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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상표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들

과 표장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견

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출처

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의 표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사용상표들이 알려진 정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

으키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영화의 제호인 ‘트랜스포머’가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

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영화가 흥행시 그 제호 등이 상표사용권 계약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부착되는 것이 상거래의 실정으로, 변신로봇 완구 제품이 판매될 것

으로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관련 완구제품을 최초로 출시한 후 국내 

매출액이 2012년까지 1,600만 달러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의 광고비도 180만 달러에 이

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3. 13. 당시 국내에

서 ‘로봇 관련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관계거래자 이외

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28류 완구류 등)과 다른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금속제 피턴, 등산용 아이스네일, 등산용 아이젠(Eisen)’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

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ㆍ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

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253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