류태도로 보통 방

이 없다.
1. 자기 초상 또는 자기 성명. 명칭 또는 상업적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상업명칭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 지정상품, 이와 유사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
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 보통명칭, 제공 장
소, 품질, 용도로 제공하는 물건, 효능, 용도, 수량, 태양, 가격 또는 제공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지정 서비스, 이와 유사한 서비스 보통명칭, 제공 장소, 품질, 제공용도로 제공하는 물
건, 효능, 용도, 수량, 태양, 가격 또는 제공방법 또는 시기 또는 그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의 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 사
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4. 지정상품, 지정 서비스, 이와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관용되는 상표.
5. 상품, 상품 포장으로 상품 또는 상품 포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입체 형상
으로 이루어진 상표.

② 전항 제1호는 상표권 설정 등록 후, 부정경쟁 목적으로 자기 초상, 자기 성명, 명칭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 이러한 상업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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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당연히 상표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8)

제 5 절 상표패러디와 공정이용 판례

1. Mattel, Inc. v. MCA Records, Inc. 판례

가. 사건 배경 및 인정사실

바비 인형은 1950년 대 독일에서 처음 제조, 판매되었으며, 원고 Mattel

사는 바비 표장을 긴 다리에 금발머리의 매력 있는 여성 형상 인형에 사

용했다. 바비 인형은 미국 또는 해외 장난감 가게에서 통로 하나를 차지

할 정도로 미국 소녀들의 상징으로 굳어졌는데 바비 인형을 통해 원고

Mattel사는 단순히 장난감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문화 아이콘을 형성시

켰다. Aqua는 덴마크 음악밴드로서, 1997년 바비 걸 노래가 수록된 앨

범을 판매했다. 해당 노래에서 밴드 구성원 중 한 명은 바비로 분장하여

고음 인형과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원고는 바비 걸 노래를 제

작, 판매, 홍보한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상표 희석화 소

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 연방지방법원

은 약식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청구 모두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했

고 피고 역시 반대 항소했다. 법원은 “상업적 사용”의 의미란 곧 “영업

상의 거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정의하였다.179) 이러한 측면에서,

상업적 요소와 비상업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언

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따라서 피고의 행위

가 전적으로 상업적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연방희석화 방지법의 면책 사

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그 논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연방희석화방지법이 면책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

178) 網野誠(著)/강동수, 강일우 (共譯), 商標, 大光書林, 1992, 6면.
179) Id. at 906. 이 정의는 영화배우 초상권이 문제된 Hoffman 판결 Hoffmanv. Capital

Cities/ABC, Inc., 255 F.3d 1180, 1184 (9th Cir. 2001)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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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의미에 관한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있다.

나. 지방법원, 제9연방항소법원판단 및 시사점

지방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표권 침

해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청구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명예

훼손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피고 행동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청구는 모두 사용자

없다. 반면 항소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음반회사인 피고가 바비

표장을 노래에 사용한 것은 장난감 회사인 원고가 인형에 대하여 사용한

상표를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지방법원 판결은 정당

하다. 상표가 이처럼 표현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자유와 상표법 상 보호되는 출처 구분 표시를 위한 상표

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헌법 제1조 표현 자유는 경쟁업

체가 혼동 가능한 유사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보호하지 않지

만, 상표권은 상표권자에게 사용권 없는 타인이 생각을 표현하거나 대화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래 가사나 내용에

바비를 사용한 행위는 패러디에 해당하므로 기명 정당행위로 보아야 하

고, 상표권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노래 제목에 바비 단어가 사용

되지만, 제목은 소비자 시선을 끌고 안에 담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것

에 불과하며, 소비자는 제목을 통해 책, 영화 출처가 아닌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표현한다고 봐야 하므로, 노래 제목에 바비를 사용한 것

역시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다. 피고가 노래 가사 및 제목에 바비를 사용

한 행위는 연방 상표희석화법상 비상업 사용으로 보호받는데, 파리협약

이 자국민으로부터의 침해행위의 경우보다 외국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더 많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자 상표를 패러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국 법원들은 여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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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표현 자유를 보호하는데, 제9연방항소법원 판례는 상표를 패러

디로 사용할 경우 상업 경쟁보다 비판을 위해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면

상표를 상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를 부정한다.180) 제4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상표 패러디 사용 정도를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 및

희석화 항변으로 인정하는데 일부 판례는 예술작품 제목이나 일부로 사

용된 경우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 항변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

건은 패러디를 기존 법리인 공정 사용 항변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의미

를 가지며, 연방항소법원은 New Kids 판결에서 적용한 기명 정당사용

판단방법을 적용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연방 상표법

은 수요자 혼동을 피해야 한다는 공익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보다 큰 경우에만 예술작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표법

과 헌법상 표현 자유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 대법원 판단

연방대법원은 세계 대중 음악과 문화에서 바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는 시도를 일단락시켰다. 2001년 8월 해체된 그룹 아쿠아 레코드 회사

MCA는 이 노래가 1백 10만 장 판매고를 올렸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40

위 성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변호사들은 그 노래가 언론과 표현의 자

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의한 패러디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형회사 마

텔(Mattel)사는 법원에서 노래 가사가 마텔사 바비 제품과 관련해 성적

이고 불쾌한 주제를 다룬다고 주장했다. 마텔사 변호사들은 실제 바비인

형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텔사

는 또 MCA가 그 노래를 아이들에게 판매했다고 증언했고 상표권약화소

송에서 금전적 손해를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MCA는 후에 또 다른 소

송을 제기했는데, 음반회사 승소판결을 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그 노래

가 마텔사 주장처럼 추잡한 것이라고 인정되어도 그건 바비 인형이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파티 걸 이미지를 패

180) Mattel, Inc. v. MCA Records, Inc., 296 F.3d 894 (9th Ci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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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 노래가 바비 인형 이미지를 훼손시

켰다는 보다 강한 증거가 없다면 원고는 이 상표권약화소송에서 승소하

기 힘들다고 했다. 5년 법정공방에서 양쪽 회사 적대 분위기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양측이 매너 있게 행동할 것을 명령했고 판결문에서 이

파티는 열기를 좀 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VICTORIA’S SECRET v. VICTOR’S SECRET

가. 사건 배경 및 법원 판단

원고는 VICTORIA’S SECRET 표장으로 상품류 구분 제14류, 제25류,

제26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2. 02. 18. 상표등록(제

254562호)을 받은 미국 소재 회사이다. 피고는 의류, 악세사리를 판매하

는 동종업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에 불사용 취소심판청

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사용증거자료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일반 수요

자로 하여금 독특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

이고, 가사 상표로서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법원에서도 원고가 사용했다는 실사용 표장들은 디자인

사용으로 상표 사용이 아니며, 가사 상표로서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

한 사건이다. 상고인인 원고는 자신들이 사용한 실사용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상표적사용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이 인정되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피상

고인은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 상표는 디자인 사용으로 상품 출처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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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용된 상표사용이 아니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2. 1. 27. 실사용 표장들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

표로 사용되었고, 실사용 표장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환송 전 판결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 및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을 파

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VICTORIA’S SECRET과 같고, 원고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실사용 표장은 등록상표 지정상품인 의류 표면에

다양한 글씨체로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문자가 배열되어 있기에, 상하 방향을 달리하는 1열 문자들이 불

규칙적으로 배열, 동일 크기가 문자가 1열로 규칙적으로 배열,

VICTORIA’S와 SECRET이 2열로 배치된 문자들과 1열로 배열된 문자

들이 섞여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등록상표는 VICTORIA’S SECRET 영

문자가 크기를 달리하여 2열로 구성된 것으로, 실사용 주장표장은 등록

상표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사용 주장표장은 독특한 글씨체

와 색채를 가진 VICTORIA’S SECRET 문자가 규칙 또는 불규칙적으로

배열, 그 중 임의로 2열씩 짝지어 하나의 상표로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심 판시 실사용 표장이

사건 등록번호 제254562호 지정상품 속셔츠, 의류표면 전체에 반복적으

로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문자가

표시되어 일반 수요자들은 의류 내부 라벨을 확인하지 않고도 상품 출처

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원고도 그 의도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상표로 사용되었음이 상당하다. 등록상표와 실사용 표장은 글자체, 알파

벳 대·소문자 및 색채에서 차이가 있지만, VICTORIA’S SECRET 영문

자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점은 동일하여, 위와 같은 변형으로 실사용

표장이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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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1)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

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

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한다.

나. 시사점 및 논의

대법원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 관계가 아니므로, 디자인 형상이나 모양

이라 해도 상표 본질 기능인 자타상품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사용은 상표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상고인의 실사용 표

장을 상표 사용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받침접시 실사용 표장을 상표

사용으로 인정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과 동일하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받침접시 등의 상

품에 표시된 실사용 상표는 순전히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

로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적절하지 아니

한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

자 또는 상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

18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3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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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결국 실사용 상표는 그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의 차이 등으

로 인하여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

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실사용 표

장 사진에서 인체 굴곡에 따라 찍힌 모양, 직물 특성까지 감안할 때, 등

록상표와 글자체, 알파벳 대소문자를 비롯한 색채에서 차이가 있지만,

VICTORIA’S SECRET 영문자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점에서 동일하여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비교법에서, 본 건은 2003년 미국

의 모즐리 v. 빅토리아 시크릿 카탈로그(Mosely v. Secret Catalogue,

Inc)182)와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 세계 여성 속옷 브랜드 VICTORIA’S

SECRET이 빅터·캐시 모즐리 부부의 속옷 가게 VICTOR’S SECRET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빅토리아 시크릿

의 경제 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

방법은 유명 상표권자가 문제의 상표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을 받아 내

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표 가치 희석이 초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일반인들이 문제의 상표를 보고 유명 상표를 연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유명 상표의 가치가 현저히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정말로 상표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

당히 어렵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VICTORIA’S SECRET 사건에 대한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문제의 상표를

보고 유명 상표를 연상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 가치 희석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 이후에는 유명 상표권자는

실제로 유명 상표의 판매력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

지만 최소한 소비자들이 유명 상표를 보고 문제의 상표를 연상하게 된다

는 것을 정황 증거 또는 소비자 인식 조사 등으로 입증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2006년 10월 연방 상표 희석화법을 개

182) VICTORIA’S SECRET v. VICTOR’S SECRET., 537 U.S. 4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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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연방 상표 희석화개정법이 발효되었다. 연방 상표 희석화개정법은

실제 희석화 입증요건을 배제하고 희석화 가능성만 입증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했다. 버버리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보인 태도도 유사하

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법원 태도는 상표권자 보호에 치우쳐 있

는데 상표권자 독점권이 강해질수록 시장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은 방

해되고 이는 헌법 표현 자유와 연관되므로 상표권자 독점권에 대한 적절

한 제한이 필요하다.

3. Burberry v. 버버리노래방 판례

가. 사건 배경 및 인정사실

우리나라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표를 상품 출처표시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혼동이나 희석화에 관계없이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경우, 공정이용 법리는 타인 상표를 상표로서 이용할 때, 상표

권자와 이용자와의 법익균형 차원에서 상표권 제한 인정 문제로 이해해

야 한다. 상업적 타인 상표를 패러디하여 문제점을 알리는 것은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을 위해 긍정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이는 상표법 목적 중 하나이다.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상표 사용으로 인

한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한 소비자가 받는 공적 이익, 공

정관행 위반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83)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2는 상표 희석화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이 공정관행에 해당한

다면 희석화 예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희석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인정될 수 있는 공정이용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공정이용규정으로 입법화 하는 것이 타

당하며, 입법화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83) 강신하, (주 42),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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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을 패러디한 루이뷔통닭, 삼성물산 대표 의류 브랜드 빈폴을 패

러디한 빈곤, 베르사체를 패러디한 베르사체 모텔, 푸마를 패러디한 투

나 등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풍자한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상표패러디에는 명품 브랜드 명칭을 비틀거나, 저가 상품에 명품 브랜드

명칭을 사용, 이를 희화화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표패러

디는 상업 상표를 대상으로 하지만, 원 상표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

내므로 일반 소비자가 패러디 상표를 원 상표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일반 소비자로 원 상표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웃음을 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표패러디는 하나의 문화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상태이지만 상표패러디는 상업 상표 가치를 희석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패러디 대상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상표패러디로부터 자

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본 건 원고 버버리도 자신의 상표 ‘버

버리’ 가치가 희석화 되지 않도록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도용 조사

를 맡겼고, 상표 도용 추정 업체에 위법 변경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다수 업체들은 요구에 응했지만 본 건 피고는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으

로 이어졌다. 원고법인은 전국 각지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원고 등록상

표들은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에 자주 도

용되는 외국 상업상표로 수록되어 왔다. 반면, 피고는 2003년 11월경부터

천안시 건물 네 곳에 버버리 노래 외부 간판을 설치하여 버버리 노래방

영업을 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주지·상업 상품표지인 버버리와 유

사한 버버리 노래 표지를 사용, 노래방 영업을 했기에 상표가치를 희석

했다고 보고, 피고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로서 표장 사용금지,

손해배상청구로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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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심 법원 판단 및 견해

본 건 쟁점은, 버버리 노래 표지를 사용하여 노래방 영업 활동을 한 피

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해 상업표지의 식별력,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업표지의 식별력, 명성 손상행위의 성립요

건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주지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이로 타인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이다. 1심 법원은 사실관계에서 인정사실에

기초, 버버리가 주지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상호인 버버리

노래는 버버리와 노래 두 단어로 구성되었지만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

을 양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분리 관찰할 수 있는 점, ‘노래’ 부분은

피고 업종이 노래방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 나머지

‘버버리’ 부분만이 피고 상호의 요부로 볼 수 있는 점, 버버리 부분만 놓

고 보았을 때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 상호는 외관, 호칭, 관념이 근사하여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주지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1심 법원184)은 주된 쟁점 관련,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식별력 손상 행위란 특정상품과 관련, 사용되

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하여 특

정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됨을 의미한

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

성 손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 추상적 위험 발생만

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 결과가 객관

184) 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 2심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
원 2010. 8. 18. 선고 2010나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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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하거나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단지 유명상표와 동

일·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하면 안

니고 당해 표지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로 인

해 실제 자신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

성에 관하여 별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록

상표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원고

등록상표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

다.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사용자 중 주된 쟁점에 대한 결론을 달리 판

시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다목은 타인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

성 손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바, 이 식별력 손상은 상업 상

품표지가 타인에 의해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명성 손

상은 특정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피고는 상업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 상표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타인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

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본 건에서 원고 상표가 등록상표이고, 피고가 이를 상표로 사용했지만

상표법상 상표 침해는 문제되지 않았다. 원고 등록상표가 의류 등 상품

에 사용된 것에 반해 피고 상표는 노래방 업종에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표

법 적용범위가 협소하므로 궁극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분쟁이 해

결된다. 1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 성립 요건으로 추상적 위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

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러한 가능

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185)186) 하면서, 원고가 식별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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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성 손상의 결과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2

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7년간 사용한 점, 피고

가 원고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는 노래방 상표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상표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을 손쉽게 인정했다. 우리 법원이 상표권 침해와 표현 자유 충돌 문

제에서 전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

4. 더페이스샵 v. Louis Vuitton 판례를 통한

상표패러디 허용가능성 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를 살펴보면 우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

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둘째,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우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다음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셋

째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

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마지막으로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

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

185) 서울고등법원 2003. 12. 17. 선고 2002나73700 판결.
186) 해당 판결에 원고가 상고했지만, 2004. 5.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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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가. 주요쟁점 및 사실관계

최근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무단으로 사용, 루이비통 디자인을

사용하여 루이비통 디자인 식별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명품가방 상표를 패러디한 미국 브랜드 ‘마이 아더 백’과 협업해 만든

화장품을 9만 8000개를 생산, 판매했다가 루이비통 측에 손해배상 소송

을 당했다. 루이비통대표 디자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

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는데 루이비통은 그해 12월 더페

이스샵이 유사 표장을 사용해 제품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와 명성·신용 훼손

으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더페이스샵 측은 고가 명품보다 합리

적 소비를 권장하는 풍자가 담긴 적법한 상표 패러디로서 식별력이나 명

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션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공

정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

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루이비통은 앞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로고가 확연하게 다르고, 소

비자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미국 법원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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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선호하는 세태를 패러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루이

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미국 업체 ‘마이 아더 백’이 루이비통의 명품가치

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패러디로 인정했다.

[그림 13] 더페이스샵 v. 루이비통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

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187)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

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

요쟁점은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 및 제3자에게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였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미국

명품 패러디 업체와 협업하기는 했지만, 풍자나 해학보다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위해 디자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또한, 마이아더

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함을 전제하면서, 양면에 일러

스트와 문자가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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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비통

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더페이스샵의 창작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패러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

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루이비통 상품표장을 제품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 상품표지를 모방해 루이비통 상품표장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

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 해당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무형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상품표장을 모

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루이비통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

론 사회 명성과 신용에도 타격을 줬다며 쿠션화장품을 생산, 판매한 행

위는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 식별력을 훼

손했다고 보고 루이비통 명성, 신용 정도 및 브랜드 가치, 루이비통 영업

규모, 식별력, 명성 손상 정도, 실제 피해 정도, 악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고가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품표장을 사용해 제품생산, 판매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용 표

장을 표시하고 전시,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루이비

통 측 금지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폐기청구에 대해 현재 해당 상품이 보

관, 전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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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 판단 및 상표패러디 허용 견해

법원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가 사건 제품을 제

작,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미

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면서 상품 출처표

시를 위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상품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상품표지로서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

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저명 정도’에 이른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그 개별 도형 세부 면까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억함으로써 상품 출처를 식별하기보다 상품 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유사한 외관상 특징에 의해 강한

인상을 받고 기억, 연상을 함으로써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

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용표장이 사용된 사건 각 제품과 관련, 원고

와 피고는 경업·경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제품과 이 사

건 각 제품은 그 거래장소, 거래방법, 거래가격 등이 서로 판이하며, 이

사건 각 제품에는 상품표지와 유사하지 않은 피고의 다른 상표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상당 크기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이 제품 출처를 원고나 원고와 자본, 조직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협력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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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법

원은 이 사건 사용표장은 상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고, 상품표지가 저명

하며, 상품표지와 이 사건 사용 표장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

원은 “피고의 사용표장 사용행위로 인해 원고의 상표로서 국내 널리 인

식된 상품표지의 독특하고 단일한 출처표시로서의 힘 또는 독특성이나

단일성에서 발현되는 고객흡인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각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상품표지 식

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공정이용 주

장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 문화 배경이나 일반 영어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일반 대중은 물론 일반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은

‘나의 다른 백’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에 불과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논평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희화 의

도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 전면 상당 부

분에 원고 가방 일러스트에 상품표지와 유사한 사용표장을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이에 피고는 공정이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는 상품표지의 주지,

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각 제품에 사용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

이고, 우리나라 일반 대중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평 의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사용표장 사용행위

로 인해 원고의 상품표지 희석화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사용표장 사용이

상표 패러디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의 제품이 구매자 및 제3자에게 원고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 제품에 논평 의미가 전달된

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표장 사용행위로 원고 상품표지 희석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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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비평이나 특별한 논평 의

미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패러디 의

도 및 패러디 창작 요소가 패러디로 인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환언하면 비평이나 논평 의미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되고 명확하게 패러디 의도만 있다면 충분히 패러디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6 절 상표 패러디에 대한 법원 태도 및

입법적 개선방안

공정이용 법리는 미국 연방 상표희석화개정법에서 피고가 타인 상표 사

용 희석화에도 불구하고 비평, 패러디와 관련, 타인 상표를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공정하게 선의로 이용하는 경우 상

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

표를 상품 출처표시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혼동이나 희석화에 관

계없이 상표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표를 상표로 사용할 때 우리나라

의 법은 상표침해 성립요건으로 파악하므로, 우리법상 공정 이용 법리는

타인 상표를 상표로서 이용하여 희석화나 혼동을 야기할 경우에도 상표

권자와 이용자 법익균형 차원에서 상표권 제한을 인정할 것인지 고심해

야 한다. 상표를 상품 출처표시가 아닌 상품 기술에 이용할 경우에는 상

표로서 사용이 아니므로 희석화나 혼동 가능성에 관계없이 상표침해가

아니다. 상업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패러디하여 그 결점이나 문제점을 알

리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을 위해 긍정기능

을 수행하므로 타인 상표를 패러디하여 상품 결점을 알리는 정보제공기

능을 수행한다면 비록 상표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상표권을 제한하여 공

정이용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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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패러디 공정이용 판단기준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받

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공적 이익, 그리고 공정 관행

위반 여부가 있으며 이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저작

권 공정이용 판단요소인 사용량이나 시장 대체가능성은 고려 요소가 아

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상표 희석화에 해당되어도 사

용이 공정관행에 속한다면 희석화 예외로 보고 있다. 위 규정은 희석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

는 공정이용 규정으로 입법화해야 하는데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상표 패러디는 원 상표를 떠오르게 하므로 혼동 우려는 적지만 상업적

상표 명성을 희석화하거나 타인 상표 모조에 의한 간접침해가 될 수 있

다. 특정기업 가치 비판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당해 기업 상표를 패러

디하여 인터넷 불매 광고한다면 혼동 우려와 관계없이 상표 독점권 침해

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비평을 포함하지 않는 희화 패러디나 원작 비평이 아닌

원작을 통한 사회 비평, 제3의 것을 비평하는 매개 패러디를 인정하지

않지만, 상표패러디 보호 목적으로 저작권 상 패러디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저작권은 창작자 권리보호가 주된 목적이지만 상표

법은 질서 보호가 주된 목적이므로 상표패러디를 위해 저작권패러디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 확립이 절실하다.

우선, 상표로 사용하면 안 되고, 상표법상 등록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려

면 상표 패러디물을 상표로 사용해야 하고, 상표패러디를 설명적으로 사

용, 순수한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원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상표법 51조, 등록상표권 효력이 제한 범위에 속

해야 하며, 셋째, 원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이는 상표패러디

성립요건이기도 하다. 패러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원작 연상이 필수지

만 원작과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므로 원작과 출처 혼동이 생긴다면 실패

한 패러디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상표패러디 인정여부 기준으로 상표

사용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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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익, 공정관행 위반 여부를 고려한 상표 공정이용 조항 도입이 절

실하다. 마지막으로, 표현 자유 영역으로 인정되는 패러디여야 하며 상표

권자 사익과 표현 자유가 문제될 때 최종 판단기준은 공익이 우선시된

다.

미국 저작권법과 미국 연방 상표희석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에서 공정이용을 상표권 침해 항변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의 희석화

예외규정인 ‘정당화 사유’를 구체화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일

반조항 입법화의 근거로 삼아 이를 상표사용 목적, 상표사용 필요성, 상

표권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일반 소비자가 받는 이익, 상거래 공정 관

행으로 구체화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규정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에 ‘패러디를

비롯한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항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

적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

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

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패러디를 비롯한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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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소결

전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저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패러디를 할 경우 상표 명성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희석

화를 유발시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일 상표사용에 있어 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무한 권리부여로 인해 절대적 지배가 이루어진다

면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상표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상표패러디

를 통해 상표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패러디가 희석화의 예외규정으로서 적용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저작

권법과 달리 우리나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 행사를 제한

하는 공정이용 명문 규정이 없다. 상표법 제51조에서 보통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

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희석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를

근거로 해석상 공정이용에 관한 원칙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으

므로 입법론에 입각한 상표제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이용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상표패러디 공정이용 판단기준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해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공적 이익, 그리고 공정 관행 위반 여부가 있으며 이를 종합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 패러디 행위는 제3자의 표현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보호해야 할 상표 사용영역이므로 상표

패러디는 미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희석화금지의 예외로 부정경쟁방지

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 최근

판례인 더페이스샵 v. 루이비통 판결이 상표패러디에 대한 구체적 시금

석이 될 수 있다. 비평이나 특별한 논평 의미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패러디 의도 및 패러디 창작 요소가 패러

디 인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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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보호를 통해 상품출처 오인혼동을 막는데 있으

며, 상표패러디는 이용 대상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타인 상표라

는 점에서 통상 패러디와 다르며, 상표 패러디 성공을 위해서는 원상표

가 떠올라야 하는데 이 경우 출처 혼동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표 패러디

개념은 저작권법 패러디에 비해 해당 보호 범위를 넓혀 타인 상표를 비

평, 웃음을 야기하는 경우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미연방 항소법원은 상

표 패러디와 상표를 이용하여 상표권자가 창출한 이상적 이미지와 풍자,

조롱, 웃음을 야기하여 원래 상표와 패러디를 동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타인 상표를 패러디한 경우 타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주지, 상업

적인 타인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주체 혼동 등 부정경쟁항변에 해당한다

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표 패러디도 상품이나

제품 제조 회사 비평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등 긍정 역할의

순기능도 하지만 상표권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 신용악화를 명분으로 상

표 패러디가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와 이용자의 적

절한 이익균형을 통해 패러디를 보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상표패러디 외국 판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해 상표패러디 접근

방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상표패러디에 있어 상표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희석화 행위로 파악해야 할지, 헌법에 명시된 패러디스

트 표현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할지 고심했다. 미국의 2006년 개정

희석화방지법을 살펴보면 법 제1125조(c)(3)(A)에서 공정이용 일종으로

패러디를 예시하는데 이를 통해 상표권침해 여부 판단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미국법원은 상표소유자 권리보다는 패러디스트 표현 자유를 더 많이

고려하여 상품이나 상표소유자에 대해 과도하게 비평이나 풍자를 해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표현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독

일도 희석화가 논의대상이라는 측면은 유사하지만 상표패러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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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상표권침해는 민법

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불법행위 인정여부가 첨예한 문제가 되었

고, 상표패러디가 표현 자유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독

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상표법에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상표패러디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점을 차이로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상표패러디가 비상

업적으로 사용,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지 않고 비평이나 풍자 목적으로 사

용된다면 상표권 침해로 판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은 출처 오인혼동이 있는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

를 인정하는데 이에 비추어 상표패러디 법적 분쟁 시, 현행 상표법적용

범위가 협소하므로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

면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지 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실제 상표패러디 경우 상표법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희

석화로 인한 침해가 논란이었다. 우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살

펴보면 미국 연방 상표 희석화개정법과는 달리 공정이용 규정을 명문화

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상표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가능성

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패러디의 긍정 공익

효과 및 표현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권자 절대 권리보호

는 오히려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

표권 제한은 절실하다. 고의 상표패러디를 통해 상표권자 명예나 신용이

실추된다면 불허해야 하지만, 주지 상표를 익살스럽게 사용하면 불법으

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단지 상업 목적이 가미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표패

러디를 불허한다면 지나치게 상표권자 권익을 옹호하므로, 상표 및 서비

스 경쟁이 존재할 경우에만 불허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패러디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만 현행

상표법 적용범위가 협소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희석화 여부가 쟁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패러디를 희석화의 예외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도 공정이용 명문



- 111 -

규정을 도입하여 만일 패러디스트 표현자유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패러디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에도 무조건 표현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법체계에 비추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상표패러디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해야 하며, 현실적으

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희석화의 예외로 패러디가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패러디를 희석화 예외조

항으로 공정이용 명문에 도입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미국 연방희석

화개정법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법에서는 패러디 목

적의 상업성 여부에 상관없이 예외조항으로 패러디를 보호하고 있고 따

라서 이를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에 희석화의 예외사유로 패러디

를 입법론적 관점에서 공정이용의 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입법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더페이스샵과 루이비통의 판결이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

다. 물론 본 판결이 패러디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를 직접적으로 규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에 대한 가늠자는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 더페이스샵 제품이 구매자 및 제3자에

게 원고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보았으나, 피

고 제품에 논평 의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표장 사용

행위로 원고 상품표지 희석화가 발생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그렇

다면 희석화의 예외규정으로 패러디가 성립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이번 판결은 비평이나 특별한 논평 의미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다면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패러디 의도 및 패러디 창작 요소가 패러디

물로 인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말은 상표패러디의 요건만 갖추면 충분히 법적인 상표패러디로 허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공정이

용 일반조항 규정으로 이를 입법화하여, 제1조의2(정당한 사유)에 ‘패러

디를 비롯한 해당 표지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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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항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모미에 첨언하자면,

장래 국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개정 시 패러

디와 희석화 금지규정을 도입하고자 할 때 본 연구가 입법참고자료가 되

기를 바라며, 또한 상표권자나 패러디스트에게 패러디 허용여부기준을

제시하여 상표사용 실무에서 법적 분쟁 예방 효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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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France and other countries, it

is already confirmed that trademark parody studies have been made

considerably. In Chapter 1, we discussed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Currently, there are already considerable studies on

trademark parody in advanced countries. To discuss specific

trademark parodies, we looked at trademark parodies in terms of

Copyright Law and Trademark Law as a general theory. In Chapter

2, we looked at the desirable treatment of Korean trademark parody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Chapter

3, we looked at trademark parodies in comparative ways and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mark parody and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Chapter 4 focused on the acceptability of

Korea’s trademark parody, and examined how trademark parody is

handled, focusing on the U.S.A.’s in terms of comparison wit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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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Fra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e standards for permitting trademark parody are introduced in

detail through the review of Thefaceshop and Louis Vuitton’s case.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5, the views on the legal judgment and

protection of trademark parody examined through foreign cases were

put together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rademark parody in Korea.

In this study, foreign precedents on trademark parody were examined.

The judgments of each country were able to grasp the clear

difference of the trademark parody approach.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a matter of whether the trademark parody

should be regarded as a dilution that infringes the rights of the

trademark owner, or the parodist’s freedom to express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 The United States’ TDRA(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exemplifies parody as a form of fair use, which can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a trademark infringement is

violated through Article 1125 (c) (3) (A) of the Act. Furthermore, we

hope that legislative reference materials will be used when

introducing parody in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Germany and France, trademark infringement

became a matter of acute problem of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general illegal acts such as civil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furthermore, whether trademark parody was

allowed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f a trademark parody legal dispute aris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urrent Trademark Law is narrow, so the outcome ma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dilution to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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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Prevention Law or general liability of illegal act under

civil law. In Germany, for example, parody of a famous trademark of

another person can simply solve the problem by applying Trademark

Law (Article 14 (3) of the Act) in relation to the use of reputation

even if it simply attracts consumer interest. It is difficult to make a

judgment on the liability of general illegal acts in relation to judging

whether the liability of general illegal acts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Korea, it is stated that parody of a work is acceptable when

criticism is added to the original work to create new value, but

parody for the purpose of criticizing the social reality not related to

the original work is not allowed. If this logic is applied to a

trademark parod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arody is aimed at at

least a review of the product and the company that manufactures or

sells the product.

However, even in the case of mediating parodies, as in the French

Camel judgment where the purpose is a very serious public interest

issue, such as public health, and parody labels are health-threatening

tobacco brands, which, regardless of the product or its direct

affiliation, an intermediary trademark parody to express is permitted.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parody, the trademark parody is more likely to accept trademark

parody as the purpose of art or expression is much clearer and

commercial motivation is much more blurred. If a trademark parody

deliberately disqualifies a trademark owner’s reputation or credit, it

should be disallowed, but if a trademark is used intimately and

familiarly, it should not be considered illegal.

In Korea,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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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 problem in relation to trademark parody,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urrent Trademark Law is

narrow, and finally, whether infringement is recognized according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ill be the main issue. Almost all

of the cases that seemed to have a real trademark parody problem

were not infringed by Trademark Law but violat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e problem is that Trademark Law 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does not recognize fair use

regulations that are generally restricted in cases where trademark

owner rights are granted, even if they cause dilution as in the U.S.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As a result, it is easy that the

trademark owner is more likely to be infringed by trademark rights if

it proves only dilution possibi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it is desirable in terms of positive public interest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protection of absolute rights of trademark owners

against the use of trademarks adversely affects society as a whole.

In Korean Trademark Law 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t

is considered to be a way to introduce prestigious regulations on fair

use. Moreover, even if the trademark parody does not correspond to

the fair use, the parody should be allowed to comply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rademark owner protection. If the former

weight is greater, the parody should be allowed.

It seems that the sentence of The Face Shop and Louis Vuitton will

be a touchstone on this point. The court saw no concern that the

defendant The Face Shop products in this case would confuse buyers

and third parties with the same source as the plaintiff’s, but that the

use of the case did not convey any comment to the defendant’s

products, and that the use of the case resulted in dilu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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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iff’s trademark and thus was an act of competition. The ruling

confirms that if creative elements such as criticism and special

comment meaning are not included, they will not be recognized as

parodies, but are liable for damages for violat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hat the elements of creating parody intentions

and parod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recognition of parody.

This means that only the requirements of the trademark paradigm are

met and allowed to be a sufficiently legal brand. Therefore, it is

hoped that Article 1 (2) (reasonable reasons) will provide a clause ‘If

the use of such labels, including trademark parody, is recognized not

to violate fair commercial practice,’

keywords : trademark parody, dilution, fair use, a trademark

infringement, confusability, trademark law

Student Number : 2017-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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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논문지도, 무엇보다 저를 직접 부르셔서 긴 시간동안 논문의 전체

적인 흐름과 디테일한 부분들을 친절한 설명과 관통하는 시각으로 학문

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논문지도를 받으면서 처음

뵙게 된 이동진 교수님께서는 논문지도에 있어 더 이상의 꼼꼼함과 완벽

함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

를 다 확인하시고 내용까지 점검하시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가

르침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꼼꼼하시고 자상하신 논문지

도가 없었다면 부족하지만 논문이라는 이름도 달지 못하고 그냥 보고서

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가르침을 주심에 머리

숙여 심심한 사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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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인생에서 언제나 회자되는, 부족한 저에게 서울대법대의 꿈을 처음

으로 심어준 사랑하는 제자 백지열 법무관–이제는 외교관이 어쩌면 더

어울리는 직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는 제자가 아니라 멋진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친구로서 늘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서울대법

대 박사공부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봅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만난 다양한 직종의 사랑스런 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구절절 다 열거를 못할 정도로 많은 그 분들 덕분에 저 역

시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 함께 한 블록세

미나를 비롯하여 논자시 준비공부, 코스웍과 MT에서의 추억, 그리고 교

내 매점와 바깥에서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함께 한 끼 식사와 거창

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학문의 얘기를 통해 저는 다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냥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과 나 자신에게 제

2의 인생의 보람을 위해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한 법학공부에

서의 어려움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

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서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서울대에서의 학업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사회의 그늘지고 취약한 곳에서 그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표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의 삶

으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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