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 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 18 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 조제 1 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함으로써 제 18 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 18 조 제 3 항의 

형사처벌 대상.  

  

제 19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8 조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 18 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