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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독일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중심에 독일 특허청이 있다. 독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
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출원, 심사, 등록의 전
반을 관장할 뿐 아니라, 이들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에서의 산업재산권의 획득,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가
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제1장 독일의 산업재산권 제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이 중 산업
재산권을 담당하는 독일 특허청에 대해 소개한다.
○ 제2장 산업재산권의 취득 절차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그 출원 이전의 절차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소개한다.
○ 제3장 산업재산권의 이용과 보호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소송 절차를 소개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도 함께 소개한다.
○ 판례 및 사례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SUMMARY
Recently, German Government is executing various policies to realize
industrial development.
such policies.

German Patent Office (GPO) plays a main role of

GPO takes charg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patent,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trademark) among the Intelletual Property Rights
(IPR).

This research is to provide general guide for acquirement, use,

protection of IPR in Germany.

In the first Chapter, IPR system in Germany is introduced including
introduction of a kind of IPR and GPO.

In the second Chapter, it introduces general process for acquiring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industrial design right, trademark right, more
particularly all process including process prior to filing an application and
trial process.

In the third Chapter, litigation process is introduced to protect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industrial right, and trademark right.

In addition,

protection process is introduced und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fourth Chapter, various cases and precedents are introduced
regarding patent law, utility model law, industrial design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제1장 독일의 산업재산권 제도

제1장 독일의 산업재산권 제도
제1절 국가개요
독일은 2005년 현재 대한민국과 총 교역액에서 200억불 이상 교역이
이루어 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의 하나로 선박, 무선통
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분야 등에서 특히 전통적인 주요 시장이다.
아래 표는 독일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이다.
1. 교역추이 (‘06.03)
(단위 : 백만불, %)
구분

‘00

수출
수입

4,625
(20.9)

총교역
무역수지

‘01

‘02

‘03

‘04

‘05

4,322
5,154
(23.2) (-16.1)

4,287
(-0.8)

5,603
(30.7)

8,334
(48.7)

10,304
(23.6)

2,598
(2.9)

4,473
(-3.3)

5,472
(22.3)

6,822
(24.7)

8,486
(24.4)

9,774
(15.2)

2,528
(12.8)

8,795
9,779
(22.1) (-10.1)

9,759
(11)

12,425
(27.3)

16,820
(35.4)

20,078
(19.4)

5,126
(7.6)

-1,185

-1,219

-151

530

70

529

-152

‘06.03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 한-독 주요 교역품목(‘06.03)
1) 주요 수출품목 ('05 vs '06.03)
(단위 : 백만불, %)
2005
품 목

2006.03

금액 증감율 비중

선박해양구조물
1,725.1 166.9 16.7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1,557.7 43.0
반도체
자동차

15.1

1,444 -32.1 14.0
1,200.5 24.3

11.7

품 목

금액

선박해양구조물
557.9
및 부품

증감율 비중
66.6

21.5

10.7

15.6

무선통신기기

404.9

반도체

374.1

-10.3 14.4

자동차

282.1

-17.7 10.9

컴퓨터

989.9 19.1

평판디스플레이
228.4
및 센서

9.6

50.6

8.8

평판디스플레이
779.2 201.8
및 센서

7.6

컴퓨터

215.4

-12.9

8.3

전자응용기기 508.4 61.4

4.9

영상기기

51.2

-44.0

2.0

영상기기

229.4 -40.7

2.2

자동차부품

43.7

18.3

1.7

고무제품

160.2 11.2

1.6

건설광산기계

25

58.2

1.0

자동차부품

146.4 27.9

1.4

금속공작기계

24.3

32.0

0.9

전

체

총

계 10,304 23.6

상위 10 대 품목의 비중

전
84.8

체

총

계 2,597.9

2.9

상위 10 대 품목의 비중

85.0

*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2) 주요 수입품목 ('05 vs '06.03)
(단위 : 백만불, %)
2005

2006.03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비중

자동차

843.4

31.7 8.6

자동차

237.3 78.0 9.4

자동차부품

686.4

2.0

기계요소

152.1 29.1 6.0

계측제어분석기

575.3

33.6 5.9

자동차부품

141.1 -12.9 5.6

기계요소

502.5

15.8 5.1

계측제어분석기

130.6 12.9 5.2

반도체

500.7

-3.4 5.1

반도체

127.8 -1.0 5.1

기타화학공업제품

380.6

10.6 3.9 기타화학공업제품 120.6 37.6 4.8

원동기 및 펌프

7.0

350.8 -14.1 3.6

정지기기

319.5

78.0 3.3

기타 기계류

295.5

2.3

정밀화학원료

263.2

17.9 2.7

전

체

총

계

3.0

9,774.2 15.2

상위 10 대 품목의 비중
* 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48.3

기타기계류

110.6 25.1 4.4

원동기 및 펌프

88.8 -12.1 3.5

정밀화학원료

77.2 10.0 3.1

농약 및 의약품

63.6 10.9 2.5

전

2,528 12.8

체

총

계

상위 10 대 품목의 비중

49.4

3. 한-독 투자 현황 (‘06.03)
(단위 : 수, 백만불)

연

도

‘00

‘01

‘02

‘03

‘04

‘05

‘06.03

누계
(‘62’06.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금액건수 금액 건수금액건수금액 건수
대한투자 112 1,599 62

459

68

284

68 370 95

금액

487 102 705 19 188 1,142 6,983

대독투자 15 70.2 19 117.7 26 142.6 13 26.5 17 206.1 16 39.7 3 10.8 249 1,441.9
* 자료출처 :산업자원부, 수출입은행

제2절 제도의 개요
1.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제도는 인간의 지적 창조 활동의 성과를 재산권으로서 인정
하고 일정기간의 권리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이익과 기술 및 경제발전을 고려해 다음 각호의 방식으
로 주어진다.
○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의 부여
○ 산업디자인 등록의 부여
○ 상표등록의 부여
○ 허위의 지리적 표시의 방지, 및
○ 부정경쟁의 방지

산업재산은 그것이 일정한 물건의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
보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모방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이 동시
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산업재산권제도는 제3자의 무단 모방으로부
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고 그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독점권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이루도
록 한다.
또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는 독점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적절하고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강제 실시권의 대상 및 취소의 대상이 된다.
2.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와 상표권
이나 지리적 표시 등과 같은 영업표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 또한,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품종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지배한
다는 측면에서 절대적 독점권이라고 하는 반면에 저작권, 회로배치에 관한 권
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는 타인이 모방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
작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독점권이라 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및 부
정경쟁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권리

관련법

기타

특허권

특허법

• 발명을 보호
• 출원일로부터 20년, 일정요건하 최대 5년
장
• 특허청이 관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군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고안을 보호
• 출원일로부터 10년
• 특허청이 관리

디자인권

산업디자인법

•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
• 출원일로부터 20년 일정 요건하 연장 가능
• 특허청이 관리

품종

식물품종보호법 • 새로운 식물품종 또는 우수한 식물품종을
호
• 연방품종관청 관리

저작권

저작권법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호
• 발표, 유포일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간
•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리

반도체설계회로

반도체 보호법 • 반도체회로 배치를 보호

제3절 산업재산권의 담당기관(특허청)
현재 독일의 특허청은 1891 특허법의 개정에서 특허청의 기구와 절차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한 역할은 독일 내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그 출원과 심사 그리고 권리로서 등록된 이후까
지 총괄적인 관리를 맡아 관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에 관한 협정,
협약산업재산권법을 수행한다.

제4절 독일 산업재산권법의 역사

1) 독일 특허의 시작
독일의 특허제도는 이미 16세기 초반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31년 분
수 발명자에게 최초로 황제의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 독일 특허의 시작이라 볼
수 있으며, 프로이센왕국에 이르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프로이센에서는 1845년 일반상공조례를 통해 정식의 법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관세동맹 결성 이후
국가간 집합형태로 유지되던 독일에서 국경을 넘어 무역을 하던 무역상인들
의 불만이 매우 높았으며, 1833년 관세동맹이 탄생하게 되었다. 1842년에는 발
명특허와 발명특전의 허여에 관한 관세동맹이 지방왕국들간에 체결되어 국가별
로 특허의 획득에 관한 칙령 또는 특허법이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3) 1871년 이후의 특허제도
1871년 출범한 독일제국은 같은 해 4월 16일 제국헌법을 공포하였고, 1877
년 5월 25일자고 독일 최초의 통일 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다.
1891년 상기 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
허청의 기구와 절차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게 되었고,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실용신안법이 1891년 6월 1일자로 제정되어
10월 1일 시행되었다.

1900년 5월 21일자로 변리사법 및 전시회의 출품 등에 있어서 발명, 의장,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6월 6일 강제실시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1917년 3월 9일에는 단독 심사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1923년 7월9일에는
특허기간이 15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26년 2월 1일에는 제국특허청
에 확대항고부의 설치가 제정되었다.
4) 1933년부터 1945년
1936년 5월5일자로 새롭게 조문배열이 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었
고, 그 내용 중 다수는 현재까지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5) 1945년 이후의 독일특허제도
1945년 독일제국의 멸망에 따라 제국특허청이 폐쇄되었고, 1949년 독일특허
청이 개청 되기까지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도 불가능하여 민법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서부 독일에서는 연합국의 지원에 의하여 1948년 7월5일자 법 시행
으로 미국과 영국 점령지에서 특허 등의 출원접수기구가 설치되었고, 1949년 8
월12일자 법에 의하여 프랑스 점령지역에서도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1949년 10월1일자로 독일특허청이 개청되었고, 동독의 경우 1950년 9월6일
자 특허법을 통해 같은 해 10월1일자로 동독특허청이 설치되었다.
이후 독일 특허청은 1950년 9월8일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방행정부에 소
속되었으며, 독일 특허제도는 6회의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변화되어왔다.
1961년 7월1일 발효된 법률에 의하여 연방특허법원이 탄생하였고, 항고부,
무효부 등의 재판부의 구성과 법률판사와 기술판사의 자격 등이 규정되었다.
6) 독일의 통일
이른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1990 년 10 월 3 일에, 동서 양 독일
은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서 합체 하고, 베를린의 구 동독의 특허청과 뮌헨의
구 서독의 특허청은 각각 해체하고, 뮌헨이 정식의 독일 연방 공화국의 특허청
이 되어, 베를린은 그 지국이 되었다.
독일의 특허법은, 1980 년 12 월 16 일에 공포된 특허법을 기초로서 현재는
1998 년의 개정법이 적용되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으로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제2장 산업재산권의 취득 절차

제2장 산업재산권의 취득 절차
제1절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1. 특허 출원
가. 개요
독일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만이 특허(실용신
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
리가 정하여 지며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된다. 따라서, 법
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독일은 출
원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국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출원
서류를 보완 제출하여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특허제도는 개량 또는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
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출원과는 별도로 추가특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 출원의 종류
(1) 정규출원
정규출원으로는 독일의 특허청 또는 연방 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
허출원 수리기관으로 지정함을 연방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정보센터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국내단계로 진입
한 출원 및 EPC(유럽특허조약) 출원에 대해 독일을 지정했을 경우가 있

다.
통상의 특허출원은 출원수수료와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방식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출원일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출원을 하며 독일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
개월 내에 국제출원시 제출한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EPC 특허 명세서의 독일어 번역문은 EPC 등
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우선권주장출원
우선권주장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
라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있다. 국
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은 모두 기초출
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①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그 기초출원은 국제기관에
대하여 된 출원 또는 국제 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타국에 있었던
경우에도 당해 타국이 독일 특허청에 최초로 출원된 출원에 대해 파리
조약에 상응하는 요건과 내용에 따라 우선권을 허용하는 경우 연방 법
률관보에서 연방법무성에 의해 공표된 후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을 주장할 후 있으며, 당해 출원은 우선권 기간 내에 생긴 사건에 의하
여 무효로 되거나 불리한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우선권주장은 당해 우선일부터 16월 이내에 선출원의 출원일, 국명,
출원번호 및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상세 사항

을 보정할 수 있다.
②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특허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고 최초로 독일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실안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그 출원인은 12개월의 기간 내에는
우선권을 향유한다.

복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실안 출원에 대한 우선

권 주장도 가능하며, 선출원의 출원서류 전체에서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의 특징에 대하여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은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
권주장은 선출원의 출원번호가 제출된 때에 주장된 것으로 본다. 선출원
이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 선출원은 우선권주장이 제출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이 실용신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출원은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출원이 될 수 없다.

(3) 분할출원
출원인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한 서면에 의하여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이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특허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고 최초출원에 기재된 내
용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분할출원의 경우 무효로 된
다. 적법한 분할출원의 경우 최초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최초출원이 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한다.
(4) 추가특허
출원인에게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의 경우, 당해 출원인은 당해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일보다 빠른 날이 우선일로서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8월 이내에 추가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이 추가특
허의 효력은 앞선 발명에 대한 특허와 함께 종료한다.
주된 특허가 취소, 무효선언, 또는 포기에 의해 소멸한 경우, 추가특허
는 독립한 특허로 되며 그 존속기간은 주된 특허의 기산일로부터 기산
된다. 복수의 추가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것만이 독립한 특
허가 되며, 나머지는 이의 추가특허로 본다.
(5) 보충적 보호 증명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① 보충적 보호 증명서(SPC)는 판매 등을 위해 유럽 공동체의 가입국
내에서 행정적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요구되는 약품 또는 그 제조공정
또는 사용에 관한 특허내용은 기본특허의 20년 기간에 더하여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 특허의 출원일과 유럽 공동체의 가입국의 최초 허가 사이의 기간
중 5년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② 보충적 보호 증명 양식

다. 출원서류

(1) 출원서류의 구성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또는 연방법무성이 특허
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 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센터를 통해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출원서류의 견본
① 출원서 원본

② 출원서 번역문

(3) 출원서류의 작성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원서
ⅰ. 출원서(특허법 제 34 조) 또는 추가 특허를 요구하는 출원서(특
허법 제 16 조)는 특허 청이 발행한 양식에 의해 또는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로서 제출해야 한다.
ⅱ.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출원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
(a) 출원인이 자연인 때는 성명 또는 등록이 상호에 근거하는 경우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상호
(b) 출원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이 법인 또는 조합의 명칭. 적
법 양식의 관용 약칭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이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을 때는, 해당 명칭을 등기부 기재에 대응하는 형식에서 표시
해야 한다. 민법에 근거하는 조합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격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도 표시해야 한다.
특허출원서는 하나의 혹은 복수의 개인 또는 조합을 대리하는가 또는
해당 상호 혹은 성명에 근거하는 출원인을 위해서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c) 거처 또는 주된 영업소 및 행선지(가로 및 건물 번호, 우편번호,
도시)
[2] 발명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명칭
[3] 발명에 대해 특허 또는 추가 특허의 부여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
술

[4] 대리인이 선임되고 있을 때는, 해당인의 명칭 및 행선지
[5] 출원인 전원 또는 그들 대리인의 서명
[6] 추가 특허를 요구할 때는 주된 특허 출원의 출원 번호 또는 주
된 특허의 특허 번호도 제시해야 한다.
② 명세서
ⅰ. 명세서 및 요약서는 문장 사항 중에 도면를 포함해서는 안 되지
만, 화학식 및 수식 및 표지는 포함할 수 있다. 대상의 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공상적 명칭, 상표 또는 그 외의 표시를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명백한 설명
이 가능해지는 경우는 해당 명칭이 상표일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ⅱ. 기술 용어 및 명칭 및 참조 부호는 다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전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술 용어
및 명칭에 대해서는 주된 출원에 관한 추가 출원에도 적용된다.
③ 출원 서류의 방식요건
ⅰ. 출원을 구성하는 서류는 전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시해
야 한다. 300 페이지를 넘는 대량의 출원 서류에 대해서는, 각각이 기계
독해 가능한 형식에 의한 출원 서류를 포함한 2 개의 데이터 기억 매체
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 기억 매체에 기록된 정보는 출원 서
류에 대응하는 취지를 진술하는 선언서를 데이터 기억 매체에 첨부해야
한다.
ⅱ. 특허 청구항,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요약서 및 도면은 각각 별지
면으로 해서 3 통씩 제출해야 한다. 지면의 치수는 독일 공업 규격(DIN)
476 에 따르는 A4 판으로 하여 세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면용으

로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는 횡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림의 상부는 세로 방향의 용지의 좌측으로 해야 한다. 화학식, 수식 및
표지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지면은 원, 갈라진 곳 및 접은 자국이 없어야
하며, 용지는 불투명, 유연, 견고, 평활, 무광택으로, 내구성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ⅲ. 지면은 한 면에만 타이핑 혹은 인쇄하거나, 또는 도면을 포함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지면은 용이하게 분리하여 재결합할 수 있도록 철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출원을 구성하는 각 서류(출원서, 특허 청구항, 설명,
도면) 및 요약(문장, 도면)은, 새로운 지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명의 지면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숫자는 지면의 상부 중앙에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ⅳ. 출원서, 특허 클레임, 설명 및 요약을 포함한 지면의 여백은 공백
으로 해야 한다. 최소한 여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상부 2.0cm, 좌측 2.5cm, 우측 2.0 cm,, 하부 2.0cm
최소한 여백에는 출원자의 명칭, 상호 그 외의 표시 및 출원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ⅴ. 출원서, 특허 청구항, 설명 및 요약은, 일단 나누기 포맷을 사용
하여 타이핑 또는 표를 기입한다. 우측 여백은 가지런히 할 필요는 없다.
사용되는 문자는 서로 접촉하지 않고,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도
면 기호, 문자, 및 화학식 또는 수식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입은 1.5 의 스페이스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 사항은 문자에 의하는 것으로, 그 대문자의 높이는 0.21cm 이
상(최소 폰트 치수는 10포인트)으로, 소거할 수 없는 흑색으로 한다. 문장
은 언더라인을 사용하거나 이탤릭체 혹은 굵은 글씨를 써서는 안되며, 또

문자간의 스페이스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ⅵ. 출원을 구성하는 서류는 그것이 속하는 출원을 명시해야 한다.

④ 발명자의 표시
ⅰ. 출원인은, 독일 특허청 발행의 양식 또는 독일 특허청 공표의 포
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에 발명자를 표시해야 한다.
ⅱ. 이 표시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발명자의 성명, 거처 및 행선지
[2] 출원인이 아는 한 타인이 해당 발명에 공헌 한 바 없음을 확인
하는 취지의 해당 출원인의 확인
[3]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또는 단독의 발명자가 아닐 때에
는 해당 출원인이 어떠한 경로로 당해 특허 출원권을 취득했는지 설명하
는 진술(특허법 제 37 조[1]제2 문)
[4] 발명의 명칭 및 우선권의 출원 번호
[5]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의 서명. 복수인이 특허 부여를 청
구 하는 경우는 각자 또는 해당 대리인이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⑤ 발명자 표시의 생략；발명자 표시의 변경
ⅰ. 발명자로서 게재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발명자에 의한 청구, 이
청구의 취하(특허법 제 63조[1]제3 문 및 제4 문) 및 발명자명의 정정의
청구 또는 후에 하는 발명자명 기재의 청구(특허법 제 63 조[2])는 서면
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발명자가 서명하는 한편, 발명의 명칭
및 출원 번호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ⅱ.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및 잘못 기재된 사람에 의한 발명자의 정

정 또는 후의 기재에 대한 동의(특허법 제 63 조[2])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특허 청구항
ⅰ. 특허 청구항에는 특허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을 기재하는
것으로(특허법 제 34 조[3](3)) 그 전체를 하나의 구분으로 작성하던가
또는 공지 부분과 특징 부분으로(2 구분 방식)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어느 쪽의 경우도 청구항은 특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ⅱ. 특허 청구항에 대해 2 구분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기술 수준에
속하는 발명의 공지의 특성은 공지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특징 부분에는
일반적 부분의 특징과 조합하고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의 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특징적 부분에는, 「……을 특징으로 한다」혹은 「……에 의해서
특징 지울 수 있다」라는 용어 또는 동취지의 다른 표현을 수반하지 않으
면 안 된다.
ⅲ. 특허 청구항을 복수의 특징 또는 특징군에 따라서 기재할 경우에
는, 각 특징 또는 특징군은 새로운 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징 또는 특징
군은 문장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구분 부호를 사용 해야 한
다.
ⅳ. 발명의 본질적 특징은 최초의 특허 청구항(독립 청구항)에 기재
해야 한다.
ⅴ. 발명의 단일성의 원칙(특허법 제 34조[5])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
으로 특허 출원에는 복수의 독립 특허 청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ⅳ.를 준용한다. 독립 청구항에는 적어도 하나의 선행하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ⅵ. 어떤 주청구항 또는 독립 청구항에는, 각각, 해당 발명의 특정의
실시형태에 관한 하나 또는 2이상의 종속 청구항을 기재 할 수 있다. 종
속 청구항은, 적어도 하나의 선행하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종속 청구항은 가능한 범위 및 최적인 방법으로 그룹
화 해야 한다.
ⅶ. 복수의 특허 청구항이 있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ⅷ. 특허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 또는 도면의 참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허 청구항은 「설명의 것……한 개소에 기재되어 있다」또는 「도면의
……그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참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ⅸ. 특허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 청구항의 이해가
용이하게 될 때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특징의 뒤에 참조 부호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ⅹ. 전자 출원에 대해서는 독일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
는 전자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⑦ 발명의 설명
ⅰ. 특허법 제 34 조[3](4)에 의한 발명의 설명에는 출원서에 기재되
어 있는 발명의 명칭을 최초로 기재해야 한다.
ⅱ. 또한,
[1] 특허 청구항 또는 기술 수준에 관한 표시로부터 분명하지 않은
한 발명이 관계하는 기술 분야를 명기해야 하고,
[2] 출원인이 알고 있는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명 및 그 보호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출원인이 아는 기술 수준을 표시하고,
[3] 기재되어 있는 해결법 또는 특히 (6)에 의한 표시로부터 분명하
지 않은 한, 특히 발명의 이해 또는 내용의 더욱 정밀한 특정을 위해 불
가결한 때는, 발명의 근저에 있는 과제를 기술하고,
[4] 특허 청구항에 대하고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발명을 표시하고,
[5] 발명의 설명 또는 내용으로부터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발명을 산
업상 이용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기재하고,
[6] 배경 기술과 비교한 발명의 어떠한 이점을 기재하고,
[7] 적절한 경우는 개별의 참조 부호를 나타내고, 구체적인 예 또는
도면을 사용하고, 청구하고 있는 발명에 관한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를 상
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ⅲ.

발명의 설명에는 발명을 설명하는데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은 기

재를 해서는 안 된다. 청구항 또는 그 일부의 반복 기재는, 대응하는 참조
에 의해 이것에 대신할 수 있다.
ⅳ.

전자 출원에 대해서는 독일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

르는 전자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⑧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배열의 제시
ⅰ. 특허 출원에 대해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배열의 구조식이
표시되어 한편, 구체적으로 개시되는 경우는, 설명 및 청구항과는 별도로,
출원 서류의 별첨으로서 대응하는 배열표를 제출해야 한다.
ⅱ. 특허 출원이 서면으로 제출될 때는, 출원 서류에 추가하여 각각
이 기계 독해 가능한 형식의 배열표를 포함한 2개 의 데이터 기억 매체
를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 기억 매체에는, 그것이 배열표의 데이터 기억

매체인 것을 명시해야 하며, 또, 그것은 ⅰ.기재의 기준에 적합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데이터 기억 매체에는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정보가 서면
에서의 배열표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ⅲ. 출원과 함께 제출된 데이터 기억 매체의 배열표를 후에 정정할
때는, 출원인은, 정정하는 배열표가 기존 출원의 내용을 넘는 사항을 포함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ⅳ.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으로, 독일 특허청이 지정
관청 또는 선택 관청(1976 년 6 월 21 일의 국제 특허 조약에 관한 법률
제III 장 제 4 조[1]및 제6 조[1], 연방 법률 관보 1976 년 II, 649 페이
지)인 것으로부터 유래한 출원의 경우는,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규칙
의 규정은, 그것들이 배열표의 제출 기준에 관한 한, 직접 적용된다.
ⅴ. e-메일에 의한 전자 출원은, 배열표를 수반하는 출원이 송신 방
법상 용인되는 파일 사이즈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⑨ 도면
ⅰ. 도면은 다음의 최소 여백을 가지는 지면에 작도 해야 한다.
상단 2.5cm

좌측 2.5cm

우측 1.5cm

하단 1.0cm

도면에 사용되는 면적은, 26.2cm×17cm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요약서의 도면의 면적은, 세로 방향에 표시 때는 8.1cm×9.4 cm, 또는 옆
쪽으로 표시 때는 17.4cm×4.5cm 로 할 수 있다.
ⅱ. 도면은 내구성이 있고, 흑색으로, 충분히 진하고, 일정한 굵기로
명료하게 트레이스(trace) 된 선 및 문자로 충분한 명암대비(contrast)를
갖도록 작성하고, 착색해서는 안 된다.
ⅲ. 발명을 이해 하기 위해서, 전체도 및 단면도에 추가하여 투시도

및 분해도도 사용할 수 있다. 단면은, 참조 부호 및 방향선의 해석을 방해
하지 않도록 햇칭(hatching)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
ⅳ. 도면의 축척 및 그러한 제도의 명료성은 전자적 데이터의 기입
후, 3 분의 2 로 축소해도, 모든 명세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축척을 도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선도로 나타내 보이지 않
으면 안 된다.
ⅴ. 도면안의 선은 제도 도구를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 도면에 사용
하는 숫자 및 문자의 높이는, 0.32cm 이상으로 한다. 도면안의 문자는 라
틴 문자의 알파벳 및 관용의 경우에는 그리스 문자의 알파벳을 사용해야
한다.
ⅵ. 같은 지면에 복수의 도면을 기재할 수 있다. 도면은 바람직하게
는 세로 방향으로 하고, 쓸데 없는 공백 없이, 서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배
치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첨부 해야 한다. 발명의 이해에 도
움이 될 때는, 기술 수준에 관한 도면이 용인된다. 다만, 해당 도면에는
「기술 수준」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2 매 이상의 지면에 단일의 전체도
를 구성하는 경우는 개별 지면의 도면, 부분적인 도면의 어떤 부분도 숨
기는 않고, 전체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도면의 모든 요소
는 도면의 명료성을 위해서 다른 축척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축척으로 해야 한다.
ⅶ. 발명의 설명 및 청구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참조 부호는 도면
에 기재해서는 안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는 요약서 및 그 도면에 대
해서도 준용한다.
ⅷ. 도면에는 설명문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물」, 「증기」, 「개」, 「폐」, 「A-B 선단면」등의 단일 또

는 복수의 단어 및 전기 회로 및 블록도 또는 플로우 시트·다이어그램의
경우는 이해를 위해서 불가결한 소수의 짧은 단어는 예외로 한다.

⑩ 요약서
ⅰ. 출원서에는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약서는 출원일
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해 앞선 일자가 주장되는 경우는 이 날로부터 15
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ⅱ. 요약서는 오로지 기술적 정보로서 이용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출원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의 간결한 개요로서, 발명의 기술적
분야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책 및 발명의 하나 또는
복수의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3] 간결한 개요에서 도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그 도면, 다만,
복수의 도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그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출원인이 판단하는 도면
ⅲ. 요약서는 1,500 단어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요약서에는 가장 잘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화학식을 기재할 수
도 있다.
ⅴ. 복수의 특징 또는 특징군에 따라서 기재할 경우에는, 각 특징 또
는 특징군은 새로운 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징 또는 특징군은 문장 사
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구분 부호를 사용 해야 한다.
ⅵ. 전자 출원에 대해서는 독일 특허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
는 전자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⑪ 독일어 번역문
ⅰ. 출원서류가 독일어로 작성되니 않거나 일부 독일어가 아닌 경우
에는, 출원인은 출원 후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 번역문이 출원 후 3월 이내에 특허청에 수리되지 않은 경우
당해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35조 제2항)
ⅱ. 출원에 관한 서류의 서류의 독일어 번역문은 변호사 혹은 변리사
에 의해 증명된 것이거나 또는 공인의 번역자에 의해 번역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 해당 번역자의 서명은 공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되며, 한편,
해당인이 해당 목적의 공식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취지도 증명되지 않으
면 안 된다.
ⅲ. 다음 서류의 독일어 번역문은 독일 특허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한
해 제출해야 한다.
[1]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개정 파리 조약에 근거해 제출되는
우선권 서류(연방 법률 관보 1970 년 II, 391 페이지), 또는
[2] 앞의 출원 서류의 사본(특허법 제 41 조[1]제1 문)
[3] 다음 서류의 독일어 번역문은 독일 특허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한
해, 후에 제출해야 한다.
(a) 출원에 관한 서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서류이며, 한편
(b)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또는 스페인어에 의해 제출의 서류
[4] 출원에 관한 서류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외국어의 서류가
[3](b)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언어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는, 독일어 번역
문을, 해당 서류의 수령 후 1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5] [3]또는[4]에 근거하는 번역문은, 변호사 혹은 변리사에 의해 증

명되던가 또는 공인의 번역자에 의해 번역된 것이어야 한다.. 번역문이 적
시에 제출되지 않을 때는,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의 수령일에 수령된 것으
로 본다.
라. 출원인 적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정당한 출원인으로서의 적
격을 가진다. 출원인 적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특
허법 제6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에 발명자에게 주
어진다.

(2) 승계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출원인 적격
을 가진다. 승계인에는 상속자와 양수인이 있다. 양수인은 자연인, 회사,
국가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
는 계약도 유효하다. (특허법 제6조, 제15조)
(3) 외국인
외국인은 독일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독일은 파리 협
약의 가입국이다)을 기초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하여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독일의 국민 또는
독일에 주소를 가지는 자에게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를 인정하고 있거나,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

서 독일이 그 국민에 대해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은 독일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독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자는, 독일의 변리사 또는 변호
사를 그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대하
여 특허법에 의한 절차를 할 수 있으며, 특허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특허법 제25조)
(4) 공동발명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들에 공동으로 귀속한다.(특허법 제6조)
마. 출원절차
(1)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의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방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 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당해 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비밀(형법 제93조)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출원은 특허정
보센터에 제출할 수 없다.
(3) 출원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② 발명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특허부여의 청구
③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1 또는 복수의 청구항
④ 발명의 설명
⑤ 청구항 또는 발명의 설명에 관련된 도면
(4) 출원은 관련 기술의 전문가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

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총괄적 발명개념을
구성하도록 관련된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6) 출원시에는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한 통지
로서 당해 통지 송달 후 1월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출원
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7) 출원번호통지서 양식

2. 출원 후 절차 진행
가. 출원공개
(1) 특허출원은 제50조에 의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표되
지 않는 출원을 제외하고 출원일로부터 또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
월 이후 또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파일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표
시하고 발명자를 명시한 경우 공개된다. (특허법 제31조)

(2) 공개공보 양식

나. 보상금 청구권
공개 후 출원인은 출원의 대상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실시
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타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이상
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의 대상의 특허성이 부족한 것이 명백
한 때에는 보상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특허법 제33조)
다. 보정
특허부여의 결정시까지는 출원의 대상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서류에 포함된 기재의 보정이 허용되나, 다만, 심사청구(제44조)시
까지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심사국에 의하여 지적된 흠결의 해소, 또는
청구항의 보정만이 허용된다.
출원의 대상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발생되지 않
는다.(특허법 제38조)
라. 분할
출원인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심사청구(제44조) 후에 분할의 선언이 된 경우, 분할된 부분은 심사청
구된 출원으로 보며,
원출원의 출원일 및 이에 수반된 우선권은 모든 분할출원에 대하여 유
지된다.
마. 신규성 조사 청구
특허청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간행물들
을 청구에 의해 특정한다.
특허출원인 외에도 누구든지 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에 의

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청구인이 당해 청구에 의하여 출원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출원인 이외의 자가 청구를 한 경우,
이 청구의 제출은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이 청구는 이미 제44조에 의한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 특허청은 제44조에 의한 청구가 있었
던 날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특허법 제43조)
바.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허출원인 또는 다른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에 의하여 청구가 된 경우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
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3조에 의한 청구가 이미 있는 경우, 심사절차는 제43조에 의한 청
구가 처리된 후에 개시된다.
출원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된 심사청구가 무효인 경우에, 출원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출원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
우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속행된다. (특허법 제44조)
3. 심사
가. 개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의 방

식요건이 충족되는지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실체 심사가 진행되게 되며, 이러한 방식심
사와 실체 심사 결과 법적 요건을 만족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되게 된다.
나. 방식심사
(1) 개요
방식심사는 출원서나 명세서 등의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일 인
정의 기준이 된다.
출원서류에 ⅰ)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ⅱ) 발명을 명료하고 간결하
게 기재한 특허부여의 청구 ⅲ) 발명의 설명으로 보여지는 것이 포함되
어 이러한 서류가 특허청 또는 연방법무성이 연방 법률관보에서 특허정
보센터를 수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정보센터에 접수되었
는지를 심사한다.
또한, 출원서류에서 언급된 도면이 출원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해 통지하여, 통지 송달 후 1월 이내에 도면을 제
출하거나 당해 도면에의 언급은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요구할 수 있다.
(2) 효과
출원서류가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된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정보
센터에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출원인이 특허청의 통지를 받은
후 누락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도면이 특허청에 수리된 날을
출원일로 보며, 누락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도면에의 언
급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35조제2항)

방식심사결과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한 요건이 미비한 경우 심사국은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며, 흡결이 해소
되지 않은 경우 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한다.(특허법 제45조제1항 및 제
48조)
(3) 불복여부
거절결정의 송달후 1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특허법 제
73조)

다. 실체심사(특허법 제44조에 의한 심사)
(1) 개요
출원심사청구가 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 의해 특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한다.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거절이
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부여 결정을 하고, 거절이유를 발견
한 경우에는 그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출원인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그 이유를 붙여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
도록 최고한다.(특허법 제45조제1항, 제2항)
(2) 특허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거절
① 심사청구가 있으면
ⅰ) 출원서류 기재사항, 관련 기술의 전문가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지, 출원이 하나의
발명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총괄적 발명개념을 구성하도록 관련된 1
군의 발명에 관한 것인지, 출원시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를 납부하
였는지, 출원의 양식 및 그 외의 요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특

허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가 아는 한 완전하고 진실되게 선
행기술을 발명의 설명하였는지에 대해 심사하고,(특허법 제34조)
ⅱ) 적법한 출원인임을 확인하는 선언하였는지,
ⅲ) 보정 범위가 출원의 대상범위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는지
ⅳ) 또는 요약서가 이미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약서의 형식적 요
건 불비가 명백한지여부를 심사한다.

② 상기 심사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국은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요구하고(특허법 제45
조 제1항),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국은 서면으로 이유
를 붙여 거절한다.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이에 대해서는 결정의 송달
후 특허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특허법 제73조)
(3) 특허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거절
① 심사청구가 있으면
출원의 대상이 특허법 제1조 내지 제5조를 기초로 특허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거절이
유가 된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특허법 제1조제2항)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학적인 형태 창작
3. 지적 활동, 유희, 또는 영업 활동의 계획, 규칙 및 방법, 및 컴
퓨터프로그램
4. 정보의 제공

-부등록 사유 (특허법 제2조)
1. 그 공표 또는 실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하는
발명. 그러나, 그 발명의 실시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가기
밀(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을 육종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그러나,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방법 또
는 이 방법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신규성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출원일 전 사회일
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독일은 기
술수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기술수준은, 당
해 출원의 우선일보다 앞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설명, 실시,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공중이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모든 지식을 포함
한다.
또한, 독일은 앞선 우선일을 가진 특허출원으로 나중 출원의 우선일
이후에 공표된 출원의 내용도 기술수준으로 본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갖는 발명과 유사한 제도로 이러한 발명은 진보
성의 자료로는 이용되지 않는다.
한편, 발명의 공지는 그것이 출원전 6월 이내에 된 것이며 다음 각호
의 1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인 경우에는 신규성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1.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관한 명백한 남용, 또는
2.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1928년 11월 22일에 파리에서 조인
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거나 공적으로 승
인된 국제박람회에 그 발명을 전시한 사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해 발
명이 그러한 박람회에서 전시된 사실을 출원인이 출원시에 진술하고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후 4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되고,

박람회는,

연방법무부장관에

의해

연방

법률관보

(Bundesgesetzblatt)로 공시된다.
④ 진보성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출원일 당시의 기
술수준을 고려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 발
명은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4조)

⑤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를 출원하는 물건은 어떠한 형태의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것 또
는 어떠한 형태의 산업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독일 특허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농업을 비롯한 어떠한 산업분야에 대하여도 발명이 생산 또는 사용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적 또는 임상적 처치를 위한 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지는 진단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
지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이러한 방법에 사용되는 제품,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심사국의 심사 및 출원인의 대응
가. 심사국의 심사
1) 실체심사를 행한 경우에
특허법 45조 제1항과 흠결이 있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요
구하고,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심사국이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국은 특허출원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붙
여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또한, 심사국은 언제라도 관계인을 소환하여 청문할 수 있고, 증인, 전
문지식을 가지는 자 및 관계인을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심문할 수 있으며, 또한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사에 의
해 발명이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한다.
2) 거절이유 양식

나. 출원인의 대응
1)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받으면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기간연장도 가능하
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명세서 등의 보정은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거절이유가 일부에 있는 경우는 출원을 분할할 수도 있다. (특허법 제
39조제1항)

2) 의견/보정서 양식

3) 기간연장신청서 양식

다. 실용신안등록으로의 출원
해당 출원이 진보성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 동일한 고안에 대한
특허출원의 출원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다. 당해
특허출원에서 주장한 우선권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유효하며,
특허출원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
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5조)
해당 출원이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족, 또는 프로세스인 경우 실
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호가 허여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 제2조)
라. 절차도

5. 심사의 종료
실체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특허출원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취지의 결
정이 내려진다. 특허출원을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설정등록
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고 거절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다.
가.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
심사의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의견
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에
의해 그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심
사관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 부여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출원

인은 부여 결정의 송달시에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
고, 납부의무 발생 후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표에 의한
할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경과 후, 특허청은, 특허권자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수수
료와 할증수수료가 통지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 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통
지를 한다.
나.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결정
심사의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에
게 의견서의 제출기회를 주었으나,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에 의해서도
그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
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그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는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기하
여야 한다.

다. 등록서류 견본

6. 이의신청

가. 개요
특허 부여의 공표 후 3월 이내에 일반공중을 심사에 참여시켜 심사관
의 자의적 판단을 저지하고 심사의 합리성가 객관성을 담보하며, 부실권
리를 미연에 방지하여 특허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나. 이의신청의 청구
1) 이의신청의 청구
누구든지, 다만, 모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침해를 받은 자만이, 특허부
여의 공표 후 3월 이내에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
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유가 첨부되
어야 한다.
아직 이의신청이 가능하거나, 이의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의 사유
이의신청은 제21조로 규정된 이의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의하여서
만 신청할 수 있다.
즉, ⅰ) 특허의 대상이 특허성이 없는 경우 ⅱ) 명확하고 완전한 기
재 ⅲ) 모인 발명 ⅳ) 분할 또는 보정 등으로 최초 제출된 출원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특허권자의 대응
의견개진을 하거나 특허를 보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특허를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의 경우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특허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특허부의 결정
특허부는, 이의가 신청된 특허에 대해, 그것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및 어느 범위에서 그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한다.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이 절차는 직권에 의해 이
의신청인을 제외하고 속행되며, 특허가 취소되거나 제한을 가해 유지되는
경우 이 취지가 특허공보에 공표된다. 특허가 제한을 가해 유지되는 경우,
특허명세서에는 이에 상응한 보정이 수반되며, 특허명세서의 보정은 공표
된다.
다. 결정에 대한 불복
특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특허청에 대하
여 수수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라. 이의신청 양식
(1) 이의신청서 양식

(2)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 통지

7.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발명

국가기밀(형법 제93조)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 심사국은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을 직권으로 명령한다. 다만, 이 명
령을 발하기 전에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최상
급의 관할 연방당국은 이 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밀
(형법 제93조)을 포함한 특허출원은,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출원에 대해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만 실시할 수 있다.
비밀취급 명령의 결과로서 평화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지 못하거나 실
시를 중단한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로 의하여 자기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연방에 대하여 특허 부여 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실시 허락의 선언에 의한 수수료 감액
가. 개요
특허법의 존재 이유중의 하나는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이러
한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 이외의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연차수수료를
감액해주는 제도이다.
나. 내용
특허출원인 또는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가, 누구라도 적정
한 보상으로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는 취지의 선언을 특허청

에 대하여 서면에 의해 한 경우, 당해 선언의 수리 후 그 특허에 대해
납부기일이 도래한 연차수수료는, 수수료표에 정해진 액수의 반액으로
감액된다. 주된 특허에 대한 선언의 효과는 모든 추가특허에 이른다. 이
선언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며 특허공보(Patentblatt)에 공시된다. 발
명의 배타적 실시권의 부여(제30조제(4)항)에 관한 기재가 특허등록원부
에 등록된 경우, 또는 이러한 기재의 등록의 청구가 특허청에 제출된 경
우에는 이 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의 차이
가. 개요
독일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그 대상과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와 차이가 있을 뿐
그 출원 및 심사의 절차는 특허와 동일하다. 따라서, 실용신안에 대한
제도 중 특허와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설명한다.
나. 실용신안의 대상
실용신안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실용신안의 대상을 소극적으로 정의하
고 있다.
즉, 특허와 마찬가지로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학
적인 형태 창작 3) 지적 활동, 유희, 또는 영업 활동의 계획, 규칙 및 방
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4) 정보의 제공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5)그 공표 또는 실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하는 고안 6)
그 고안의 실시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
로는 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7)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족

8) 방법 또는 공정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1출원의 범위
각각의 고안에 대하여 별개의 실용신안출원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언제라도 그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라. 실용신안의 실체심사
출원 대상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하
지 않는다.
그러나, 실용 신안 등록 출원 혹은 등록된 실용 신안의 기술적 내용에
관해서 신규성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와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을 권리와
는 다른 것이라는 견지에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과 동시에 실용 신안의
출원을 할 수 있다.

바. 수수료
(1) 특허의 비용 일람표 (현지 대리인 비용은 제외, 단위: EUR)
출원 요금

60

신규성 조사 요금

250

심사청구 요금

350

연 차 료

４연도

80

５연도

90

６연도

130

７연도

180

８연도

240

９연도

290

10 년도

350

11 년도

470

12 년도

620

13 년도

760

14 년도

910

15 년도

1,060

16 년도

1,230

17 년도

1,410

18 년도

1,590

19 년도

1,760

20 년도

1,940

(2) 실용 신안의 비용 일람표 (현지 대리인 비용 제외, 단위: EUR)
출원 요금

40

조사 요금

250

수수료

3 년간

210

2 년간

350

2 년간

530

제2절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1. 산업디자인 출원
가. 개요
산업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산업디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은 양산 가능한 물품의 디자인을 말하
며 산업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창작 가치를 인정하고, 디자인을 소유권
으로 인정함으로써 디자인을 창작한 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독일의 산
업디자인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식만
을 심사하여 등록을 부여한다.

나.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
(1) 보호대상
산업디자입법상 산업디자인은 1) 디자인은 전체 제품 또는 당해 제품
일부분의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 외관으로, 특히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들 또는 당해 제품의 장식에
서 발생하고, 2) 제품은 각각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대상으로, 포장, 장
식, 그래픽 상징 및 하나의 혼합 제품으로 조립되는 부품들을 포함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3) 혼합 제품은 대체될 수
있어서 당해 제품이 분리되고 다시 조립될 수 있는 여러 부품들로 이루
어지는 제품이고, 4) 규정에 맞는 사용은 최종 이용자에 의한 사용으로,
보수, 정비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제외하며, 5) 등록원부에 등록된 디자
인 소유자는 권리자로 간주된다.

(2) 보호대상이 아닌 것
ⅰ.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ⅱ. 디자인을 수용하거나 활용하는 제품이 타 제품과 기계적으로 조립
되거나 연결되거나 또는 타 제품 속에, 타 제품에 또는 타 제품 주위에
장착되어 두 제품이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크기로 모방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다만, 외형상의 특징
들은 서로 교환 가능한 다수의 부분들을 하나의 부품 체계 내에서 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디자인 보호에서 제
외되지 않는다.
ⅲ. 공개 법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ⅳ. 산업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제6조에서 거명되는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들,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
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

다. 타제도와의 비교
보호대상

보호의 취지

목적

산업디자인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

특허, 실용신안 기술적 사상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

상표

상표

업무상의 신용 유지

산업 발전

저작권법

저작물

창작 권리자 보호

문화 발전

산업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상의 이익 경업질서의 유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산업디자인제도는 특허, 실용신안제도와 같이 창작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경
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문화의 발

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 다르다.
그리고, 동일하게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라도 산업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적인 시각적 성과를 가져오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 실용신안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라. 산업디자인 보호의 요건
(1)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되며,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당해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개시되지 않았을 때 신
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의 특징들이 비본질적인
세부사항들에서만 차이가 날 때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하나의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이 출원일 이전에 공고된 다른 디자인이 동일한 이용자에
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분이 된다면 독창성을 가진다. 독
창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계발 때 창작자가 지녔던 구성 자유
의 정도가 고려된다.

(2) 혼합 제품들의 부품
혼합 제품의 부품인 하나의 제품에서 이용되거나 당해 제품에 삽입되
는 디자인은, 혼합 제품 내에 삽입되는 부품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때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부품의 명백한 당해 특징들 자체가 신규성과
독창성의 전제를 충족시킬 때에만 신규 하다고 간주되고 독창성을 가진
다.

(3) 신규성 상실 예외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의 12월 내에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
계인를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의 정보
또는 행위의 결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면, 공고는 신규성과 독창성
의 판단시 고려되지 않는다. 당해 디자인이 창작자 또는 당해 권리 승
계인에 대한 부정 행위의 결과 공고되었을 때에는 똑같은 것이 적용된
다.

마. 출원서류 등
(1) 출원서류의 구성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고에 적합한 디자인 재현물, 디자인을 수용하거
나 활용할 제품들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
하는 경우 재현물은 평면에 적합한 디자인 단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출원서류가 독일 특허청 또는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
해 당해 부서로 결정되었다면 특허 정보 센터에 도달한 날에 출원일이
인정된다.

(2) 추가서류
상기의 서류에 더하여, 재현물의 설명을 위한 설명, 재현물의 공고 유
예를 신청하는 경우 공고의 유예 신청서, 물품 클래스 또는 디자인이 분
류될 수 있는 물품 클래스들의 일람표, 창작자 또는 창작자들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바. 서류의 형식과 내용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독일디자인출원은 문서로 작성된 등록신청서에
동법하의 보호를 위해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 대상을 공개하는 사진 또
는 도면을 포함해야 하나, 물품의 표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또는 도면은 물품전체 또는 일부 표면의 견본
으로 대치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대한 제시
ⅰ. 디자인의 제시(디자인법 제 7조 (3) 제 2호)는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이나 모델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여
야 한다. 디자인법하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ⅱ. 공개될 사항을 영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오프세트 사진 인쇄, 마이크로 필름 기록과 같은 명확한 윤곽을 갖도록
재확대 인쇄 및 전자 영상 기록과 재현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화(슬라
이드등)와 음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ⅲ. 디자인의 제시는 3 장의 동일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크기가 4 × 4 ㎝인 필사 또는 사진 복사물로 구성된다. 출원인은
디자인공보에 공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별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단일면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은 흰 종이나 흰 박(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께가 1 ㎜보다 두꺼워서는 안되며 크기도 DIN A4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접혀서도 안 된다.
ⅳ. 디자인이나 모델을 필사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하게 검고 명
확한 선으로 하여야 하며 얼룩이 져서는 안된다. 삼차원 입체로 재현할

수 있도록 음영과 어두운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 출원 디자인등의 재
현시에 또는 바로 직후에 기재된 치수의 설명이나 표시가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ⅴ. 상기 규정은 활자 서체 보호에도 준용된다.

상기 조항은 디자인법 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제시부분
에 모호함이나 의문점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에서 보호되는 디자
인의 제시를 제출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일임되어 있는데, 모호하지 않은
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러한 제시의 역할은 그 제시에 나타나는 어
떤 부수적인 사항에 관계없이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 디자인의 설명
ⅰ.

디자인의 설명은 “ 제시에 대한 설명 ” 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

다. 관행에 따라 그러한 설명은 각각의 도면 또는 사진에 나타난 것에
대한 간단한 주석의 형태로, 보통 도면이나 사진의 각 번호에 대한 참조
로 목록형태로 형식화할 수 있다. 각 디자인의 제시는 적당히 번호가
부여된 몇 개의 도면 및/또는 사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ⅱ. 디자인이나 모델의 설명에 대한 기재는 단일디자인 출원의 경우
에는 100 단어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집합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200 단어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ⅲ. 디자인이나 모델에 관한 설명의 기재는 필수적으로 제시에 대한
설명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으나, 디자인의 제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가 요구되는 특정 디자인의 특징을 기술하는 별도의 완전한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외관 견본
물품 자체 또는 물품의 부품의 외관 견본의 제시는 각각의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대한 단 하나의 외관 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상기 견본
은 50 × 100 × 2.5㎝ 또는 75 × 100 × 1.5㎝ 보다 크지 않아야 한
다. 또한 DIN A4로 접힐 수 있어야 한다.
외관 견본 또는 집합디자인출원과 관련된 모든 외관 견본은 포장을
포함하여 무게가 10 kg이하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실물로만 보호되는
외관 디자인에 준용된다.

(4) 모델 그 자체의 제시
모델 그 자체의 제시가 허용되도록 요청되는 경우에는,
ⅰ. 하나의 모델 견본이 출원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ⅱ. 모델의 표현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ⅲ. 모델의 크기는 50 × 40 × 40 ㎝를 초과하지 못한다;
ⅳ. 포장을 포함하여 모델의 무게는 10 kg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특허청이 모델 그 자체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특
허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5) 서류견본

사. 집합출원
(1) 다수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서류에 요약될 수 있다(집합출원). 집

합출원은 동일한 물품 클래스에 속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100개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출원인은 독일 특허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집합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은 출원일을 그대로 둔다. 특허 비용 법률에 따라 모든 분할
출원에 대해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이 지불된 출원 수수료보다
많다면, 차액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아. 우선권
(1) 조약에 의한 우선권
국제조약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의 예전 외국 출원 우선권을 사용하는
자는 우선일 이후 16월 내에, 예전 출원의 날짜, 국가 및 서류번호를 보
고하고 예전 출원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상세 사항
을 보정할 수 있다.
우선권의 인정에 관한 어떤 국제조약도 존속하지 못하는 국가에 예전 출원
이 제출되었다면,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 이후 다른 국가가 독일 특
허청에서의 첫 번째 출원을 근거로 하여 전제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파리조약
에 따른 우선권과 비교할 수 있는 우선권을 허락하는 한 출원인은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전시 우선권
출원인이 하나의 디자인을 본국 또는 국외 전시회에서 진열했다면, 최초의
전시회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서류가 제출될 때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시는 특수한 경우, 박람회 출품 보호에 관한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
보 공고에서 규정된다.
전시회 출품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디자인의 최초 전시일 이후
16월 이내에 당해 일 및 전시회를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대한 증

거도 제출해야 한다.
자. 출원인 적격
산업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한 출원인으로서의 자격은, 창작자와 그 산
업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양수한 승계인에 한해 가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특허출원의 출원
인 적격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출원 심사
(1) 독일 특허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출원 수수료
2. 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경비 선불금의 납입 여부
3. 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출원서류의 존재 여부
4. 출원이 그 밖의 출원 요건에 상응하는가의 여부
(2) 출원이 특허 비용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수수료의 미납으로
인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독일 특허청이 이를 확정한다.
(3) 독일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수수료 지불이 불충분할 때 집합출원을
위한 출원 수수료가 충분히 추가 지불되지 않거나 지불된 수수료 금액으로 어
떤 디자인이 변제되는지에 대해 출원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디자인을 고
려할지 독일 특허청이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공고 비용을 위한 경비 선불만 지불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지불되지 않
았다면, 상기(3)은 독일 특허청이 출원을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준용될 수 있다.
(5) 독일 특허청은 출원서류와 그 밖의 출원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출원
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된 흠결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독일
특허청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독일 특허청은 확인된 흠결이 제거되는 날을 출
원일로 인정한다. 흠결이 기한에 맞추어 제거되지 않으면, 독일 특허청은 결정
을 통해 출원을 거절된다.
(6) 심사

출원의 대상이 제1조 제1호의 “전체 제품 또는 당해 제품 일부분의 이차원
적 또는 삼차원적 외관으로, 특히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들 또는 당해 제품의 장식에서 발생”한 디자인이 아니거나
하나의 디자인이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공개 법규 또는 공서양속
을 위반하는 디자인” 또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제6조에서 거
명되는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들,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 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인정되면, 독일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3. 보호의 발생 및 기간
가. 보호의 발생 및 기간
(1) 보호는 등록원부에의 등록과 함께 발생한다.
(2)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에 달한다.
나. 유지
(1) 보호의 유지는 각각 보호 기간의 6년 내지 10년, 11년 내지 15년,
16년 내지 20년 및 21년 내지 25년 동안 유지 수수료의 지불을 통해
효력을 지닌다. 보호의 유지는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공표된다.

(2) 집합출원을 근거로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유지 수수료가 비교적
상세한 자료 없이 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납입된다면, 당해 유지
수수료는 출원의 순서대로 고려된다.

(3) 보호가 유지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끝난다.

(4) 등록증 양식

(5) 디자인 비용의 일람표 (현지 대리인 비용 제외, 단위: EUR)
출원 요금

70

수수료

첫번째

90

두번째

120

세번째

150

4. 무효 및 말소
가. 무효
(1) 제품이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규하지 않거나 독창성이 없거
나 또는 디자인이 디자인보호에서 제외되었다면, 디자인은 무효이다(제3
조).
(2) 무효의 확정은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3) 디자인 등록의 보호 효력은 디자인의 무효가 확정되는 판결의 효
력발생과 함께,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은 독일
특허청에 최종 판결문을 송달한다.
(4) 무효의 확정은 보호 기간이 끝난 뒤 또는 디자인의 포기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다른 보호 권리들과의 충돌
디자인 말소에의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요구될 수 있다.
(1) 나중의 디자인에 식별력을 갖는 기호가 사용되고 기호의 소유자가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2) 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의 불법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
(3) 선 디자인이 후의 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공고되었다 하
더라도 디자인이 선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때,청구 권한
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다. 부분적 유지
디자인은 보호 전제가 충족되고 디자인이 당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무효가 신규성 또는 독창성의 부족 때문에 또는 디자인 보호의 제적 때
문에 확정될 수 있다면, 부분 무효 선언에 의해서나 권리자에 의한 부분
포기 선언의 도중에 또는, 나중의 디자인에 식별력을 갖는 기호가 사용
되고 기호의 소유자가 당해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 또는 디자
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의 불법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
당하여 말소가 요구될 수 있다면, 부분 말소에의 동의 또는 부분 포기의
선언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

라. 말소
(1) 디자인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말소된다.
ⅰ. 보호 기간의 만료 때
ⅱ. 권리자의 신청 포기시 무권리자에 대한 청구 절차의 경우, 등록원
부에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다른 소유자들 및 원고의 동의가 제
출될 때
ⅲ. 제3자가 신청과 함께 상기ⅱ. 에 따른 선언이 담긴 공개적인 또는
공개적으로 인증된 문서를 제출하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ⅳ. 상기 ⅱ. 또는 다른 권리와의 충돌시 디자인 말소 동의 때

ⅴ. 최종 무효 판결의 확정

(2) 권리자가 상기 (1)의 ⅱ. 및 ⅲ. 에 따라 디자인을 부분적으로만
포기하고 상기 ⅳ.에 따라 디자인 일부의 말소에의 동의를 선언하거나,
상기 ⅴ. 에 따라 부분 무효가 확정된다면, 디자인의 말소 대신 등록원
부에 상응하는 등록이 이루어진다.

마. 보호의 대상
(1) 보호는 출원서류에 분명하게 재현된 디자인 외관 상의 특징들에
대해 보호의 근거가 제시된다.
(2) 공고 유예의 목적을 위한 출원이 유예 만료와 함께 합법적으로 연
장될 때 보호 대상은 디자인의 제출된 재현물에 따라 규정된다.
바. 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보호 범위
(1) 디자인은 권리자에게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독점적인 권리를 허락한다. 디자인
사용은 특히 디자인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제공, 유통, 수
입, 수출, 사용 및 당해 목적을 위한 당해 제품의 소유를 포함한다.
(2) 디자인으로부터 생기는 보호는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
게 어떤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모든 디자인에까지
미친다. 디자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 계발 때 설계자의 구성
자유 정도가 고려된다.
(3) 공고 유예 기간에 따른 보호는 디자인이 디자인 모방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
1. 독일의 상표제도의 기원
상표법은 다른 모든 무체재산권처럼 사회의 경제조직의 한 표현이다.
독일에서는 상품표지로서의 상표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중상주의시
대에는 상표제도는 일정한 제조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하는데 기여를 하였었다. 匠人標識, 제조표지, 품질표시에 대한
규정이 중세의 길드경제시대로부터 경제의 영업과 상거래를 지배하였고,
이는 말하자면 국가의 각 권역별 경제후견적 기능을 하였다. 가장 먼저
표지등록은 15세기에 이루어졌다. 특권조합, 단체, 가족 및 개인의 표지
는 영업통제 및 예술보호의 이유에 의한 국가의 통제의 도구이었다. 상
표제도의 기원은 家나 農家의 標識로서 경제거래를 결정하였던 가계뿌
리표시에서 찾을 수 있다.
2. 독일의 신 상표법
독일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자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1호에 의하여 구 상표법(Warenzeichengesetz, WZG)이 폐지되고,

“상

표 및 기타 표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Schutz der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
다. 이는 EU회원국의 상표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1
을 국내 입법화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약자표시로서 상표
1

First Council Directive 89/104/EEC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법[Markengesetz(Mark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는

상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표지(geschäftliche

Bezeichnung) 및 지리적 출처표시에도 미친다(상표법 제1조).
기업표지와 제호2 (상표법 제5조 3항)를 포함하는 영업표지의 보호에
관해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상표법 제5조
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15조에 규정
되어 있다. 아울러 영업표지의 보호를 위해 상법(HGB) 제17조, 성명권
에 관한 민법(BGB) 제12조가 고려될 수 있다.
신 상표법은 독일 상표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국제표장보호에 부
응하는 개정을 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상표, 영업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였다(신 상표법 제1조). 상표법의 법규명령
제정위임에 의하여 1994년 11월 30일 상표령이 발하여졌고, 현행 상표
법의 골격은 1994 년의 법률로 1995 년 1 월 1 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3. 상표와 영업표지의 공통점과 상이점

모든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표지도 식별력을 요건으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표는 일반적으로 출원, 등록 혹은
사용을 통해 발생함에 반해 영업표지는 영업거래상 사용을 통해서만 발
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 상표의 등록 혹은
거래통용력의 획득시점에 상표권이 성립하지만 처음부터 식별력을 가지
는 영업표지의 경우에는 사용시점에, 처음부터 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경
2

제호란 인쇄물, 영화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및
말한다(상표법 제 5 조 3 항)

기타 동등한 저작물의 명칭 또는 특별표시를

우에는 거래통용력의 획득시에 성립한다. 표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의 원칙, 즉 시간적 순서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에 상표권 발
생시점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4.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조약
(1)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2)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3)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Protocol)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5)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5. 상표의 개념 및 종류

(1) 상표의 개념
① 원칙

모든 상표종류에 해당하는 상표개념은 상표법 제3조에 통일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3조 1항3은 유럽공동체 상표지침4 제2조에서 유

3

한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업을 다른 기업의 그것과 구별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지, 특히 人名을 포함한 單語,
圖形, 文字, 數字, 소리符號, 상품이나 그 包裝의 형상을 포함한 立體的 형상 및 색채 또는 색채들의 組合을 포함
한 기타의 外裝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다.
4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래하며, 유럽공동체 상표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 의
해 식별표지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시각적으로 표현·재현될 수 있는 모
든 형태의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된다.

상표법 제3조 1항에서는 단지 식별표지로서의 적격성만이 언급되어 있
고, 시각적 표현·재현성은 상표법 제8조5 즉 등록상표에 적용되는 절대
적 부등록사유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다.6 이는 시각적으로 표현·재현
할 수 없는 표지형태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절대적 다수설에 의하면 상표법 제8조 2항의 경우
에는 구체적 식별력이 요구되지만, 상표법 제3조 1항의 경우에는 추상
적 식별표지로서의 적격성이 있으면 족하다. 여기에서 추상적 식별표지
로서의 적격성의 개념에는 제품의 냄새, 미각 및 촉각까지 포함하는 넓
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상표법 제3조 2항에 의해 상품 그 자체
의 성질에 기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표지는 추상적 식별표지
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시각적 표현·재현성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표, 예를 들면 생물적, 화학적 상표(냄새,

5

상표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없을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특허청은

등록요건

심사시에

절대적

부등록사유(상표법

제

8

조)와

상대적

부등록사유(상표법 제 9 조)로 구분하여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절대적 부등록사유만이 직권조사사항이며,
선행상표와의 동일유사 등에 관한 상대적 부등록사유는 선행권리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만 심사를
개시한다.

미각, 촉각상표 등) 혹은 소리상표와 관련하여 시각적 표현·재현성에 대
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럽공동체 상표청은 독일 상표법(시행
규칙 제11조 참조)과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리
(음향)를 상표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
(음향)의 경우에 소노그램(Sonagramm) 혹은 악보 등을 제출하면 등록
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청
은 색체 혹은 소리(음향)를 단순히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적 표현·재현성을 부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테니스 공을 위한 냄새
상표로서 “The smell of fresh cut grass”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시각적
표현·재현성이 인정되었다.

(2) 상표의 종류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한 상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보호대상에 따라
서도 상품상표, 서비스표, 개인표장, 단체표장 등의 다양한 종류의 상표
가 존재한다.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
하게 취급되지만 개인표장과 단체표장은 그 취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상표법 제3조는 상표적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4조는

상표권

발생태양에

따라

등록상표,

사용상표

(Benutzungsmarken), 주지상표(notorisch bekannte Marken)로 구분하
고 있다. 이러한 3종류의 상표는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권리의 성립에 있
어 차이가 있다.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의 출원, 심사 그리고 등
록을 통해서, 사용상표의 경우에는 영업거래상 사용을 통한 거래통용력
(Verkehrsgeltung)의 획득을 통해서 그리고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파리
조약 제6조 2의 의미에서 주지성의 획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한다.

그

리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 및 서비스와 등록된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또한 등록된 상표권자의 이익이 이
러한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파리조약 제6조
2(주지상표)의 적용범위가 TRIPs 제16조 2항 및 3항을 통해 서비스표
와 비유사상품 영역까지 확장된다.
6. 출원인 적격
자연인,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에 한하여 출원인 적격이 인정
된다(제7조). 독일에서의 영업 활동은 더 이상 필요조건이 아니나, 비거
주자는 독일특허청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7. 출원에 필요한 사항
상표 및 서비스표의 출원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서(Request)
(2)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구분
(3) 상표 견본(Mark)
도형상표, 소리상표 또는 입체적 상표의 경우 최대 26.2 × 17㎝의
4장의 상표 견본. 소리상표(audio mark)인 경우 음향의 복제(audio
reproduction)가 요구된다.
(4) 우선권 증명서(Priority Document)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위임장(Power of Attorney)
원칙적으로 출원인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허청이나 제3자가 대리권의 유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출원서>

8.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독일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
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서비스표도 등록이 가능하고, 다류 1출원도 가능하다(추가 1류당 추가료
납부). 다류출원의 경우 등록 가능한 여러 분류로의 분할이 가능하고 지
정상품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9. 부등록사유
(1) 絶對的 保護障碍
-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상표(제8조 제1항)
- 다음과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외국의 기
장, 문장 혹은 기장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2. 거래시장에서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
조일, 서비스의 제공의 표시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의 표시
와 관련하여 소용이 되는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3.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관습 때문에 상
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시를 위하여 보통으로 되어버린 표지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4.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성질,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표시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를 기만하기에 적합한 상표
5.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6. 국장, 국기, 그 밖의 국가적 標章 또는 국내의 지방이나 국내의 상
급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밖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紋章을 포함하고 있
는 상표
7. 연방법률공보상의 법무성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제외된
公的 檢査 표장 또는 保證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8. 연방법률공보상의 법무성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제외된
문장, 기장 혹은 기타 휘장, 국제기구의 인장 혹은 표시를 포함하고 있
는 상표
9. 公益을 위한 기타의 법규에 따라서 그 사용이 분명히 거절될 수 있
는 상표
(2) 先行商標에 의한 相對的 保護障碍
- 독일 상표의 심사에 있어서는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심
사되지 않는바,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상
표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1.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할 경우
2.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양 상표
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수요
자에게 연상의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선행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당해 주지상표의 식
별력이나 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
할 경우.

10. 출원 및 등록의 흐름도
출원

심사

거절 이유 통지

의견서/보정서

거절 사정

심판
등록

공고

이의제기

답변서/보정서

이의결정

11.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인
선등록 또는 선출원의 소유권자, 원소유권자(출원이 대리인에 의해 제
출된 경우) 또는 저명표장의 소유권자
(2)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이유
이의신청인은 출원상표가 선등록· 선출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승인 없이 제출
된 출원이거나 저명표장의 무단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4) 이의신청서는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식적인 이의신청 후에 이의
신청인은 다음 단계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당해 이의신청을 보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출원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고 출원인
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특허청의 선임심사관(the Senior
Examiner of the Patent Office)에게 항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심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특허법원(the Federal Patent Court)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특허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방대법원(the Federal Court)에 상고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

12. 상표권의 발생
(1) 상표권의 발생근거
상표법 제4조는 상표권의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특허
청의 상표원부에의 상표로서 표지의 등록을 통해, 표지가 거래계에서 상
표로서 거래통용력을 가지는 한, 영업거래상 표지의 사용을 통해 또는
파리조약 제6조의 2 규정의 의미에서의 주지성 획득을 통해 발생한다.
위의 등록상표, 사용상표 그리고 주지상표는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며 중
복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 등록된 상표로서의 표지는 形式的 商標權에,
사용을 통해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상표로서의 표지는 주지상표와 함께
實質的 商標權에 해당한다. 상표의 등록이전에 이미 출원인에게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출원과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와 영업거래
상 사용과 거래통용력 획득을 통해 발생하는 사용상표 그리고 주지상표
는 구별되어야 한다.

(2) 형식적, 실질적 상표권
상표로서 표지의 등록은 영업거래상 상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 형식적 상표권을 발행시킨다. 상품에 사용되는 식별표지로서의 상표
는 시장경쟁에서 사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영업거래상 실제적 사용
없이 형식적으로 등록된 권리의 존재는 권리존속기간 동안에 경쟁을 방
해할 수도 있다. 사용강제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상표가 사용되어야
함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남용이 발생
했다. 이 경우에 다만 개별적으로 권리의 남용관점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표권으로부터의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경쟁법적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등록되지 않았지
만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권 등과의 충돌에서 특히 야기되
었다. 사용강제규정의 도입 후에도 역시 영업거래상 사용되지 않은 형식
적 상표권이 발생하지만, 제49조 1항에 의해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형식적 상표권은
존속기간

동안에

거래계에서

상표의

발전조성기능

(Entwicklungsbegünstigung), 즉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호하면 현실적
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예정되어 선택된 상표는 상표로서의 내
실을 사후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실질적 상표권(사용상표, 주지상표)은 상표원부에의 등록 없이 영업거
래상 표지의 사용을 통해 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하는
한 발생한다.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상표권은 서로 양자택일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상표의 등록 혹은 사용을 통한 권리의 발생은 양자 중첩적으
로 가능하다. 즉 등록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 소유자는 영업거래상 사용
을 통해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경우에 형식적 권리 외에도 실질적 상표
권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 소유자는 상표
원부에의 상표등록을 통해 실질적 상표권 이외에 형식적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제4절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1. 개요

(1) 특허청의 판단에 대한 불복
특허청의 심사국 또는 특허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판단, 및 특
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 및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소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독립하고 자립된 연방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이 설치
된다.
(2) 특허법원의 부국
특허법원에는 항고에 대해 심리하는 부(항고부)와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 및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소에 대해 결정하는 부
(무효부)가 설치되어있다.

항고부는, 실시 허락의 의사를 표명하여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 특허
청의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국가기밀 명령에 대한 불복, 특허의 거
절 또는 유지, 취소, 제한에 관한 결정, 소송구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한 열람청구 등에 관한 항고의 당부를 판단한다.
무효부는 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항고부와 무
효부는 사건에 따라 3 내지 5인의 법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에서 판단한다.

2. 항고에 대한 절차

가. 절차 개요
(1) 심사국 및 특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2) 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
기되어야 하며, 항고장 및 모든 서면에는,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을 위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항고장 및 이에 부속된 청구에 관한 모든 서면 또는 항고 또는 청구의
취하의 선언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송달되며, 다른 서면은
송달 명령이 있지 않은 경우 비공식 방식으로 통지된다.

(3) 출원에 대해 거절하는 결정, 또는 특허의 유지,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항고기간 내에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
가 납부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항고는 제기되지 않
은 것으로 본다.

(4) 그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제기된 부서가 당해 불복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부서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나, 항
고인과 다른 절차 당사자가 대립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복이 이유 있는 경우 당해 부서는 수수료를 환불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불복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때에는, 불복 제기는 1월 이
내에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이송된다.

(5) 심판청구서 양식

나. 항고의 당사자 및 참가
(1) 항고는 특허청에의 절차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2)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한 열람청구 등에 관한 항고 및 국
가기밀 명령에 대한 불복, 등의 경우,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도 항고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항고절
차에 대해 특허법원에 대하여 서면 진술하거나, 심리에 출석하거나, 심
리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의 서면진술은 특허법원에 의하여 당
사자에게 통지된다.

(4) 특허법원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에 관해 적당한 것으로 인
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항고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 청문
당사자의 1인이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는 경
우 또는 특허법원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라. 항고의 판단
(1) 항고에 관해서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거나 법정형식으로 항고기간 내에 제기
된 것이 아닌 경우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며, 이 결정은 청문

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경우에, 특허법원은, 스스로 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결정을 파기할 수 있다.

1. 특허청이 그 사건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3.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알려지고 이것들이 결정에 있어서 본질적
인 경우

특허청은, 파기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3. 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의 절차
가. 개요
(1) 특허 또는 보충적보호 증명서의 무효선언, 강제실시권의 부여 또는
취하, 또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실시료의 조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소에 의하여 제기된다.
이러한 소제기는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강제실시권자
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보충적보호 증명서에 대한 소는, 그 기초가 되는 특허에 대한 소와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기초가 되는 특허에 무효원인 중 하나가 존재
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2)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는, 아직 이의의 신청이 가능하거나
이의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3) 모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침해를 받은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소의 제기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 및 모
든 관련 서면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 및 모든 관련 서면은 직권으로 피고에게 송달된다.

(5) 소장에는, 원고, 피고 및 문제가 되는 사안을 명시해야 하고, 신청
취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원인된 사실 및 서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장이 이러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할 것을 요청한다.

(6) 소의 제기에는 수수료표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 소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7) 유럽연합의 구성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국에 통
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경우 절차비용에 관한 담
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허법원은 그 공정한 재량에 의해 담보의 액을
정하고 담보 제공의 기한을 정한다.
이 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절차
(1) 특허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이에 관하여 1월 이내에 답
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피고가 적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원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즉시 원고의 제기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모든
사실 주장에 관해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적시에 반론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다.

(4) 특허법원은 청문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
다.

다. 판결
(1) 소에 대한 결정은, 판결로 하여야 한다.
소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중간판결로 판단할 수 있다.

(2) 판결에 있어서는, 절차비용에 관하여도 판단된다.
이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비용확정 절차
및 비용확정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라.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
(1)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에 있어, 원고는, 비배타적 강제실시
권의 조건이 충족된 것 및 당해 발명의 실시권의 즉시 부여가 공익상
신속히 필요한 것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경우, 그 청구에 의해 가처분
명령에 의한 발명의 실시가 허용될 수 있다.

(2) 이러한 가처분명령의 청구에는 원고는 수수료표에 규정된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없었던 것으
로 본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의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
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특허법원은 청문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4)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가처
분명령의 효력은 종료하며, 취하 또는 각하의 판결의 확정 후 1월 이내
에 일방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원은 비용에 관한 결정을 수
정할 수 있다.

(5) 가처분명령이 당초부터 부당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의 청구를 한 사람은,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부터 피고에게 생긴 손
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강제실시권의 부여의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요구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에 의해, 가집행 가능한 것
으로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파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청구인은,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제3장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제1절 지적재산권의 효력
1.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
록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이 갖는
효력에 대해 알아본다.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된다. 실용신안
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출원일 후 3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
를 조건으로 3년간 갱신될 수 있으며, 그 후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2
년씩 2회 갱신될 수 있다. 즉, 실용신안권의 경우 최장 존속기간이 출원
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5
년씩 4회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5년
간 존속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은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0년간
존속되고,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10년씩 그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
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만료 전 1년 이
내에 갱신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갱신 수수료는 존속기간 만료일로부

터 2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지연
수수료가 부가된다.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수료가 지불되
지 않는 경우 갱신등록을 취소한다. 갱신시 사용증거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
나. 독점권과 금지권
(1)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경우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를 독점한다. 디자인권의 경우 업으로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
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에 있어서는 지
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즉, 권리자는 등록받은 권리의 내용을 독점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과,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득하지 않는 타인의 실시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갖는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독점권과 금지권의
범위가 서로 같지만, 상표권의 경우에는 금지권의 범위가 유사상표 및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업인데 비해, 독점권의 경우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서 등록상표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2) 보호범위의 기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청구범위가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서에 분명하게 재현된 의장 외곤 상의 특징
들에 의해 보호범위가 정해진다. 상표권의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및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의해 정해진다.

(3) 업으로서
개인적 또는 가정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효력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리목적의 실시인지 반복 계속하는지 일회에 그치
는 지의 여부는 업으로서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4) 실시 및 사용
① 특허권의 경우
물건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
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용신안권의 경우도 동일하
다. 방법 발명인 경우,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았거나 상황적으
로 분명한 경우에 사용을 위해 당해 방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어진 제품을 제공,
시판,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역시 특허권
을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당해 목적을 위한 당해제품을 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상표권의 경우
상표는 등록된 형태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브라질에서는 출원,
등록, 갱신을 위하여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 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이란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실제적인
판매를 의미한다.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하여 상표 소유권자는 그 지정
상품의 수출견적서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사용권
계약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그 계약이 BPTO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인정
된다.

다. 효력의 제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성질이나 공익적 사유로 인해서 그 효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
우가 있다. 또한, 타인이 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에 의해 반사적으로 효력
이 제한되기도 한다.

(1) 권리의 성질 또는 공익적 사유로 인한 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된
다.
•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 특허발명의 대상에 관해 실험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및 개별적인 의약
조제 또는 이와 같이 조제된 의약에 관한 행위
•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의 다른 체결국의 선박이 일시적으
로 또는 우발적으로 독일 특허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들어온 경우
에, 당해 선박의 선상, 선내 또는 당해 선박에 탑재하고 있는 기계, 기구,
장치 또는 그 외의 부속물에 특허발명의 대상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이

대상이 오로지 당해 선박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의 다른 체결국의 항공기 또는 차
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독일 특허법이 적용되는 영토에 들어
온 경우에, 당해 항공기, 차량 또는 그 부속물을 건조하거나 운전하기
위해서 특허발명의 대상을 사용하는 행위
• 출원시에 이미 독일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 또는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
• 연방정부가 그 발명을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명
한 범위 내
•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하급 기관에 의하여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해 명해진 발명의 실시

상표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 자기의 명칭 또는 주소
• 해당 상표 또는 거래상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이지만,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또는 특성(특히, 그 종류, 품질, 용도, 가격, 원산지,
상품의 생산 시기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기)을 표시하고 있는 것
• 부속품 혹은 부품으로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의도된 용도를 나타
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 또는 거래상의 표지

(2) 국가 기밀에 의한 제한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특허의 실시 및 이전은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
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독일 특허법이 적용되는 영토 외의 지
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그 승계인은 자

신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볼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는 손해가 현실로 생긴 후에 청구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라. 미등록상표(사용상표)
상표법 제4조 2호에 의해 영업거래상 표지의 사용을 통해 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Verkehrsgeltung)을 획득한 경우에 사용상표권이
발생한다.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사용상표는 상표원부에의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상표법 제4조 1호) 상표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상표의 한
종류이다.
(1) 사용상표의 개념
영업거래상 표지의 사용을 통해 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경우에 사용상표권이 발생한다.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시장경쟁에
서 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표
지가 출처표시로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상표법
하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거래통용력이 출처의 동일성 및 상품의 동일성
과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상표로서 보호적격 있는
표지가 어느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기업의 그것과 구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식별표지로서 상표는 거래통용력을 획득하고 이로 인
해 상표법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동일성기능을 이행한다. 식별력은 상표
고유의 식별력을 포함하여 영업거래상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또는 광고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지속적 사용 혹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표지가 거래계에 인식되고 알려지게 되

는 것이다. 최초부터 특정표지를 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의
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영업거래상 표지의 동일성기능이 광고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형성되는 한 충분하다.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개념적으로 표지의 동일성기능을 전제로 하고, 사용상표는 거래통용력을
지닌 식별표지이다.
(2) 사용상표의 본질
사용상표권은 영업거래상 사용된 표지가 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
용력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특정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표
지로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표지의 식별력의 정도로서 거래통용
력의 획득은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 필수적 보호요건으
로, 상표적격성이 부정되는 표지에 대해 거래통용력이 획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거래통용력의 결여로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
용표지, 거래통용력의 획득으로 보호되는 사용표지가 함께 존재한다. 표
지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 거래통용력 획득은 상표원
부에의 표지 등록의 역할을 한다.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이 출원절
차에서 경쟁자 혹은 공중 이익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절대적 부등록사유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 상표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만, 표지의 사
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거래통용력의 획득에
의해 결정된다.
(3) 사용상표의 상표적격성
등록을 통한 상표권의 발생, 사용을 통한 상표권의 발생은 상표법 제
3조에 의해 상표적격성 있는 표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표로서
보호적격 있는 표지의 상표적격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상표법 제3조

1항에 의해 상표의 독립성, 통일성 그리고 시각적 표현·재현성이다. 이
러한 상표적격성은 상표법 제3조 2항에 의해 상품 그 자체의 성질에 기
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한 상품의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된다.

제2절 지적재산권의 이용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본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산업디자
인 및 등록상표를 본인 스스로 실시(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
으로 하여금 실시(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신탁할 수 있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1. 실시(사용)권
가. 개요
실시(사용)권이란 본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산업디자인 및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실시(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1) 전용실시(사용)권
① 법적 성질
전용실시(사용)권은 권리자에 의해 설정된 권리이고, 설정행위로 정해
진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및 등록상표를 실
시(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용실시권은 독점권을 보장받는다
는 점에서만 통상실시권과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그 법적 성질의 측면
에서 볼 때, 만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
이라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용실시권자는 독자적인 금지
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침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실시권 설정자에 대하여
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의 물권적인 성질은 실시권설정자가 특허에 관하여 행하는
이후의 모든 처분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뚜렷해지며,
이는 실시권설정자가 아닌 실시권자만이 실시권 또는 특허권에 관한 처
분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권리자와 실시권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용실시권의 범위는 기간적, 지역적 및 내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은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② 권리자와 전용실시권자와의 관계
전용실시권의 설정범위 내에서는 권리자도 그 실시가 제한되며, 타인
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
다.
한편, 전용실시권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시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 전용실시권의 양도
○ 전용실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타인에의 통상실시권의 설정

(2) 통상실시(사용)권
① 성질
통상실시(사용)권은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타인에게 그 실

시(사용)를 허락하는 것이다. 다만, 통상실시(사용)권은 권리자에 대해서
그실시(사용)를 인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통상실시권은 권리자와 통상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통상실시권은 등록원부에 등
록되어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② 권리자와 통상실시권자와의 관계
권리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통
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자는 권리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의 양도 가능성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권리자의 서면 허락이 있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도록 계약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의 양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통상적인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금지청구나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권리자로 하여금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시권의 청약
독일은 특허된 발명의 실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려정책 중
하나가 실시권의 청약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누구라도 적정한 보상으로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선언을 서면으로 특허청에
하고, 특허청은 이러한 선언을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특허공보에 공

시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실시권의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실시권 청약의 대상인 특허에 대하여 납부기일
이 도래한 연차료 수수료를 반액으로 감액한다. 실시권의 청약은 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특허권자에게 통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언제라도 특허
청에 대한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그 서면의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연차 수수료의 감액분은 선언의 취하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시권 청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은 배타적인 실시권을 부담하
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배타적 실시권의 부여에 관한 기재가 특허등록
원부에 등록되거나 이러한 기재의 등록의 청구가 특허청에 제출된 경우
에는 실시권 청약의 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시권 청약의 선언이 등록돈 후에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통지가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등록된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통지에는 발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실시를 할 것이라는 통지를 한 다음 통지자는 자기가 통지한 방법으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는 4분기가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실시를 특허권자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한편, 실시권의 청약에 의한 실시권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특허권자는 실시자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유예기간 내에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다.
보상은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에 의해 특허 당국(Patent Division)

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상액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확정된
보상이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보상의 관계인은 누구든지 보상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정실시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리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실시권이다.

① 선사용권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정실시권이다.
특허(실용신안, 산업디자인)출원에 관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독일
에서 출원의 대상을 선의로 실시하고 있던 자에게는 자기 또는 타인의
공장에서 그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상속 또는 양도될 수 있다.
② 권리 소멸 후 실시에 따른 실시권
권리가 회복된 특허의 대상을 당해 특허의 소멸 이후 회복 전까지 독
일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공장에서 자기의 사업의 필요를 위하여 당해 특허의 대상
을 계속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상속 또는 양도될 수 있다.
또한, 권리회복의 결과 외국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는
출원의 대상을 우선권 주장 기간인 12월의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우선권
의 회복시까지 독일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자도 자기 또는 타인의 공장에서 자기의 사업의 필요를 위하여 당
해 특허의 대상을 계속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 역시 사업과 함
께 하는 경우에만 상속 또는 양도될 수 있다.

(4)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특허권의 남용이 있거나
이용발명인 경우에 발생하는 실시권이다. 이러한 강제실시권은 항상 비
배타적 실시권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강제실시권에 대한 하위의 실시권
은 부여될 수 없다.

① 종류
ⅰ) 공공의 이익에 따른 강제실시권
실시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자가 특허(실용신안)권자에게 실시의 동의
를 받지 못하였고 또 그 특허권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 부여되
는 실시권이다. 공공의 이익에 따른 강제실시권이 부여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반도체 기술분야의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그 부여가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의해 특허권자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정된 사항
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다.
• 실시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자가 거래 관행상 타당한 조건을 제시하
여 발명의 실시에 관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었을 것
• 강제실시권의 부여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요구될 것

ⅱ) 이용발명에 따른 강제실시권

타인의 선출원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후출원된 자신의 특허
권에 따른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사람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강제 실시권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시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자가 거래 관행상 타당한 조건을 제시하
여 발명의 실시에 관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었을 것
• 강제실시권의 부여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요구될 것
• 후출원된 발명이 선출원된 발명과 비교해 상당한 상업적 중요성을
가지는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선출원된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후출원된 특허권의 특허권자
에게 크로스 라이센스의 부여를 타당한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ⅲ) 권리남용에 따른 강제실시권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독일 국외에서 실시
하는 경우에는 특허제품의 독일 시장에의 충분한 공급을 실현하기 위하
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실시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자가 거래 관행상 타당한 조건을 제시하
여 발명의 실시에 관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었을 것
• 강제실시권의 부여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요구될 것

② 내용

강제실시권은 특허 성립 후에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부여에 제한을
부가하거나 조건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 실시권의 범위와 기간은 그
부여 목적에 맞도록 한정된다.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자로부터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실시료는 구체적 거래 상황에 적절하고 강제실시권
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해 정해진다. 실시료 결정의 전제가 된 상황 또는
반복적인 실시료 지불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각
당사자는 정해진 실시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권 부여의 전제
가 된 상황이 소멸하고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1) 허락자측(권리자, licensor)이 주의할 점
○ 실시(사용)권의 종류(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를
명확히 한다.
○ 실시 태양을 특정한다.
○ 부쟁의무를 부과한다.
○ 실시권의 양도 등의 금지조항을 정한다.
○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 보
증 의무를 부과한다.
○ 계약해제조항,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정한다.
○ 계약 종료 후의 조치를 명확히 한다.
○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에 따라 제3자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실시권자측에 있음을 명기한다.
○ 제3자에 의한 침해 사실을 실시권자가 권리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

무를 부과한다.

(2) 실시(사용)권자측(Lisensee)이 유의할 점
○ 허락대상인 권리의 유효성의 보증을 받는다.
○ 출원 중인 권리의 경우는 먼저 등록될 것인지에 대하여 선행기술,
디자인 또는 상표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해 둔다.
○ 출원이 등록될 때까지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실시의 보증
을 얻는다. 또 어떠한 원인으로라도 그 출원이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등 권리범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를 명확게 한다.
○ 출원을 조기에 등록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의무를 부과한다.
○ 허락 대상의 권리에 있어 권리자에 그 권리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
한다.
○ 실시권의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신청수속에의 협력의
무를 권리자에게 부과한다.
○ 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의 허락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해둔다.
○ 선실시권자의 존부, 선실시권자 출현의 가능성, 선실시권자가 출현
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해둔다.
2. 양도 및 등록
상표를 제외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제한을 두거나 두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부여는
그 이전에 타인에게 부여된 실시권에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어야 하며 그 공고일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갖게

된다.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그 상표가 보
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양
도 또는 이전될 수 있다. 상표가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할 경우,
상표가 속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의 양도 또는 이전은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양도 및 이전을 포함한다. 상
표의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
원부에 등록된다.

제3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특허권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득한 자만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상표를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절에서는 권한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권리의 대상을 실시 또는 사
용하는 경우, 즉 침해가 발생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
가. 심판(항소)
심판(항고)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심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된다.

나. 경고장
명의 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 침해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 지적
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쌍방의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해
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고장을 송부함으로써 침해자의 고
의를 증명하게 되며 이는 사법 조치를 위한 예비적인 수단이다.

다. 가금지 명령
권리자가 본소 종결까지 반복,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
제조치이다. 이는 침해품이 발견된 지역에서 그 침해품의 처분을 금지하
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가금지 명령은 본소 계속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
금지 명령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소할 수 있다.

라. 민사 소송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래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취급한다.
- 침해행위의 중지
- 침해 또는 모방된 제품의 사용의 중지
- 침해자가 소유하는 침해품 및 그 침해품을 생산하는 장치의 폐기
- 침해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과 손해의 보상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 인용되면, 침해자에게는 지적재
산권에 관련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또한, 손실 또
는 손해가 증명되면 그 손실분과 손해분의 지불을 선고받는다.
한편,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판사에 대하여 소송의 판결에 의해 침해
가 금지되도록 가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물가 조치
세관은 수입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관
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물품의 압수를 청구할 기회가 권
리자에게 주어진다.

바. 형사 소송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 소송에서 필

요한 경우 침해물을 압류할 수 있다.

2.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은 점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타인에
의한 침해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권리의 외연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침해행위의 입증이 곤란하다. 더욱이, 침해행위에 의해 권리자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의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무체재산임을 감안하여, 침해
행위로부터의 구제의 곤란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특허법 등에는 특별규
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그 특별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나. 생산방법의 추정(특허법 제139조 제3항)
방법 특허의 경우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행위가 침해임을 증명하는 것
이 곤란하다. 따라서, 특허법에는 방법 특허의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생산방법의 추정이란,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의 제조방법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타인에 의하여 제조된 동일한 제품은 특허된 방법에 의
해 제조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즉, 침해에 대한 입
증책임은 본래 권리자가 지게 되는데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에 의하면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침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반증의 취급에 있어 피고의 제조 비밀 및 기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보상금 청구권의 강화(특허법 제33조 제1항)
보상금 청구권은 출원 공개 후 특허 부여시까지의 제3자의 실시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독일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실시가 있는 경우 그 즉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
상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원인은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
명이 출원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실시에 대하여 상황에 따
른 타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의 대상의 특허성이 부족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보상금 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 정보제공의무(특허법 제140b조)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곤란
을 경감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을 하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침해자에게 주고 있다.
즉, 침해를 받은 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초
래하지 않는 한 당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출처 및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의무
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 전 소유자 및 거래 고객
또는 그 자가 대리하는 본인의 이름, 주소와 함께 제조, 발송, 수취 또는
주문된 제품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 금지 명령 절차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마. 부당이득 반환 의무(특허법 제141조)
침해행위에 따른 청구권자의 손해에 의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받은 경
우에는 시효의 완성 후라고 하여도 침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보다 부당이득반환의 시효가 길
기 때문에 이 의무는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자
가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바. 물가조치(특허법 제142a조)
세관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시에 압류한다.

사. 간접침해(특허법 제10조)
특허권의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큰 행위를 간접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없는 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에 관련된 수단을
독일 특허법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제공 또는 제공의 청약을 하는 행
위는 그러한 수단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았거나 정황상
명백한 경우 금지된다. 단, 그 수단이 주요하게 거래되는 필수품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표 침해
가. 침해의 요건
상표권 침해의 중심적 구성요건은 혼동위험이다. 혼동위험 판단에는
구 상표법 하에서 발전된 원칙이 현행 상표법에도 적용되는데, 먼저 혼
동위험이 존재하는지는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에 의해
판단된다. 상표의 유사성 심사를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이
고려된다. 상표의 유사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품의 유사 정도에 대한 요
구는 작아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혼동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한다.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강한 상표와 약한 상표는 구별된다.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작은 차이를 지니는, 즉 작은 식별력을 지니는 경우에
특히 약한 상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은 보호범위만
이 인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원래부터 식별력이 강한 경우 혹은 높은 주
지성을 지니는 경우에 강한 상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넓은 보호
범위가 인정된다. 아울러 직접적 혼동위험과 간접적 혼동위험도 구별되
는데, 직접적 혼동위험은 표시된 상품자체의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에 그리고 간접적 혼동위험은 상품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제공하는 영업
경영의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여기에서 간접적 혼동위
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혹은 제공하는 영업경영 사이에 경제적
혹은 조직적 연관(Verbindung)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긍정된다. 상표의
유사성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혼동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경쟁
방지법적인 혼동위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유럽법원은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상표(bekannte Marke)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지성 정도를 획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
한의 주지성 정도를 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 제
시는 불가능하고 개별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상표법

제14조의

의미에서

단지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

(kennzeichenmäßige Verwendung)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표지가 자타상품 식별표지로 사용되어야
상표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표법 하에서 주지상표는 비유사영역에서도 상표법적으로 보호
되고 있다. 종전에는 비유사영역에서의 상표법적 보호는 저명상표에 한
하여 민법 823조 혹은 독일연방법원의 “Dimple“ 판례 이후에 부정경쟁
방지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었다. 하지만 민법 제823조에 의한 저명상
표 보호요건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즉 최소한 70% 이상의 주지성
(Verkehrsbekanntheit)과 상표의 독자지위(Alleinstellung)가 요구되었
다. 반면에 주지성이 다소 낮은 경우(“Dimple“ 사건의 경우에 약 40%)
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었다. 현행 상표법 하
에서도 주지상표의 확대된 보호를 위해 민법 823조 혹은 부정경쟁방지
법 제1조가 원칙적으로 상표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상표법 제
2조).

나. 상표권의 충돌과 우선순위
동일 시기에 상표권이 성립한 경우(상표법 제6조 4항) 등의 예외 혹은
제한은 있지만,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에

의해 권리성립의 전후에 따라 해결된다. 상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
위는 상표법 제14조에 의해 정해진다. 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는 먼저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이중동일성,
Doppelidentität)에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즉 이중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위험(Verwechslungsgefahr))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상품 혹은 서비스
에

사용함으로써

유사성으로

인해

사고적

결합(gedankliche

Inverbindungbringen) 을 포함한 혼동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상표
권 침해가 인정된다.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할 때에도, 부정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주지상표의
식별력과 주지상표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의 약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
표권 침해가 인정된다.

이처럼 상표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상표권이 후 상표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갖는데, 이는 상표법 제6조 1항에 의해 상표법 제4조
의 상표, 상표법 제5조의 영업표지 그리고 상표법 제13조의 기타 권리
에도 역시 적용된다. 사용상표권이 경우 사용상표권이 성립된 시점이 상
표권의 시간적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사용표지는 시장경쟁에서 상
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거래계에 관철되었을 때 상표로
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하고 이로써 사용상표권이 발생한다.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최초의 사용시점에 소급되지는 않고, 상표권의 시간적 선·후는
우선원칙(Prioritätsprinzip)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원칙은 사용을 통해
거래통용력을 획득한 상표에도 적용되는데, 상호 충돌하는 상표권 사이
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상표로서 사용된 표지의 거래통용력은 최후의

구두변론 시점까지는 획득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우선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즉 사용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의 침해자가 자
신의 침해행위로 인해 거래통용력 상실을 야기했을 때에는, 침해자는 거
래통용력의 상실을 근거로 사용을 통해 발생한 상표권 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6조 4항에 의
해 동일한 시간에 성립한 상표권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 경우
에 상표권 상호 사이에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역시
상표법 제4조 2호의 사용상표에도 적용된다.

4. 독일의 사법 구조
독일의 사법 구조는 출원/이의/무효에 관한 절차와 침해에 관한 절차
가 분리되어 있다.
출원 및 이의 신청은 독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되게 되고, 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연방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
한, 항소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
으며, 연방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게 된다.
무효 절차는 연방 특허법원에 최초로 제기하게 된다. 즉, 연방 특허법
원이 1심으로 무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연방 특허법원
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연방 대
법원은 2심으로서 무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며, 무효에 관한 절차는 2
심으로 종결된다. 무효 절차에서 연방 대법원은 2심이므로 법률적인 관
점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관점에서도 조사하게 된다.
침해 절차는 지방 법원에 최초로 제기하게 되고, 지방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항
소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침해 절차에 대해 판단하게 된
다.
한편, 연방 대법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은 제1부 내지 제10부
에서 담당하게 된다.

5. 침해 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제3자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침해의 사실 유무에 대해 조사(인보이스, 카탈로그, 영수증 등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의 수집을 포함한다)를 한다. 만일 제3자의 실시(사용)이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경
고장을 발송하고 민사상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에 그 침해 사
실을 고소하여 형사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경고장 발송
권리자는 실시(사용)하고 있는 대상품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
시키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고
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경고장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증, 상대방의 실
시 형태,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고장 발송에
의하여 침해 사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경고장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민사 소송
1) 가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본소종결시까지, 반복계속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제 조치이다.
지적 재산 침해 소송에 대하여 가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이하의 세 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요건
ⅰ) 긴급성
이 요건은 통상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장기간

에 걸쳐 방치 내지는 묵인하고 있었을 경우, 법원은 긴급성의 요건을 부
인한다. 게다가 법원에 따라서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인식하고 나서 1
개월 경과한 후에 가금지 명령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 긴급성의 요건을
부인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권리자는 침해임을 인식하는 즉시 법원에
가금지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ⅱ)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
침해된 지적 재산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유효성(validity)
이 확립되어야 한다.
상표권에 관해서는, 미등록이거나 취소/무효 절차 혹은 이의 제기 절차
가 계속중이지 않는 한 그 상표권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한다.
실용신안권은 무심사로 등록되기 때문에 취소/무효 절차를 거쳐 유효
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또는 포괄적인 선행 기술의 조사에 의하여도
중요한 선행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
급한다.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권리
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ⅲ) 명확한 침해 행위
가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자의 행위가 전문
가 혹은 익스퍼트(expert)의 도움 없이 용이하고 명확하게 법원이 침해
인 것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절차

가금지 명령을 얻으려면, 권리자는 침해 행위 중지 선서서(Cease and
Desist Declaration)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침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이 경고장을 송부하지 않고 갑자기 침해자에 대한 가금지 명령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가금지 청구 수속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침해자가 침해 행위 중지 선서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가금지 청구서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를 제출한다. 해당
청구서를 제출할 때, 청구인(권리자)은 자기의 지적 재산권 및 침해자에
의한 해당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 또한, 해당 청구서에는 상기 사항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관련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서 공술서(affidavit)를 첨부한다. 청구
인(권리자)은 위에서 언급한 요건 중 하나인 긴급성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재판소는 해당 청구서에 상기 가금지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피청구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
고 일방적으로 가금지 명령을 발표한다. 상표 침해 사건의 상당수는 이
방식에 의하여 가금지 명령이 발표된다.
해당 청구서에 상기 가금지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명백한 사실이 포
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상대방(피청구인)에게 가금지 청
구서를 송달하고 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상대방(피청구인)을 소환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피청구인)을 소환하여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는 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논의를 하며, 선서 공술서, 증인 심문, 서류 및
증명서를 증거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판소는 상대방을 소환해 답변을 받은 뒤 신속하게 가금지 명령 청구

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③ 피청구인의 방어 방법
피청구인의 답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금지 명령이 발표된 경우
에는,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답변을 위한 소환날짜를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을 들은 후 가금지 명령이 발표된 경우에는, 피청구인
은 1개월 이내에 상소 (appeal)할 수 있다.

④ 비용
가금지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가 및 상대방의 소환 유무에 따라
서 다르다. 예를 들면, 소가가 200,000 독일 마르크의 경우, 비용 총액
은 약 8,000 － 23,000 독일 마르크가 된다. 재판소에 대한 비용은, 상
대방의 소환이 없는 경우에는 1,800 독일 마르크 정도 소요되고, 상대
방의 소환이 있는 경우에는 5,400 독일 마르크 정도가 소요된다. 각 당
사자의 대리인 비용은, 상대방의 소환이 없는 경우에는 5,400 독일 마
르크, 증거 방법의 제출이 없고 상대방의 소환이 있는 경우에는 8,100
독일 마르크, 증거 방법의 제출이 있고 상대방의 소환이 있는 경우에는
10,800 독일 마르크가 소요된다. 게다가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
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⑤ 집행
가금지 명령은, 피청구인이 계쟁 대상물의 처분 권한을 가지는 한, 침
해품이 발견된 지역에서 집행 가능하다. 가금지 명령은 해당 명령이 청
구인에게 송달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서 피청구인에
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명령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가금지 명령의 철회 청구(motion
for revocation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단, 피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에 가금지 명령을 송달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1개월 이내에
적절한 법원에 송달의 요청(motion for service)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복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가금지 명령이
발표되고

나서

약４주일

후에

피청구인에게

이른바

종료

통지

(termination letter)를 송부한다. 해당 종료 통지에는, 피청구인이 가금
지 명령을 최종적이고 영속적인 것으로 승낙하고 해당 명령에 대해서
상소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서(declaration)를 요구한다.
2) 침해 소송
① 관할
지적재산권에 관한 침해소송은 소송물의 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민
사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만일 지적재산권에 관한 침해소송이 복수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 정부는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 관할
로 정할 수 있다.

② 청구 내용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게 된다.
또한, 침해자가 점유 또는 소유하는 특허 대상의 제품의 폐기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폐기는 침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고
침해자 또는 그 제품의 소유자에게 과잉 조치가 아닌 경우에만 인정된
다.
한편,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따라 직접 제조된 제품 또는 침해제품의
생산만을 위하거나 그 생산만을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장치의 경우에도
앞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척기간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은 청구인이 침해 사실 및 침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침해행위가 있

은 날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
다.
한편, 침해행위에 따른 청구권자의 손해에 의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받
은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 후라도 침해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 형사 소송
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지적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
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업
으로 행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 지적재산권의 대상인 제품을 제조 또는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
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 특허의 대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
위
○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을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2) 친고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죄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에 의한
기소가 상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에 의하여
만 재판된다.

3) 몰수 및 판결 공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관련된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

한편, 형이 선고된 경우, 피침해자가 유죄판결을 공개하는데 대한 정당
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피침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은 유죄판결의 공개를 명한다. 이러한 공개의 방식은 판결에서 정한다.

라. 물가 단속
1) 개요
EC 규칙(European Community Regulation) 및 독일 지적재산권법에
근거하여, 수입품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그 통관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여 일정기간내에 물가 압수의 제기를 제출할 기회
를 권리자에게 부여한다.
2) 절차
독일에서의 물가 압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는
뉘른베르크의 지방 재정 관리국(Regional Finance Office)에 물가 압수
의 제기(motion for global border seizure)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가 독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독일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세워야 한다. 권리자는 당국에 대해서 본인이 보호되어야
할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인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표 등
록 원부의 초본을 당국에 제출한다. 게다가 등록상표의 내용을 나타내는
서면 및 가능하다면 모방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사진 등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 통관 대상물을 검사할 때에, 세관이 보다 용이
하게 진위의 판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품의 통상의 외관을 나타내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청구시에 침해대상물 혹은

그 포장의 상세, 가능한 수입자 혹은 수출자 및 수송 수단에 관한 정보
를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게다가 진위 감정을 도와줄 수 있고 독일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지명해 세관에 통지해 두면, 세관으로부터의
요구에 단기간으로 응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통관을 금지하여 압수한 물품이 진정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에는 세관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므로, 권리자는 미리 일정 금액을 공
탁해야 한다.
물가 압수의 제기는 최장２년간 유효하나, 이는 연장할 수 있다.
물가 압수의 제기를 수리한 후, 당국은 전국의 세관 및 세관 수사국에
해당되는 물가 압수의 제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관 검사중에 침
해 대상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권리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먼저 통지
를 해 합동으로 침해 대상물의 진위를 감정한다.
세관 및 권리자가 침해 대상물이 침해품 또는 모방품이라고 판단하고
수입자가 침해 대상물의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세관은
해당 침해 대상물을 파기한다.
세관 및 권리자가 침해 대상물이 침해품 또는 모방품이다고 판단하고
수입자가 침해 대상물의 압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세관은 권리자
에게 해당 물가 압수 제기를 유지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문의한다.
만일 권리자가 해당 물가 압수 제기를 유지하는 취지의 응답을 한 경
우에는, ２주 이내에 수입자에게 집행 가능한 침해 대상물을 몰수하는
취지 혹은 그 처분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원의 명령을 제시해야 한다. 이
법원의 명령을 제출하는 기간은２주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은 침해 대
상물을 몰수할 것인지 또는 통관 시킬 것인지의 처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물가 압수 수속에서, 권리자는 하송인의 주소, 이름, 수입자 및 수출자
의 주소, 이름, 제조업자의 주소, 이름 및 침해 대상물의 수량에 대한 정
보의 개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6.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가. 협상의 진행 여부 결정
권리자로부터 침해의 통지를 받은 경우,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
정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과거분의 손해배상이 남아 있게 되고,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무효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더 이
상의 협상은 하지 않겠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로 비추어지
므로 승소하지 못하면 권리자로부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
다.
따라서 사업 중단이나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며, 권리자가 반드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므
로 사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자의 입장
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나. 침해 증거의 요청
통상의 경고장에서는 특허번호와 침해제품을 적시하고 침해 중단 또는
실시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침해 증거와 클
레임 차트를 요청하면서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
이는 것이 좋다. 소송에서도 침해 입증의 책임은 권리자에게 있는 것이
므로 이러한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다.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침해 증거를 권리자로부터 받으면,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조사를 행하
는 동시에 침해 증거를 기초로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협상에서는 무효
와 비침해의 주장을 동시에 펼치는 것이 좋다. 설사 무효나 비침해의 가
능성이 50%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협상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 무효나 비침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권리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라. 대응 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 조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 권리자에게 맞대응할 수 있는 특허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행하여야 한다. 맞대응할 수 있는 특허가 있다면
크로스라이센스로 이어질 수 있고, 적어도 권리자가 요구하는 실시료를
감액시킬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맞대응할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
다면, 특허를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권리자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지 여부와 대상품을 실시하고
있는지 및 대상 특허에 대해 이미 실시료를 지불하는 회사가 있는지 여
부를 조사하는 것도 좋다. 관련 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회사일수록 방어
력이 약하다. 그런 회사는 단 한 건의 특허 침해로도 엄청난 액수의 실
시료가 책정되므로, 만일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 특허가 단 한건만 보유
하더라도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가
주장하는 대상 특허에 대해 이미 실시료를 지불하고 있는 제3의 회사가
있다면, 이 또한 권리자에게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만일 대상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실시료 수입까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자가 권리의 대상품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권리자의 특허의 이용특허인 경우에는 강제실시

권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협상의 진행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 및 침해
여부에 대한 협상과, 실시료의 책정이나 지불에 대한 협상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주고받
으면서, 실시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는 사실상 소송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 가능성 및 비침해 가능성의 주장
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실시료도 그에 따라 상당히 감액시킬 수
있다.
권리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면 크로스라이센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권리자의 특허에 대해 실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실시권
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가지고 그 권리자에게 역으로 권리를 행사
하게 되면, 권리자는 이미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는 실시 계약이 체결되
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특허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도 협상에
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바. 회피 설계
실시료의 지불이 불가피하다면, 협상을 통해 그 실시료의 액수를 감소
시키도록 노력하여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회피 설계를 통해 미래의 실시
료 지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시
장의 변화나 회피 설계 가능성에 따라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
다.

사. 법적 대응
사업 중단이나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해 무효 및 비침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며,
권리자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고집하거나 소송에서의 승리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법적 수단으
로서는 앞서 설명한 무효 심판이나 강제 실시권 부여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제4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서 론
독일에서는 기존의 상표법, 상법에 의해 충분히 부정경쟁이 규제될 것
으로 믿고 법원이 민법 불법행위 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래, 무제한의
영업자유가 인정되어 왔으나, 투매행위, 산업스파이, 카르텔화 등 부정경
쟁 현상이 심각해지자, 프랑스에서 발전한 판례법을 참조하여 1896년
기만적 광고 등을 비롯한 특별한 유형의 불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독일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제를 시도하였다가
1909년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일체의 경쟁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일반조항을 명문화하고, 1965년에 이르러서는 소비자보호 규정을 신설
하였다. 소비자 이익 보호를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도 종전의
영업자나 영업자단체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2004년７월8일부터 독일에서는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이하 ‘UWG’라고 함)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896년 제정이래 1909년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첫 번째 개정이 있었고, 그 후에도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근래 가격할인법(Rabattgesetz)과 경품령(Zugabeverordnung)이

폐지되면서 다시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할인판매규정과 관련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유럽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독일 부정경쟁법제의 자유화를 요청하였으
므로 유럽 내에서의 경쟁법규의 내용을 조화시키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근본적인 현대화 작업을 결정하였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단체
의 제소권을 유럽에서 처음 도입한 법률이며, 공정 경쟁법의 메커니즘은
시장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2. 독일 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1) 독일 신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 구조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근본적인 현대화 및 유럽
화에 있다. 이러한 목적은 신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조와 체계에 잘 반영
되어 있다.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은 본질적인 가치를 개방하고 있어
판례나 학설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 사례군」을 재검토하여 법전화하
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즉, 개정법은 구법과 비교해 볼 때 근본적으로 새로운 규정들을 포함
하고 있다. 즉 개정법은 일반조항에 사소한 경쟁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제3조), 부정한 경쟁행위의 예
를 법조문화 하였으며(제4조), 소비자 등을 성가시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었고(제7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를 독립적

인 항을 만들어 규정하였으며(제8조 내지 제11조),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획득한 이득에 대한 청구권규정 신설(제10조) 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
다.

구법과는 달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일반적인 규정(제1장), 실체적인 부정경쟁규
정을 포함하는 제2장 법률효과(제8조~ 제11조), 제3장 절차규정(제12조
~제15조), 제4장 벌칙규정(제16조~19조) 그리고 제5장 종결규정(제20
조~제22조)으로 구성되어 상이한 법규정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예시규정을 포함하여 경쟁
법규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법구성의 구분을 통하
여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어떠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 혹
은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의 기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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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1) 목적
실체법의 규정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바로 제1조에서의 법률 목적조항
과 제2조의 정의조항이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조의 규정에 따
르면 경쟁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타의 시장참가자를 부정한 경쟁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왜곡되지 않은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이익보호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3가지 보
호목적즉 경쟁자, 소비자를 포함한 기타의 시장참가자 그리고 일반이익

은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인정이 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법의 보호법익 중 하나인 왜곡되지 않은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이익 또
는 공공의 이익은 선량한 풍속개념과 함께 형성되었다. 1965년 소비자
단체의 제소권이 구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도입되면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의 이익을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유발을 방
지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의 세 가지 보호
목적, 즉 경쟁자와 소비자 및 공정한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이익의 보호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연방대법원으로부터도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일부의 학자는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표기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시에 강화된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무의 관
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소비자 보호가 목적조항에 추가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정의조항
개정법 제2조는 경쟁행위, 시장참가자, 경쟁자 그리고 통신에 대해 정
의하고 있다.

제1호에 규정된 “경쟁행위”의 개념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심개념
이다. 이는 구법 제1조에서 이미 알려진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경쟁
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구법상의
해석과 내용상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개념은 형식상으로는 특히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었다. 경쟁행위는
자기 자신(혹은 제3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행
위와 수요경쟁에서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때 경쟁자 사이에 구체적인 경

쟁관계가 존재하거나 어느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호의 “시장참가자”의 개념은 경쟁자나 소비자보다 상위개념이다.
시장참가자에 포함되는 자는 무엇보다도 그의 영업적 활동이나 독자적
인 직업활동을 위해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된다. 시장참가
자는 물론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자나 수요자로서 활동하는 경쟁자, 소비
자가 되지만, 경쟁자나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자연
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다.

제3호의 “경쟁자개념”의 설정을 위해서는 침해행위자(혹은 제3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인 경쟁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
쟁관계는 어떤 사업자가 자신(혹은 제3자)의 경쟁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
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사업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구체적인 경쟁관계는 사업자가 동일한 수요자나 공급자의 법주에 속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경제적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
다. 상이한 경제적 단계가 있음에도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란 어떤
생산자나 도매상이 그의 활동을 자신의 경제적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경쟁관계는 간접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
리하여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자가 각자의 다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
에 서로간의 영업활동을 원칙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는 경쟁관계의 존재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커피회사가 “꽃 대신 ○○커피를 선물
하세요”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게 되면 양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한

다.

제4호의 “통신정보”는 일정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공이 접근 가능한
전자적인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교환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뜻한다. 통
신은 전화, 팩스, 이메일 그리고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오로지 제7조 제2항에만 적용된다.

3) 일반조항(제3조)
개정법에 의하면 제8조에서 제10조 규정상의 청구권 근거규범은 제3
조에 규정된 일반조항이 출발점이 된다. 개정법 제3조는 구법 제1조의
부정한 경쟁의 일반적인 금지(일반조항)를 이어 받았다. 이러한 일반조
항은 입법자들이 모든 부정한 경쟁행위의 사례를 열거하여 입법을 할
수 없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입장에서
도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한 경쟁의 행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려있다.

개정법은 비록 구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조항 및 특별한 구성요건규정으
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률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다. 독일 부정
경쟁방지법은 구법에서는 두 개의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었던바, 그 중
하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규정(제1조)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인유발적 표시의 금지규정(제3조)이었다. 이러한 일반조
항 이외에도 비교광고(제2조), 파산상품판매(제6조), 출처오인유발광고
(제4조) 혹은 특별행사판매(제7조) 등 침해자에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
도록 규정된 특별한 조항들이 있었다.

개정법 제3조의 일반조항은 구법 제1조의 규정과 차이점을 보인다. 즉
구법의 “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경쟁의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
하는 행위”라는 규정 대신 개정법 제3조에서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만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사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행
위는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새롭게 삽입되었다. 또한 구법에서는 일반
조항 위반시에 발생하게 되는 법적 효과를 일반조항 내에 기술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제8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다.

① 부정한 경쟁행위의 금지
구법 제1조에서 사용했던 선량한 풍속이라는 문구대신 개정법 제3조에
서는 부정한 경쟁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낡고 불명료한 개념인 “선량한
풍속”이라는 개념의 포기는 독일 내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
었다. “부정한 경쟁”의 개념은 유럽법원(EuGH)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유럽연합 내에서 확고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입법자는 상업, 공업, 수공업 혹은 자영업자의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건전한 관습(anständige Gepflogenheit)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전한 관습"의 개념이나 “선량
한 풍속”의 구성요건 모두 불확정한 개념이므로 제4,5,7조에 규정된 오
인유발적 혹은 방해행위의 구성요건요소와 사례가 특별히 다르게 나타
나지 않는 한 구법 제1조의 시행 중에 내려진 판결에서 얻어진 개념설
명들이 모두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의 예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가 있지만 일반조항인 제3조
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입법자는 구법 제1조에 의해 유형화되
고 발전되어온 사례들인 (제4조 제9호에서 규정한 모방에 까지는 이르
지 않는) 명성표절 혹은 직접적인 급부답습(제4조 제9호에서는 단순히
원산지기만이나 가치평가의 착취 등이 규정됨)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
으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4조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소위 시장교란
행위나 공공기관의 경쟁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3조의 일반조항규정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4조가 아닌 제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는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기능적이고 명백하게 경쟁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조항의
적용이 필요하다.

② 단지 사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는 아닐 것
문제가 되는 경쟁행위가 단지 사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는 아
닐 것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구성요건적 요소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선량
한 풍속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자에게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던 구법과는 달리 개정법에 의
하면 모든 부정한 경쟁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정된
다.
독일의 입법자는 문제가 된 경쟁행위가 사건적인 측면이나 보호되는
사람들의 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정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
다. 경미한 경쟁상의 저촉행위로는 일반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
는다고 입법이유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한 경쟁행위가 상
당한 부분에 있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찮은 사례

들에 대한 법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미 단체의 제소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와 비
슷한 고려를 하며, 하찮은 침해는 선량한 풍속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단체의 제소권을 규정한 구법 제13조에서
는 “소비자의 본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법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
다. 독일의 입법자가 “경쟁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단지 사
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는 아닌"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적
용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이 적용되는 침해행위의 기준이 높
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4) 열거사례(제4조)
개정법 제4조에서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닌) 예시적으로 열거
된 부정경쟁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조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유형
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 새로운 구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조에 열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1호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제2호는 거래상의 미숙함을 악용한 경우;
제3호는 선전에서 사실의 은폐;
제4호는 가격할인이나 경품 등의 제공시 불충분한 정보의 제시;
제5호는 현상이나 당첨을 통한 판촉활동시 참가정보의 불충분한 제공;

제6호는 현상이나 추첨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을 결합한 경우;
제7호는 경쟁자의 비방;
제8호는 경쟁자의 영업에 해가 되는 사실의 전파;
제9호는 출처지 오인 야기행위;
제10호는 경쟁자의 방해;
제11호는 시장에서의 행동규범에 대한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 규정된 행위유형들은 구법 제1조의 시행시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성되었거나, 이미 구법에서 규정되어 있었거나(구법 제14조 이
하) 혹은 다른 법률(통신사업법(TDG) 제7조 제3호, 제4호주29) )에 규
정되어 있는 유형들이다.

제4조의 적용시에도 제3조의 전제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이유서(Begründung)에서는 보았는데, 그 취지는 모든 사례에서 단
지 사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행위에 부정
경쟁방지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제4조의 행위유형 중 중요한 몇 개의 유형을 보기로 한다.

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제4조 제1호)
이 규정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소비자나
기타 시장참가자를 멸시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새로운 법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의 기준은 문제가 된 경쟁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배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근래의
판결을 보면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평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광고를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사려 깊은 소비자가 된다.

“심리적인 구입강제”나 “과장된 유혹”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
이며, 이는 구법 제1조의 “고객획득”이라는 개념으로 판단되었다. 이 규
정에 의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사항은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수년 전부터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매우 자유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행위유형들이 법개정 이후에도
계속 법원에서 채택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② 판매촉진활동(제4조 제4,5,6호)
제4조 제4호와 제5호는 가격할인이나, 경품제공, 사은품제공, 현상광고
혹은 추첨행사시에 투명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4조 제6호는 현
상광고나 추첨행사시에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행사참가의 결합을 금
지한다. 이 유형들은 이미 판례를 통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법
조문에의 규정이 실무상 판단의 눈에 띄는 확대나 축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③ 경쟁자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제4조 제10호)
소위 개별적인 경쟁자방해의 모든 행위태양을 포섭하기 위하여 입법
자는 이 구성요건을 일반조항과 유사할 검토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
였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위

말살경쟁

(Vernichtungswettbewerb)행위나

수요력의

남용(Missbrauch

von

Nachfragemacht) 또는 보이코트(Boykott) 등이 있다. 제4조 제10호 규
정상의 방해에는 단순히 경쟁의 결과로 인한 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방해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목적으로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방해행위자에게 늘 방해의 의도가 존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경쟁자에 대한 부정한 방해라는 제4조 제10호 구성
요건의 적용범위를 방해의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려고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 이유서에서는 이미 전형적인 방해경쟁의
형태를 정리한 기존의 판례를 따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경
쟁의 자유주라는 원칙과 사업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경쟁행위
의 방해에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한다. 경쟁의 자
유에 기초한 자기 스스로의 경쟁행위의 전개라고 할지라도 행위자 자신
의 이익의 보호가치가 여타 다른 경쟁자들의 이익보다 덜하다면 부정한
경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5) 오인유발적인 광고(제5조)
개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오인유발적 광고는 부정한 경쟁을 구성
한다. 제3조의 규정은 이때에도 영향을 미쳐 오인유발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지 사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침해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제5조 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은 구법상 “작은(kleine)" 일반조항으로 일컬어지던 규
정에 해당한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오인유발적 광고의 구성요건요소
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구되는 것은 적지 않은 시
장참가자들에게 오인을 유발하고, 그들의 구매결정에 경쟁법적으로 중요

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결정에 있어서의 영향을 줄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
은 개정법 제5조 제2항 제2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침해자가 어떠한 사
실에 대해 묵비(默秘)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것이지, 제1
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침해행위자의 적극적인 오인유발적 표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입법자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오인유발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이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정 독일 부정경쟁방지
법에는 부풀려진 가격을 이용한 광고(Mondpreiswerbung)와 미끼상품제
공(Lockvogelangebot)이 특별한 오인유발의 두 가지 구성요건으로서
새롭게 규정되었다.
① 부풀려진 가격을 이용한 광고(Mondpreiswerbung, 제5조 제4항)
개정법 제5조 제4항은 마치 가격을 할인하여주는 것과 같은 오인을
유발하기 위하여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그 가격
에 대해 할인가격을 받는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부정한 경쟁행위로 판
단한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오인유발의 한
형태이다.주39) 개정법 제5조 제4항은 부적절할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만 효과가 있는 가격의 제시가 오인을 유발한다는 법적인 추정을 포함
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새롭게 제5조 제4항 제2문
에 규정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써 광고를 한 사업자가 가격제시의 여부

와 기간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가격을 정하고 기록
을 할 수 있었을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점이 입법상 중
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광고를 한 사업자는 따라서 가격할인이 있기
직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의 가격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제
품이나 일정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일괄적인 가격할인을 광고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듯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게 된 이유는 기존의 사례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에 의해 높게 제시된 가격은 그 사업자의 영업상 내부적인 사항
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나 기타의 제소권자가 거의 입증을 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소시 원고는 우선 어떠한 가격
이 부적절하게 짧은 기간 동안만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증명
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제소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의
무를 부담시키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② 미끼상품제공(제5조 제5항)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광고되는 상품이나 용역이 예상되는 수요에 비
해 부적절한 수량이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오인유발적이라고 한
다. 이 역시 판례에 기초한다. 새롭게 규정된 것은 제5조 제5항 제2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2일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는 법률상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판례에서는 재
고의무기간을 3일로 계산한 것도 있었다. 입법 이유서에는 2일보다 짧
은 재고량에 대해 적법함을 인정해주는 예외도 기술되어 있다. 예측하지
못했던 높은 수요나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배송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혹은 판매자 자신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량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예외들도 현재 판
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각 사업자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갈 때 그들의 입장에서
는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팔아치워야 하는 상품이 늘 생기게 된다. 이러
한 경우 할인판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개별적인 점포에 따라서는 한
정된 수량만이 재고로 남아있을 수 있고, 이때 이미 할인판매 첫째 날에
매진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제5조 제5항의 법제화가 연방
정부의 시각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판단되고 있지
만, 이 규정이 기존의 판례에서보다 더 소비자를 (아울러 경쟁판매자까
지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는
판매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판매
자 자신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일의 판매에 충당할 상품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주46) 는 예외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재고(준비)량과 관련된 오인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매진이 될 수 있기에) 즉
시구매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진이 되었다면 주문하십시오. 후
에 배송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족하다. 물론 그러한 문구는 물론
광고상에서 명확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 제5조 제5
항 규정의 실무에서의 효과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6) 비교광고(제6조)
개정법 제6조의 비교광고에 관한 규정은 구법 제2조가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
킨다면 비교광고는 허용된다. 그리고 제6조 제2항도 제3조의 일반조항
의 적용을 받아 단지 사소하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는 넘어서는 수
준의 침해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7) 성가시게 하는 행위(제7조)
구법 제1조의 일반조항의 해석을 통해 판례가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정
하였던 “성가시게 하는 행위”가 처음으로 법률상 규정되었다. 이는 “개
인정보의 이용과 전자적 통신에 있어서 사적인 영역의 보호에 관한 유
럽지침” 제13조의 독일법적 입법이다.주48) 이 지침은 요청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된 광고에 대해 사적인 영역을 보
호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로부터
요청받지 않고 광고를 하여 그를 성가시게 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된다. 제1항의 (작은) 일반조항 이외에도 제2항에서는 시장참가자로부터
요청받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해 놓았다. 입법이유서
를 보면 요청받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 광고행위란 그 광고로 인하여 전
체 소비자(혹은 광고의 수취인) 중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성가시다고 느끼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예를 들어
제7조 제2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는 일반공중
이 통행하는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 귀찮을 정도로 광고를 하
는 행위나 방문광고 혹은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보내어 광고하는 행
위 등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요청받지 않은 광고 역시도 제3조의 영향을 받아 단지 사소하

게 경쟁에 침해를 주는 정도는 넘어서는 수준의 경쟁침해행위가 제재대
상이 된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에서 전화나 팩스 그리고 이메일을 통
한 광고에서는 모방과 재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번의 위반으
로도 경쟁의 현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계속이어
져 제7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입증이 없
어도 제3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범위는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유형들은 입법자가 (하나의 예외만을 제외하고
는) 그간의 지배적인 판례들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2항에 의해 광고가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수신자(소비자나 기타 시장참가자들)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
제2호 –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만약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거나, 기타 시장참가자들로부터는 수신자의 구체적
인 이익범위에 속하기에 추정적인 동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법적용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제3호 - (소비자나 기타 시장참가자들로부터의) 동의 없이 팩스나 이
메일 혹은 자동전화기계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제4호 - 발신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또는 유효한 답신주소를 제
시하지 않고, 광고 송부시에 발신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

연방상원에서는 원래 소비자나 기타 시장참가자의 명백한 거부가 있음
에도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소위 Opt-out 원칙)를 부정한 경쟁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계와 연방상원에서 요구했던 전화
를 통한 광고의 자유화를 입법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규정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례보다 더 강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팩스나 이메일 혹은 자동전화기계에 의한 광고에
대해 근래의 판례에서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수신
자의 객관적인 이익이 추정될 수 있다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었다. 그러
나 개정법 제7조 제2항 제3호는 수신자의 추정적인 통의만으로는 정당
한 경쟁행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8) 삭제된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서 가장 커다란 실체법적인 변화는 구법 제7
조 이하에서 규정되었던 특별행사, 기념일판매 그리고 재고처분행사판매
규정의 폐지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전체적인 혹은
일부 물품의 할인, 기념일이나 창립일판매행사 그리고 구법 시행시에는
각각 1년에 2주간만 허용되었던 여름 및 겨울마감할인행사와 재고처분
행사를 포함한 특별한 행사(예: 가을맞이 행사)를 이유로 하는 할인판매
가 상시 허용된다.

기존에 재고처분행사를 위해 필요로 했던 상공회의소에 대한 신고의무
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폐지는 실무에서는 탈관료주의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많은 서류(예를 들어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재고처분행사를 위한 건축허가서)를 광고를 하기 이전에 요구했기 때문
이다. 물론 이러한 법규정의 폐지로 오인유발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한 폐지된 규정은 구법의 제6조, 제6a조와 제6b조로서 이는 파산상품판
매, 생산자 또는 도매상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그리고 최종소비자를
위한 권원증권을 통한 판매이다. 입법자는 이 규정들이 시대에 뒤쳐진
소비자상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폐지하였다고 한다.

4. 법적 효과의 변화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처음으로 법적 효과를 독립적인 장으로 편성
하였다. 개정법의 법적 효과 규정은 내용적으로도 실무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배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제8조 이하)
구법 제3조에 따르면 금지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법시행 당시에도 구
체적인 침해우려시의 배제 및 금지청구권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었고,
개정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를 성문화했다. 또한 구법상에서는 자명하
기 때문에 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직접적인 피해자의 제소권이
법규정에 포함되었다. 제소권은 침해규범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그러
나 구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소권이 인정되었던 추상적으로 침
해된 경쟁자가 개정법 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경쟁상의 침해행위로 인
하여 추상적인 피해를 입은 경쟁자에게는 청구권이 부여된 경제단체나
소비자단체에게 소제기를 대신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
에 보호가치가 있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어적 청구권을

독일의 입법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밖에 개정법의 청구권규정과 관련하여 제소권을 경쟁자에게로 한정
한 결과 간접적으로 침해를 입은 비경쟁자는 오히려 제소권을 잃게 되
어 불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구법 제13조 제6항 제1호 제2문에서는 언
론인특권을 인정하여 정기간행물의 편집인, 발행인, 인쇄인 또는 배포인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들이 자기가 한 표시가 오인유발적이었다
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그
특권을 더 확대하여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에게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스위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는 달리 독일법 제8조에서는
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는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입
법자는 이에 대해 “제소권 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근거도 민법상의 규정
이 적용된다 ” 고 하였다. 개정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보호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
고 있고, 게다가 구법 제13a조상 사실과 다르고 오인을 유발하기에 적
합한 광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인정되던 해제권이 개정법에서는 삭제되
었기 때문에 독일의 소비자보호단체와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신하여 입법자들은 이익반환청구권을 도입하였다.

2) 이익반환청구권(제10조)
개정법 제10조에서는 제3조를 고의로 위반하고 수요자의 손실을 통
해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한다. 이 규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다
수의 수요자에 각자가 적은 액수의 손해를 입은 경우(소위 흩뿌려진 손
해 Streuschaden)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구매상담 중에 고의로 오인유발을 유도한 경우와 같
이 개별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익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반환청구는 소송능력을 가진 법인격단체, 적격을 갖춘 소비자보호단
체, 상공회의소와 수공업자회의소가 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채권자가 되지만 반환금은 청구권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공
제 후 국고에 귀속되며(제10조 제4항), 이를 통해 제소권을 가진 단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법 제10
조 제5항에 따르면 우선 연방행정청이 반환되는 이익금의 수령자가 된
다.

이익반환청구권의 구성요건은 입법자가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불
명확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수요자”를 구성하는지, 침해행위와 이익획득의 인과관계를 어떻
게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이익획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증명문제 등에 대한 실무상의 의문이 생긴다.

독일의 입법자

는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입법 이유서에서 설명하고 있으
며, 계산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ZPO) 제287조를 적용
한다고 한다.주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최소한 제소의 근거
가 되는 사실(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
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한다.

여러 불명확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수의 단체만이 제소의 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영업적이거나 혹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한 단체나 적합한 조직을 갖춘 소비자보호단체 중 대형 단체들이
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3) 기타 절차 및 벌칙규정의 변경
① 절차규정의 변경
경고제도는 개정법 제12조 제1항에 비용상환청구의 규정과 함께 제정
되었다. 이로써 경고를 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민법상의 위임받지
않은 사무관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정
리되었다. 왜냐하면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미 이전부터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었으나,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
었기 때문이다.

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되었던 공고, 즉 경쟁사건소송에서 패소한
측의 비용으로 판결내용을 공고하도록 한 것은 개정법에서는 제12조 제
3항 제1문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의 입증을 필요로 한다. 구법 제27a조

제5항에 규정되었던 조정위원회의 강제권한은 원래 삭제가 예정되어 있
었다. 입법자는 조정위원회에 강제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재판외의
분쟁해결절차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연방상원의 개입을 통해 강제권한은 개정법 제15조 제5항에 남게 되
었다. 만약 강제권한이 삭제되었다면 실무에서는 조정절차의 의미와 존
재목적이 분쟁 당사자들의 출석여부에 따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
이다.

② 벌칙규정의 변경
구법에서 규정되었던 벌칙규정은 개정법의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새
롭게 규정되었다. 벌칙규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예
를 들어 다단계 판매조직(Schneeballsystem 눈덩이체제)에서 보호되는
자는 소비자에 한정되고(제16조 제2항), 경쟁법상의 영업비밀보호의 중
대한 침해사례규정이 확대(제17조 제4항 제1호)되었으며, 권한 없이 타
인에게 本(틀이나 型)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처벌 중에 미수
범의 처벌규정이 신설(제18조 제2항)되었다. 반대로 실무에서 별로 의미
가 없었던 파산상품판매의 질서위반행위(구법 제6조 제2항)와 영업적
비방의 벌칙구성요건(구법 제15조)은 삭제되었다.
4) 시효
신법의 11조에 의하면 제８조, ９조, 12조１항２호에 근거하는 청구권
에 관해서는 ６개월의 시효 기간이 타당하다. 이 시효 기간은 청구권이
성립해 채권자가 청구권을 기초 마련사정을 알아 채무자가 누구인가를
알거나 중과실이 없으면 진행을 개시한다(11조２항). 손해배상 청구권

(11조３항)의 경우에, BGB199조와의 조정을 한다. 그 외의 청구권, 특
히 이득 반환청구권은 중과실 혹은 인식의 유무를 고려하는 일 없이 발
생으로부터 ３년에 시효 소멸한다(11조４항)

5) 청구권의 실현
① 재판 외의 실현
경고 및 복종 표시의 방법에 따르는 청구권의 실현에 대해서는 12조１
항에 대해 지금까지의 판례의 제 원칙이 법전화 되고 있다. 정당한 경고
에 관한 비용 청구권도 이번은 12조１항２문으로 규율 되고 있다. 따라
서 사무관리의 원칙에 의거 하는 것은 이미 필요 없다.

② 재판상의 실현
재판상의 실현에 관해서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긴급성의 추정(12조２
항), 판결의 공표(12조３항) 그리고 청구액(Streitwert)의 감액(12조４
항)이 규정되고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에 두어 구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１심 재판소로서 이번으로부터 지방재판소(LG)가 배타적으로 관할권
을 가지게 된다(13조１항). 14조의 사물 관할의 규정은 주로 구24조에
대응하고 있다. 조정소(Einigungstelle)의 활동도 규정되고 있다(15조).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구27ａ조에 대응하는 것이다.

5. 결 론

독일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를
보인다.

첫째, 소비자가 보호주체로서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구법의 판례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둘째, 구법의 핵심내용이었던 일반조항(제1조)이 개정법의 제3조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일반조항은 오래 전부터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이
되고 현실의 거래계를 반영한 예시적으로 열거된 규정(제4조)에 의해 보
충된다. 이러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이 한편으로는 투명성
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법
관의 판례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셋째,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법개정을 통해 실체법적으로는 1909년
법의 형태를 현대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법규정은 1909년 법과 마찬가지
로 이제 다시 모든 분야에 걸쳐 구별 없이 적용된다. 구법과 같은 개별
적 영업형태의 특별법규 내지 특별금지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법과 비교할 때 개정법에는 독일 특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유럽위원회가 부분적으로는 매우 세세하고 꼼꼼하게 입법과정을 주
도했던 분야인 광고와 소비자보호법규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더 이상
특별한 엄격함을 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규정들은 유럽법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법원도 유럽법규범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넷째,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한 단체에 대해 이익반환청구권이 부여된
다. 이를 통해 부정한 경쟁행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이익
은 반환의 대상이 된다.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정경
쟁방지법(UWG)은 독일에서는 경쟁제한금지법(GWB)과 함께 경쟁법(경
제법) 규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명칭과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독일과는 차이가 있는 적용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실무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실무상으로도 적용하기에 적절한 법률의 개정 또
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입
법례와 적용례 등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를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
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1.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발명의 정의
독일 연방법원의 특허에 대한 중요한 판결 중 하나는 “Rote Taube” 판결(1969. 03.
27, BGH X ZB 15/67)이다. 이 판결은 독일 특허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
로 취급되기 위하여 발명이 가져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판결 요지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실질적인 가르침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청구된 물
건이나 행동이 기술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반복될
수 있어야 하고 기수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청(EPO)에서도 채택되었다.

기술적 특징/ 기술성
앞에서 언급한 정의에 따르면 발명은 기술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아닌지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비록 독일 특
허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인 기여를 한다면 즉, 그것들이 본질적인 기술성을 보여준다면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기술적 특징/ 기술성”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기준은 “Logikverifikation” 판결(1999.
12. 13, BGH X ZB 11/98)에서 제시되었다.
판결 요지
만약 제안된 해결책이 실리콘 칩을 제조하는 절차의 중간 단계와 관련이 있다
면, 그것은 특허에 의한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전
자 계산기에서 의도된 목적에 따라 실행되는 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제어 가능
한 자연적 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기술적 관점을 기초
로 인식할 때 적절한 물품의 제조 가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진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직접 회로 제조에 관련된 발명에 관한 것이다. 발명에 의하여 해결된 문제
는 설계 단계에서 직접 회로의 물리적 층의 검증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본질적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
원은 이 방법이 기술적인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리콘 칩의 제조에서 중간 단
계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기술적 고려는 문제된 방
법의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직접 회로의 발전에 대한 기술적 개념을 형성하므로 법
원은 이 방법이 기술성이 부족하지 않고 따라서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Suche Fehlerhafter Zeichenketten” 판결(2001. 08. 17, BGH X ZB 16/00)은 만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나 데이터 처리기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와 연관되어 청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더 나아가, 청구된 요지의 본질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판결 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일
컴퓨터에 적당한 지시들이 그 사용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으
로 허용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경우에 컴퓨터에 적당한 지시들에 존재하는 어
떠한 요지도 특허될 수 있다고 고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청구된 발
명의 특징적인 지시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를 금지하는 조항은 단순히 특허 보호가
통사적인 데이터 처리기에 저장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여 특허받을 수 있다
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다른 주목할만한 판결은 “elekronischer Zahlungsverkehr”
판결(2004. 05. 24, BGH X ZB 2003)이다.
판결 요지
컴퓨터에 의하여 영리 활동을 위한 일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
한 특허의 부여는 청구항이 일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련된 데
이터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특별한 기술적 문제점과 관련
되어 있을 때, 즉 진보성에 대한 심사시 기술의 풍족성이 특허의 보호를 정당
화 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출원인은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방법에 대한 특허를 얻는데 실패했다.
법원은 청구된 발명의 핵심은 단순히 사업 방법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기술성이 부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Flugkostenminimierung” 판결(1986. 03. 11, BGH X ZR
65/85)의 연속이다.
판결요지
비행 원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자연의 힘과 경제적 요소로부터 얻어진 두
측정값이 계산에 의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계산에 의하여 연료 분사
율을 제어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에, 시장과 경제 요소가 이루고자 하는
제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것들에 비해 자연의 힘이 중요성을 잃었다면
그 방법에 사용된 기술적 특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방법이 독일 특허법에 따를 때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특징이
“Rentabilitatsermittlung” 판결(2004. 08. 19, BGH X ZB 31/03)이다.

없는

예는

판결요지
2차 의공학 장치의 구입의 적합성이 자동적인 통계와 1차 의공학 장치를 중
앙 데이터 베이스에 이전하는 수단 및 보수와 기여된 지출을 결정함으로서 계
산되는 방법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술적이지 않은 특징들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진보성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판시한 “Tauchcomputer” 판결(1992. 02. 02, BGH X ZR
43/91)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결요지
만약 발명이 기술적인 특징과 비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계산
방법을 포함한발명의 전체 특징이 진보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은 그 판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인 특징이 비기술적인 특징과 연관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
명의 전체 요지는 거기에 포함된 어떠한 계산 방법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발명의

요지를 나누어서 단지 발명의 기술적인 부분만을 진보성의 심사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발명의 요지는 다이브 테이블(비기술적 특징)을 계산하고 해석하는 새로
운 방법을 수행하는 기술적 요소(깊이 측정, 클락, 메모리, 처리 유닛 등)를 포함한 잠
수 컴퓨터였다. 여기서 다이브 테이블은 잠수 기간과 깊이 프로파일을 기초로 잠수를
마친 후 수면으로 떠오를 때의 감압 과정을 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분할 출원
법률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특허법의 복잡성은 분할 출원과 관련되어 있다. 2006년
7월 1일까지는 분할 출원은 여전히 이의 절차에서 제출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분할
출원은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될 때까지만 제출될 수 있다. “Graustufenbild” 판결
(2000. 03. 28, BGH X ZB 36/98)에서 분할 출원은 특허청의 심사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출하기 위한 기간 중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 요지
특허 소유자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기
간까지 등록 절차에서 여전히 분할 출원이 가능하다.
이 판결의 타당서의 특허법 제60조의 폐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
“Strabenkerhrmaschine” 판결(1990. 10. 01, BGH X ZB 34/99)에서 판시한 분할 출
원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원칙은 여전히 타당하다. 이 판결은 분할 출원은 최초 출원
의 개시된 모든 내용에 의존함을 명확히 하였다.

신규성
신규성에 관하여, 독일 특허법은 유럽 특허 조약(EPC)의 규정과 유사하며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발명은 출원 시점 또는 우선일에 어디에선가 공개된 모든 기술 수준에 비
하여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절대적 신규성). 그런데, 유럽특허청의 관행과는 다르게,
“elektrische Steckverbindung” 판결(1995. 01. 17, BGH X ZB 15/93)에서는 선행 기
술에 의하여 함축적으로 공개된 특징, 즉 그 특징이 명확하게 언급도어 있지 않지만
당업자라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신규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 요지
독일 특허법 제3(1)조에서는 당업자에게 자명하거나 필수불가결한 방식으로
부가되어 있거나 당업자가 주의 깊게 읽을 때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즉시 행간
의 의미를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선행 기술에 속하는 참조문헌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예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신규성의 해석에 있어서 유럽과 독일의 이러한 차이점은 주어진 특허출원보다 일찍
출원하여 나중에 공개된 특허출원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도 관련이 있다. 유럽의 신규
성 해석은 보다 엄격하므로 그러한 선행 출원은 독일 심사 과정보다 유럽 심사 과정
에서 덜 위험하다.
“Crackkatalysator Ⅰ” 판결(1990. 03. 03, BGH X ZB 10/88)은 최초 공개된 범위 및
/또는 넓은 범위의 수치에 종속된 범위와 중간치의 신규성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결에서, “50 ppm 까지”라는 최초 공개 내용은 그 아래의 모든 가능한 값, 특히
“10 ppm 보다 작은”이라는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
한값보다 작은 범위는 자동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같은 원리가 상한과 하한을 포함하
는 수치 요소의 범위에도 적용된다. 중간값의 공개에 관련된 해석은 명백하고 엄격한
방시으로 “Chrom-Nickel-Legierung” 판결(1992. 05. 12, BGH X ZB 11/90)에서 합
금의 조성을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공개시에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은 중간값은 당업자가 당연히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럽 특허청과는 차이가 있다. “Inkrustierungsinhibitoren” 판결
(1999. 12. 07, BGH X ZR 40/95)에서 그와 관련된 의견은 유럽 특허청의 다름을 명
백히 하였다.
출원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공개의 요건은 필수적으로 후출원의 선출원에 대
한 신규성을 결정할 목적의 최초 공개에 범위에 대한 의문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앞
의 판결들은 소위 선택 발명의 해석에 영향을 끼침이 명백하다. 비록 특별한 수치 범
위가 놀랍고 현저한 효과를 산출함을 증명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유럽보다 독일에서 더욱 개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
특허청의 판례와는 다르게 문제되는 발명이 선택 발명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명백한 규칙이 없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선택 발명에 대한 수많은 특허들은 독일에서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 특허법원에서 무효 소송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음
을 명심해야 한다.

청구항의 범위/균등론
특허법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관점은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청구항의 단어들의 해
석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관행과는 다르게, 독일에서는 “포대 금반언의 원칙”이 알
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Kunststoffrohrteil” 판례(2002. 03. 12, BGH X ZR
43/01)에서 명백해졌다.
판례 요지
특허 등록 전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청구항의 보호 범위의 정의는 어느 정도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Spannschraube” 판결(1999. 03. 02, BGH X ZR 85/96)에서 청구항의 해석은 청구항
의 단어를 너무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고 특허의 공개 내용을 전체로서 생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판례 요지
유럽 특허를 해석할 때, 엄격하게 따라야 할 것은 단어가 아니고 당업자가 특
허 명세서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기술적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청
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특허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문언적,
과학적 명칭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은 당업자의 이해이다.
특허 명세서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신만의 사전을 형성한다.
만약 그것들이 일반적인 기술적 언어 사용과는 차이가 있다면 청구항의 해석
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특허 명세서로부터 얻어지는 의미이다.
비록 판결의 요지가 유럽 특허의 해석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유럽 특허로
부터 나오지 않은 독일 특허의 해석에 역시 적용된다.
균등론에 대하여는 “Formstein” 판례(1987, BGH X ZR 28/85)가 매우 중요하다.
이 판례에서 실시물이 선행 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이 없으므로 선행 기술의 균등물에
해당한다는 침해자의 방어 주장은 인용되었다. 즉, 만약 균등한 요소가 그 자체로 특
허받을 수 있는 발명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침해자는 균등한 요소가 비록 특허의 보
호 범위에 속하지만 침해로 생각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법은 공격당한 실시물이 문언 침해는 아니지만 균등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 절차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Formstein” 판례는 발명의 보호 범위는 선행
기술과 청구된 발명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준다.
즉, 어떤 실시물이 그때까지 알려진 기술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
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균등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면 침해는 부정된다. 이 원칙은 그 이후의 판례에서 여러 번 언
급되었다. 최근에 “Kunstoffrohrteil”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생겼다.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는 다른 실시물이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기 위하여
는 (1) 그것이 특허된 발명과는 다르지만 명백히 등가의 수단으로 발명의 문
제를 해결하였고, (2) 전문가가 그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차이 나는
수단이 등가물로 여길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등가물이 발
명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3) 전문가가 가정할 수 있는 수단
들이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와서 전문가가 다른 수단을
가지는 다른 실시물이 구체적으로 등가의 해결방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Formstein” 원칙은 영국에서 기소된 침해자가 취할 수 있는 “Gillette 방어”와 짝을
이룬다. “Gillette 방어”는 만약 특허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선행 기술에
비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까지 포함하는 경우 그 특허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것
이다. 특허 침해를 심리하는 법원에서 특허의 타당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
에(즉, 침해와 타당성은 독일에서 서로 다른 법원에 관할에 속한다.), “Formstein” 원
칙은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에 비하여 특허성이 없는 물건이나 방법은 특허의 침해
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ormstein” 원칙과 “Gillette 방어”로부터 독립항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속항
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치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보호범위와 균등론의 해석에 관하여, 2002년에 독일 연방
법원에서 다수의 판례가 있었다. “Schneidmesser Ⅰ” 판례(2002. 03. 12, BGH X ZR
168/00)와 “Schneidmesser Ⅱ” 판례(2002. 03. 12,BGH X ZR 135/01)은 절삭 장치
의 날의 각도에 대한 수치의 해석과 연관이 있다.
판례 요지

보호되는 발명의 요지는 청구항에 포함된 숫자와 치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따
라서 제한된다. 그런데, 청구항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모양과 치수는 일
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청구항에 기초하여 다른 수치는 당업자에게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면, 청구항의 보호 범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항의 의미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한다(“Schneidmesser Ⅰ” 판례).
판례 요지
만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특허가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뒤쳐져있다면, 보호
범위는 청구항의 의미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에 제한된다(“Schneidmesser
Ⅱ” 판례).
“Schneidmesser Ⅱ” 판례에서, 특허권자는 각도의 범위를 “10°에서 22°까지, 바람직
하게는 16°”를 청구하였다. 언급된 침해품은 25°의 각도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침
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화학 발명과 관련하여 “Custodiol Ⅰ” 판례(2002. 03. 12, BGH X ZB 12/00)에서 비
록 당업자가 4μmol/l가 청구된 값인 10±2μmol/l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
더라도 4μmol/l은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Custodiol Ⅱ” 판례(2002. 03. 12, BGH X ZR 73/01)에서 이러한 결론은 보다 일반
적인 원칙으로 구성하였다.
판례 요지
청구항에서 숫자와 치수의 구속력은 현재의 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선행 기
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발명의 설명에 있
는 선행 기술에 지적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침해
최근에 특허의 침해에 관한 많은 판결이 있었다. 예를 들어, “Rangierkatze” 판결
(2005. 12. 13, BGH X ZR 14/20)은 비록 실시물이 다른 방법으로 작동하더라도 만약
실시물에 청구항의 모든 특징이 구현되고 실시물이 객관적으로 발명의 효과를 달성하
는데 적합하다면 침해라고 생각된다는 유명한 법리를 발전시켰다.
판례 요지

만약 실시물에 청구항의 모든 특징들이 구현되었고 실시물이 객관적으로 청구
항에 따른 성지과 효과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다면 특허의 침해가 있는 것이다.
장치가 보통 특허된 발명과 다르게 작동하고 따라서 대체적으로 특허의 가르
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만약 특허에 따른 사용법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에 제조업자가 명백히
그 장치의 다른 사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소매상이 그가 팔고 있는 제품이 특허의 보호 범위 또는 다른 보호 권리에 속하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로는 “Melanie” 판례(2006. 02. 14, BGH X ZR
93/04)가 있다.
판례 요지
만약 판매자가 타인의 절대권의 침해인지에 대한 요구되는 검사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확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자가
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품을 다시 팔 목적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제품이 다른 보호 권리에
영향을 받는지 또는 판매 사슬에서 이러한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행해졌는지
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특히 외국의 제품을 사는 소매상에게 적용된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제품의 공급자는 이러한 검사를 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의 의무의 해태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야기한다.
또한, 특허의 기여 침해에 대하여 최근의 판례는 법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Flugelradzahler” 판례(2004. 04. 04, BGH X ZR 48/03)는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장치의 수단 또는 부품을 바꾸는 것이 특허의 침해인지에 대한 의문을 논의하였다.
판례 요지
독일 특허법 제10조에서, 만약 발명의 보호 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청구항의 하나 또는 다수의 특징들과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같이 작동하는데
적당하다면 그 수단은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와 관련된다.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완전히 종속적인 특징은 발명의 비본질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인 사용에서 특허를 보호하기에 적당한 특허 소유자의 이
익과 시장으로 도입된 발명과 관련된 특정한 장치를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는
고객의 이익은 장치의 부품의 교체가 새로운 제조와 동등하냐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한 이익의 경중은 발명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품의 특정
한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여 침해에 관하여 “Laufkranz” 판례(2006. 05. 03, BGH X ZR 45/05)도 관련이 있
다. 이 판례는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장치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이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
판례 요지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는 장치의 구매자에게 주어진 의도된 목적에 맞는 사용
은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교체 부분에서 알 수 없고 특히 그것의 작동 능력
또는 서비스 기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도 장치의 일반적인 수명에서 마모
나 다른 이유로 교체되어야 하는 소모품을 포함한다.

실용신안
최근에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는 특허에 관한 법리에 관한 발전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Knickschutz” 판례(2005. 06. 07, BGH X ZR 198/01)는 실용신안의
청구항의 해석은 특허의 청구항의 해석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판례 요지
당업자가 청구항으로부터 알 수 있는 기수적 요소에 대한 논의 역시 실용신안
의 침해를 조사하는데 필요하다.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가 일반적인 기술적 언어의 사용과 다르다면, 청구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알게 된 의미가 청구항의 해석에 결정적이다.
더 나아가, 방법을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로부터 제외한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
에 관한 오랜 기간 동안의 법리와는 다르게, “Arzneimittelgebrauchsmuster” 판례
(2005. 10. 05, BGH X ZB 7/03)에서 비록 “용도” 청구항이 특허법에서는 방법 청구
항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의학적 표시에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용도는 그것의 실용
신안으로의 등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물건을 지적하는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모든 가능한 요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용
도에 대한 그러한 물건 청구항의 한계는 물건 청구항의 몇 가지 구성을 포함하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제2차 의학적 표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명심해야 한다.

판례 요지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은 의학적 표시에 관한 틀 안에서 알려진 물질
에 대한 용도의 실용신안으로의 등록을 막는 것은 아니다.
소위 “Raumformerfordernis”의 폐지에 의하여 가능했던 다른 중요한 발전은 컴퓨터
관련 발명과 관련되어 있다. “Raumformerfordernis”은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주제는
3차원적인 공간을 점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독일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항과는 반대로
“Signalfolge” 판례(2004. 02. 17, BGH X ZB 9/03)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실행되는 프
로그램을 나타내는 신호의 순서는 실용신안에 이하여 보호된다라고 판시하였다.
“Demonstrationsschrank” 판례(2006. 06. 20, BGH X ZB 27/05)에서 실용신안에 대
한 진보성의 판단은 특허에서의 진보성의 판단과 동일한 개념이 사용된다라고 판시하
였다.
판례 요지
특허법 하에서 특허성의 요건 중 진보성과 같이, 실용신안법 하에서 진보성에
대한 기준은 양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질적인 문제이다. 즉, 진보성의 평가는
특허의 진보성과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의 결과이다.

2. 디자인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2000. 11. 11. 독일 연방법원 판례 - Gemeinkostenanteil
판결 요지
독일 디자인법에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을 기초로 손해를 계산할 때, 총비용은
매우 예외적으로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침해품에 기여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된다.
침해자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는 총비용이 그 자신의 특별한 판매
노력에 기초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사안
이 사건은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연방 법원의 판결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이며 디자인 침해의 손해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 손해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총 비용과 침
해자가 그 물품을 마켓팅하고 판매하는데 예외적인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침
해품의 판매에 의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침해자의 일반적인 주
장을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숨어 있는 주요한 생각은 침해자는 침해품을 팔
고 제3자의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총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침해자의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 이익의 어떤 부분을 디자인권
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뤘다. 미국의 상황과는 반
대로 독일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침해자에게 벌금 손해 또는 세배의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것은 유럽 연한에서 지적 재산의 시
행을 다루는 유럽 지국에 의하여 약간씩 바뀌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이 판결의 접근 방법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 침해 사건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특허, 실용신안, 상표를 침해하는 제품
의 판매 과정에서 얻은 모든 이익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지적 재산권 덕택이라
고 항상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상표 또는 특허된 기술을 사용
한다고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상표나 특허된 기
술적 특징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구매자의 결
정에 기여하는 단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를 사용하는 통상적인 라이센스 비용에 기초한 손해 배상으로
결론지어 진다.

2000. 07. 13. 독일 연방법원 판결 – 3-Speichen-Felgenrad
사안
이 사건은 3개의 스포크(spoke)를 가지는 바퀴 림으로 구성된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가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논의된 주요한 의문점은 모터 사이클의 바
퀴 림의 공개가 자동차의 바퀴 림의 개념에 대하여 선행 기술로 생각될 수 있
느냐였다. 법원은 만약 제조자와 모터 사이클의 종류가 잡지에 실린 그림으로
부터 명확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인 자동차의 바퀴 림의 설계자가 모터 사이클
선수를 위한 잡지에 있는 모터 사이클의 휠 림의 사진을 고려할 것이라는 생
각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2001. 02. 15. 독일 연방법원 판례
판결의 요지
만약 하나의 디자인 출원에 다수의 모델을 보여주는 여러 장의 사진이 포함된
경우, 독일 디자인법에 따르면 제출된 사진은 하나의 대표도로 생각되어야 한
다. 따라서, 사진들에서의 불일치한 부분은 보호 주제가 다수인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사안
이 사건에서, 출원인은 소파 사진을 여러장 제출했다. 그런데, 출원인은 명백
히 서로 다른 두 종료의 소파를 사용했다. 법원은 출원인은 두 모델의 외관을
모두 보호 범위로 주장할 수 없고,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만
을 보호 범위로 주장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래의 사진들에 대하여 모든 관련 측면에서의 디자인의 유사성과 존재하는
선행 기술에 비한 등록된 디자인의 독창성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였다.

<등록된 디자인>

<실시물>

2003. 03. 20. 독일 연방법원 판례
판결 요지
법화된 사진(여기에서는 열쇠 고리의 디자인에 사용된 유럽 지폐의 전면 및
후면)으로 구성된 디자인이나 모델은 독일 디자인법의 2장 7문단에 있는 사
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사안
독일 디자인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호는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법원은

지폐는 국가의 기호로 볼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그 모델은 분명
히 지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열쇠 고리에 화체된 지폐의 사진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2003. 03. 20일자 독일 연방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만일 통화의 그림이나 사
진이 명백히 제품의 일부분인 경우에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나 훈장의 보호에 관련된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였다.
이 판례는 다음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었다.

<제1실시물>

<제2실시물>

2004. 01. 29. 독일 연방법원 판례 - Computergehäuse
판결 요지

1) 컴퓨터 섀시의 제품 분야에서 선행 기술을 평가할 때 대만의 시장을 고려
해야 한다.
2) 외국 전문 잡지의 광고에 실린 디자인의 단순한 공개는 국내의 업계가 광
고의 공개일 이전에 그 전시된 디자인에 친숙하다거나 친숙해질 것이라는 것
을 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디자인은 선행 기술로 여겨지지 않는다.

2005. 06. 23 독일 연방법원 판례 – Catwalk
판결 요지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는 침해물의 제공에 대하여 라이센스 비용에 따라 계
산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의 단순한 제공도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잘 알려진 시계의 제조 회사였
는데, 그 시계는 시장에서 1,000.00에서 7,5000.00 유로에 팔리고 있었다. 원
고는 우편 주문 회사의 카탈로그에 복사된 제품의 사진이 원고의 회사의 명성
에 심각한 손해를 이끌 수 있음에 대하여 법원을 확신시켰다. 그러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품을 카탈로그에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관련 라이센
스 비용에 기초한 평균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손해로 취해야 했다. 그러한 일
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관련 요소들을 기초로 라이센
스 비용을 정해야 했다. 판매에 따른 손해가 없고 광고 등에 따른 손해가 발
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다.

3. 상표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Test it.”의 식별력 여부: BGH, Beschl. v. 23.11.2000 - I ZB 34/98 (BPatG)
판결주문
어떤 단어상표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시험구매의 권유를 나타낸다면, 이 상표에는
특정한 상품분야(여기서는: 기호품)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식별력이 없다.
사건의 개요
I. 출원인은 1996.8.2.의 출원으로 상품 "담배, 담배생산품, 특히 권련; 상품류구분
34류에 포함된 흡연용구; 성냥"과 관련하여 단어배열 "Test it."의 등록을 구한다.
일 특허청의 관할 상표부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출원인의
일연방특허법원에의 항고는 효과가 없었다. (허가된)상고로 출원인은 계속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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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II. 연방특허법원은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장애를 주어진 것으로
보았다.
III. 상고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 연방특허법원이 출원지정상품 "상품류구분 제34
류에 포함된 흡연용구; 성냥"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장애가
있다고 가정하는 한에 있어서, 상고로 불복된 판결을 취소한다. 그러나 그 밖의 상고
는 효과가 없다.
1. 상표 "Test it.”이 상품 "상품류구분 제34류에 포함된 흡연용구; 성냥"과 관련하여
출원되는 한에 있어서, 출원된 단어배열에는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식별력도 없다고 한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은 법률상의 하자를 면할
수 없다.
a)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란 거래자에 의하여
한 기업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업의 그것에 대한 식
별수단으로 파악되는, 상표에 내재하는 (구체적) 적합성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관
대한 기준이 가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약한 식별력이라 할지라도 보호장

애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상표의 주 기능은 상표와 함께 특성이 부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는 원칙적으
로 관대한 기준이 가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약한 식별력이라 할지라도
보호장애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단어상표가 당해상품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기술적이지 않은 의미내용과 관련될 수 있고, 또한 이 단어상표가 거래자에 의하여 예를 들면 또한 광고에 동일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 항상 그 자체로서만 理解되고
識別手段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慣用的인 獨逸語 단어 혹은 잘 알려진 外國語단어와
관련이 없다면, 이 단어상표가 전술한 識別適合性과 이에 따른 어떠한 識別力도 缺하
고 있다는 확실한 단서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단어배열(여기서는: 슬로건性의 단어
배열)의 識別力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정되어, 다른 단어상표와 비교한 슬로건性 단
어배열의 식별력에 관한 차별적인 요건이 정당화됨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어떤 경우
에 있어서도 이 단어배열이 단지 생산물을 기술하는 내용만을 갖고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 이 단어배열에 출원상품 및 출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
지라도 식별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심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슬로건性의 단어배열에
있어서도, 記述表示 혹은 추천 및 一般的인 광고말의 경우에 있어서만 식별력이 부족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래 일반적으로 긴 單語配列은 식별력이 없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공급자의
구체적 출원 상품 및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適合性의 徵表는 이와 반대로
단어배열의 짧음, 확실한 獨創性 및 간결함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어배열을
파악하기 쉽고 의미 있는 광고슬로건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광고말의 多義性과 이
에 따른 解釋의 必要性도 充分한 識別力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단
어배열의 識別力 評價와 관련한 特性에 관한 요건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
원래가 오히려 단순한 말에 있어서도 생산확인을 위한 適合性이 처음부터 부정될 수
는 없다.
따라서 출원표지의 자유사용에 관한 경쟁자들의 이해(利害) 때문에, 식별력에 관한 제
한된 요건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연방특허법원의 가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해는 식별력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b) 출원상표 "Test it."은 지정상품 "상품류구분 제34류에 포함된 흡연용구; 성냥"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 단
어배열은 짧고, 간결하고, 긴 광고 슬로건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것은 "상품류구분
제34류에 포함된 흡연용구; 성냥"과 관련하여 어떠한 記述表示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원 생산품과 어떤 近接性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단어배열 "Test it."에는 상품 "담배, 담배생산품, 특히 권련"과 관련하여 상표
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식별력이 없다고 하는 연방특허
법원의 가정은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 흡연용구나 성냥과는 달리 기호품과 관계가 있
는 이러한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 연방특허법원이 정당하게 판결한 바와 같이 - 일반

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 英語 단어배열은 단지 시험구매의 권유를 나타낸다. 이러
한 상품분야와 관련하여 "Test it."은 그 기호품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권유에 국한되
어버린다.
2.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보호장애가 주어져 있다는 연방특허법원의 가정은,
상표 "Test it"이 상품 "상품류구분 제34류에 포함된 흡연용구; 성냥"과 관련하여 출
원되는 한, 본 법률심에서 유지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거래상으로 단지 (특히)
성질, 품질의 표시나 그 밖의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용이 되는 표시만으
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되고 있다. EU회원국간 상표법접근을 위한 지침
(Marken RL:Erste Richtlinie 89/104/EWG des Rates, vom 21. Dezember 1988, zur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Marken )제3 제1
항 C호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이 규정은, 당해 표시의 사용이 현재로서는 관찰되지
는 않지만, 장래 언젠가 그러한 사용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 는 등록 거절을 요구하
고 있다. 단어배열 "Test it."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과 관련하여 그러한 표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단어배열은 거래자에게는 상품 흡연용구 및 성냥 그 자체의 중
요한 특성을 암시하는, 구체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기술적인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연방특허법원은 이 출원 단어배열에서 단지 구매권유를 추단했을 뿐이다. 동법원은
상품의 性質이나 品質에 관한 直接的인 表示를 가정하지 않았다.
연방특허법원이 이 출원 단어배열에서 최소한 만족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약속을 일
반적으로 추단한 限에 있어서, 동 법원은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유사용
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明白한 記述的 表示만이 자유사용의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배열 "Test it"의 에 있어서는 상품 흡연용구 및 성냥
과 관련하여 필요한 記述的 表示의 明白性이 결여되어 있다.

“SPA” : BGH, Urt. v. 25.1.2001 - I ZR 120/98 OLG München
판결주문
1. (단순한)地理的 出處表示(geographischen Herkunftsangabe)를 근거로 상표법 제
128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4항의 一般的인 競爭法上의 구제 청구요건으로 상
표출원의 철회를 구할 수 있다.
2. 地理的 出處表示에 기인하는 先行權利를 근거로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商標出願撤
回의 訴는, 특허청에 의한 商標出願의 審査시에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절
대적 보호장애도 고려된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벨기에 SPA市의 水源에서 생산한 광천수를 독일 내에서도 판매한다. 원고는
"SPA"를 단어구성요소로 갖고 있는 일련상표들의 소유주이다. 체육 및 미용기구, 향
수, 화장비누와 관련하여 등록된 상표 NO. 1 132 651 SPA MONOPOLE S.A. S.P.A.
도 이에 속한다. 원고는 "S.A. SPA MONOPOLE Compagnie fermière de SPA".라는
회사이름을 갖고 있다. 피고1은 이라스엘에 소재한 회사로서 상표 "SPA ORIGINAL
DEAD SEA Health and Beauty Products"를 부착하여 판매되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1995년 9월 "Now, SPA COSMETICS brings it to you"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피
고2는 독일에서 낸 광고에서 유한회사(GMbH)로 칭하였다. 그는 화장품을 지정상품으
로 하여 상표 SPA ORIGINAL DEAD SEA HEALTH AND BEAUTY PRODUCTS,
SPA SILOAH, SPA OASIS 및 SPA EN-GEDI를 출원하였다.
원고는 그의 상표권과 기업표지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SPA
ORIGINAL"표시의 사용을 反競爭的인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
는 피고가 상당한 부분의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이 SPA-광천수로 제조하거나 벨기에
Spa 지방에서 유래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였다. 그는 표지 "SPA"를 단지 치료- 및 온천요법의 記述表示로
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권리를 유지함이 없이 그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는 것이다. 結合標識와 관련된 원고상표의 전체적 인상은 단어구성요소 "SPA"에 의하
여 각인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동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제1심)은 訴를
認容하였다. 피고의 抗訴 및 상고는 효과가 없다.
판결내용
I. ...
II. 항소판결은 본 법률심에서 유지된다. 항소법원이 원고에게 상표법 제128조 제1항,
제127조 제1항과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상표출원의 철회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상표법 제4조 제1항과 함께 제127조 제1항은 (단순한)地理的 出處
表示가 다른 출처의 상품과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으로 誤導的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다.
1. (단순한)地理的 出處表示의 보호를 위한 이 국내조항들은「지리적 표시기술 및 농
산물, 식료품원산지표시의 보호를 위한 유럽경제공동체규정」 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
는다. 항소법원은 당해 피고표지에 관련하여, 소송당사자로부터 이의됨이 없이, 상표
법 제1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단순한) 地理的 出處表示를 가정하였
다.
2. 상고가 소송당사자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한다는 항소법원의
가정에 불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상고는 광천수와 화장품이 동일한 출처지에서 생

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진술에 의해서는 그가 말한, 광천수로 만든 화장품
류가 광천수의 공급자 의하여 생산된다고 추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일 또는 유
사한 종류의 상품 혹은 상업적 給付의 범위는 넓게 나타내야 한다. 대비되는 상품은
한 경쟁자의 상품의 판매가 다른 경쟁자의 그 어떤 반경쟁적 거래로 말미암아 침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종류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추
상적 경쟁관계의 존재이며, 이에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잠재적인)것만은 아닌 침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항소법원이 위와 같이 가정한 것은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 항소법원이 이를 화장품라
인들 "Vichy", "Vitell", "Evian" 및 "Mont Roucous"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화장품과
관련하여 광천수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원고가 특히 화장품과 관련하여 등록상표
"SPA MONOPOLOE S.A. SPA"를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추단한 것은 정당하다. 추상
적인 경쟁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항소법원은 미래의 경쟁가능성을 고려하였고, 이
경우 원고를 위하여 받은 화장품에 관한 상표등록에 의존하였다. 항소법원은 추상적
인 경쟁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권리를 유지하는 상표의 사용 문제를 검토함
이 없이, 한 화장품 관련 상표를 등록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의존할 수 있었다.
3. 항소법원은, 벨기에의 한 지방인 "Spa"는, 상표법 제126조 제1항13)과 함께 제
127조 제1항에 따라서 地理的 出處表示와 관계가 있고, 피고2에 의하여 사용된 표지
는 단지 대문자 쓰기에 의해서만 이 地理的 出處表示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pa가 벨기에의 한 지방과 관계가 있고, 피소된 상표출원들이 모두 대문자로 쓰여 지
는 사실은, 개개의 문자마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항소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SPA"를 "solus per aqua"라는 의미의 약어라고 한 피고의 진술에 대
하여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항소법원이 "SPA"의 개념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Hotellerie와의 동의
어로 발전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상표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서 이 표지의 保護를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 상표법 제126조 제2항 제2문에 따
른 지리적 표시의 性質表示로의 변형에는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
형은 거래업계의 아주 무시해도 좋을 만한 부분만이 그 표시에서 상품과 서비스업의
지리적 출처에 대한 암시를 받는 때에 비로소 존재한다. 주로 1996년에 발행된 잡지
의 글만으로는 가지고는 상표법 제126조 제2항 제2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변형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4. 상고의 가정과는 반대로 표지 "SPA"를 부착한 피고의 생산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의 危險이 있다. 피소표지가 거래업계의 무시하지 못할 부분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지
리적 출처에 관하여 틀린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면, 생산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오

인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지리적 출처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적절성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항소법원이 誤認의 危險이 탈지방화(脫地方化)하는 출원상표의 附加
(語)(entlokalisierende Zusätze)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았다고 본 것도 또한 정당하다.
항소법원은 출원상표 "SPA ORIGINAL DEAD SEA HEALTH AND BEAUTY
PRODUCT"에 있어서 단어 "ORIGINAL"은 암시는 강하게 하고, 탈지방화 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출원단어․도형결합상표 "SPA EN-GEI", "SPA SILOAH" 그리
고 "SPA OASIS"에 있어서는 단어부분인 "SILOAH", "OASIS" 그리고 "EN-GEDI"가
각각 그 상표의 도형부분에 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상고는, 그 반
대의 평가에 의하여, 상고에게는 원칙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영역인 사실심법원의 평
가에 착수하는 것이다. 상표 "SPA ORIGINAL DEAD SEA HEALTH AND BEAUTY
PRODUCTS"의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도형부분인 "SPA
ORIGINAL"은 圖章型 商標의 경우, 그 구체적인 틀 짓기에 있어서 분명히 중앙으로
옮겨져 있다. 결국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토대로 한 "SPA ORIGINAL" 부분은
상고의 가정과는 반대로 지리적 출처에 대한 암시가 결여되어 있지 않다.
5. 원고는 상표법 제128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피고2에
게 상표출원의 철회를 구할 수 있다. 상표출원에 의한 위협적인 침해의 교정을 목표
로 한 이 청구는 지리적 표시가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개
개의 보호가 원래 경쟁법상의 보호 때문에 단지 반사적으로 생긴 결과라는 이유로 배
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표등록의 철회청구는 민법 1004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청구권은 경쟁법에서는 민법 제1004조에서 분리되어 직접
적인 경쟁법적 금지조항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경쟁법상의 청구권으로 이해되
며, 따라서 그 법적 토대는 항소법원이 정당하게 가정했던 것처럼 상표법 제128조 제
1항이다.
또한 이미 WZG(Waren Zeichen Gesetz : 구 상표법)상으로 유효하고, 상표법에서 유
지하고 있는 상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상표법상의 등록취소사유의 심리에 관한
관할권에 분할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절대적 보호장애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신청은 상표법 제50조와 함께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될 수
있는 반면, 상표불사용 기간경과(상표법 제49조) 또는 선행권리의 존재(상표법 제51
조)로 인한 취소사유는 소송절차상으로 일반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피
고2의 출원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보호
장애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철회의 소는 이 조항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특허청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에게 부여되고 있는 선행권리
에 의하여 상표출원철회청구권을 일반법원 앞에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협적인 침해가 미리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없을 뿐

만 아니라 혼란의 발생에 예방적으로 맞설 수 있다. 이것은 본 소송의 경우 피고2의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의 철회청구권만으로 행해질 수 있다.
BGH, Urt. v. 21.9.2000 - IZR 143/98 (KG) : “Wintergarten”
판결주문
1. 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은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의 경영상 출처를 누구로 생각하
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선 서비스의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는
가, 즉 서비스 수혜자를 위한 편익에 맞게 해야 한다.
2. 어떤 서비스업분야(여기서는 : 유․무선망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의
기획·보급, 영화-, 음반-, 비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와 관련하여, 거래자가 저명
기업표지와 또 하나의 부가된 표지가 결합된 서비스표에서 경험상으로 기업표지가 아
니라 부가된 부분을 모범으로 삼는다면,그러한 서비스표는 이 부가된 고유한 서비스
업 표지를 통하여 전체적 인상이 각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 12. 10. 출원하여 1994. 2. 10. 등록된 서비스표 No. 2056640
"Wintergarten"의 소유주이며, 이 서비스표는 특히 "극장운영업, 음악공연업, 광고업
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업, 극장광고업"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원고는
베르린에서 1992. 9. 26일 이래로 계속 공연하고 있으며 그 동안 1000개의 쇼에서
60만이 관람한 "Wintergarten Varieté-Theater"를 경영한다. 이 극장은 옛날 1880년
베르린 프리드리히街 센트럴호텔 내에 세워졌던 "Wintergartens"의 전통을 이은 것이
다. 이 극장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광고 팸플릿, 신문,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 독일에 홍보되었으며 극장 공연장 내에서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프로그램이 제작되
었다. 피고는 공법상의 TV社로서 1994. 1. 12. 출원하여 1995. 1. 17. 등록된 서비스
표 No. 2090158 "ZDFWintergarten"의 소유주이며, 이 서비스표는 - 지금까지상고심
을 위하여도 중요한 것으로 - "서비스업 유․무선망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의 기획·보급, 영화-, 음반-, 비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과 관련하여
보호받고 있다.
원고는 특히 당사자들의 표지가 부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고 주장하
였다. 각인되는 것은 단지 구성부분 "Wintergarten"뿐이기 때문에, 부가어 "ZDF"는
단지 회사를 가리킬 뿐이어서 그 유사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서비

스업도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극장이 베르린 밖의 관람객에게는 알려져 있
지 않다고 하면서, 혼동의 위험을 부정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서비스표
는 100개 이상의 기업, 예를 들면 요리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서 원고의 서비스표는 더
이상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서비스표의 중점은 현저한 주지성으로
인하여 "ZDF"부분에 있으며, 또한 여름에 방영된 "ZDFFernsehgarten"의 주지성을
통하여서도 식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디오-, 텔레비전프로그램은 텔레비
전 주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지, Varieté-Theater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당사자가 당초 주장했던 청구의 일부 때문에 본안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던 한도 내에
서 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는 - 主申請에 관하여 보완 신청된 補助申請과 관련하여서
도 - 효과가 없었다. 상고로 원판결이 취소되고 항소법원에 환송되었다.
판결내용
I. ...
II. 항소법원의 판결은 본 상고심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1) 본안종료(Die Erledigung der Hauptsache)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ZPO ;
Zivilprozeßordnung)에 특유한 제도로서 訴訟繫屬 이후에 소송의 객관적인 종료사유
가 생겼을 때 문제된다. 예컨대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대한 피고의 변제,
또는 당사자의 재판 외의 화해 등 訴訟上 請求의 對象이 소멸된 경우에 원고가 설령
소를 취하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원고 혼자 부담하여
야 하기 때문에 취하를 주저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송은 종료시키되, 별도로 소송비용
재판을 받아 당사자간에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안으로 본 제도를 두게 된다.
1. 물론 항소법원이 상표법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주장을 부
정한 것은 법률상으로 불복될 수 없다.
a) 항소법원이 상표법 제14조 제1항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하였던 것은
정당하다. 이 조항은 상표법 제4조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표보호를 주관적이
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상표소유주와 관련시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특히 배타권에
서 생겨나는 개개의 청구권은 상표법 제14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상고가 상표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위하여 명문의 조항 - 부
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2항은 다른 청구인에만 관련이 있다. - 이 없이 구체적인 규
정(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3조)에서 생겨나는 경쟁법상의 청구권의 경우
와 같다고 원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문서로 개진한 주장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상
표권의 침해에 관한 상표법상의 규정과 비교할 만한 규정은 경쟁법에는 주어져 있지

않다. 상고에 의하여 언급된 경쟁법상의 직접적 피해자의 관할권은 상표법 제14조 제
1항에 의한 특별한 청구권의 통합과 관계가 없다. 또한 상표법상의 규정은 상표법지
침(공식명칭: 공동체 회원국간 상표법 접근을 위한 지침(Erste Richtlinie
89/104/EWG des Rates, vom 21. Dezember 1988, zur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Marken)의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즉 손쉽게 일반적인 국법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선 이 지침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
다는 이유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b) (...)
2. 항소법원은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장된 청구권도 부정하였다. 이
는 법률상의 하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항소법원이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위험에 대한 판단은 개개 경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
야 한다고 분명히 가정한 것은 출발점에서 정당하다. 이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
간, 특히 상표의 유사성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그리고 선행상표의 식별력 사이에는 상
호작용이 존재하여, 商品의 낮은 類似度는 商標의 높은 類似度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a) 서비스업간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 (...) - 당사자들이 유사도가 낮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의될 수 없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그 판단을 고려되어야 할 서비스업의 일상적인 경영상의 출처(die
regelmäßige betriebliche Herkunft)에 맞추었다. 항소법원에는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서비스업의 유사성을 가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서비스업이
有形性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첫째로는 서비스업의 성격과 목적, 다시 말하면 서
비스 수혜자를 위한 편익이며, 또한 필요한 경우 서비스업이 동일한 책임 하에 영위
된다는 거래자의 관념이다.
b) 소송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원고가 경영하는 Varieté-Theater가
사실상 전체인구의 20%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원고를 지지하여 가정된다면, 동법
원은 원고를 지지하여 소송상표가 약간 높아진 식별력을 나타낸다고 본다"고 판시하
였다. 이러한 사실인정은 - 기준이 되는 충돌시점인 피고의 피소표지의 출원일과 관
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가정된 주지성을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상고답변서의 반대
진술에도 불구하고 - 상고심에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c) 항소법원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대비되는 상표의 그때마다의 전체적 인상에 맞
추어야 한다는 표지법을 지배하는 원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경우 후행표지의 전체적 인상은 구체적인 충돌상황과는 독립하여 그 상표자체의
형상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의 상표가 어떠한 형상

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하다. 항소법원이 피소상표의 전
체적 인상을 결정한 것은 법률상의 하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항소법원은, 피고상
표의 구성부분 "ZDF"가 현저히 높은 周知度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거래업계
(angesprochenen Verkehrskreisen)에 의하여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고의 상
표는 주로 구성부분 "ZDF"부분에 의하여 각인 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거래
자는 패션부문(Modesektor)에서와 같이 오락부문(Unterhaltungsbranche)에 있어서도
상표와 표제 내에서 특정한 방송국의 출처에 점점 더 많이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것
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이 판단의 경우에 항소법원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일반수요자는, 하나의
상표에 잘 알려진 기업의 표지도 포함되어 있는 한, 보통은 제조자의 명칭에 따라 식
별하지 않고 그 주의를 상품과 서비스의 개성화와 관련하여 표지다운 표시의 그 밖의
특징에 집중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거래자가 패션부문에 있어서 우
선은 상표의 배후에 있는 기업을 모범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락부문에 있어서도
상표와 표제 내에서 서비스의 출처인 특정한 방송국에 주의를 환기하는데 익숙해졌다
는 항소법원의 가정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생활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상고가 TV
프로그램이 - 개개의 방송국의 자체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 보통은 방송사의 표지가
부가됨이 없이 단지 프로그램표제만으로 표시되고(예를 들면, heatejounal,
Tagesthemen, Frontal, Report, Sport-Studio 등), 일반수요자는 말하자면 원칙적으
로 실제의 프로그램표제에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
라서 여기서도 반대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소표지의 전체적 인상은 "Wintergarten"
부분에 의하여 각인 되어 소송상표와의 큰 유사성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d)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의 토대 위에서 소송상표와 피소표지간의 혼동의 위
험은 부정될 수 없다. 항소법원은 새로 열리는 항소심에서 당사자간에 쟁의 여지가
있는 소송상표의 識別力度와 아울러 상호 대비되는 서비스업의 정확한 類似度를 확인
하고, 그 다음에 混同의 危險問題에 새로이 답해야 할 것이다.
3)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이 지금 부정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상표지침 제5조 제1항 b호 및 제4조 제1항 b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
은 권리침해처럼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권리침해가 그 요건에 있어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침해와 같이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소표
지의 취소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혼동의 위험 문
제도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될 수 없다.
4) 아직도 소송상표의 주지성과 관련하여 내려져야 할 사실인정의 근거인 현재의 사
실 및 사건의 정황으로는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3호와 제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

는 바와 같은 명성의 이용 때문에 주장된 청구와 항소심에서 부수적으로 제기된 신청
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Radio-Uhr" : BGH, Beschl. v. 23.11.2000 - I ZB 46/98 (BPatG)
판결주문
유럽연합재판소에 회원국간 상표법 접근을 위한 지침(이하 유럽상표지침이라 칭함)
제3조18) 제1항 b, c 및 e 호의 해석을 위하여 중간판결과 관련한 다음의 질의가 제
출된다.
1.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입체상표에서 전술한 지침 제3조 제1항 b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식별력을 확인하는 경우 다른 상표형상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하는가?
2.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 이외에 제3조 제1항 c호는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
는 입체상표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산품형상의 자유사용에 관
한 거래자의 이해는, 제3조 제1항 c호의 심사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 e호의 경우에
는 다르게 - 고려되어, 상표등록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일반
적으로는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3항 제1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표의 경우에만 고
려될 수 있는 것인가?
사건의 개요
I. 상표소유주는 그의 국제등록입체상표를 위하여 독일에서 상품 "Montres"(손목시계)
와 관련하여 보호를 구한다. 독일특허청의 관할 상표부는 이 국제상표가 식별력이 없
고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상표소유주의
항고는 효과가 없었다. (허가된) 상고를 통하여, 상표소유주는 보호를 계속 구한다.
판결내용
II. 연방특허법원은 상표법 제107조, 제113조, 제37조와 함께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환 보호장애가 주어진 것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방특허법원은 "이 국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 뚜껑이 열
린 시간표시기 및 팔목시계딱지와 폭이 같은, 절단된 팔목시계줄이 있거나 없는 팔목
시계딱지의 입체적 표현에는 그 구체적 형상에 있어서 필요한 식별력이 없다. 保護適
合性은 出處를 暗示하는 獨創的인 形狀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창적
형상에 의하여 상품의 "基本形狀"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자유사용의 필요성과 그 식별

력의 부족(die das an der "Grundform" der Ware bestehende Freihaltebedürfnis und
ihr Mangel an Unterscheidungskraft)이 극복될 수 있다. 상품 혹은 그 부분의 독창
성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상품과 그 부분이 상품의 기술(記述)자체를 위한 가장 중요
한 수단이며, 상품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경쟁자가 그의 생산품을 디자인함에 지장을
줄 위험이 필연적으로 따름과 동시에 어떻든 자유사용의 필요성이란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요구되
는 독창성의 정도는 그 때마다의 상품분야에서의 특별한 상황에도 달려있다.
팔목시계 시장에는 流行과 디자인의 특별한 多樣性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상품분야는 형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표보호로부터 특별히 자유롭게 하
여, 경쟁자가 현존하는 流行의 寶庫를 마음껏 새로운 결합으로 전부 消盡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원국제등록상표는 주로 관용적이거나 유사한 모양으
로 덮여진 형상요소를 보여준다."라고 판시하였다.
III. 상고의 효과는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b, c 그리고 e호의 해석에 달려있다. 이
에 따라 상고와 관련한 판결 전에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유럽상표지침시행법 제234조
제1항 b호 및 제3항에 따라 판결주문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구해
야 한다.
1. 본 합의부는 연방특허법원과 같이 본원상표가 유럽상표지침 제2조와 대부분 일치
하고 있는 상표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동지침 제3조
제1항 e호(= 상표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배제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2. ...
3. 본원국제등록상표의 보호신장의 판결을 위하여는 이 상표에 동지침 제3조 제1항 b
호(=상표법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는가의 여
부 혹은 동지침 제3조 제1항 c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장애가 있
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a)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 규정의 식별력이란 거래자가 한 기업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업의 그것에 대한 식별수단으로 파악되는, 상
표에 내재하는 (구체적)적합성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관대한 기준에 근거를 두어
아무리 적은 식별력이라 할지라도 보호장애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aa) 보호가 주장되는 단순한 상품의 模寫에 국한된 평면상표의 경우에, 연방대법원은
전술한 관대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이 상표에는 일반적으로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b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식별력이 없다고 본다.
지정상품목록의 생산품을 사실 그대로의 묘사하는 것은 상품을 그 출처에 따라 개성
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원상표의 標識的 要素가 단지 해당상품의
전형적인 특징만을 나타내고, 상품의 技術的 형상을 超越하는 要素를 나타내지 않는

한, 그 표지는 일반적으로 순전한 記述的 表示 때문에, 광고에서 또는 상품의 포장으
로 또는 기타 통상적으로는 단지 장식적이고, 치장하는 모양으로만 사용되는 가장 단
순한 기하학적 디자인이나 그 밖의 단순한 도형적 형상요소와 마찬가지로, 표지를 부
착한 상품을 다른 출처의 상품과 구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도형상표가 상품의 성질
과 관련하여 전형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국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낸다면 경우가 다르다.
이러한 특징에서는 거래자는 경영상의 출처에 대한 암시를 감지하는 수가 많다. 도형
상표의 구체적 識別力의 問題로 발전한 이러한 원칙들은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판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포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입체상표에도 이관되어야 한다.
bb)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b호에
상당하는 상표법 규정과 관련한 연방특허법원의 판결과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b
호와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 유럽연합상표규정 제7조 제1항 b호와 관련한 유럽상표청
항고부의 심결에서는, 다른 상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식별력요건이 요구된다. 연방
특허법원은 식별력에 관한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의 입증을 위하여, 명백한 자유사용
의 필요성과 한편으로는 출처표지에 기여하는 상표법과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인의 보
호를 시작하는 보호법 특히 의장법 간의 본질의 차이성에 초점을 둔다. 유럽상표청
제3항고부도 비슷한 이유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독창성에 있어서 기술적 혹
은 미적으로 필요한 제품형상을 현저히 능가하는, 충분히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형상
을 요구한다.
cc) 그러나 본 합의부는 입체적이고, 상품자체를 표현하는 도형상표에 있어서 지금까
지의 전통적인 상표유형의 경우보다 식별력에 관한 더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할 이유
를 발견하지 못했다.
(1) 식별력에 관한 그와 같은 엄격한 요건은, 본 합의부의 판단에 의하면, 다른 기업
을 위하여 제품의 형상을 자유사용하자는 거래자의 이해에 관한 구체적 단서와 관련
하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없다. 사용에 의하여 획득한 식별력(유럽상표지침 제3조제3
항)을 심리하는 범위 내에서, 유럽연합재판소도 역시 식별력을 판단할 때 지리적 표시
의 자유사용에 관한 확인된 이해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2) 상품시장에서 製品디자인을 방해할 수 있는 일반적 위험도 본 합의부의 판단으로
는 식별력에 대한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상디자인의 일
반적 자유사용에 관한 利害는 - 유럽연합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에서 고려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 동지침 제3조 제1항 b호에 의한 구체적 식별력의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표준이 구체적 식별력의 판단에 있어서 체계외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중요
하지 않다.
(3) 본 합의부는 - 특허법원과는 반대로 - 상표법과 의장법의 본질의 차이 때문에 입
체적 도형상표의 식별력요건의 판단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적절치 못
한 것으로 본다.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장법에서는 獨創的인 성과만이 중요한

반면, 상표보호에서는 표지의 식별작용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합의부는 입체상표
의 경우에 技術的으로나 美的으로 필요한 제품형상을 현저히 능가하는 충분히 특징적
이고 인상적인 형상만이 식별력을 나타낸다는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特別한 固有性과 獨創性은 본 합의부의 판단에 의하면 식별력의 존재에 관한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로 말
미암아 이 특징이 - 다른 특징과 함께 - 특정한 출원인의 구체적 출원상품을 다른 출
원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적합성에 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유형에 있어서와 같이 입체상표에 있어서도, 상품자체를 표현하는
도형상표만이 표준적이어서 관련 거래자가 - 어떤 이유에서든지 - 출원된 표지에서
출처의 암시를 인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입체도형상표에 있어
서의 식별력에 관한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이 상표를 유럽상표지침에 의하여 규정되
지 않는 방법으로 법적 허용한 후에 거래자의 理解가 달라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4) 본 합의부는 본원국제등록상표가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
문에 그 식별력을 긍정하고자 한다. 본 합의부의 판단으로는 상고가 본원국제등록상
표가 시계의 전형적인 특징과 기술적으로 필요한 형상을 초월하여 특징적 요소를 나
타내고, 이로부터 거래자가 경영상의 출처에 관한 암시를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에 의하면 이 상표는 시계딱지와 시계줄이 동일한 폭과 형상에 의하여
일체가 되고 정확히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유리덮개
씌우기는 시계딱지의 전체상단부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본원국제등록상표는 아마
도 기술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필요한 제품형상을 현저히 능가하는 독창성에 관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해석상의 질
문이 문제가 된다.
b) 이 상표에 있어서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b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 식별적합성이 긍정된다면, 동지침 제3조 제1항 c호(=상표
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거래상 상품의
성질과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용이 될 수 있는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독일적 평가에 따라 특정한 상표유형의 자유사용에 관한 거래자의 利害를
나타낸 이 규정은 두 가지 해석상의 질문을 던진다.
aa) 우선 독일문헌에서는 (입체적) 제품형상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상표법 제3조 제2항)에서 확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또는 그밖에 상표
지침 제3조 제1항 c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
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의 규정 - 그
표현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밝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 을 동지침 제3조 제1항 e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표유형에 있어서, 즉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 있고,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고려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의 등록장애가 상표지침
제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사용을 통하여 극복될 수 없다는 생각이 대변한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b) 따라서 특정한 제품형상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의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입체적 디자인보호의 인정이 어떠한 기본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
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
는 상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제품형상의 우려되는 영구적 독점의 견지에서의 상표보
호의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형상에 관한 현재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의 신장이
서로 반작용을 일으키고, 일반적으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도형상표의 경
우에만 상표보호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만일 그렇지 않다
면 본질상 다른 계통의 특별보호권 - 특히 의장권과 같은 - 이 상표법과 비교하여 차
이가 있는 조건과 다른 時間的 內容的 限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해를 받게 될 수
도 있다는 고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한편으로 특별보호권과 다른 한편
으로 상표법간의 본질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특히 보호범위를 좁게 함으
로써 경쟁자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하기를 원한다.
연방대법원은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 해석의 범위 내에서 (입체)도형상표의 경우
에 존재하는 자유화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표보호는 대부분의 경
우에 있어서 상표지침 제3조 제3호 제1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표의 경우에 있어
서만 고려한다. 특별법보호 - 특히 의장보호 - 에 의해서는 제품자체의 모방이 보호
되는데, 이와 반대로 상표보호는 원래 어느 누구도 그가 다른 표지를 사용하는 한, 상
표소유주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인되어서
는 안 된다. 그 밖에도 상표보호의 유지는 상표의 사용에 구속되어있다는 것과, 상표
권을 통하여 부여받은 배타권은 그 형상이 특별보호에서 정해진 보호기간을 넘어서
변형되지 않고 사용될 경우에만 시간적으로 제한된 특별보호를 능가한다는 것이 고려
되어야 한다. 한편 형상의 상표법적 보호는 특히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 형상
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상자체의 영구독점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것
은 특히 형상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분야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것은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 범위 내에서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오히려 短命한
형상이 문제되고 경쟁자에게는 그 외에 상이한 형상디자인에 관한 충분한 여지가 남
아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입증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상품자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입체상표의 보호는 동지침 제3조 제3항 제1문
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표의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LOOK" : BGH, Beschl. v. 7. Juni 2001 - I ZB 20/99 - BPatG

판결주문
單語商標 "LOOK"은 刻草(원료담배), 담배제품, 권연말음종이 그리고 흡연용품과 관련
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 있다.
事實關係
I. 출원인은 1996. 11. 15의 출원으로 지정상품 "刻草(원료담배), 권연과 다른 담배제
품 권연말음종이, 라이터, 흡연용품"과 관련하여 단어배열 "LOOK"의 등록을 구한다.
특허청의 관할 상표부는 본 출원을 부족한 식별력과 자유사용의 필요성을 이유로 거
절 결정하였다. 출원인의 항고는 효과가 없었다. (허가된)상고에 의하여 출원인은 상표
등록을 계속 구한다.
판결내용
II. ...
III. 상고는 효과가 있다. 식별력(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이 없는 등록장애가 주어
져있다는 연방특허법원의 판단은 본 법률상의 재심리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1. 당해 조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란 거래자에 의하여 한 기업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파악되는 식별수
단으로서, 상표에 내재하는 (구체적) 적합성이다. 왜냐하면 상표의 주 기능은 상표와
함께 특성이 부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의 동일성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에는 원칙적으로 관대한 기준이 가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약한 식
별력이라 할지라도 보호장애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어떤 단어상표가 당해 상
품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기술적이지 않은 의미내용과 관련될 수 있고, 이것이 그 밖
에도 거래자가 - 예를 들면 또한 광고에 동일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 항상 그 자체
로서만 이해하고 식별수단으로서는 이해하지 않는 慣用的인 獨逸語 단어 혹은 잘 알
려진 外國語단어와 관련이 없다면, 이 단어상표가 전술한 識別適合性과 이에 따른 어
떤 識別力도 缺하고 있다는 확실한 단서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광고구호의 식별력
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정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다른 단어상표에 관한 것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설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표에 있어서는 확인기능과 광고효과가 상
호간 배척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출원 상표 "LOOK"의 (구체적)식별력은 당해상품과 관련하여 부정될 수 없
다. 순전히 출원상품의 記述에만 局限된, 책과 브로셔와 관련하여 출원된 단어상표
"Bücher für eine bessere Welt"와 식료품과 관련하여 출원된 단어상표 "marktfrisch"

와는 달리, 표지 "LOOK"에서는 당해상품과 관련하여 記述的인 表現을 추단할 수 없
다. 다른 사실인정은 연방특허법원도 내리지 않았다. "Today" 사건의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속내의, 치아세정용 컵, 안전면도기의 날, 작은 가죽제품과 같은 생활용품을
위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하였다. 이 소송에서 내려진 사실인정에 따르면, 관련
거래업계는 단어 "Today"를 이것이 부착된 상품과 함께 유행에 있으라는 권유로 이
해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 단어배열 "Test it"은 담배, 담배생산품, 특히 권연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 영어단어배열은 이러한 상품과 관련하여 단
지 시험구매의 권유를 나타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연방대법원은 각초, 권연 그리고 다른 담배생산품, 권연말음종이 라이터와 관련한 단
어상표 "YES" 및 "FOR YOU"와 특히 세탁기구, 체육기구 및 특정한 종이제품과 식료
품과 관련한 "LOGO"의 식별력을 긍정하였다. 이 소송에서 내려진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 상표들은 일상 언어의 관용적인 단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래자에 의하여 단지
그리고 항상 그 자체로서 받아 들여지고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영어단어 "LOOK"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LOOK"의 의미는 번역
"schau")로는 충분하지 않고, 연방특허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Mode, Modestil"로,
독일특허청 관할상표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외에도 "Note, Design"으로 번역될 수 있
다. 단어상표 "LOOK"은 독일어 번역으로 는 이밖에 "Blick, Aussehen"의 의미를 가
질 수 있다.
상고가 연방특허법원이 "schau"로 번역한 영어단어 "LOOK"의 의미를 前面에 내 세
우고, 이 意味만을 判斷의 基礎로 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견
지에서 국내거래자가 단어상표 "LOOK"를 이러한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허용하는 연방특허법원의 당해 事實認定에는 결함이 있다. 이에는 국내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독일어 번역을 토대로 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 있다는 단서인 단어"LOOK"의 多義性을 가정되여야 한다.
그 밖의 연방특허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표지 "LOOK"는 단지 광고관행적이고 표어적
형태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표지를 부착한 상품에게로 돌리게 하는
데 소용이 된다. 연방특허법원은 이와 같이 가정함에 있어서 단어상표 "LOOK"의 多
義性을 해당상품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의미내용이 어떤
特定한 理解가 최전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없이 불명확하다면, 그 표지에 어떤 식
별력도 없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AC” : BGH, Beschl.v.5.7.2001-IZB8/99(BPatG)
판결주문

1. 상표법 제8조 제2항41) 제1호와 제2호의 등록장애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
정서비스업목록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포괄적인 속명을 포함하고 있고, 이 속명에
관하여 商標의 識別力의 결여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사
실표시로서의 자유사용의 必要性을 확정할 수 없지만, 이 속명에 이러한 요건이 주어
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도 드는 경우에도, 상표의 등록을 배제한다.
2. 상품 "비타민제재"와 관련한 문자배열 "AC"의 자유사용의 필요성 문제에 관하여.
사건의 개요
I. 출원인은 1993.1.28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제출된 출원으로 "약제"와 관련한 표지
"AC"의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구한다. 관할 심사부서는 이 출원을 식별력의 결여와 자
유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기된 抗告는 효과
가 없었다. 허가된 上告로 원판결이 파기 환송되었다.
판결내용
II. 연방특허법원은 출원표지에 관하여 중대한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주어져 있는 것으
로 판단함과 동시에 어떤 식별력도 부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연방특허법원은 "본원표
지가 순전히 상품의 종류 또는 성질의 표시에 소용이 될 수 있고 제3자의 상표권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않는 기술적 사용에 관한 경쟁자의 정당한 이해도 현저히 가정될
수 있는 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약제와 관련하여 확실히 충분한 이
유가 있다. 그러나 어휘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등록
장애가 불가피하게 생기는가의 여부는 유보될 수 있다. 상표로서 출원된 문자는, 廣告
및 제품포장에서의 사용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해 약제분야에서 무엇보다도 비
타민A 그리고 C의 호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수한 상품 - 여기서는 비타
민製劑 - 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은, 본 표지가 포괄적
인 屬名 - 여기서는 藥劑 - 과 관련하여 출원되고 이로 말미암아 다의성을 얻었다고
하여 회피될 수 없다. 이 다의성은비타민製劑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스스로 자
명한 의미 때문에 뒷전으로 물러선다. 출원인의 상표법 제23조 제2항42)의 보호제한
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순전히 침해의 경우에 맞추어져 있어, 독일연방대법
원의 판결에 따라 이의신청절차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등록절차에서는 거의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본 문자배열의 등록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또한 본 소송의 경우에 결
정적으로 중요한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문자배열 "AC"에서 지정상품목록의 포괄적인
용어의 때문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비타민제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무엇보
다도 특정한 비타민에 관한 문자기호를 보기 때문에,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III. 허가된 상고는 본안에서 효과가 있다.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등록장애가 있고 어떠한 식별력도 결여되어 있다는 연방특허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의 사실인정의 바탕 위에서는 본 법률심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1. 상표법 제 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거래상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을 표시하거나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용이 되는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본 심리에 있어서는 출원으로 요구된 상품만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연방특허법원은,
출원인이 그의 상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품속명을 요구하는 본 소송의 경우에, 출
원 상표가 이 屬名에 드는 特定한 商品, 여기서는 비타민 제제와 관련하여 전술한 규
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성질표시인 경우에는, 본원등록을 방해하는 자유사용
의 필요성을 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법률상의 이유로는 불복될
수 없다.
이러한 지정상품목록에 포함된 속명에 드는 세목의 상품도 결국 출원인에 의하여 그
의 상표와 관련하여 요구된다. 상표소유주에게는 - 비록 불확실한 것이긴 하지만 상
표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소멸되는 결과 - 등록상표를 단지 지정상품의 한 부분과 관
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을 고려할 때, 登錄可能性의 審理는 상품속명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제한된) 심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
도 정당하게 판시하였듯이, 상표출원자에게는, 한편에서는 상표의 기술적인 의미내용
이 상품속명 그 자체와 관련하여 증명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 다른
편에서는 그 다음에 상표를 상표가 기술적이기 때문에 당해 등록장애에 해당하는, 상
품속명에 속하는 특정한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상표법 제5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효로 인한 상표소멸이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등록의 전체
범위로 정리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상표도 단지 등록된 속명에 드는 특정한 상품과
관련하여서만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기술표시인 경우에는,
이 때문에 본 소송의 경우에는, 아직 더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장애가 마찬가지로 비타민제제와 관련하여서만 주어져
있는 한에 있어서, 포괄적인 속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토대에서 연방특허법원이, 비타민제제는 요구된 상품속명 "약제"에 들기 때문
에 "약제"도 절대적 등록장애에 관한 심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것은 불복
될 수 없다 - 상고에 의하여도 세부적으로는 공격되지 않았다. 연방특허법원은 더 나
아가, 특히 출원상표를 배타적으로 구성하는 대문자 A와 C는, 전문가들에게는 물론
최종소비자들에게도 각각 판매포장과 광고에서의 사용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비타민 A와 C를 표시한다고 사실인정 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도 - 상고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 법률상의 이유로 이의될 것은 아무 것

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으로 출원상표의 - 비타민제제와 관련한 - 기술적 의미가 증
명된다는 연방특허법원의 또 다른 가정에 상고가 불복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동법원
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연방특허법원은 그 판단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경우 문자결합
"AC"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지 비타민제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내용에 관
하여 내려진 사실인정이 적용되는 개개의 문자 "A"와 "C"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특허법원에 의하여 본 소송에 인용된 사용례에서도 출원
문자결합 그 자체가 특정한 비타민을 기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추단될 수
없다. 出願商標의 형태에 있어서 비타민 표시와 관련하여 사용된 밀접하게 나란히 배
치된 두 문자의 결합은 이 사용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대부분은 순수한 문자
옆에 비타민에 관한 分明한 표시를 갖고 있다. 단 하나의 例(별첨 43)가 밀접하게 나
란히 배치된 세 문자의 결합 ("ABC")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민에 관한 기술적 표시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용례에 있어서는 대시(-)
혹은 플러스부호 (+) 형태의 연결표지가 사용되거나 문자가 뒤섞여 놓여져 거래자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배치 때문에 각각의 비타민과 관련한 문자의 기술적 사용에 주의
를 환기하게 된다. 오렌지-당근-음료에 관한 표시 "Karibik ACE"(별첨 41)와 비타민
-셀레니움효모-정제에 관한 표시 "Wassen Sekenium-ACE(r)"(별첨 45)에 있어서는
문자결합 ACE는 記述的이라기보다는 特徵的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 인정의
토대 위에서 내려야 할 판단에 있어서, 특히 거래자도 그가 상표처럼 마주치는 그와
같은 표지는 비분석적이고 아마도 비기술적인 개념내용을 좇아 관찰하기 때문에, 거
래자가 출원된 문자결합 "AC"에서 비타민 A와 C에 관한 암시를 보게 된다고 가정하
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밖에 별첨의 사용례는, 특히 비타민A와 C의 합성물에 국한된 비타민제제의 사용도
증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게는 출원된 형태의 문자결합"AC"에 의존함
이 없이 비타민제제 그 자체를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
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연방특허법원은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출원상표의 식별
력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단도 사실인정의 토대 위에서 법률상의 하자
를 면할 수 없다.
전술한 조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식별력이란 거래자에 의하여 한 기업의 상표가 사
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업의 그것에 대한 식별수단으로 파악되는,
상표에 내재하는 (구체적) 적합성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약한 식별력이라 할지라도
보호장애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단어상표가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기술적이지 않은 의미내용과 관련될 수 있고, 또한 이 단어상표가 거래자가 항상 그
자체로서만 理解하고 識別手段으로서는 이해하지 않는 慣用的인 獨逸語 단어 혹은 잘

알려진 外國語 단어와 관련이 없다면, 이 단어상표가 전술한 識別適合性과 이에 따른
어떤 識別力도 缺하고 있다는 확실한 단서가 없다. 연방특허법원이 내린 지금까지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하여, 이미 前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자가 상표"AC"를 기
술적 표시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본건의 사정은 위와 같다고 할
것이다.

“Dorf MÜNSTERLAND” : BGH, Urt. v. 22.2.2001 - I ZR194/98 (OLG Hamm)
판결주문
單語․ 圖形 結合商標의 全體的 印象을 單語부분를 통하여 각인하고, 침해소송에 있어
서 그와 같은 商標의 적절한 保護範圍를 규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事實關係
원고는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상권의 승계인으로서- 1991. 11. 26 출원되고 1993.
12 .23 상품/서비스업류 구분 20, 29, 33, 39, 41 및 42의 여러 가지 상품 및 서비스
업 특히, "포도주, 알콜음료; 치즈, 소시지 제품; 특히 자동차 여행, 자전거 여행, 도보
여행, 회의, 회사소풍, 무도회 개최의 준비 및 진행업, 숙박 및 식당업, 수영장 및 九
柱戱 경기장 경영업"과 관련하여 아래 보여주는 바와 같은 단어․도형결합상표 Nr 2
052 752의 소유주이다. 원고의 선권리자는 "Dorf Münsterland"標識를 사용하여 자기
소유의 지상권 토지 위에서 호텔, 몇몇 개의 음식점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구
성된 기업을 경영하였으며, 1993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1993, 8, 30 토지와
지상권에 대한 강제관리가 명령되었다. 1994. 8. 26. 결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의 선권리자는 1993. 8. 31 계약을 통하여 재산관리인으
로부터 토지와 지상시설물 및 지상권의 영업회사를 임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중
에 강제관리는 영업회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피
고의 선권리자는 바로 뒤를 이어 강제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지상권 및 "Dorf
Münsterland"단지의 부속시설물을 구매하였다. 그는 이 標識를 사용하여 시설물들을
계속 운영하였다. 그는 상호를 "Dorf Münsterland GmbH"로 변경하였다. 그는
1995.12.20 합병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합병되었다. 피
고는 계속해서 복제된 표지를 그의 기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이에서 상
표 Nr.2 052 752가 침해되었다고 본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영업상의 거래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표지"DorfMünsterland"를 상호에 지니거나 그 밖에, 특히 광고에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원고는
상표와 관련하여서도 또는 기타 표지권과 관련하여서도 제소할 권한이 없다. 더구나

서로 대비되는 표지들 간에는 혼동의 위험이 없다. 이 사건 상표의 단어요소 "Dorf
Münsterland"는 記述的인 地理的 表示로서 보호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될
수 있는 청구권이 어쨌든 상실되었다. 또한 원고의 제소는 권리 남용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지방법원(제1심)은 본 訴를 認容하였다. 피고의 抗訴로 소는 기각되었다. 상고
에 의하여 원판결은 취소 환송되었다.
판결내용
I. ...
II. ... 1. 상고가 청구의 두 번째 부분 "영업상의 거래에서 표지를... 기타의 방법, 특히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2호43)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충분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審
理 時에 가정해야 하는, 본 청구의 가장 정도에 지나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것이 불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본 청구는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한 개념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 청구는 원고가 이를 통하여 피고가 문제의 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분명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본 청구가 실질적으로 정도에 지나치는 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자면 실질적인 청구의 기초가 충분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이유로
인하여 적어도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없을지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허용
성의 문제, 즉 청구의 절차적인 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성의 문제이다. 이와 같
은 점은 계쟁(係爭)중인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具體的 侵害類型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는 "특히"-부분에 적용된다.
2.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가정을 근거로 원고에 유리하게 원고가 소송상표의 소유
주라고 가정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소송상표에 의한 청구(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
44))를, 피고의 상호사용에 의해서도 특별히 개개의 피소표지들과 관련하여서도 혼동
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상의 하자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a) 연방대법원의 불변의 판결에 따르면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은 모든 개개의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항소법원
은 이러한 점을 출발점에서부터 과소평가하였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요소 간, 특
히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 및 선행상표의 식별력 간에는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약한 유사도는 商標의 강한 類似度를 통하
여 상쇄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또한 같다. 더구나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상표뿐만 아니라 후행(피소)표지의 전체적 인상이 가정되어야 한다. 상표가 본 소
송의 경우와 같이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러한 전체적 인상은 이러한

부분들 중의 하나에 의하여 각인 되어 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단어 및
도형요소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는 單語部分이 이 상표를 가장 쉽게 호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單語部分이 전체적 인상을 각인 시킨다는 經驗的 法則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칙을 항소법원의 판단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b) 소송商標와 被告의 상호표시 간의 混同의 危險을 심리함에 있어서 항소법원은 標
識의 類似性의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항소법원은 서로 대
비되는 표시들이 각각의 單語部分에 있어서 단지 記述的 表示로서 소송상표의 보호와
는 관계없는 "Dorf Münsterland"만 同一하기 때문에 표지의 유사성을 부인하였다. 침
해소송에서 상표의 등록된 형상과 그 보호적합성을 기초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침
해법원에게는 권리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식별력이 없거나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
타권을 증명할 수 없는 상표구성부분에게는 전체표지 내에서도 (독자적) 보호를 부여
하지 않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記述表示는 소송상표의 구성부분
"Dorf MÜNSTERLAND"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로 단어 "Dorf46)"는 물
론 단어 "MÜNSTERLAND"도 각각 특정한 개념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
법원에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상고이유가 이단어의 결합에는 당해 상품/서비스업에
관한 記述이 있다는 항소법원의 가정을 反經驗的이라고 이의하는 것은 정당하다. 표
시 "Dorf"조차도 호텔 및 레크리에이션시설과 그 곳에서 영위되는 서비스업과 관련하
여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극히 異例的으로
사용되고 있다."Dorf" 표시는 북부 독일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
시"MÜNSTERLAND"와의 결합하여 요구되는 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상표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이 부정되지 않음과 동시에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
하는 바와 같은 자유사용의 필요성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단어결합은 구체적 장소표시와는 달리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원래 짝을 이루지 않는 개념에 의하여 상표소유주에
의하여 판매/영위되는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소송상표의 단어
부분 "Dorf MÜNSTERLAND"의 (구체적) 보호적 합성이 요구되는 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긍정되어야 한다면, 단어․도형결합상표의 에 있어서 전체적 인상은 보통은
단어요소에 의하여 각인 된다는 경험칙의 적용에 방해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에 따라서 각인 되는 부분 "Dorf MÜNSTERLAND"는 피고의 상호와 대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고법원은 항소법원이 내린 사실인정의 바탕 위에서, 피고가 그
의 상호를 부착하여 판매 내지 영위하는 상품/서비스업의 거의 同一에 가까울 정도로
큰 유사성과, 똑같이 거의 동일에 가까울 정도로 큰 상표의 유사성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소송상표의 식별력이 평균 이하 수준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조차도, 상표
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을 긍정할 수 있다.
c) 항소법원은 소송상표와 도형상으로 더 발달된 피고의 공격받은 사용외관 간의 혼

동위험을, 주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와 소송상표와의 더 이상의 단어 내지 도형상
의 일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전술한 이유 때문에 마
찬가지로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상고법원은 부여된 사실의 토대 위에서 상품/
서비스업 및 상호 대비되는 표지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단어부분 "Dorf
MÜNSTERLAND"의 일치를 고려하여 혼동의 위험을 마찬가지로 긍정할 수 있다.
d) 지금까지 항소법원은 - 법률상의 출발점에서부터 논리에 맞게 – 지금까지 소송상
표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인정을 내리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에 의하여 상표의 소유주가 되었는가의 여부도 유보하였기 때
문에, 합의부로서는 상표법상의 혼동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3) 상고가 항소법원이 기업표지 "Dorf Münsterland"(상표법 제5조47), 제15조 제2항
에 관한 원고의 청구권을 원고가 법률상의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한 것에 대하
여 불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a) 항소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의 양도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상법 제23조에 의
한 商號의 讓渡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기업표지가 강제관리인과 원고들
간의 여러 가지, 권리도 관련되는 양도문서에 의하여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상고
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법률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b) 항소법원은 1996.8.21. 합의에 의한 공동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상호권에 관한 청
구권을 파산관리인을 통하여 포기한 것을 상법 제23조의 회피의 시도와 이에 따른 실
패로 보았다. 상고는 상호권에서 생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상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복하는 것이다. 항소법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연
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기초를 이루는 법률상의 논거가 없는 방어적 청구권의 포
기는 민법 제399조에 따라서 포기와 연관된 청구권의 이행내용의 변경을 고려하여
배제된다. 따라서 금지청구는, 그것이 주장된 청구권들의 포기에 의존하는 한 처음부
터 실패한다.
“Auto Magazin” : BGH Urt. v. 21.06.2001 I ZR 7/99 (OLG München)
판결주문
잡지제호 "Auto Magazin"은 원래가 매우 약한 식별력을 갖고 있다. 이 제호의 매우
약한 식별력 때문에 외관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雜誌題號 "das neue automobil
magazin"과의 혼동의 위험이 없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잡지 "Auto Magazin"을 출판하고 있으며 1995.12.13 제호권을 A. 유한회사로

부터 구입하였다. 자동차 분야를 취급하고 있는 이 잡지는 빨강색과 흰색의 표어문자
(Logo)를 갖고 있다. 파산한 A. 유한회사의 전 기부자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의 출판
사에서 1996. 9월 이래로 특히 자동차잡지가 출판되고 있는데, 그 1996 10월호는 붉
은 바탕에 흰 문자의 모양을 취한 표어문자(Logo)를 지녔다. 원고는 피고의 잡지제호
가 그의 잡지제호 간에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원고는 이밖에 거래자의 誤導
를 주장하고 피고가 두 잡지간의 밀접한 연관을 가장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상고
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다음을 신청하였다.
I. 피고에게 위반시 징계수단(Ordnungsmittel)에 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상의 거래
에 있어서 잡지를 앞의 도형적 모양의 제호를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
지하도록 판결하여 줄 것.
II.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I 에서 설명한 제호를 사용한 잡지의 판매와 독자 및 광고
주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과거에 발생했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
III. 피고는 원고에게
1. I 에서 설명한 제호를 갖고 있는 雜誌의 題號, 號數, 페이지별로 분류된 광고판매액
그리고
2. 이 잡지와 관련하여 또다시 題號와 號數별 및 인쇄판, 판매판 및 판매순이익의 표
시하에 분류된 거래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결하여 줄 것.
피고는 이에 대항하였다. 피고는 "Auto Magazin"은 제호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보호범위는, 피고잡지의 1996 10월호 제호는 원고제호와
충분히 차이가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대로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손해배상 및 정보제공의무의
판결을 1996.9.1부터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피고의 상소는 기각하였다.
피고의 상고로 원판결이 취소 환송되었다.
판결내용
I. ...
II. 1. 항소법원이 잡지제호 "Auto Magazin"에 대한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5조 제3항의 표지법상의 보호가 합당하다고 본 것은 법률상의 하자가 없
다. 신문과 잡지시장에서는 옛날부터 신문과 잡지가 다소간 無色의 類表示를 부착하
여 공급되기 때문에 잡지제호의 식별력에 관하여는 단지 한정된 요건이 설정된다. 불
복할 수 없는 항소법원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식별력에 이러한 한정된 요건을 제호

"Auto Magazin"은 충족시킨다. 이 표제는 거래자로 하여금 다른 잡지와의 식별을 가
능케 하는 個性의 최저한도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피고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자
동차분야를 취급하는 잡지계에는 다수의 제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제호들은 記述
的 槪念인 "Auto"외에 기껏해야 약하게 개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거래자로 하여금 附加부분에 특히 주목하도록 한다.
2.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의 잡지제호간의 혼동의 위험을 긍정하였다. 이것은 법률상의
하자를 면할 수 없다. 기초로 해야 할 것은 모든 고려요소, 특히 著作物題號의 類似性
과 저작물의 근접성 및 先行題號의 識別力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일반적인 표지법
원칙이다. 잡지제호간의 혼동의 위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연방대법원의 불변 판결에
따르면 시장상황, 특히 잡지의 성격과 表現型도 또한 중요하다; 취급종목, 외관, 발행
일자 그리고 판매방식은 혼동의 위험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
a) 상고가 원고제호의 정상적 식별력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시가 모순된다고 불복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유를 충분히 참고로 인용하였는데,
지방법원이 원고의 잡지제호 "Auto Magazin"가 매우 약한 식별력을 나타낸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제호는 상상력이 풍부한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잡지제호로
서는 매우 작은 범위에 있어서만 표지에 적합하다. 원래부터 매우 약한 식별력을 기
초로 한다면, 이 때문에 또한 매우 약한 標識力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항소법원은 다른 사실인정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사용에 의한 원래의 標識力의 강화
도 항소법원은 사실인 정하지 않았다.
b) 항소법원은 제호의 큰 - 특히 외관상의 - 유사성을 근거로 혼동의 위험을 가정하
였다. 항소법원은 이에 관한 자기의 사실인정은 내리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의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였는데, 지방법원은 붉은 제호바탕, 두 欄이 있는 흰색의
서체 및 문자의 크기와 모양을 토대로 당사자들의 잡형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유로
혼동의 위험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題號自體의 차이는 현존하는 일치들
때문에 혼동의 위험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상고심과 관련하여
1996년 10월 잡지제호의 충돌시점에서 원고제호가 갖고 있는 매우 약한 식별력을 기
초로 해야 한다면, 상표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이 있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은 철저한 법률상의 반대에 직면한다. 약한 표지력을 갖고 있는 잡지
제호에 있어서는, 이미 비례적으로 사소한 차이가 혼동의 위험을 배제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이 점을 항소법원은, 상고가 정당하게 불복하는 바와 같이, 본 소송의 경우
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소송당사자들의 잡지제호에 있어서는 원고제호 "Auto
Magazin"과 피고 제호 "auto mobil"은 문자의 크기 때문에 분명히 두드러지게 대비
된다. 이에 비하여 피고제호에서 주로 작은 검은 字體로 표현된 문자 "Magazin"은 제
2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자동차 잡지분야에서 혼동의 위험

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상세한 사실인정
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자에게는 제호와 그 외관에
있어서 매우 미미한 차이가 있는 자동차분야의 다수의 잡지제호가 알려져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거래자는, 병존하는 다수의 유사한 제호에 익숙하다면, 제호와 그 외관
에 있어서의 미미한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이점을 지방법원도 - 그 판결은 항소법원
이 그 판결이유에서 참고로 인용하였는데 - 혼동의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다
3. 항소법원은 표제의 유사성과 소송제호의 標識力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실인정을 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원고가 상고답변에서 반대진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
고의 저작물제호의 표지력이 잡지의 계속적인 보급에 의하여 강화되지 않았는지의 여
부가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상고답변과 관계되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잡지 "Auto
Magazin"은 50,000부의 발행부수와 460,000명의 독자층을 가지고 독일에서 자동차
잡지의 제4위를 차지한다.
“ASTRA/ESTRA-PUREN” : BGH, Urt. v. 20.12.2001 - I ZR78/99
판결주문
여러 部分으로 構成된 商標에서는 周知되거나 그 自體로서 알아볼 수 있는 企業標識
또는 標識시리즈의 根幹部分은, 거래자가 표지의 다른 部分에서 實在의 제품표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표의 全體的 印象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은 판례에서 인정된 經驗則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칙은 개개의 경우
의 필요한 모든 상황의 의존에 의하더라도 사실심법원의 평가가 이러한 경험칙과는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1은 스웨덴의 한 주식회사인 원고2의 독일 자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藥劑
를 생산․판매한다. 원고2는 1993.8.20. 특히 약제, 수의과용 약제 및 위생제와 관련
하여 등록된 단어상표"ASTRA" Nr. 2 042 965(소송상표)의 권리자이다. 피고는
1994.10.13. 출원되고 1995. 6. 22. "약제, 수의과용약제 및 위생제"와 관련하여 등록
된 단어상표 "ESTRA-PUREN" Nr. 2 908 182의 소유주이다. 피고 상표의 지정상품
은 - 1심 선고에 따라서 - 1998.8.25.부터 일부취소의 방법으로 "에스트라디올을 함
유하고 있는 약제"에 국한되었다. 원고1은 1995년 이래 "Astra GmbH"를, 그전 1973
년부터는 "Astra Chemicals GmbH"를 상호로 사용하였다. 상고심절차 중 동안 원고는
그의 상호를 "AstraZeneca GmbH"로 변경하였다. 영업종목은 지금까지는 "모든 종류

의 화학, 약학 및 의학제품의 생산 및 판매 및 수출입"이었으나 지금은 "특히 국제등
록상표 ‘Astra', ’Zeneca' 그리고 ‘AstraZeneca'를 사용한 화학, 약학제품의 개발, 생
산, 판매"다. 지금까지 "Astra AB"를 상호로 사용했던 원고2는 상고심절차가 진행되
는 동안 그의 상호를 "AstraZeneca AB"로 변경하였다. 1996년 이래로 상호 "ISIS
PUREN Arzneimittel GmbH"로 상업등기 되었던 피고는, 그의 商號를 상고심절차 中
"Alpharmalsis GmbH & Co. KG"로 변경하였다. 영업종목은 "약제와 유사제품, 특히
PUREN-상표약제-시리즈의 생산과 판매"이다. 피고는 근간부분 "PUREN"을 사용하
여 약제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200개 이상의 상표에 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50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원고들은 표지 "ESTRA-PUREN"의 사용을
그들의 상호권 및 상표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금지, 상표취
소의 승인, 손해배상책임의 확인 및 정보제공을 청구하였다.
판결내용
상고는 효과가 없다.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소송상표
"ASTRA"와 피소표지 "ESTRA-PUREN"간의 혼동의 위험이 없다는 항소법원의 가정
은 상고의 법률심에서 유지된다. 이 규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은 개개
의 경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 항소법원도 이를 기
초로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 고려되어야 할 요소간, 특히 商標의 類似性과 이 상표
를 부착한 商品의 類似性 그리고 先行商標의 識別力間에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商品의 낮은 類似度는 商標의 높은 類似度나 혹은 상표의 높아진 식별력
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항소법원이 소송
상표가 상표법 제1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周知商標라는 원고의 진술
을 옳은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상고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상표의 평균이상
의 (강한)식별력이 가정되어야 한다. 항소법원이 본소송의 경우에 명확히 상품의 동일
성을 가정한 것은 정당하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항소법원이, 대비되는
상표의 그때마다의 전체적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표지법을 지배하는 원칙
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항소법원은 後行標識의 전체적 인상은 구체적인 충돌상
황과는 관계없이 그 표지자체의 형상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소평가하
지 않았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상표의 전체적 인상은 상표가 그때마다의 당해 상
품의 평균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다. 이 경우 상표가 보통은 거래자에 의하
여 그 형상전체로서 인식되어, 그 전체 내에서 분석적인 관찰방법이 뿌리를 내림이
없이 거래자는 상표를 대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과 일치한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표지 "ESTRA-PUREN"의 전체적 인상은 총 4음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단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각인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표지는 광범위한 일

반수요자와 관련하여 기술적 특성이 있는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단어부
분은 표지의 각인효과에 있어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수요자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체표시를 분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러한 판단도 법률상의 이유로는 불복 될 수 없다.
상고는 항소법원이 구성부분 "ESTRA"의 전체적 인상 각인효과를, 구성부분
"PUREN"은 피고의 상호표어와 관계가 있고, 이 상호표어는 이 때문에 필수적인 제품
표지로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서 추론하지 않았다고 불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복은 효과가 없다. 실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結合商標에 있어
서 저명하거나 일반수요자가 그 자체로서 알 수 있는 기업표지인 부분은, 거래자가
그러한 경우의 필수적인 제품표지를 標識다운 標識의 다른 구성부분에서 인식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 인상에 관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연방대
법원은 같은 경험칙을 명백한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부분 "PUREN"의 경우에 마찬가
지로 문제가 되는 표지시리즈의 근간부분과 관련하여 똑같이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경험칙은 개개의 경우의 필요한 모든 상황의 의존에 의하더라도 사실심법원의 평가가
이러한 경험칙과는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로 본소
송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구성부분 "PUREN"은 이를 기업표지 혹은 표지시리즈의 근
간부분으로 알고 있는 거래자 측에게는 "PUREN"부분이 표지 "ESTRA-PUREN"의
전체적 인상과 관련한 각인의 중요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률
상으로 불복될 수 없다. 항소법원은 "PUREN"부분은 그 다음 부분 "ESTRA"와 하이
픈(-)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표지에 있어서 두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서 그 의견을 도출했다. 이 때문에 특히 거래자권이 이 두 부분을 記述的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반수요자에게는 고착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이밖에 항소법원은
전문가집단(의사와 약사)에 있어서는 에스트라디올 (난소호르몬의 일종)을 함유한 조
제의 경우에는 "ESTRA"부분을 作用物質表示 "Estradiol"과 현저히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이해하고, "PUREN"부분을 그만큼 더 標識시리즈의 (공동각인하는)근간부분으로
認識하는 것이 明白하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근간
부분 옆에 기술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바로 그것이 거래자로 하여금 제품출처와 관련
하여 우선 근간부분에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
한 이유로 상고가 보완적으로 주장하는 넓은 의미의 혼동의 위험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근간부분 "PUREN"의 일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표지의 觀點에서
混同의 危險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 밖이다.
상고가 특히 피고의 상호표어로서의 "PUREN"부분의 특징에 의존하여, 그것으로부터
거래자가 이 구성부분 "PUREN"을 다른 부분 "ESTRA"에 비하여 전체적 인상과 관련
하여 등한히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한, 상고는 항소법원이 유사한 생
각을 기초로 하였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과 기업표지부분으로 구성된 표지와 같은 경우마저도, 어떠한 경
우에도 역시 후자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법률상의 이유로 불복될 수 없다.
상고가 본 소송의 경우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한 약의 중요성 때문에 상표를 단축하는
일반수요자의 관습이 일반적이 아닌 약제생산품 상품분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고
표지의 단축은 "ESTRA"부분을 기초로 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가정에 대하여도 마
지막으로 불복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표지가 제품표지 및 상호표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이 특별히 명백하다는 생각으로서는 상고는 심리될 수 없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상고는 단지 事實審법원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피소표지 "ESTRA-PUREN"의 전체적 인상이 그 두 부분에 의하
여 똑같이 각인 된다고 가정한 것이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면, 상표의 유사성이 없음
을 이유로 한 혼동의 위험의 부정은 불복될 수 없다. 이 피소표지는 공동으로 전체적
인상을 규정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지 한 부분에 주어진 일치는 혼동
위험의 가정과 관련하여 충분치 않다.
b) 항소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기업표지 "ASTRA"에 관한 금지
청구권을 혼동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전
술한 설명이 참고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소송표지
와 피소표지 "ESTRA-PUREN"간의 충분한 유사성이 확실히 결여되어 있다.

“vossius.de” : BGH, Urt. v. 11.04.2002 - I ZR 317/99 (München)
판결주문
명칭사용자가 그의 명칭을 同名人의 권리에 따라서 차별을 나타낼 수 있는 附加名과
함께만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면, 이 때문에 그의 명칭을 인터넷-주소
로 사용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혼동의 위험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 인터넷사용자에게는 개설되는 첫 페이지에
다른 명칭사용자의 홈페이지와 관계가 없다는 것에 관하여, 편의상 이 홈페이지에의
교차참조(Querverweis: Crossreference)로 연결하여 알릴 수 있다. 기업표지의 소유
주가 제3자가 이 표지를 도메인-네임으로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면, 등록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청구는 제3자가 이 도메인-네임을 표지
법상의 청구의 물적 또는 공간적 영역 밖에서 - 가령 사적인 목적 혹은 다른 분야의
기업과 관련하여 - 사용할 아무런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
하다. 변호사가 그의 사무소표지에 의하여 경쟁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는 그와
관계되는 비밀엄수의무를 고려하여, 손해의 계산에 소용이 되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그의 위임자의 이름을 밝힐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

사건의 개요
소송당사자들은 도메인-네임 "vossius.de"와 "vossius.com"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다.
1927년 태어난 피고1은 알려진 변리사다. 피고1이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오늘날 원고
가 운영하는 사무소가 시작되었으며, 원고는 1992년까지는 그 사무소의 직원이었다.
특히 피고1의 명성을 기초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원고의 사무소는 우선
사무소 표지에 피고1의 姓인 "Vossius"로 시작하는 모든 파트너들의 이름을 지녔다.
1986 파트너들은 차후로는 표지 "Vossius & Partner"만을 지니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989.3.1. 피고1과 원고1 내지 6은 사무소표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양 당사자 측은 피고1이 사무소를 그만둔 후에 더
이상 변리사를 직업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였다. 계약서 제1조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는 다음의 「 편지지 위쪽의 인쇄문구 」 를 갖는다: Vossius & Partner
Patentanwälte. European Patent Attorneys. 파트너들은 이 계약서 표제의 순서에 따
라서 공동으로 가입된다. 새로이 가입된 파트너는 순번을 계속한다. 파트너 1[피고
1]은 사무소를 그만둔 후에도 「편지지 위쪽의 인쇄문구」에 그의 이름을 계속 사용
하는 것에 동의한다."
1989년 말 피고1은 공동체계약을 1990년 6월 30일에 종결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
나 1990년 6월 29일 계약을 통하여 파트너들은 피고가 1992년 6월 30일 그만 두는
것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피고가 그만둔 후 원고는 그 동안에 민법상의 사
단에서 조합으로 변형된 그의 공동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사무소표지VOSSIUS &
PARTNER PANENTANWÄLTE․EUROPEAN ATTORNEYS. 를 사용하고 있다. 피
고1은 그의 당초의 의도와는 반대로 1992.7.1 파트너로서 1992.4.1 그의 며느리와
아들, 피고2 그리고 피고3에 의하여 설립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
공동체는
1992년
말
이래
표지
DR.
VOLKER
VOSSIUS
PATENANWALTSKANZLEI․RECHTSANWALTSKANZLEI. 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
1은 그의 이름을 사무소표지로서 계속 사용하라고 그가 원고1 내지 6에게 표명한 허
락이 원래 무효라고 생각하고, 1998년 4월 원고에 대하여 "혹시 아직 존재할지 모르
는 나의 이름의 사용에 관한 모든 허락"을 철회하였다. 1999년 2월에는 "특히 표지
&Mac226;Vossius & Partner 에 있어서, 혹시 (아직) 존재할지 모르는 명칭
&Mac226;Vossius의 사용에 관한 모든 허락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1997년 3월
피고3은 피고들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도메인-네임 "vossius.de"를 등록시켰다. 그 후
에는 이 인터넷-주소로 피고들 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접속은 이-메
일주소 "kanzlei@vossius.de"으로 가능하였다. 1998년 봄 피고3은 자신의 개인주소

로 도메인-네임 "vossius.com"을 등록시켰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이 홈페이지
에서 교차참조(Querverweis: Crossreference)가 피고들 사무소의 인터넷페이지로 안
내했다.
원고들은
1998년
2월
이래
도메인-네임
"vossiuspartner.de"와
"vossiuspartner.de" 및 "vossiusundpartner.com" 와 "vossiusandpartner.com"을 사
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도메인-네임 "vossius.de"와 "vossius.com" 및 이-메일-주소
"kanzlei@vossius.de"를 사용함으로써, 표지 "Vossius & Partner"와 관련하여 원고들
에 속하는 명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결국 1. 위반하면 징계수단에 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상의 거래에서 도메인-네임 "vossius.de" 와/혹은
"vossius.com"를 인터넷-주소로서의 사용하는 것 및 "kanzlei@vossius.de"를 이-메
일-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판결할 것;
2. 피고들에게 DENIC ...에 대하여는 도메인-네임 "vossius.de"의 소유권을 그리고
Network Solution, Inc. ....에 대하여는 도메인-네임 "vossius.com"의 소유권을 포기
하고 이들 도메인-네임의 취소에 동의하도록 판결할 것;
3.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범위로 피고들이 도메인-네임 "vossius.de"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를 통하여 어떠한 범위로 최근의 소송의뢰를 위한 접촉이 발생 되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수임료를 벌어들였는지에 관하여 그때마다의 접
촉승인날짜와 이 소송의뢰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임료 총액의 명세서를 붙여, 情報를
제공하도록 피고들에게 판결할 것;
4. 도메인-네임 "vossius.de"와 이-메일-주소 "kanzlei@vossius.de"의 사용 때문에
원고들에게 발생한 그리고/혹은 발생할 손해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
을 확인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대항하였다. 피고들은 우선 원고들이 사무소표시 "Vossius & Partner"
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하였다. 그밖에 피고1은 선행 명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피
고들에게는 더구나 자신들의 姓을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본 소를 인용하였다. 주상급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제2
심에서 약간 변경된 신청(Klageanträgen)에 맞추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고로,
소의 기각신청을 계속 구한다. 상고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판결내용
I. 항소법원은 "원고들은 명칭 "Vossius"를 그들의 사무소표지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공동체를 민법상의 사단에서 조합체로 변형함으로써도, 그리고 피고1
이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행한 사용허락의 철회와 계약종결통지에 의하여서도
소멸될 수 없다.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와

관련하여 피고의 사무소는 후행의 명칭사용자처럼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두 사무소가 명칭 "Vossius"를 사용하고 그 사무소표지들이 큰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을 고려할 때에 혼동은 피할 수 없다. 도메인-네임 "vossius.de" 와
"vossius.com" 때문에 피고들은 더구나 원고들의 사무소표지에 접근되었다. 피고들은
- 가능한 한 - 식별력이 있는 附加語의 수용을 통하여 현존하는 혼동의 위험을 완화
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II. 항소법원의 판단을 겨냥한 상고의 공격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 당해 도메인네임의 포기와 취소를 겨냥한 청구권은 원고들에게는 없다. 원고들은 금지, 정보 그리
고 손해배상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1. 금지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는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에 관한 표지권에 의하여 상표법 제5
조,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는 도메인-네임 "vossius.de" 와 "vossius.com"을 영업상의 거래에 혼동을 일으키기
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포괄적인 금지청구권은 원고에
게 없다.
a) 원고들은 공동체 내지 조합체의 명칭으로서의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에
관하여 1986년 사용의 인정을 통하여 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표지권을 취득하였
다. ... 이러한 표지법상의 보호는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병
존 가능한, 민법 제12조에 의한 명칭의 보호에 우선한다. 不文의 권리침해구성요소로
서 상표법 제5조에 의한 보호는 권리 있는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 본소송의 경우에
원고들은 姓 Vossius의 사용자로서의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표지권을 주
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은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본 합의부는 소송 I ZR 195/99에서
2002년 2월 28일의 재판("VOSSIUS & PARTNER")을 통하여 판결하였다. 이에 의하
면 피고1은 원고들에게 공동체를 그만 둔 후에도 원고들의 사무실표시에 그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1989.3.1 합의를 통하여 사실상 승낙하였다. 이러한 무기한적으로 표명
된 승낙은, 피고1의 취소 또는 계약 종결통지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 동안 집합체가
조합체로 변형된 것에 의해서도 종결되지 않는다.
b) 피고들에게는 상표법 제5조, 제15조에 따라 도메인-네임 "vossius.de"와
"vossius.com"을 원고와 혼동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금
지되어 있다.
aa) 원고가 보호를 요구한 사무소표시 "Vossius & Partner"는 고유명사 vossius에 의
하여 각인 된다. 이 사무소표지 부분은 변리사- 및 변호사 사무실의 서비스제공과 관
련하여 똑 같이 사용되는 불복된 도메인-네임들의 각인부분과 일치한다.
bb) 본소송은 무엇보다도 서로 대비되는 표시들의 일치하는, 각각의 각인부분이 피고

의 姓이라는 특징이 있다. 항소법원이 피고들이 그 행위에 있어서, 특히 사무소표지에
있어서 동명인의 권리에 따라 원고의 사무소표지와 충분한 차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당하다. 확실히 피고들에게는 그들의 시민의 이름으로
변리사 혹은 변호사로서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사무소는
이미 1986년 "Vossius & Partner"로 상호를 정한 반면, 피고의 사무소는 1992년 이
후에야 비로소 "Vossius"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사무소는 주의의
의무가 있다.
cc) 이 주의의 의무는 피고들이 인터넷-주소내의 그들의 명칭에 차별을 나타내는 附
加語를 붙임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예를 들어, "volkervossius.de"). 그러나 도메인-네
임의 사용에 존재하는 혼동의 위험은 다른 식으로도 마주칠 수 있다.
(1) 불복된 도메인-네임으로는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소표지와 충분한 차이를 유지할
수 없었다. 실로 도메인-네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완전한 명칭의 단축형이나 영업
상 표지가 등록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피고들의 인터넷-페이지를 탐색하는 이
해관계자는 우선 등록된 주소 "vossius.de" 혹은 "vossius.com"로 피고들을 추측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원고들의 사무소표지에 있어서도 "vossius.de" 혹은 "vossius.com"이 인터넷-주소
로서 알기 쉽기 때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 필요성 때문에 피고들이 그들의 인터넷 근거지를 위한
주소로서의 도메인-네임 "vossius.de"와 "vossius.com"을 강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명칭의 경우에 고려해야 할 소송당사자의 이해는 오히려 금지보다
더 온화한 수단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방문자를 위하여 열리는
첫 인터넷 페이지에 사무소 "Vossius & Partner"의 서비스 제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편의상 - 원고가 그러한 표시에 관심이 있다면 - 사무소 "Vossius
& Partner"의 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 어디에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도
메인-네임 "vossius.de" 와 "vossius.com"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주의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금지요구의 제한이 판결에서 표명되어야 한다("....사용자에게는 피고의 첫 인터넷
페이지에 원고의 홈페이지와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로부
터 벗어나는 방법을 침해자에게 밝히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지가 구체적인 침해형태를 기술하고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금지가 - 본소송의
경우처럼 -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한 제한은 금지의 허용된 행동방식도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판결주문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c)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메일-주소 "kanzlei@vossius.de"의 사용을 금지할 것
을 요구할 수 없다. 만일 피고들에게 영업상의 거래에서 도메인-네임 "vossius.de"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면, 파생된 이-메일주소의 사용도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함

될 것이다. 그러나 본소송의 경우에는 불복된 이-메일-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혼동의 위험이 생길 때에만 금지가 고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정이 다르
다. 이-메일-주소의 소유주는 이 주소를 보통은 따로 분리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 편지지 위편에 인쇄된 부분이나 명함 상에서와 같이 -추가적인 명칭표시와 주소표
시와 관련하여 표시한다.
4. 취소청구에 관하여:
a) - 위 II.1.b)cc)(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도메인-네임 "vossius.de"와
"vossius.com"의 사용도 역시 영업상의 거래에서 모든 상황 하에 금지 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원고들에게는 이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취소를 목표로
한 무효청구권이 없다. 그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2조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 확실
히 원고들은 사용에 의하여 사무소표지 "Vossius & Partner"의 명칭권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 및 무효의 청구권은 당해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본질적으
로 피고들보다 더 나은 권리가 원고들에게 귀속될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합의부는 "shell.de" 사건에서 저명상표이자 저명회사표어인 "shell"을 이유로 소
를 제기한 독일 shell 유한책임회사에게 마찬가지로 Shell이라는 시민 이름을 갖고 있
는 피고에 대한 사적인 거래와도 관련된 금지청구권 및 취소(등록포기)청구권을 예외
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Shell 유한책임회사의 합법적 利害關係
는 이 사건의 경우 분명히 시민이름 사용자의 利害關係 보다 더 중요했다. 그러나 보
통은 도메인-네임에 관한 합법적 명칭의 사용자로서 고려되는 同名人은 도메인-네임
으로서의 표지의 등록과 관련하여 先行性이라는 공평주의에 종속된다. 이는 원칙적으
로 도메인-네임의 소유주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조차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분쟁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조정할 수 있는 원
칙, 즉 등록의 선행성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2004. 10. 24. 독일 연방법원 판례 -Puppenausstattungen
판결요지
자유 경쟁의 관점에서, 전형적인 놀이 상황을 위한 액세서리와 함께 인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위한 일반적인 보호 방법은 없다. 이러한 법리
는 시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판매하기 위한 특별한 판매 촉진 노력을 하였
고 그러한 노력이 각각의 상품을 동일한 회사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형상이나 가능한 모양들의 특별한 조합
만이 출처의 표시라고 보여진다.
사안
이 판결은 바비 인형(Barbie doll)의 제조자의 고소를 다룬 사건에 대한 것이
다. 바비 인형은 통상적으로 독립하여 팔리기도 하였지만 특별한 세팅안에 놓
여진 채로 판매되었다(예를 들어, “치과에 간 바비 인형”, “빵집에 간 바비 인
형” 또는 “미용실에 간 바비 인형” 등). 원고의 경쟁자 중 한명이 명백히 다
른 형태의 인형을 유사한 세팅, 즉, 치과, 빵집, 미용실 등에서 보이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법정에 따르면, 그러한 셋팅과 함께 인형을 판매하는 것은 바비 인형만을 위
한 독특한 것으로 요구될 수 없다. 그러한 세팅은 그러한 인형을 어린이들이
통상적인 극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완전히 특이한 세팅
의 복사나 그러한 세팅의 특별한 부분을 복사하는 것은 거래계에 혼동을 일으
킬 수 있고, 따라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
서 원고의 요청은 그러한 특별한 세팅이 없어 기각되었다.

2004. 12. 02. 독일 연방법원 판례 – Klemmbausteine Ⅲ
판결요지
1) 공정 거래 보호 범위는 구매 당시에 나타나지 않고 그 후에 나타난 출처의
사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소위 말하는 “제3자의 시리즈물에 삽입”에 대한 공정 거래 보호 범위는 무
한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3) 만일 최초의 용품 제조자가 그 제조물로 외국 시장을 개척했고 모방자가

그 제조물이 모방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장에 뛰어 들어 관
련 시장을 특징지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신용에 부당한 편승이 아니다.
사안
이 소송의 객체는 저명한 레고 블록의 복제였다. 레고 회사의 경쟁자 중 한명
이 레고 블록에 맞도록 제조되어 원래 레고 블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작된 블록을 제공하였다. 판매 단계에서, 그 블록에는 “이 제품은 모든 일류
상표의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와 “B는 B 회사의 독창적인 제조 시스템이
며 다른 블록 제조 시스템과 혼동하지 마십시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연방 법원에 따르면, 그러한 제품의 판매와 위에서 언급한 문구의 사용은, 특
히 레고의 오랜시간 동안의 독점적 지위와 그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정 경쟁 행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결정은 소위 “제3자의
시리즈물에 삽입”, 즉 원래 제품에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판매의 동일한 시스
템을 따라 제공되는 제품의 제공 및 판매하는 행위가 과거에는 부정 경쟁 행
위에 해당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결정에서, 독점권은 자유 거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원은 그러한 시리즈물을 기준으로 무한한 독점권이 없음
을 명백히 하였다.

2005. 3. 24. 독일 연방법원 판례 – Handthuklemmen
판결요지
피할 수 있는 출처의 사기에 대한 공정 거래의 보호는 모방품이 경쟁할 수 있
는 특징을 사용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거래 업계가 그
제품에 어느 정도 친숙할 것이 통상 요구된다. 왜냐하면, 대중이 오리지날 제
품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 출처의 사기는 개념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건 걸이를 복제한 사안이다.

다음과 같은 제품에
법원은 두 제품에 전체적인 형상이, 특히 기술적 요소가 아닌 부분에서, 상당
히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2006. 09. 09. 독일 연방법원 판례 – Stufenleitern
판결요지
출처의 사기와 명성에 편승에 대한 공정 거래 보호 요구에 기초한 소송에서
포괄적인 금지 명령의 요구는 판매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정행위에 기초
하여야 한다.
사안
이 판결은 공정 거래 보호에 기초한 소송에서 금지 명령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문을 다뤘다. 부정 경쟁에 기초한 요구가 직접적으로 다양한 제품, 즉 제품
시리즈의 제공 및 판매를 반대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적당한 용어를 찾기 어렵
다. “피고는 원고의 xyz 제품 시리즈와 유사한 제품의 제공 또는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제품의 제공 및 판매 시점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 행위 및 불공정 거래로서 문
제된 제품의 제공 또는 판매의 구체적 행위는 모두 금지 명령의 범위에 포함
된다.

2003. 04. 10. 독일 연방법원 판례 - Tupperwareparty
판결요지

상표 보호를 얻지 못한 명칭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공정 거래의 보호를 위하
여는 대중이 그 명칭 자체를 보고 양질의 관념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만
일 판매 표시(Tupperwareparty)에 관련된 명칭이 상품(TUPPERWARE)의
좋은 명성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명성을 얻었다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
(LEIHEIT TopParty)에 대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거래계의 진입하는 것은
만일 그것들이 비교되는 판매 표시로 판매되었거나 피할수 있는 출처의 사기
가 그 명칭에 상당한 정도로 유사함에 의하여 생겼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
사안
Tupperware의 소송은 LEIFHEIT가 제품의 명칭으로 “LEIFHEIT TopParty”
라는 명칭을 사용한 반면에 Tupperware는 판매 행위를 위하여
“Tupperwareparty”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더 나아가, 그 명칭들
사이에 차이점이 혼동의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부정경쟁에 의한 보호는 문제된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서, “Tupperwareparty”는 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부정 경쟁
법은 상표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의 조건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순히 문제된 명칭이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신에, 명칭의 유사
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 단지 하나의 조건
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2000. 10. 193. 독일 연방법원 판례 – Vienetta
판결요지
공정 거래의 부수적 보호를 위하여, 흔히 있는 필수품에서 그 외관과 그 포장
의 배열이 유사한 많은 제품들과 약간 다른 제품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출처
의 사기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대중은 제품의 명칭과 제조 업자의
이름을 보고 제품을 구별하는 것이지 제품의 외관 또는 포장으로 구별하는 것
이 아니라는 가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른 제품 명칭 또는 제조업자에도 불
구하고 출처의 사기는 배열의 모든 관련 특징들을 동일하게 복사한 경우에 생
각할 수 있다.

사안
이 판결은 독일에서 1985년 이후로 아래의 표장을 사용한 아이스크림을 판매
한 저명한 아이스크림의 판매업자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아이스크림을 아래의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하였다.

포장은 특히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관점에서 명백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주요한 유사점은 특별한 표면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사진이다. 법원은 포장지
에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는 출처의 표시로 기억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음을 이
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대신에, 평균적인 소비자는 문제된 제품 분
야에서 유사한 포장을 가진 유사한 제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제품의 이
름과 제조업자를 기억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1. 07. 21. 독일 연방법원 판례 – Laubhefter
판결요지

“색깔, 전체 형상, 치수, 형태, 부품의 특별한 배열, 기술적 특징 그리고 기능
성에 의하여 특정된 모델과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장치의 상업화의 금지
명령 요구는 충분하게 정확하게 지적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부분이 전체
형상의 혼동을 일으키는데 지배하고 구체적 금지 명령 구제의 특징을 표현하
는 장치의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금지 명령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넓고 부정확하게 기재되어서 금지된 경쟁 행위를 분명
히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사안
이 판결은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표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금지 명령을 요
구하는 표현은 제품에 결합된 관련 특징들이 금지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를 평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2002. 02. 07 독일 연방법원 판결 – Bremszangen
판결요지
기술 제품을 위한 공정 경쟁의 보호 범위에 관하여, 제품의 경쟁적 특징은 대
중들이 시야로 볼 수 있는 외부 특징에 기초한다.
사안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브레이크 캘리퍼(brake caliper)와
같은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혼동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제품의 단순한 기술적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요구할
기초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제품의 기술적 기능성은 배타적으로 특허
와 실용신안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의
요구는 제품 형상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른 보호는 제품의 요구된 기능성을 얻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상
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1999. 05. 06. 독일 연방법원 판결 – Tele-Info-CD
판결요지
전화 가입자의 전자적 리스트를 CD-ROM에 담아 파는 행위는 만일 CDROM에 저장된 데이터가 전화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졌다면 복제의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사안
이 판결의 주요한 논점은 전화 가입자의 리스트가 독일 저작권법의 위반에 해
당하는 작품이냐는 것이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관점에서, 법원은 전화국으로
부터 단순히 복제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CD-ROM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는 전
화 가입자의 리스트가 독일 저작권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작품이냐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이 판결은 부
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은 각각의 중지에 대한 요구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에 기초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독립된 분야임을 명확히 하
였다.

1995. 12. 12 독일 연방법원 판결 – Vakuumpumpen
판결요지
임의의 기술적, 기능적 특징을 지닌 복수의 기술적 제품에 대한 고의적인 복
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사안
이 판결은 소위 “제3자의 시리즈에의 삽입”의 사건 부류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다수의 제품들(진공 펌프의 분야에서 19개의 제품
들)을 복제하였다. 피고는 발명을 할 필요가 없었고 모방품을 만들어 팔았으
므로 제품 가격에 제품 개발비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제
품의 모든 시리즈들을 원고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었다.
법원은 모든 시리즈에 대하여 복제하고 각 제품들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
공하는 것은 경쟁의 방해를 유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허용하는 것은 제품 시리즈의 개발자에게 그의 노력에 대한 대
가를 부정하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록 2]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번역

1. 독일 특허법
1998년 7월 16일 및 8월 6일 개정
1998년 11월 1일(7월 16일법) 및 10월 1일(8월 6일법) 시행
제1부 특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a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부 특허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부 특허청에 있어서의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절차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9a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4부 특허법원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5부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1. 항고에 대한 절차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2. 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의 절차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3. 공통 절차 규정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6부 연방법원7에 대한 절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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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문제에 근거하는 항고절차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
조, 제109조
2. 공소절차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
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3. 특별항고절차
제122조
제7부 공통규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8부 소송구조8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
조, 제138조
제9부 권리침해
제139조, 제140조, 제140a조, 제140b조, 제141조, 제142조, 제142a조
제10부 특허소송 사건 절차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1부 특허의 광고
제146조
［갱신일 2004.4.1］
제1부 특허
제1조

(1) 신규하고 진보성9 이 있으며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발명에는 특허가 부여
된다.
8
9

legal aid
inventive step

(2) 다음 각호의 1은, 제(1)항의 취지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학적인 형태 창작
3. 지적 활동, 유희, 또는 영업 활동의 계획,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4. 정보의 제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는, 동항에 기재된 대상 또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하여 보호가 청구된 경우에 한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1. 그 공표 또는 실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하는 발명. 그 발명의 실시
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문은,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배제
하는 것은 아니다.
2.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을 육종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
적인 방법.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이 방법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기술수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기술수준은, 당해 출원
의 우선일보다 앞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설명, 실시,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공중이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2) 앞선 우선일을 가진 특허출원으로서, 나중 출원의 우선일 이후에 공표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출원의 내용도 기술수준으로 본다.
1. 독일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국내출원
2. 관할당국에 최초로 제출된 유럽출원으로서 그 출원에 대해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보호가 청구되고 그 출원에 관해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지정 수수료가 유럽특허조약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납부된 출원. 다만, 그 유럽특허출원이 국제출원에 기

인한 것으로, 유럽특허조약 제15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수리관청에 최초로 제출된 국제출원으로서 그 출원에 대해
독일특허청이 지정관청인 국제출원.
어느 출원의 앞의 우선일이 앞의 출원의 우선권주장을 기초로 한 경우, 본항 제1문이
적용되는 것은, 당해 출원의 내용 중 앞의 출원의 내용을 넘지 않은 것에 한한다. 본
항 제1문제1호에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특허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한
명령에 관한 것은, 그 제출 후 18월이 경과한 경우 공중에 입수 가능해진 것으로 본
다.
(3) 기술수준에 속하는 물질 또는 조성물이라도, 제5조제(2)항에 정한 방법의 용도로
사용되며 그 방법이 기술수준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허성이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발명의 공지는 그것이 출원전 6월 이내에
된 것이며 다음 각호의 1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인 경우에는 신규성의 판단에 있어 고
려되지 않는다.
1.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관한 명백한 남용, 또는
2.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1928년 11월 22일에 파리에서 조인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정10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거나 공적으로 승인된 국제박람회에 그 발명을
전시한 사실
본항 제1문제2호는, 당해 발명이 그러한 박람회에서 전시된 사실을 출원인이 출원시
에 진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후 4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항 제1문제2호에 기재된 박람회는, 연방법무부장관에 의해 연방 법률관
보(Bundesgesetzblatt)로 공시된다.
제4조

기술수준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 11 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 발명은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원의 명세서가 기술수준에 속하는 경우라
도, 이는 진보성 요건의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
제5조

(1) 농업을 비롯한 어떠한 산업분야에 대하여도 발명이 생산 또는 사용될 수 있을 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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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Exhibition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우에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적 또는 임상적 처치를 위한 방법, 및 인간 또는 동
물의 신체에 행해지는 진단방법은, 제(1)항에 의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발명
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이러한 방법에 사용되는 제품,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귀속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이들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수인이 서로 독립하여 발명한
경우, 권리는 그 발명을 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7조

(1) 발명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허출원의 실체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허청에 있어
서의 절차에서 출원인은 특허부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모인(제21조제(1)항제3호)을 이유로 하는 이의에 의해 특허가 취소되거나 이의의
결과 특허가 포기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에 관한 공식 통지가 있는 후 1월 이내에
그 발명을 스스로 출원하거나 앞의 특허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8조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해 자기의 발명이 출원된 자는 특허출원인에게 특
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당해 출원에 의해 이미 특허가 부여된 경
우, 권리가 침해된 자는 그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제4문 및 제5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특허부여의 공표(제58조제(1)호) 후
2년 내에 법원에 청구함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침해를 받은 자가 모인(제21조제
(1)항 제3호)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그는 이의절차의 최종적인 종결 후 1년
이내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문 및 제4문은, 특허권자 특허의 취득에 관해 선
의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특허의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특허권자의 동
의를 받지 않은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특허의 대상인 제품을 생산,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
유하는 행위
2. 특허의 대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았거나 상황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당해 방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어진 제품을 제공, 시판, 사용, 또는 이러한 목
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제10조

(1)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외에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자에 관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에 관련된 수단을 본법이 적용되
는 영토 내에서 제공 또는 제공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러한 수단이 발명을 실시하
기 위한 목적임을 알았거나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 수단이 주요하게 거래되는 필수품 12 인 경우에 대하여는 적
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가 제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9조제2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의미에 있어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제11조

특허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2. 특허발명의 대상에 관해 실험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3.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및 개별적인 의약 조제, 또는 이
와 같이 조제된 의약에 관한 행위
4.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의 다른 체결국의 선박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
적으로 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들어온 경우에, 당해 선박의 선상, 선내, 또는
당해 선박에 탑재되고 있는 기계, 기구, 장치 또는 그 외의 부속물에 특허발명의 대상
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이 대상이 오로지 당해 선박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5.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의 다른 체결국의 항공기 또는 차량이 일시적으
로 또는 우발적으로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에 들어온 경우에, 당해 항공기, 차량 또는
그 부속물을 건조하거나 운전하기 위해서 특허발명의 대상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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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44년 12월 7일의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조약 제27조에 정해져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타국의 항공기에 관련된 경우
제12조

(1) 특허의 효력은, 출원시에 이미 독일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 또는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장 또는 작업장에서 그 발명을 사용할 권
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상속 또는 양도될 수 있다. 출원
인 또는 그 전 권리자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타인에게 공개하면서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의 자기의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 그 공개로 인해 당해 발명을 지득한 자는 그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자기가 취한 수단에 의해 제1문에 규정하는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2) 특허권자가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원일에 대신하여 앞의 출원
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규정은, 외국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1) 특허의 효력은, 연방정부가 그 발명을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명한 범위 내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특허의 효력은,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 13 또는
그 지시를 받은 하급 기관14에 의하여 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해 명해진 발명의 실시
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대한 불복은, 그 명령이 연방정부 또는 최상급의 관할 연
방당국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연방 행정법원15의 관할에 속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특허권자는 연방공화국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상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통상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제1문에 의한 연방정부의 명령은, 특허권자로서 특허등록원부(제30조제(1)항)
에 등록된 자에게 발명을 실시하기 전에 통지된다. 제(1)항 제2문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행한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이 제1문에 의한 보상의 청구가 성립한다고 인정
한 때에는, 당국은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16.
제14조
13

supreme federal authority
subordinate agency
15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16
If the supreme federal authority by which an order or an instruction under the second
sentence of subsection (1) is issued learns that a claim for compensation has arisen under the
first sentence, it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the person recorded in the Register as pate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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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다만, 발명의 설
명 및 도면은, 청구항의 해석에 고려된다.
제15조

(1)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부여를 받을 권리, 및 특허에 의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
전된다. 이러한 권리는 제한을 두거나 두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또는 그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실시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실시권
이 주어진 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제1문에 의한 실시권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특
허에 의한 권리를 그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부여는, 그 이전에 타인에게 부여된 실시권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1) 특허는, 발명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해 20년간 존속한다. 출원인에게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의 경
우, 당해 출원인은 당해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일보다 빠른
날이 우선일로서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8월 이내에 추가특허를 출원할 수 있
으며, 이 추가특허의 효력은 앞선 발명에 대한 특허와 함께 종료한다.
(2) 주된 특허가 취소, 무효선언, 또는 포기에 의해 소멸한 경우, 추가특허는 독립한
특허로 되며 그 존속기간은 주된 특허의 기산일로부터 기산된다. 복수의 추가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의 것만이 독립한 특허가 되며, 나머지는 이의 추가특허로
본다.
제16a조

(1) 연방 법률관보에 의하여 공시되는 보충적보호 증명서17 의 창설에 관한 유럽 경제
공동체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에 대하여 보충적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충적보호는 제16조제(1)항에 정하는 특허기간의 만료에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보충적보호에 대하여는 수수료표에 의한 연차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2) 보충적보호 18 에 대하여는, 유럽공동체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원인의
자격(제6조 내지 제8조), 특허의 효력 및 그 예외(제9조 내지 제12조), 특허실시명령,
강제실시권 및 그 취소(제13조, 제24조), 보호범위(제14조), 실시권 및 그 등록(제15
조, 제30조), 수수료(제1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8조 및 제19조), 특허의 소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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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무효(제22조), 실시허락 준비19(제23조), 국내 대리인(제25조), 특허법원 및 특
허법원에서의 절차(제65조 내지 제99조), 연방사법법원에서의 절차(제100조 내지 제
122조), 권리회복 20 (제123조), 진실의무(제124조), 공식 언어, 서류의 송달 및 사법
공조(제126조 내지 제128조), 권리침해(제139조 내지 제141조 및 제142a조), 및 소
송의 병합 및 특허의 광고(제145조 및 제146조)에 관한 본특허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특허에 관해서 적용되는 특허법 제23조에 의한 실시권 및 선언은, 보충적보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1) 모든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기산해 3년째 및 이후의 매년에
수수료표에 의한 연차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2) 추가특허(제16조제(1)항제2문)에 대하여는 연차수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
는다. 다만, 추가특허가 독립한 특허로 된 경우에는 연차수수료 납부의무가 발생되며,
이 경우 납부기일 및 연차수수료액은, 최초의 주된 특허의 개시일에 따른다. 추가특
허의 출원이 독립한 특허의 출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처음부터 독립한 출원에 대해
납부되어야 할 연차수수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1문 및 제2문 전단이 준용된다.
(3) 연차수수료는 출원일이 포함되는 달과 명칭이 같은 달의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한
다. 연차수수료가 납부기한 후 2월째의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할증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특
허권자에 대해 통지함으로써, 당해 통지가 송달된 달의 경과 후 4월 이내에 연차수수
료와 할증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거나(제58조
제(3)항) 특허가 소멸하는(제20조제(1)항) 취지를 고지한다.
(4)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그 자력 상황에 비추어 납부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은 통지의 발송을 연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제한기간 내의 분
할불입 21 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연기를 할 수 있다. 분할불입이 정해진 시기에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대해 통지가 송달된 후 1월
이내에 잔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거나 특허가 소멸하는 취
지를 고지한다.
(5) 통지의 발송을 연기하는 신청이 없었던 경우 통지의 송달 이후라도, 당해 통지의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러한 해태가 충분히 해명되는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현 상황에서 비추어 납부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수수료 및 추가수수료의
납부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는 분할불입을 조건으로 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납부기
간을 연기된 금액이 그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청은 등록권자에게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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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해 미불 총액의 납부를 요청한다. 2번째의 통지가 송달된 후에는, 재연기는 인정
되지 않는다.
(6) 신청에 의해 연기된 통지(제(4)항) 또는 납부기간의 연장이 인정된 후 재차 되는
통지(제(5)항)는 연차수수료의 납부기일 후 2년 이내에 발송된다. 납부된 분할불입금
은, 미불액을 이유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거나(제58조제(3)항) 특허가 소멸한 경
우(제20조제(1)항)에서도 환불되지 않는다.
제18조

(1)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그 자력 상황에 비추어 납부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여 수수료 및 제3연차로부터 제12연차까지의 연차수수료는, 제13연
차 개시일까지 유예되며, 최초의 13년 이내에 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가 소멸할 때에
는 면제된다.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유예에 관해 기준이 되는 자기의 인적 및
경제적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특허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특허가 부여되거나 이의신청의 결과 유지된 경우에, 출원인이 특허부여 절차 또는
이의절차 중에 제출이 필요하였던 도면, 모형, 및 전문가의 의견에 필요한 적정한 비
용에 관해 자기의 현재의 자력 상황에서 납부가 곤란한 것을 출원인이 증명한 경우에
는, 특허청은 그러한 비용을 경비로서 그 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보상의 청구는, 특허의 부여 후 6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
청의 경우에는 특허 유지의 결정 후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취지가 등록원부(제30조제(1)항)에 기재된다.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특허청은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어야 할
취지를 명한다. 반환은, 연차수수료에 대한 보충으로 취급되어 연차수수료의 일부로서
취급된다.
제19조

연차수수료는 납부기한의 도래 전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의 도래 전에 납부된
연차수수료는 그것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환불된다.
제20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는 소멸한다.
1.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대한 서면에 의한 선언으로 포기하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선언이 공식 통지(제37조제(2)항)의 송달 후 적시에 되지
않는 경우

3. 연차수수료 및 그 할증수수료가 공식 통지(제17조제(3)항)의 송달 후 적시에 납부
되지 않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선언의 적시성 및 각종 납부의 적시성은 특허청만이 판
단한다. 다만, 제73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허는 무효된다(제61조).
1. 특허의 대상이 제1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특허성이 없는 경우
2. 특허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하
게 그것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특허의 본질적 요소가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도구, 또는 장치로부터, 또
는 타인의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용된 경우(모인22)
4. 특허의 대상이 관할당국에 최초로 제출된 출원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특
허가 분할출원 또는 제7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새로운 출원에 의한 것으로서 특허
의 대상이 관할당국에 최초로 제출된 선출원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2) 무효 원인이 특허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 그 특허는 적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유
지된다. 이러한 제한은, 청구항,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보정의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3) 무효로 된 경우, 특허 및 출원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한을 부
가해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준용되나, 이러한 경우에, 특허가 분할(제60조)된
것만을 사유로 유지되지 않는 것일 때에는, 출원의 효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1)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기재된 사유가 있거나 특허의 보호범위가 확장된 경우,
특허는 청구(제81조)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다.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제1문 및 제2문 전단이 준용된다.
제23조

(1) 특허출원인 또는 등록원부(제30조제(1)항)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가, 누구라도
적정한 보상으로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는 취지의 선언을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해 한 경우, 당해 선언의 수리 후 그 특허에 대해 납부기일이 도래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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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수수료표에 정해진 액수의 반액으로 감액된다. 주된 특허에 대한 선언의 효
과는 모든 추가특허에 이른다. 이 선언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며 특허공보
(Patentblatt)에 공시된다.
(2) 발명의 배타적 실시권의 부여(제30조제(4)항)에 관한 기재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
된 경우, 또는 이러한 기재의 등록의 청구가 특허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 선언은 허
용되지 않는다.
(3) 이러한 선언의 등록 후에 대해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특허권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가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등록된 대
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통지에는,
어떻게 그 발명이 실시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한
다음 통지자는 자기의 통지한 방법으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4분기가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
상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는, 이 실시자에 대하여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유예기간 내
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다.
(4) 보상은, 당사자의의 서면에 의한 청구에 의해, 특허 당국23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62조가 준용된다. 이 청구는 복수의 당사자에
관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수
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청은, 보상을 결정함에
있어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의 상대방이 변제해야 하는 취지를 명할 수 있
다. 특허권자가 현재의 자기의 자력 상태에서 수수료의 납부가 곤란한 취지의 증명을
한 경우에는, 절차의 종료 후 최장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수료의 납부를 유예 할 수
있다. 그 유예기간 중에 수수료가 특허권자에 의하여 납부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의
수수료 납부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을 특허권자를 위해서 특
허청에 납부하도록 청구의 상대방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5) 당해 보상의 결정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확정된 보상이 명백하게 부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변경이 그 사이에 발생하거나 현저한 경우에는, 보상의
관계인은 누구든지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항제1문 내지 제4문이 준용
된다.
(6) 당해 선언이 출원 중에 된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7) 당해 선언은, 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특허권자에게 통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언
제라도 특허청에 대한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취하는 그 서면의 제출과 동시
에 효력이 발생한다. 연차수수료의 감액분은 선언의 취하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2문 및 제3문은, 제3문에 규정된 기한을 1월의 기간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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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에 대해 준용한다.
제24조

(1)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된 경우, 특허법원은 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배타적 권한을 개별 사안에 관해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강제실시권).
1. 실시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자가, 거래에 있어 일반적 타당성을 가지는 조건을 제시
하여 발명의 실시에 관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동의를 받
을 수 없었을 것, 및
2. 강제실시권의 부여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요구될 것
(2) 타인의 앞선 일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후의 일자의 특허에 의한 보
호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사람이 실시권의 부여를 희망하는 경
우에, 그 발명이 타인의 앞선 일자의 특허권의 발명과 비교해 상당한 상업적 중요성
을 가지는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제(1)항의 조건에서,
앞선 일자의 특허권의 소유자에 대한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선 일
자의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후의 일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반대의 실시권의 부여를 상
대방에 대하여 타당한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정하는 강제실시권은, 반도체 기술분야의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그 부
여가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의해 특허권자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정된 사항을 해소하
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다.
(4)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독일 국외에서 실시하는 경우
에는, 특허제품의 독일 시장에의 충분한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제(1)항에 규정된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5) 강제실시권은 특허 성립 후에만 부여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의 부여는, 제한을 부
가하거나 조건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 실시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그 부여 목적
으로 한정된다.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이 부여된 자로부터, 구체적 상황에 적절하고
강제실시권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해 정해지는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실시료
결정의 전제가 된 상황에 향후의 반복적인 실시료 지불에 영향을 주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대응하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실시권 부여의 전제가 된
상황이 소멸하고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강제실
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6) 강제실시권은, 대상인 발명이 실시되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
다. 앞선 일자의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은 후의 일자의 특허권과 함
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제25조

독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독일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그 대리인
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절차를 할
수 있으며, 특허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당해 대리인은 특허청 및 특
허법원에서의 절차 및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지며, 또한 형사소
송 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제23조의 취지
에 관해, 대리인의 영업소를 당해 자산이 소재지로 보고,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
리인의 주소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2부 특허청
제26조

(1) 특허청은 특허청장 및 그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원은, 독일 재판
관법(Richtergesetz)에 따르는 재판관직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법률적 구성원)이거나,
기술부문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지는 사람(기술적 구성원)이어야 한다. 구성원은 종신
으로 임용된다.
(2) 원칙적으로, 종합대학, 공업 또는 농업 단과대학, 또는 광업 대학에서 기술 또는
과학 전공의 최종적인 국가 또는 학과 시험에 합격하고, 그 후 적어도 5년간 과학, 농
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직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또한 필요한 법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기술적 구성원으로 임용된다. 유럽연합의 다른 체약국 또는 유럽경제지
역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의 체결국에서의 최종
국가시험은, 유럽공동체의 법률에 따라 독일의 최종 국가시험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3)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자격(제(1)항 및 제
(2)항)을 가지는 자를, 특허청 구성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보조 구성원). 이러한 임시적 임명은, 기간을 특정하거나 필요한 시기까지로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이러한 임명을 해지할 수 없다. 그 외의 점에서는, 구성
원에 관한 규정이 보조 구성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7조

(1) 특허청에는, 다음 각호의 부국이 설치된다.
1. 특허출원의 처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29조제(3)항)을 담당하는 심
사국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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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특허에 관한 업무, 보상(제23조제(4)항 및 제(6)항)의 확정, 및 특허청에서의
절차에 있어서의 비용의 소송구조 25 에 대할 권리의 허여를 담당하는 특허부 26 .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 의견의 제공(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각 특허부의 업무에 포함된다.
(2) 각 심사국의 업무는, 특허부에 속하는 기술적 구성원(심사관)이 수행한다.
(3) 특허부는 적어도 3인의 구성원이 출석한 경우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절차를 처리
하는 경우 2인의 기술적 구성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안에 각별한 법률적 곤란성이
수반되고, 구성원 중 법률적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부에 속한 법률적 구성원이
당해 결정을 보조한다. 법률적 구성원의 관여를 배제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이에 대
하여만 불복할 수는 없다.
(4) 특허부의 장은, 특허의 유지,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한 결정, 및 보상(제23조제(4)
항)의 확정 및 절차비용에 관한 소송구조의 승인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특허부의
모두의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특허부의 기술적 구성원에
게 위임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규정은 청문27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연방법무성 28 은, 심사국 또는 특허부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으로서 법률적 또는
기술적인 곤란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처리를, 상급 또는 중급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법적명령에 의해 위임하는 권한이 있으나, 다만, 특허의 부
여, 및 출원인이 다투고 있는 거절이유에 의한 출원의 거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연방법무성은 법적명령29에 의하여 이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심사관 및 그 외의 특허부의 구성원의 제척 및 기피30에 대하여는,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45조제(2)항제2문, 제47조 내지
제49조가 준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상급 또는 중급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에 대가 제(5)항에 의해 심사국 또는 특허부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해 처리하는
한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피의 항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허부
가 판단한다.
(7) 특허부의 심의31에는, 구성원이 아닌 전문가도 관여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8조

(1) 연방법무부장관 32 은, 특허청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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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관해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적명령에 의하여 그 방식을 정한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무부장관은, 특허청에 대한 청구의 처리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한 행정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규정을 법적명령에 의해 정할 수 있
으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증명, 인증, 파일의 참조 및 정보제공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취지의 규정
2. 수수료의 납부 의무자, 납부기한, 선불 의무, 면제, 시효 및 금액 결정 절차에 관한
규칙
제29조

(1) 절차의 진행 중 복수의 전문가의 감정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 특허청은 법원
또는 검찰청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의해 특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감정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은 연방법무부장관의 동의 없이 그 업무범위를
넘어 결정이나 감정을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3) 특허청의 서류를 공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적명령에 의해, 특허청이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를 그 완전성의 보증없이
제공하는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법무부장관은, 정보제공의 방법, 정보
의 양, 및 관련 기술분야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의회의 동
의를 받지 않고 법적명령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1) 특허청은, 누구라도 파일의 열람이 가능한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의 명칭, 보충적
보호 증명서(제16a조), 및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및 해당되는 경우(제25조) 지정된
대리인(1인의 기재로 충분하다)의 이름 및 주소가 기록된 특허등록원부를 관리한다.
특허등록원부에는, 특허 및 보충적보호 증명서(제16a조)의 개시, 분할, 기간 만료, 실
효, 제한 명령, 취소 및 무효선언, 또한, 이의신청의 제기 및 무효 소송의 제기에 대하
여도 기재된다.
(2)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할 그 외의 상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및 그 대리인의 신원, 명칭 또는 주소에 관해 변
경이 있는 경우, 이것이 특허청에 대하여 증명된 때에는, 그 변경을 등록원부에 기재
한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신원의 변경의 등록 청구를 하는 경우 수수료표에 규
정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가 없는 것
으로 본다. 변경이 등록되기 전에는 그 전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이 본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특허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증명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
여 배타적 실시권의 부여를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실시허락 의사가 있는 취지의 선
언(제23조제(1)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제1문에 규정된 등록원부에의 기재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타적 실시권의 기재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해 말소된다. 특허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실시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동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5) 제(4)항제1문 또는 제3문에 규정된 청구의 경우, 수수료표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
가 납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는 없었던 것으
로 본다.
제31조

(1) 특허청은, 정당한 이해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그 한도에서, 누구
든지 파일 및 파일에 부속되는 모형 및 견본의 열람을 허용한다. 다만, 누구든지 제
한절차(제64조)의 파일을 포함해 등록원부 및 특허파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로부터 분할된 부분(제60조)의 열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 특허출원의 파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파일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발명자를 명시한
경우, 또는
2. 출원일(제35조제(2)항)로부터 또는 출원에 관해 앞선 일자가 주장되고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18월이 경과하고, 제32조제(5)항에 의한 통지가 공표된 경우
(3) 누구든지 자유로이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들 파일에 부속된 모형 및 견
본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4) 발명자의 정함(제37조제(1)항)에 대한 열람은, 출원인에 의하여 표시된 발명자가
그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제1문의 규정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4문 및 제5문이 준용된다.
(5) 제50조에 의해 아직 공표되지 않은 특허출원 및 특허의 각 서류의 열람은 관할하
는 최상급 연방당국 33 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만 특허청에 의해 허용되며, 열람을 청구
하는 자가 그 보호되어야 할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해 열람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예
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절차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3문에 의한 특허출원 또
는 특허가 선행기술로서 인용되는 경우에, 파일중의 당해 거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제1문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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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1) 특허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미심사 출원서류
2. 특허명세서, 및
3. 특허공보
(2) 공표되는 미심사 출원서류는, 제31조제(2)항에 의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출
원의 제반 자료, 및 최초 제출된 양식 또는 공표를 위해서 변경되어 특허청에 의하여
승인된 양식으로의 요약서(제36조)을 포함한다. 특허명세서가 이미 공표된 경우에는,
미심사 출원서류는 공표되지 않는다.
(3) 특허명세서는, 특허부여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포함한다.
특허명세서에는, 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성의 평가를 위해서 특허청이 고려
한 간행물(제43조제(1)항)도 표시되어야 한다. 요약서(제36조)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이것도 특허명세서 중에 포함될 수 있다.
(4) 출원서류 및 특허명세서는, 출원이 취하, 거절,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특허가 소멸한 경우에도, 공표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한 후에는,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공표된다.
(5) 특허공보는, 그것이 특허의 정규의 존속기간 또는 배타적 실시권의 등록과 말소에
만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항의 개요, 및 분할된 부분에
관한 파일(제60조)을 포함한 특허출원 파일의 열람 가능성에의 언급이 정기적으로 포
함된다.
제33조

(1) 제32조제(5)항에 의한 공표 후에는, 출원인은, 출원의 대상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의 실시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타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이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출원의 대상의 특허성이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보상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제141조는, 당해 청구권이 특허부여 후 1년 경과 전에는 당해 청구권이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제3부 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
제34조

(1)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의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방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 법률관보
에 고지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당해 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비밀(형법
(Strafgesetzbuch) 제93조)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출원은 특허정보센터에 제출할
수 없다.
(3) 출원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2. 발명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특허부여의 청구
3.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1 또는 복수의 청구항
4. 발명의 설명
5. 청구항 또는 발명의 설명에 관련된 도면
(4) 출원은 관련 기술의 전문가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고 완
전한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총괄적 발명개념34 을 구성하도록 관
련된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6) 출원시에는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가 납부
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한 통지로서 당해 통지 송달 후 1월 이내에 수
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7) 연방법무성은 출원의 양식 및 그 외의 요건에 관한 규칙을 법적명령에 의하여 제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법무성은 법적명령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특허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가 아는 한 완전하고 진실되게 선행기술
을 발명의 설명(제(3)항)에 기재해야 한다.
(9) 연방법무성은, 법적명령에 의해,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이용권자를 포함해 그러한
물질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발명이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을 포함하거나 또는 공중
에 이용 가능하지 않고 관련 기술분야의 숙련자가 당해 발명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출원서류에 기술(제(4)항)할 수 없는 물질과 관련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의 반
복기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연방법무성은 이러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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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1) 출원서류가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거나 일부 독일어가 아닌 경우에는, 출원인은 출
원 후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류에서 언급
된 도면이 출원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해 통지하여, 통지
송달 후 1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거나 당해 도면에의 언급은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요구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일은,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항목, 및, 거기에 발명의
설명으로 보여지는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항목이 다음의 각호
의 기관에 접수된 날로 한다.
1. 특허청, 또는
2. 연방법무성이 연방 법률관보에서 특허정보센터를 수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정보센터
본항의 규정은, 당해 항목이 독일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그에 대한 독일어 번역
문이 제(1)항제1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특허청에 수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당해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출원인이 제
(1)항제2문에 의해 특허청의 통지를 받은 후 누락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도
면이 특허청에 수리된 날을 출원일로 보며, 누락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해 도면에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6조

(1) 출원서에는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약서는 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
에 대해 앞선 일자가 주장되는 경우는 이 날로부터 15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요약서는 오로지 기술적 정보로서 이용된다. 요약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출원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의 간결한 개요로서, 발명의 기술적 분야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책 및 발명의 하나 또는 복수의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3. 간결한 개요에서 도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그 도면, 다만, 복수의 도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그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출원인이

판단하는 도면
제37조

(1)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출원에 대해 앞선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 이로부터
15월 이내에, 발명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출원인이 아는 한 타인이 이 발명에 기여한
바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단독 발명자가 아
닌 경우에는,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된 사유에 관하여 선언하여
야 한다. 특허청은 이 선언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2) 출원인이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비정상인 사정에 의하여 적시에 할 수 없었음
을 증명한 때에는,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연장을 허여하여야 한다.
이 기간연장은, 특허부여의 결정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기간의 종료시까지 장
해 원인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특허청은,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하여야 한다. 특허청
은 그 행위기간 만료의 6월 전에 특허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특허권자가 당해 통지
의 송달 후 6월 이내에 위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가 소멸하는 취지를 통지한다.
DeletedTexts
제38조

특허부여의 결정시까지는 출원의 대상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서류에 포
함된 기재의 보정이 허용되나, 다만, 심사청구(제44조)시까지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심사국에 의하여 지적된 흠결의 해소, 또는 청구항의 보정만이 용서된다. 출원의 대
상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발생되지 않는다.
제39조

(1) 출원인은 언제라도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은 서면에 의하여 선언되어야 한
다. 심사청구(제44조) 후에 분할의 선언이 된 경우, 분할된 부분은 심사청구된 출원
으로 본다. 원출원의 출원일 및 이에 수반된 우선권은 모든 분할출원에 대하여 유지
된다.
(2) 분할시까지의 원출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분할출원에 대하여 납부하여
야 한다. 이 규정은, 분할이 심사청구(제44조) 전에 선언된 경우 제43조에 의한 수수
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제43조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내지 제36조에 의한 사항이 분할 선언의 수리 후 3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분할출원에 대한 수수료가 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에는, 분할의 선언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

(1) 특허청에 제출한 앞선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월의 기간
내에는, 앞의 출원에 대해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한다.
(2) 특허청에 제출한 복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출원에서
주장할 수 있다.
(3) 선출원의 출원서류의 전체에서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의 특징에 대하여만 우선권
을 주장할 수 있다.
(4) 우선권은 후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의 출원번호가 제출된 때에 주장된 것으로 본다.
(5) 선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 이는 제(4)항에 의한 우선권주장이 제출
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선출원이 실용신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6) 특허 또는 실용신안 선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한 후출원에 관하여 파일의 열
람 청구가 있는 경우(제31조),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선출원의 서류의 사본을
후출원의 파일에 포함한다.
제41조

(1) 동일발명에 대해 먼저 된 외국출원의 출원일을 국제조약에 의해 우선일로서 주장
하는 자는, 선출원의 출원일, 국명 및 출원번호, 및 선출원의 사본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우선일로부터 16월 이내에 이들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는 상세 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당해 상세 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앞선 외국출원이 우선성의 승인에 관한 어떤 조약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는 타국
에서 있었던 경우에도, 당해 타국이 독일특허청에 최초로 출원된 출원에 대해 파리조
약에 상응하는 요건과 내용에 따라 우선권을 허용하는 경우 연방 법률관보에서 연방
법무성에 의해 공표된 후에는, 당해 출원인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상당하는 우
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1)항이 적용된다.
제42조

(1) 출원이 제34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국은 출원인에 대하여 흠결을 지정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요청한다. 출
원이 출원서류의 양식 그 외의 출원의 요건에 관한 규정(제34조제(7)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국은, 심사절차의 개시(제44조) 때까지 이러한 흠결에 대하여 통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심사국은, 이에 관해
이유를 붙여 출원인에 대하여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

여한다.
1. 그 성질상, 발명이 아닌 경우
2.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제2조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4. 제16조제(1)항제2문의 경우에, 다른 발명의 개량 또는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
고 있지 않은 경우.
제16조제(1)항제2문의 경우에 추가의 출원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취급된다.
(3) 제(1)항에 규정된 출원의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명백하게 특허성이 부
족한 발명에 대해 출원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6
조제(1)항제2문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제(2)항제1문제4호 및 제2문),
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한다. 출원인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출원을 거
절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출원인에게 먼저 주어
진다.
제43조

(1) 특허청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간행물들을 청구에
의해 특정한다. 그러한 간행물에 대한 조사가 모든 기술분야에 관하여 또는 일부의
기술분야에 관해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국제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제(8)항제
1호), 출원인이 조사결과를 유럽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인 외에도 누구든지 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청구인이 당해 청구에 의하여 출원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가 준용된다. 이 청구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청구가 추가특허(제16조제(1)항제2문)의 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특허청은 특
허출원인에게 최고하여 출원인이 당해 최고 후 1월 이내에 주된 특허의 출원에 관해
서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인이 주된 특허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특허의 출원은 독립의 특허출원으로 본다.
(3) 청구의 제출은 특허공보로 공표되나, 제32조제(5)항에 의한 통지의 공표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인 이외의 자가 청구를 한 경우, 이 청구의 제출은 출원인에
게 통지된다. 누구든지 특허 허여를 저지할 수 간행물을 특허청에 통지할 수 있다.

(4) 이 청구는 이미 제44조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 특허청은 제44조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날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당해 청구에 대해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된다.
(5)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제출된 후 동일 출원에 대한 후속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러한 후속의 청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제(4)항제2문 및 제3
문이 준용된다.
(6) 출원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된 청구가, 출원인에게 통지(제(3)항제2문)된 후에 무
효로 된 경우, 특허청은 이 취지를 당해 타인 외에 출원인에 대하여도 통지한다.
(7) 특허청은, 제(1)항의 조사에 의해 확인한 간행물을, 출원인에 대하여, 또는, 청구
가 타인에 의하여 된 때는 당해 타인 및 출원인에 대하여, 그 완전성의 보증함이 없
이 통지하며, 이 통지의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표한다. 간행물이 국제기관에 의하여
조사되고 출원인이 청구한 경우에는(제(1)항제2문), 그 취지가 당해 통지에서 표시된
다.
(8) 연방법무부장관은, 특허부여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적명령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간행물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술분야 또는 일정한
언어에 관해서, 심사국(제27조제(1)항) 이외의 특허청의 다른 부 또는 이러한 간행물
의 조사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다른 국내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위탁하는 것
2. 외국관청 또는 국제적인 특허기관에 대하여, 당해 출원이 이러한 관청 또는 기관에
특허부여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발명에 관련된 경우, 심사절차의 결과 및 기술수
준의 조사의 결과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특허출원의 파일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제42조에 의한 특허출원의 심사, 및 수수료 및 기한의 관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심사국 또는 특허부(제27조제(1)항) 이외의 특허청의 다른 부에 위임하는 것
제44조

(1) 특허청은, 심사청구에 의하고, 출원이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
하는지 및 출원의 대상이 제1조 내지 제5조를 기초로 특허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2)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허출원인 또는 다른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에 의하여 청구가 된 경우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

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제43조에 의한 청구가 이미 있는 경우, 심사절차는 제43조에 의한 청구가 처리된
후에 개시된다.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제2문, 제3문 및 제5문, 및 제
(3)항, 제(5)항 및 제(6)항이 준용된다. 출원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된 심사청구가 무
효인 경우에, 출원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제(2)항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타인에
의하여 된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심사청구가 무효라는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표한다.
(5) 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속행된다. 제(4)항제3문의 경우에, 심사
절차는, 특허출원인에 의한 심사청구가 제출된 시점에서의 절차 단계로부터 속행된다.
제45조

(1) 출원이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6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국은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
도록 출원인에 대하여 요구한다. 제1문은, 요약서가 이미 공표된 경우 이러한 요약서
에 관한 흠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출원된 발명이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심
사국이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국은 특허출원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붙여 통지하고, 지
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제46조

(1) 심사국은, 언제라도 관계인을 소환하여 청문할 수 있고, 증인, 전문지식을 가지는
자 및 관계인을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심문할 수 있으며, 또한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공표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청문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가 규정된 양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사국이 청문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국은 청구를 각하
한다.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별개로 불복할 수 없다.
(2) 관계인의 청문 및 증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가 작성되어 여기에는 절차의 본
질적 사항들 및 관계인의 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주장이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민
사소송법 제160a조, 제162조 및 제163조가 준용된다. 관계인에는 조서의 등본이 부
여된다.
제47조

(1) 심사국의 각 결정은, 그 이유를 붙여 서면에 작성되며, 직권으로 관계인에게 송달
된다. 이러한 결정은, 청문의 종료시에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문은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에 출원인만이 관여하고 출원인의 청구가 인정될 때에는, 이유를 첨부

할 필요는 없다.
(2) 서면에 의한 결정의 등본에는, 항고를 제기할 기관, 항고기한 및, 항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 금액을 결정에의 항고가 가능한 관계인에 대해 알리는 서면이 첨
부된다. 항고기한(제73조제(2)항)은, 관계인이 서면에 의해 통지되었을 때로부터 진
행을 개시한다. 관계인이 통지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통지된 경우에는, 항고가 허용
되지 않음이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1년 내에 항
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3조가 준용된다.
제48조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사에 의해 발명이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제2문이 적용된다.
제49조

(1) 출원이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45조제(1)항에 의해 요
약서에 대해 지적된 흠결이 해소되며, 출원의 대상이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특허성을 가지는 경우, 심사국은 특허의 부여를 결정한다.
(2)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부여의 결정은, 특허청에의 출원일로부터 또는
그것보다 앞의 기준일이 주장된 경우는 그 날부터 15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류
된다.
제49a조

(1)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가 보충적보호35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부는 당해 출원이 관
련된 유럽 경제 공동체 이사회 규칙36 및 제(3)항, 제(4)항 및 제16a조의 요건을 충족
하는지에 관해 심사한다.
(2) 보충적보호의 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부는 보호기간을 정
한 보충적보호 증명서를 부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허부는 요건의 흠결을 특허
부가 정하는 2월 이내의 내에 해소하도록 출원인에 대하여 요구한다. 이러한 기간
내에 흠결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특허부는 청구를 결정에 의하여 각하한다.
(3) 제34조제(7)항은 여기에 적용된다. 또, 제46조 및 제47조는 청구에 대한 특허부
에서의 절차에 대해 적용된다.
(4) 보충적보호의 청구에는,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당해 통지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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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한다.
제50조

(1) 국가기밀37(형법 제93조)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 심
사국은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을 직권으로 명령한다. 다만, 이 명령을 발하기 전에 최
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은 이 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명령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심사국은 직권에 의해 또는 최상급의 관
할 연방당국,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해, 제(1)항에 의한 명령을 취소한다.
심사국은, 제(1)항에 의한 명령의 이유가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심사한다. 심
사국은, 제(1)항에 의한 명령을 취소하기 전에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3) 심사국은, 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를 거절하거나 제(1)항
에 의한 명령을 취소하는 심사국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정해진 기간(제73조제(2)항)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에 의하여 기밀보관 유지되고 있던
발명으로서, 기밀보관 유지의 조건 하에서 그 나라의 동의를 받아 연방정부에 신탁된
발명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51조

특허청은,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에 대하여, 제50조제(1)항에 의해 공표가 금지되어
야 할 것인가에 관해 또는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령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
해 심사할 목적으로 파일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2조

(1) 국가기밀(형법 제93조)을 포함한 특허출원은,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출원에 대해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서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항제1문에 위배하여 특허출원을 실시한 자, 또는
2. 제(1)항제2문에 언급된 조건을 위반한 자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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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에 출원후 4월 이내에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령이 출원인에 대하여 송달
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 또는 당해 발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누구든지, 발명의 기밀
보관 유지가 필요한지(형법 제93조)에 대해 모호한 때는, 그 발명의 기밀보관 유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출원인에 대하여 통지
를 송달함으로써, 이 기간을 최장 2월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령이 발하여진 출원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 경우, 그 특허는
특별한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이 특별 등록원부의 열람에 대하여는 제31조제(5)항제
1문이 준용된다.
제55조

(1)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성을 가지는 발명을,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령의 결과로서 평화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지 못하거나 실시를 중단한 출원인, 특허
권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로 의하여 자기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스스
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연방에 대하여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범위를 판단하는에 있어서는, 특히, 손해를 받은 사람의 경제 상
태, 발명 또는 발명에 대할 권리의 취득에 관해 지출된 비용, 이러한 지출시에 당해
발명의 비밀보관 유지 의무가 이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정도, 및 손해를 받은
자가 당해 발명의 다른 실시로부터 얻었던 이익이 고려된다. 보상청구는 특허의 부
여 후에만 주장할 수 있다. 보상은, 손해가 현실로 생긴 후에, 1년 이상의 기간에 대
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청구는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통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해 발명의 최초의 출원이 독일특허청에
제출된 것이며, 또한 그 발명이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발하기 전에 외국에 의
하여 국방상 이유로 기밀보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56조

연방정부는, 제31조제(5)항, 제50조 내지 제55조, 및 제74조제(2)항에서의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을 법적명령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

(1) 특허의 부여에 대하여는 수수료표에 의한 부여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수수

료는 부여 결정의 송달시에 납부의무가 발생된다. 수수료가 납부의무 발생 후 2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표에 의한 할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
간의 경과 후, 특허청은, 특허권자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수수료와 할증수수료가 통
지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 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2) 수수료가 할증수수료와 함께 공식 통지의 송달 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는 부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1) 특허의 부여는 특허공보에 의해 공표된다. 특허명세서도 이와 동시에 공표된다.
특허의 법적 효력은 특허공보에서의 공표와 함께 발생한다.
(2)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취지의 특허공보에 의한 공표(제32조제(5)항) 후에 출원이
취하되거나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 되거나 또는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3조제
(1)항에 의한 효력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3)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원에 대해 납부되어야 할 연차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제17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DeletedTexts
제59조

(1) 누구든지, 다만, 모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침해를 받은 자만이, 특허부여의 공표 후
3월 이내에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
며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은 제21조로 규정된 이의사유가 존재한다는 주
장에 의하여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은 상세하게 언급되어
야 한다. 이 상세 사항은, 이의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
과하기까지, 서면에 의해 추가 제출되어야 한다.
(2)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누구든지, 동일한 특허의 침해에 관한 절
차가 자기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라
도 침해 주장이 제기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참가를 선언할 때는, 이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의 중지를 청구 받은 사실 및 침해하지 않음에
관한 절차를 개시한 사실의 양쪽 모두를 입증하는 누구든지에 대해 적용된다. 참가
신청은 제1문으로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서면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한편,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3문 내지 제5문은 여기에 준용된다.
(3) 제43조제(3)항제3문, 제46조 및 제47조는 이의절차에 대해 준용된다.
제60조

(1) 특허권자는 이의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특허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이 선언되면,

분할된 부분은 심사청구(제44조)를 한 1개의 출원으로 본다. 제39조제(1)항제2문 및
제4문, 제(2)항 및 제(3)항은 여기에 준용된다.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의 효력
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2) 특허의 분할은 특허공보에 공표된다.
제61조

(1) 특허부는, 이의가 신청된 특허에 대해, 그것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취소38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해, 및 어느 범위에서 그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이 절차는 직권에 의해 이의신청인을 제외하고 속행
된다.
(2) 특허가 취소되거나 제한을 가해 유지되는 경우 이 취지가 특허공보에 공표된다.
(3) 특허가, 제한을 가해 유지되는 경우, 특허명세서에는 이에 상응한 보정이 수반되
어야 한다. 특허명세서의 보정은 공표된다.
제62조

(1)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은 청문 또는 증거조사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의 당사자에 의한 부담을 공정한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이의가 전
부 또 일부 취하되거나 특허가 포기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이 비용에는, 특허청의 경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각각의 권리와 이익을 적정하
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부담된 비용도 포함된다. 부과
되어야 할 비용 부담액은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용사정의 절차
및 비용사정에 관한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여기에 준용된다.
비용사정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3조는
2주 이내에 항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법원의
서기관에 의하여 교부된다.
제63조

(1) 발명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공표되는 출원서류(제32조제(2)항), 특허명세서(제32
조제(3)항) 및 특허부여를 공표하는 특허공보(제58조제(1)항)에, 발명자가 발명자로서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자의 이름은 등록원부(제30조제(1)항)에도 게재된다. 발명자
의 이름은 출원인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는
다. 이 청구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이름이
게재된다.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의 발명자에 의한 포기 39 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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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자가 잘못 게재되거나 제(1)항 제3문의 경우에 전혀 게재되지 않는 경우, 특
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또는 잘못 이름이 게재된 자는,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의한 발명자의 게재가 정정되거나 그 후의 효과에 동의하는 취지를 특허청에 선언할
의무를 발명자에 대하여 가진다. 이 동의는 취소할 수 없다. 특허부여의 절차는, 동
의의 선언을 요구하는 소에 의하여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3) 발명자의 이름의 사후적 게재(제(1)항 제4문, 제(2)항) 또는 정정(제(2)항)은 이미
발행된 공적간행물40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4) 연방법무부장관은 법적명령에 의하여 위 규정의 시행 규칙을 발하는 권한이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이 권한을 법적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

(1)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특허는 청구항의 보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한정될 수
있다.
(2) 이러한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청구에는 수
수료표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때는, 청구는 없
었던 것으로 본다.
(3) 이 청구에 관해서는 특허부가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내지 제48조가 준용된다. 청구를 인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특허명세서는 한정
된 범위로 변경된다. 특허명세서의 보정은 공표된다.
제4부 특허법원
제65조

(1) 특허청의 심사국 또는 특허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판단, 및 특허의 무효선
언을 요구하는 소 및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소(제81조, 제85조)에 대한 판단
을 위하여, 독립하고 자립된 연방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이 설치된다. 그 소재지는 특허
청의 소재지로 한다. 이 법원은, 「연방 특허법원」라고 칭한다.
(2)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장, 재판장 재판관 및 그 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는, 독일 재판관법에 따르는 재판관직의 자격을 가지는 자(법률적 구성원)이거나 기
술부문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지는 자(기술적 구성원)이어야 한다. 기술적 구성원에 대
하여는, 국가 또는 대학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조건으로 제26조제(2)항이
준용된다.
(3) 재판관은, 제71조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종신직으로 임
용된다.
(4) 특허법원장은, 재판관, 상급직 공무원, 일반 사무직원 및 근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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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66조

(1) 특허법원에는 다음 각호의 부국이 설치된다.
1. 항고에 대해 심리하는 부(항고부)
2.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 및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소에 대해 결정
하는 부(무효부)
(2) 부의 수는 연방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

(1) 항고부는,
제23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법률
적 구성원과 2인의 기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제73조제(3)항,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3조의 경우에는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기
술적 구성원, 다른 2인의 기술적 구성원 및 1인의 법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체에서,
제31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법률적 구성원, 다른 1인의 법률적
구성원 및 1인의 기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3인의 법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결정한다.
(2) 무효부는,
제84조 및 제85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으로서의 1인의 법률적 구성원, 다른 1
인의 법률적 구성원 및 3인의 기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1인의 법률적 구성원을 포함한 3인의 재판관의 합의체에서 결정한
다.
제68조

특허법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제2부의 규정이 준용된다.
1. 각각 법률적 구성원인 1인의 재판장 재판관과 1인의 그 외의 재판관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에 의하여 법률적 구성원 중에서 각각 그 때의 최고 득표수를 얻
은 1인의 재판장 재판관과 1인의 그 외의 재판관이 선임된다.
2. 선임에 대한 불복 제기(법원조직법 제21b조제6호)에 관해서는 법률적 구성원인 3

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특허법원의 부가 심리한다.
3. 연방법무부장관은 특허법원장의 상임 대리인을 임명한다.
제69조

(1) 항고부에서의 절차는, 제32조제(5)항에 의한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취지의 공표
가 있거나 제58조제(1)항에 의해 특허명세서가 공표된 경우에 공개된다. 이에 관해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하여 법원조직법 제172조 내지 제175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일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인의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해하는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절차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2. 제32조제(5)항에 의한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취지의 공표가 있을 때까지 또는 제
58조제(1)항에 의한 특허명세서가 공표될 때까지는 결정의 선고를 공개하지 않을 것
(2) 무효부의 심리는 결정의 선고를 포함하여 공개된다. 이에 대하여, 제(1)항 제2문
제1호가 준용된다.
(3) 부의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의 유지는 재판장의 의무로 한다. 이에 대하여,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82조 및 제183조가 준용된
다.
제70조

(1) 부의 결정을 위해서는 합의 및 표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 수의 부 구성
원만이 관여할 수 있다. 그 재판에 임한 구성원의 외에는 특허법원의 연수생만이, 재
판장이 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2) 부는 과반수에 의해 결정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3) 부 구성원은, 근속 연수의 순으로 투표하고 동일 근속 연수의 경우에는 연령순서
로 연소자가 연장자에 앞서 투표한다. 기록재판관 41 이 임명된 경우 이가 최초로 투
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투표한다.
제71조

(1) 임시적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재판관을 특허법원에 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65조제(2)항제3문이 적용된다.
(2) 임시적으로 임명된 재판관 및 임시적으로 위임된 재판관은 재판장을 맡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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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특허법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의 서기관을 두는 서기국이 설치된다. 서기국의 설치
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부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1.

항고에 대한 절차

제73조

(1) 심사국 및 특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42를 할 수 있다.
(2) 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항고장 및 모든 서면에는,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을 위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항
고장 및 이에 부속된 청구에 관한 모든 서면 또는 항고 또는 청구의 취하의 선언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송달되며, 다른 서면은 송달 명령이 있지 않은 경우
비공식 방식으로 통지된다.
(3) 출원에 대해 거절하는 결정, 또는 특허의 유지, 취소 또는 제한에 관한 결정에 대
한 항고에는, 항고기간 내에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수수료
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항고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그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제기된 부서43가 당해 불복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부서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는 수수
료를 환불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불복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때에
는, 불복 제기는 1월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이송된다.
(5) 항고인과 다른 절차 당사자가 대립하고 있는 경우, 제(4)항제1문의 규정은 적용되
지 않는다.
제74조

(1) 항고는 특허청에의 절차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2) 제31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도
항고할 수 있다.
제75조

(1) 항고는 정지적 효력44을 가진다.
(2) 다만, 제50조제(1)항에 의해 명령을 발한 심사국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정지적 효
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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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특허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항고절차에 대해 특허법원
에 대하여 서면 진술하거나, 심리에 출석하거나, 심리에서 진술할 수 있다. 특허청장
의 서면진술은 특허법원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제77조

특허법원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에 관해 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특
허청장에게 항고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참가 통지서의 수령에 관해 특허
청장은 당사자가 된다.
제7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당사자의 1인이 청구하는 경우
2. 특허법원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제88조제(1)항), 또는
3. 특허법원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79조

(1) 항고에 관해서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거나 법정형식으로 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경우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으로서 각하된다. 이 결정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경우에, 특허법원은, 스스로 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않고 다툼이 있
는 결정을 파기45할 수 있다.
1. 특허청이 그 사건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에 있어서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3.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알려지고 이것들이 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경우
특허청은, 파기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80조
45

reverse

(1) 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원은,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의 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특히,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은, 관련된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한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자의 1인에 의하여 배상되어
야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2) 특허청장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그 절차의 참가 후에 불복 46 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이 부과된다.
(3) 특허법원은, 항고 수수료(제73조제(3)항)가 환불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항고,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되거
나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비용확정 절차 및 비용확정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
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의 절차

제81조

(1) 특허 또는 보충적보호 증명서의 무효선언, 강제실시권의 부여 또는 취하, 또는 강
제실시권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실시료의 조정 47 을 요구하는 절차는, 소 48 에
의하여 제기된다. 이러한 소제기는 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강제실시
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보충적보호 증명서에 대한 소는, 그 기초가 되는 특
허에 대한 소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기초가 되는 특허에 무효원인 중 하나가
존재하는(제22조)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2)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는, 아직 이의의 신청이 가능하거나 이의절차가 계
속 중인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3) 모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침해를 받은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소의 제기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장 및 모든 관련 서면
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 및 모든 관련 서면은
직권으로 피고에게 송달된다.
(5) 소장에는, 원고, 피고 및 문제가 되는 사안을 명시해야 하고, 신청취지49를 특정하
여야 한다. 또, 원인된 사실 및 서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장이 이러한 요건을 완
전히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
을 할 것을 요청한다.
(6) 소의 제기에는 수수료표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수수료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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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경우에 소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7) 유럽연합의 구성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국에 통상 거주하고 있
지 않는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경우 절차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
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허
법원은 그 공정한 재량에 의해 담보의 액을 정하고 담보 제공의 기한을 정한다. 이
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82조

(1) 특허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이에 관하여 1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
출하도록 요구한다.
(2) 피고가 적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원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즉
시 원고의 제기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모든 사실 주장에 관해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

(1) 피고가 적시에 반론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한다.
(2) 특허법원은 청문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제84조

(1) 소에 대한 결정은, 판결로 하여야 한다. 소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중간판결로
판단할 수 있다.
(2) 판결에 있어서는, 절차비용에 관하여도 판단된다. 이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 것
이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비용확정 절차 및 비용확정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99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은, 이러한 준용에 의하여 영향이 없다.
제85조

(1)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에 있어, 원고는, 제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조
건이 충족된 것 및 당해 발명의 실시권의 즉시 부여가 공익상 신속히 필요한 것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경우, 그 청구에 의해 가처분명령 50 에 의한 발명의 실시가 허용
될 수 있다.
(2) 이러한 가처분명령의 청구에는 원고는 수수료표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처가분은, 가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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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특허법원은 청문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83조제(2)항제2문 및
제8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4)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소(제81조)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가처분명령
의 효력은 종료하며, 취하 또는 각하의 판결의 확정 후 1월 이내에 일방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원은 비용에 관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5) 가처분명령이 당초부터 부당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의 청구를
한 사람은,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부터 피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강제실시권의 부여의 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요구되는 경우, 담보제공을 수반하거
나 수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에 의해, 가집행 가능한 것으로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판
결이 파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청구인은,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공통 절차 규정

제86조

(1) 특허법원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가 준용된다.
(2) 다음 각호의 자도, 재판관으로서의 직무의 행사로부터 제외된다.
1. 항고절차의 경우에, 특허청에서의 이전의 절차에 관여한 자
2.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절차의 경우에, 특허의 부여 또는 이의에 관한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에 관여한 자
(3) 재판관의 기피에 관해서는, 기피가 신청된 재판관이 소속된 부가 결정된다. 기피
신청된 구성원이 제외됨에 따라 당해 부가 이를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3인의 법률적 구성원으로부터 구성되는 특허법원의 항고부가 결정한다.
(4) 서기관의 기피에 관해서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가 결정한다.
제87조

(1) 특허법원은,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사실 진술 및
증거 제공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재판장, 또는 재판장에 의하여 지정된 재판관은, 청문의 전에 또는 청문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원의 결정 전에, 사건이 가능한 한 1회의 청문 또는 1회의 법정에서
처리되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의 점에서는, 민사소송

법 제273조제(2)항, 제(3)항제1문, 및 제(4)항제1문이 준용된다.
제88조

(1) 특허법원은 청문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특허법원은 그 자리에서 검증
을 실시하거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및 서류의 참조를 명할 수 있
다.
(2) 특허법원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청문의 전에, 수명재판관으로서 그 구
성 재판관의 1인에게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증거상의 의문점을 특정하여 다른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당사자는 증거조사를 실시되는 모든 청문에 대해 통지되며, 그 청문에 참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관련된 심문을 할 수 있다. 심문에 대하여
이의가 주장된 경우 특허법원이 판단한다.
제89조

(1) 청문 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적어도 2주일 전의 통지에 의해 소환51된다. 급
박의 경우는, 재판장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소환에서는, 당사자가 결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심리되며 판단된다는 취
지가 명시된다.
제90조

(1) 재판장은 청문을 개시하며 이를 지휘한다.
(2) 사건이 호명된 후, 재판장 또는 기록재판관은 사건 파일의 본질적 내용을 설명한
다.
(3) 이에 이어, 신청을 하거나 입증할 기회가 당사자에 대하여 주어진다.
제91조

(1) 재판장은, 사건에 관련되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의문점에 관해 당사자와 심의한다.
(2) 재판장은 부의 각 재판관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심문을 허가하여야 한다. 심문
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심의가 종결되는 경우 재판장은 청문을 종료하는 취지를 선언한다. 부는 청문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92조

(1) 청문 및 모든 증거조사에서는, 법원의 서기관으로 하여금 조서 작성자로서 임하도
록 명할 수 있다.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조서 작성자로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51

summon

경우는, 재판관 중의 1인이 조서를 작성한다.
(2) 청문 및 모든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조서가 작성된다.
제160조 내지 제165조가 준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3조

(1) 특허법원은, 전체 절차에 비추어 자유롭게 도달한 그 결론에 의하여 결정한다.
결정에서는 재판관이 그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결정은 당사자가 각각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진 사실과 증거조사의 결과에만
기초하여야 한다.
(3) 이전의 청문이 있었던 경우, 최종의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재판관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94조

(1) 청문을 한 경우, 특허법원의 종국 결정은, 청문이 종결되는 기일 52 또는 즉시로
지정되는 다른 기일에 선고한다. 중요한 이유, 특히 당해 사건의 양 또는 곤란성을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한은 3주를 넘지 않는다. 종국 결정은 당
사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송달된다. 종국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됨을 통해 선고를
대신할 수 있다. 특허법원이 청문을 통하지 않고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은 선고 없
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2) 특허법원의 종국 결정으로서, 이에 의하여 신청이 거절되거나, 법률상의 구제 방
법이 정해져 있는 것에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95조

(1) 결정에 있어서의 오기, 오산, 및 이에 유사한 명백한 오류는, 언제라도 특허법원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다.
(2) 정정에 관해서는 청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정정에 관한 결정은 결정의 원본 및
사본에 기재된다.
제96조

(1) 결정서에 기재된 사실이 다른 오류 또는 불명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결
정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그 정
정이 청구된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만이 관여한다. 정정에 관한 결정은, 결정의 원본
및 사본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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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1) 특허법원에 대하여, 당사자는, 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어도 수권대리인53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특허법원은 대리인의 선임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
여, 제25조의 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2) 위임장은, 재판 서류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이에 관해 특허법원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 위임장의 흠결은, 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어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리
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위임장의 흠결을 직권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제98조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에서의 비용에 대하여는, 법원 비용법(Gerichtskostengesetz)이
준용된다.
제99조

(1)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에 관해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원의 절차의 특수
성으로 보아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이 준용된
다.
(2)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복은, 본법이 이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3) 타인에 대한 소송 파일 열람의 허가에 대하여는 제31조가 준용된다. 당해 허가
의 청구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이 판단한다.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절차의 소송
파일의 열람은, 특허권자가 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그 범
위에 한하여, 허가되지 않는다.
(4) 민사소송법 제227조제(3)항 제1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6부 연방법원54에 대한 절차
1.

법률문제에 관한 항고절차

제100조

(1) 제73조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특허법원의 항고부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항
고부가 그 결정에 대해 법률문제에 관한 항고(법률항고)를 허가하는 경우에, 연방사법
법원에의 법률항고를 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항고가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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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법률문제를 판단해야 할 경우
2. 법률의 발전 또는 균일한 사법적용의 관점에서 연방사법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불복하는 경우에
는, 특허법원 항고부의 결정에 대한 법률항고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1. 결정에 관여한 법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던 경우
2. 결정의 선고에 관여한 재판관이, 법률에 의해 재판관직의 행사로부터 제외된 자이
거나, 불공정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기피된 자인 경우
3. 절차의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
4.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서, 다만, 그 자이 소송 지휘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
한다.
5. 결정의 기초가 된 청문이 절차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경우
6.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101조

(1) 법률항고를 할 권리는 항고절차의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2) 법률항고는 결정이 법률에 위반한 주장에 의하여만 거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는, 민사소송법 제550조 및 제551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가 준용된
다.
제102조

(1) 법률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방사법법원에 대한 법률항고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송물 가액의 확정에 관한 제
14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법률항고에는 그 기초가 되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유를 첨부하기 위해 허
용되는 기간은 1월로서, 이 기간은 법률항고의 제기로부터 기산되고, 청구에 의하여

재판장이 연장할 수 있다.
(4) 법률항고에 첨부해야 할 이유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느 정도까지 결정을 다투는지 및 변경과 파기의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선언
2. 위반한 법규범의 명시
3. 법률항고가 절차에 관한 법률위반에 기초한 경우, 흠결을 구성하는 사실의 명시
(5)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자격
이 있는 변호사를 수권대리인으로서 하여 대리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자의 변리사에게 발언이 허가된다. 민사소송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3조제(5)항은 준용된다.
제103조

법률항고는 정지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해, 제75조제(2)항이 준용된다.
제104조

연방사법법원은, 법률항고가 그 자체로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법률상의
형식으로 법정기간 내에 제기되고 이유가 첨부되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하여
야 한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항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
으로서 각하된다.
제105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고 있을 때는, 항고장 및 항고이
유서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송달되며,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송달 후의 지정된
기간 내에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 선언을 서면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
가 첨부된다. 법률항고의 제출일은 항고장의 송달과 함께 통지된다. 법률항고 제기
인은, 필요한 수의 인증등본을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특허청장이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6조가 준용된다.
제106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재판관의 제척 및 기피, 수권대리인 및 법률적
보좌인, 직권에 의한 송달, 소환, 기일 및 기한, 및 종전 상태에의 권리회복에 관한 민
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종전 상태에의 권리회복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123조
제(5)항 내지 제(7)항이 준용된다.

(2) 절차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69조제(1)항이 준용된다.
제107조

(1) 법률항고에 관하여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2) 연방사법법원은, 결정에 있어, 불복 제기된 결정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나, 다만,
법률항고에 대해 허용되고 입증된 사유가 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률항고에 대한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첨부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직권
으로 송달된다.
제108조

(1) 불복 제기된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은 추가적인 청문 및 결정을 위하
여 특허법원에 환송된다.
(2) 특허법원은 파기의 기초가 된 법적 의견을 자기의 결정에 대한 기초로 하여야 한
다.
제109조

(1) 법률항고에 관한 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 연방사법법원은, 공정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사건의 적절한 최종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1인의 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그 공정한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법
률항고가 기각되거나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각하되는 경우, 법률항고에 관해 발생
된 비용은 항고인에게 부과된다.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이 당
사자에게 부과된다.
(2) 특허청장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법률항고를 제기하거나, 절차 중에 불복한 경우
에 한하여 비용이 부과된다.
(3)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비용확정 절차 및 비용확정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2.

공소55 절차

제110조

(1) 특허법원 무효부의 판결(제84조)에 대하여는,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공소는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제기 기한은 1월로 한다. 이 기한은, 판결 전문의 송달시에 기산되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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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선고로부터 5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특정
2. 당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취지의 선언
(5) 공소장에는 공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6) 무효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제84조)과 연합하여서만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
나,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1조

(1) 공소인은 공소의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2) 공소장에 공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공소인은 공소이유서를 연방사법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이유서 제출의 허용기한은 1월로 하며, 이 기한은 공소시로
부터 기산된다. 공소이유서 제출기한의 연장으로 인해 절차지연의 염려가 없는 것으
로 재판장이 인정하거나, 공소인이 연장의 중요성을 소명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재
판장은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소이유에는 다음 각호의 1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결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범위 및 판결의 요구되는 수정(공소 청구)
2. 불복 이유 각각에 대한 정확한 설명(공소이유), 및 공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출
하는 새로운 사실, 증거 및 증거의 반론
(4) 연방사법법원에서의 공소절차에 대하여, 공소인은 위임장을 가지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된다. 당해 대리인은 기술 보좌인을 동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12조

(1) 공소장 및 공소이유서는 피항소인에게 송달된다. 공소 제기일은 공소장 송달시에
통지된다. 공소인은 공소장 또는 공소이유서와 함께 필요한 수의 인증등본을 제출해
야 한다.
(2) 법원의 부 또는 재판장은, 피항소인에 대하여 반공소장 제출을 위한 기한을 정하
거나 공소인에 대하여 반공소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13조

(1) 연방사법법원은 그러한 공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법정형식으로 법정기
간 내에 제기되고 공소이유서가 첨부되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다. 어느 하

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각하된다.
(2) 공소의 각하는, 청문 없이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제114조

공소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명령으로 각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의 기일이
지정되어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제115조

(1) 연방사법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의해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연방사법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및 증거 제공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증거는 특허법원을 매개로 하여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116조

(1) 연방사법법원의 판결은, 청문을 기초로 한다. 이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이 준용
된다.
(2) 소환은 적어도 2주 전의 통지에 의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쌍방이 동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법적 구제방법56의 상실을 선언하여야 할 경우
3. 소송비용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경우
제117조

(1) 청문에서의 새로운 사실 및 증거의 채용은, 그것이 피항소인의 서면 진술에서의
사실에 관한 진술로부터 귀결하는 범위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연방사법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 및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3)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제115조가 적용된다.
(4) 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변론되지 않은 요인에 의한 경우에, 당사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118조

(1)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로서, 이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어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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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 않은 것은, 증명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있다.
(2) 청문에 당사자의 쌍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제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행
한다.
제119조

(1) 청문에 대하여는 조서가 작성되며 이에는 절차의 전체적인 경과가 표시된다.
(2) 조서는 재판장 및 법원 서기관에 의하여 서명된다.
제120조

(1) 판결은, 절차를 종결하는 청문 또는 즉시로 지정되는 다른 청문에서 선고된다.
(2) 판단의 이유를 선언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이유의 낭독에
의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구두로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판결은 직권으로 송달된다.
제121조

(1) 소송물의 가액의 확정에 관한 제144조의 규정은 연방사법법원의 절차에 준용된다.
(2) 판결은,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공평의 관점에
서 특별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제91조 내지 제101조)이 준용되며, 또한 비용확정 절차(제103조 내지 제107조) 및
비용확정 결정의 강제집행(제724조 내지 제802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
된다.
3.

특별항고절차

제122조

(1) 강제실시권의 부여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가처분명령을 발한 특허법원 무효부의
결정(제85조)에 대하여는, 연방사법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110
조제(6)항이 준용된다.
(2) 항고는, 당해 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연방사법법원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이 항고 제기기한은, 결정의 전문의 송달시에 기산되며, 결정의 선고로부터 5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74조제(1)항, 제84조, 및 제110조 내지 제121조는, 연방사법법원에서의 절차에
준용된다.
제7부 공통규정

제123조

(1) 과실 없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해태의 결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
리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 청구에 의해 종전 상태로 권리 회복된다. 이는, 이의신
청을 위한 기한(제59조제(1)항), 특허의 유지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제73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40조에 의한 우선권이 주장되고 있는 특허출원의 기한에 대
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권리회복 청구는, 그 장애사유가 없어진 후 2월 이내에 서면에 의해 청구되어야
한다. 청구에는 권리회복을 이유가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사실은 청구시
에 또는 청구에 관한 절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해태된 행위가 청구기간 내에 추완
되는 경우, 권리회복은 청구가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 해태된 기간의 말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태된 행위는 추완될 수 없다.
(3) 이 청구에 대하여는, 추완되어야 할 행위에 관해서 결정해야 할 부가 결정한다.
(4) 이 권리회복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권리가 회복된 특허의 대상을 당해 특허의 소멸 이후 회복 전까지 독일에서 선의
로 실시하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자는
자기 도는 타인의 공장 또는 영업소에서 자기의 사업의 필요를 위하여 당해 특허의
대상을 계속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상속 또
는 양도될 수 있다.
(6) 권리회복의 결과로서 제33조제(1)항이 다시 적용되는 경우에, 제(5)항이 준용된다.
(7) 권리회복의 결과 외국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제41조)을 주장하게 되는 출원의 대
상을 12월의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우선권의 회복시까지 독일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던 자도 제(5)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특허청, 특허법원 및 연방사법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는, 사실 문제에 대한 자기
의 주장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제125조

(1) 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소가 특허의 대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는 취지의 주장에 기반한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소에서 언급된 간행물로서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없는 것에 관해 그
원본, 사진에 의한 사본, 또는 인증등본을,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 및 절차 당사자를
위해서, 각 1통씩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외국어에 의한 간행물에 대하여는,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의 요구에 의해, 비공증
또는 공증의 번역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126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사용 언어는 독일어로 한다.
그 외에 대하여는, 법원의 언어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27조

(1)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송달법(Verwaltungszustellungsgesetz)의 규정이 적용된다.
1.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취가 법률상의 근거 없이 거절된 경우, 송달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수취인에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5조 및 제213조에 의한 우
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3. 대리증 소지인(변리사 규칙(Patentanwaltsordnung) 제177조)에의 송달에 대하여
는, 행정송달법 제5조제2호가 준용된다.
4.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우편 사서함을 가지는 수취인에 대하여는, 서류의 송달은
그 우편 사서함에 투입함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입의 기록은 당해 사건
의 소송 파일에 더해진다. 투입되는 서류에는 그 일시가 기재된다. 이 송달은, 우편
사서함에의 투입 후의 3일째에 행해진 것으로 본다.
5. ［삭제］
(2) 행정송달법 제9조제1항은 항고(제73조제(2)항, 제122조제(3)항), 법률항고(제102
조제(1)항) 또는 공소(제110조제(3)항)의 제기를 위한 기간이 송달로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8조

(1) 법원은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 대하여 사법 공조를 하여야 한다.
(2) 특허청에 대한 절차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절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명령 또는 강제 처분을 발한다.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하여 송달된 소환장의 강제집행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는, 3인의 법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특허법원 항
고부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제8부 소송구조57
제129조

특허청, 특허법원 및 연방사법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는 제130조 내지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130조

(1) 특허부여 절차에서, 특허부여가 상당히 예상되는 경우 출원인은 청구에 의해 민사
소송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준용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는 연
방 국고에서 지불된다.
(2) 소송구조가 승인되는 경우,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불납으
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외,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항
이 준용된다.
(3)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모든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4) 특허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발명자도 제(1)항의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인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5) 민사소송법 제115조제(3)항에 의한 소송구조의 승인을 방해하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제18조제(1)항에 의해 인정된 또는 인정되어야
할 유예에 대신하여, 다년의 연차수수료가 소송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 위임대리인에
관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해 특허부여 절차의 비용이 분할납입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게만, 이미 납부된 만큼의 분할납입 금액이 연차수수료로부터 공제된다. 분할납
입에 의하여 연차수수료가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제19조가 준용된다.
제1문은, 제23조제(4)항제3문 및 제(5)항제2문에 의하여 수수료가 소송구조에 포함되
는 경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6) 제43조 및 제44조의 경우에 청구인인 제3자가 보호의 가치 있는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제3자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131조

특허의 제한을 위한 절차(제64조)에 대하여 제1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
정이 준용된다.
제132조

(1) 이의절차(제59조 내지 제62조)에서, 특허권자는 청구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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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116조 및 특허법 제130조제(1)항제2문,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
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적 방어에 의해 성과를 올리는 것이 충분
히 예상되는가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는다.
(2) 제(1)항제1문은, 특허 무효선언 또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제81조, 제85
조)에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 및 제59조제(2)항에 의해 참가하는 제삼자
에 대하여도, 당해 청구인이 보호의 가치 있는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준용된
다.
제133조

절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대리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상반된 이
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변리사, 변호사, 또는 대리증 소지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구조가 승인된 당사자에게는, 그가 선택
하여 대리의 준비가 된 변리사 또는 변호사, 또는 명백한 요구가 있는 경우 대리증
소지인이 청구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21
조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제134조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소송구조의 승인을 요구하는 청구가 수수료 납부에 관한 기
간의 만료 전에 제출된 경우, 이 기간의 진행은 당해 청구에 관한 결정의 송달 후 1
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지된다.
제135조

(1) 소송구조의 승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특허청, 특허법원, 또는 연방사법법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 및 제122조에 의한 절차에서는, 청구는 연방
사법법원의 서기국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이 청구에 대하여는, 소송구조가 요구된 절차를 관할하는 부가 결정한다.
(3) 제130조 내지 제133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소송구조 또는 제133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하는 특허부의 결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으
며, 법률항고가 배제된다. 민사소송법 제127조제(3)항은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에 준
용된다.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8조제(2)항 및 제(3)항, 제119조, 제
12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및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 준용된다. 이의절차 및 특허의 무효선언 또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제81
조, 제85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제2문, 제118조제(1)항, 제122조

제(2)항, 및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가 준용된다.
제137조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 또는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이 양도, 사용, 실시권 허락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실시되고 이로 인한 수입이 소송구조의 승인에 있어서 기
초가 된 사정을 변경함으로써 당해 당사자에게 절차비용의 납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3호의 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적용된다. 소송구조가 승인된 당사자는, 이 승인에 대하여 판단한 부에
당해 발명의 모든 상업적 실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

(1) 법률항고(제100조)에 관한 절차에서도,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해, 민사소송
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준용하여 소송구조가 승인된다.
(2) 소송구조의 승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연방사법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청구는 서기국에 대하여도 제출되어 기록될 수 있다. 이 청구에 대하여는 연
방사법법원이 결정된다.
(3)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및, 제133
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이, 연방사법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해 자격을
가지는 변호사만이 소송구조가 승인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준용된다.
제9부 권리침해
제139조

(1) 제9조 내지 제13조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자
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전항의 실시를 한 자는,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해야 한다. 침해자에게 경과실의 책임만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침해를 받은 자의 손해액 및 침해자에게 생긴 이익을 한도로 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3)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의 제조방법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타인에 의하여
제조된 동일한 제품은 특허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본다. 반증의 취급에 있어,
피고의 제조 비밀 및 기업 비밀의 보호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
다.
제140조

누구라도 파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제31조제(1)항제2문 후단 및 제(2)항) 출원
에 의한 권리가 특허의 부여 전에 재판상으로 주장된 경우, 그리고 당해 소송에 대한
결정이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의 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에 의한 심
사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출원에 의한 권리를 주
장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출원에 의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제140a조

(1) 제139조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자가 점유 또는 소유하는 특허
대상 제품의 폐기를, 그 제품에 의한 권리침해를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제거하지 못
하고 당해 폐기가 당해 권리침해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어서 과잉조치가 아닌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문제되는 제품이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따라 직접 제조된 경우에도
제1문이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침해자의 소유로서 침해제품의 생산만을 위하거나 거의 그 생
산만을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장치에도 준용된다.
제140b조

(1) 제9조 내지 제13조에 위반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자
는, 상대방에게 과대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출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정보제공을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
및 전 소유자, 및 거래 고객 또는 그 자가 대리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제조,
발송, 수취, 또는 주문된 제품의 수량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에서도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제공된 정보는, 정보제공 의무자의 동의 하에, 당해 정보가 제공되기 전의 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송
절차
또는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58 에 의한 절차에서 정보제공 의무자에 대하여 또는 형사소송
법(Strafprozessordung) 제52조제(1)항에 의한 관계인59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5) 정보에 대한 더 이상의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41조
58
59

the Law on Minor Offenses
dependent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청구는, 청구인이 침해 사실 및 침해자를 안 때로부터 3
년이 경과하거나, 그러한 인식 여하를 불문하고 침해행위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에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852조제2항이
준용된다. 침해행위에 따른 청구권자의 손해에 의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는, 시효의 완성 후라고 하여도, 침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반환
의 의무를 진다.
제142조

(1) 특허권자 또는 보충적보호 증명서 소유자(제16a조, 제49a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특허 또는 보충적보호 증명서의 대상인 제품(제9조제2문제1호)을 제조 또는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또는
2.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특허 또는 보충적보호 증명서의 대상인 방법(제9조
제2문제2호)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위
제1문제1호는, 특허 또는 보충적보호 증명서의 대상인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
(제9조제2문제3호)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행위가 업으로서 행하여진 경우, 형은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한
다.
(3) 미수범은 처벌된다.
(4) 제(1)항의 경우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에 의한 기소가 상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죄는 고소에 의하여만 논한다.
(5) 위반행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74a조가 적용된다.
제140a조에 규정된 청구가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 내지
제406c조)에 의한 절차에 대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
(6) 형이 선고된 경우에, 피침해자가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의 공개를 명하여야 한다. 공개의 방식은 판결에서
정한다.
제142a조

(1) 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에 대한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청구함에 의하여,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은 수입 또
는 수출 시에 세관에 의해 압류된다. 단속이 세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체결국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

다.
(2) 세관이 압류를 명한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처분권자 및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청구자에게는, 제품의 출처, 양 및 보관 장소, 및 처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통지되며,
이에 관해서는 통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Grundgesetz) 제10조)이 제한된다. 청구
자에게는, 거래 또는 영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품을 검사할 기회가 주어
진다.
(3) 제(2)항제1문에 의한 통지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압류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세
관은 압류된 제품의 몰수를 명한다.
(4) 처분권자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세관은 이를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청구자는 압류된 제품에 관한 제(1)항의 청구를 유지하는지를 세관에 대
하여 지체없이 표명해야 한다.
1. 청구자가 청구를 철회한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압류를 취소한다.
2. 청구자가 청구를 유지하고 압류된 제품의 보관 또는 권리의 제한을 명하는 집행
가능한 법원의 결정을 청구자가 제시한 경우,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제1문에 의한 청구자에게의 통지 송
달 후 2주가 경과한 때에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자가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를 받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 압류는 최장 2주를 더
하여 유지된다.
(5) 압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 청구자가 압류된 제품에 관한 제
(1)항에 의한 청구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체없이 표명(제(4)항제2문)하지 않은 경우,
청구자는 당해 압류에 의하여 처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제(1)항에 의한 청구는, 지역재무국(Regional Finance Office)에 제기하여야 하며,
보다 짧은 유효기간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 청구는
반복할 수 있다.
이 청구에 관련하는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재정법
(Abgabenordung) 제178조에 준한 비용이 청구자에 대하여 부과된다.
(7) 압류 및 몰수는,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60에 의한 과태료 절차에서 인정
되는 법률상의 구제방법에 의하여 대항할 수 있다. 당해 법률상의 구제절차에어 청
구자는 발언할 수 있다. 지방법원 61 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 62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주 고등법원63이 판단한다.
제10부 특허소송 사건 절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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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에 의한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소송(특허소송 사건)은,
소송물 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64 민사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2) 주 정부 65 는, 법적명령에 의해,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의 특허소송 사건을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 관할로 정하는 권한이 있다. 주 정부는 이 권한을 주법무행정청
(provincial administrations of justice)에 위임할 수 있다.
(3) 특허소송 사건의 경우, 당해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는, 제(2)항에 규정된 조치가
없는 경우 소송이 심리될 지방법원(Landgericht)에 대하여 직무를 행할 자격을 가지
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이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있어서의 소
송 위임에도 적용된다.
(4) 당해 법원에서 직무를 행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변호사에 대하여 제(3)항에 정하
는 소송 위임을 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추가적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5) 당해 사건에 변리사가 관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한 변리사의 비
용이 필요한 한, 최대로 연방변호사 수수료 규칙(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 제11조에 정하는 상한 금액에 이르는 수수료가 반환된다.
제144조

(1) 특허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물 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의 재정상태를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법원에 증명한 경우,
법원은, 당해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일방의 법원 비용 납부의 의무를 당해 일방
의 재정상태에 적당하도록 감액한 소송물 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이 명령의 효과로서 소송비용의 감액을 받은 당사자는, 자기의 변호사의 수수료
에 대해,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충분하다. 이 자
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거나 이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은, 상대
방이 납부한 법원 비용 및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수수료를,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만 변상할 의무를 가진다. 재판 외의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의 감액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자기의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이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청구는, 법원 서기국에 대하여 제기되고 기록될 수 있다. 이는
당해 사건의 본안심리 개시 전에 행하여야 한다. 심리 개시 후에는, 추정 또는 확정
된 소송물 가액이 후에 법원에 의하여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청구에 대하
여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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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제139조에 의한 소를 제기한 자가 당해 소송에서의 피고에 대해 당해 피고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특허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 원고가 자기의
귀책 없이 앞의 소송에서 이러한 다른 특허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한
다.
제11부 특허의 광고
제146조

물품이 본법에 의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인상을 주는 표지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하는 자, 또는 광고, 간판, 명함 또는 이와 유사한 매
체에 이러한 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그 법률관계를 아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누구에 대하여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표지의 사용 근거가 되는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2. 독일 실용실안법
1994년 9월 2일 개정
1995년 1월 1일 시행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2a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a조, 제24b조, 제24c조, 제25조, 제25a조, 제
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갱신일 2004. 4. 1］
제1조

(1) 실용신안으로의 보호는 신규하고 진보성 66 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고안67에 대하여 부여된다.
(2) 다음 각호의 1은, 전항의 취지에 해당하는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학적인 형태 창작
3. 지적 활동, 유희, 또는 영업 활동의 계획,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4. 정보의 제공
(3) 제(2)항의 규정은, 동항의 대상 또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에 의한
보호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은 실용신안으로서 보호가 허여되지 않는다.
1. 그 공표 또는 실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하는 고안. 그 고안의 실시
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문은, 제9조에 해당하는 고안의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족
66
67

inventive step
invention

3. 프로세스
제3조

(1) 기술수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실용신안의 대상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기술수준
은, 당해 출원의 우선일보다 앞서,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서면에 의한 설명 또
는 실시에 의해 공중이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출원의 우
선일로부터 6월 이내의 설명 또는 실시는, 그것이 출원인 또는 그로부터 실용신안등
록을 받을 권리를 양수한 자에 의한 것일 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농업을 비롯한 어떠한 산업분야에 대하여도 실용신안의 대상이 생산 또는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대상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4조

(1)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고안에 대해 별
개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2) 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의 대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요구하는 출원서
2. 실용신안으로서의 보호대항을 특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
3. 실용신안의 대상의 상세한 설명
4. 청구항 또는 상세한 설명에 관련된 도면
(3) 연방법무부장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그 외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법적명령에
의하여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법무성장관은 이 권한을 법적명령에 의해 특허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매 출원마다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부가 없는 경우, 특
허청은 출원인에 대한 통지로서, 당해 통지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를 통지한다.
(5) 실용신안을 등록해야 할 취지의 사정까지는, 그 출원의 보정은, 그것이 보호의 범
위를 확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에 용서된다.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에서는 아무
런 권리도 발생할 것은 없다.
(6) 출원인은 언제라도 그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출원의 출원일 및 원출원에 수반된 우선권은 각 분할출원에 대하여 유지된다. 분
할시까지의 원출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분할출원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1) 출원인은, 동일한 고안에 대한 특허출원을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이미 한 경우, 당
해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다. 당해 특
허출원에서 주장한 우선권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제1문에 의한
우선권은 특허출원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
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
(2) 출원인이 제(1)항제1문에 규정된 주장을 한 경우, 특허청은, 당해 통지의 송달 후
2월 이내에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제출하고 및 당해 특허출원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 대해 통지한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되지 않을 때는,
제(1)항제1문에 규정된 권리는 소멸한다.
제6조

(1) 특허청에 제출한 앞선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월의 기간
내에는, 앞의 출원에 대해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대상의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한다
특허법 제4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제1문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하며,
다만, 제40조제(5)항제1문에 관하여는 앞의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외국 우선권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제41조)이 준용된다.
제7조

(1) 청구에 의해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의 보호 적격
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간행물을 조사한다.
(2) 이 청구는, 출원인, 등록실용신안권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다. 청구
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를 제출할 때에 수수료
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43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1) 출원이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원부68에 등록을 명
한다. 출원 대상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않는
다. 특허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사항은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및 대리인(제28조)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명칭 및 출원일을 포함한다.
(3) 등록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특허공보에 요약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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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청은, 실용신안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에 관해 변경이 있는 경우, 이것이
특허청에 대하여 증명된 때에는, 그 변경을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권리자의 신원의 변경의 등록 청구를 하는 경우 수수료표에 규정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변경이 등
록되기 전에는, 그 전 권리자 및 그 전 대리인이 본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누구든지 등록취소절차에 관한 파일을 포함해 등록원부 및 등록 실용신안에 관한
파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정당한 이익이 소명되는 범위에서,
누구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파일의 열람을 허용한다.
제9조

(1) 출원된 실용신안의 대상이 형법 제93조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법 제
50조에 의한 명령의 권한을 가지는 심사국은, 제8조제(5)항에 규정하는 공개 및 제8
조제(3)항에 규정된 특허공보에의 공고를 하지 않을 것을 직권으로 명한다. 다만, 이
명령을 발하기 전에 최상급의 관할 연방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해 당국은 이
명령을 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실용신안은 특별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
다.
(2) 그 외 특허법 제31조제(5)항,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1조 내지 제5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심사국은, 준용되는 특허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특허법 제50조제(3)항 및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권한을 가진
다.
제10조

(1)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로부터의 등록의 취소청구를 제외한
실용신안에 관련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허청 내에 실용신안국이 설치되며, 이
는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법률적 구성원에 의하여 지휘된다.
(2) 연방법무부장관은, 실용신안국 또는 실용신안부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을 상급 또
는 중급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법적명령에 의하여 위임하는 권한이 있
으나, 다만, 출원인이 다투고 있는 거절이유에 의한 출원의 거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방법무부장관은 법적명령에 의하여 이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실용신안의 취소청구는, 특허청 내에 구
성되는 실용신안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당해 실용신안부는 2인의 기술적 구성원과 1
인의 법률적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특허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용
신안부는 그 권한 내의 범위에서 전문적 의견을 작성한다.
(4) 실용신안국 또는 실용신안부의 구성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해서는, 법원 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45조제2항 제2문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급 또는 중급직의 공무원 및 이
에 준하는 자에 대가 제(2)항에 의해 실용신안국 또는 실용신안부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해 처리하는 한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특허법 제27조제(6)항제3
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1) 실용신안등록은, 그 소유자만이 그 실용신안의 대상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을 가
진다.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누구든지, 그 실용신안의 대상을 생산, 제공, 판
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할 수 없다.
(2) 또한, 실용신안의 대상을 실시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외에 실용신안등록의 소유자
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자에 관해, 실용신안의 대상을 실시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
에 관련된 수단을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내에서 제공 또는 제공의 청약을 하는 행위
는, 그러한 수단이 실용신안의 대상을 실시하기 위해 적당하거나 이를 위한 목적임을
알았거나 정황상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된다.
제1문의 규정은, 당해 수단이 주요하게 거래되는 필수품인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제공자가 제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항 제2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자는, 제1문의 의미에 있어 실용신안의 대상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
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제12조

등록 실용신안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2. 실용신안의 대상에 관해 실험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3. 특허법 제11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제12a조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다만,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청구항의 해석에 고려된다.
제13조

(1) 실용신안의 등록에 의한 보호는,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제15조제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등록 실용신안을 취소해야 할 취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등록의 본질적인 요소가 타인의 동의 없이 당해 타인의 명세서, 도면, 모델, 기구
또는 설비로부터 모인된 것일 때에는, 본법에 따르는 보호는 피해자 당사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3) 보호를 받을 권리(제6조), 보호권의 부여의 청구(제7조제(1)항), 양도의 청구(제8
조), 선사용권(제12조) 및 실시명령(제13조)에 관한 특허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후원특허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자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는 그 특허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

(1)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할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이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
2.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이 선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경우
3.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이 최초로 제출된 출원의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
할 수 있다.
(3) 취소 사유가 등록 실용신안의 일부에만 있는
청구항의 보정의 형태로 이러한 제한이 가해질 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당사자만이 그 등록의 취소를 청구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취소된다.
있다.

제16조

제15조에 의한 등록 취소청구는,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청구에
는 그 근거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가 납부
되어야 하며, 수수료의 납부가 없는 경우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81
조제(7)항 및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1) 특허청은 취소청구를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함하고, 이에 대해 1월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실용신안권자에게 최고한다. 기한 내에 적시에 답변이 없는 경우, 등록은 취
소된다.

(2) 특허청은, 답변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특허청은 증인 및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러한 심문에는 민사소송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조사에는 선서한 서기관69이 참여한다.
(3) 취소청구 사건은, 구두심리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구두심리가 종결되는 기일 또
는 즉시로 지정하는 다른기일에 선고한다. 이 결정은, 이유를 첨부한 서면으로 작성
되어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한다.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
련 당사자에 대한 결정의 송달로 선고를 대치할 수 있다.
(4) 특허청은, 절차비용의 각 당사자가 부담할 부분을 정한다. 특허법 제62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제2문 및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1) 실용신안국 및 실용신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항고70를 할 수 있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거절하는 실용신안국의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등록 실용신
안을 취소해야 할 취지의 청구에 관한 실용신안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허용된 기
간 내에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납부가 없는 경우 항
고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항고절차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 실용신안을 취소해야 할 취지
의 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절차비용에 관한 판단은 특허법 제84조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특허법원 항고부는, 실용신안국 또는 실용신안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심리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항고를 판단하는 경우에 항고부는 2인의
법률적 구성원 및 1인의 기술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등록 실용신안을 취소해야 할
취지의 청구에 관한 실용신안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판단하는 경우에 항고부는 1인
의 법률적 구성원 및 2인의 기술적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법률적 구성원으
로 하여야 한다. 항고부의 내부에서의 사건의 배분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21g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실용신안국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심리에는 특
허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실용신안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심리에는 특허법 제
6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항에 의한 항고에 관해서 특허법원의 항고부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항
고부가 그 결정에 대해 법률문제에 관한 항고(법률항고)를 허가하는 경우에, 연방법원
에 법률항고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0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01조 내지 제
10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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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실용신안의 취소절차와 소송절차가 모두 계속 중으로서 그 소송의 판결이 당해
실용신안 보호의 존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은 그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
지 그 심리를 중지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인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동일 당사자의 취소절차에 대해 취소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원은 이 판단에 구속된다.
제20조

강제실시권의 부여에 관한 특허법 제24조제(1)항의 규정 및 그 절차에 관한 동법 제
81조 내지 제99조, 제11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등록 실용신안에 준용한다.
제21조

(1) 감정의 제출(제29조제(1)항 및 제(2)항), 권리회복(제123조), 진실의무(제124조),
공용어(제126조), 문서의 송달(제127조) 및 법원에 의한 사법 공조(제128조)에 관한
특허법 규정은, 실용신안소송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2) 소송구조의 승인(제129조 내지 제138조)에 관한 특허법 규정은, 실용신안소송절
차에 준용한다. 제135조제(3)항의 규정은 제133조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에게 항고의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1)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및 등록 실용신안으로부터 발생
하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권리는 제한을 두거나 두지 않고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법이 적용되는 영토 또는 그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실시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실시권
이 주어진 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제1문에 의한 실시권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특
허에 의한 권리를 그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실용신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부여는, 그 이전에 타인에게 부여된 실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조

(1)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의 다음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2) 수수료표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최장 10년을 한도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연장수수료는 최초의 보호기간이 만료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장수수
료의 납기일의 도래 후의 2월째의 말일까지 당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할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의 경과 후 특허청은, 실용신안권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정규의 통지가 송달된 달의 말일로부터 4월의 기간 내에 할증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취지를 통
지한다. 최초의 보호기간의 말일 이후에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우에 관해, 실용신안등
록에 관한 통지가 송달된 달의 말일로부터 4월의 기간 내에 연장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표에 의한 할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제5문의 규정을 적용한
다.
(3) 등록명의인이 그 자력 상황에 비추어 납부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
우 특허청은 통지의 발송을 연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제한기간 내의 분할불입 71 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연기를 할 수 있다. 분할불입이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 특허청은 등록명의인에 대해 통지가 송달된 후 1월 이내에 잔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취지를 고지한다.
(4) 통지 발송의 연기 신청이 없었던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당해 통지의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러한 해태를 충분히 해명하고 자력부족으로 인해 수수료 및 할증수
수료의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수수료 및 할증수수료 납부의 연기
가 가능하다. 납부의 연기는 분할불입을 조건으로 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납부기간
을 연기된 금액이 그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청은 등록권자에게 재차
통지해 미불 총액의 납부를 요청한다. 2번째의 통지가 송달된 후에는, 재연기는 인정
되지 않는다.
(5) 신청에 의하여 연기된 통지(제(3)항) 또는 납부기간의 연장이 인정된 후 재차 되
는 통지(제(4)항)는 수수료의 납부기일 후 1년 이내에 발송된다. 납부된 분할불입금
은, 미불액을 이유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6) 등록 실용신안은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된 자가 등록 실용신안을 포기하는 취지
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한 때 소멸한다.
(7) 존속기간의 만료 이외의 사유에 의한 소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특허공보에 요
약 리스트로 공고한다.
제24조

(1)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반하여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받
은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전항의 실시를 한 자는,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해야 한다. 침해자에게 경과실의 책임만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침해를 받은 자의 손해액 및 침해자에게 생긴 이익을 한도로 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24a조
71

payment of installments

(1)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자가 점유 또는 소유하는 특허
대상 제품의 폐기를, 그 제품에 의한 권리침해를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제거하지 못
하고 당해 폐기가 당해 권리침해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어서 과잉조치가 아닌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침해자의 소유로서 침해제품의 생산만을 위하거나 거의 그 생
산만을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장치에도 준용된다.
제24b조

(1)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위반해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받
은 자는, 상대방에게 과대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출
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정보제공을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생산자, 공급자
및 전 소유자, 및 거래 고객 또는 그 자가 대리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제조,
발송, 수취, 또는 주문된 제품의 수량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에서도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제공된 정보는, 정보제공 의무자의 동의 하에, 당해 정보가 제공되기 전의 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송
절차
또는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72 에 의한 절차에서 정보제공 의무자에 대하여 또는 형사소송
법(Strafprozessordung) 제52조제(1)항에 의한 관계인73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5) 정보에 대한 그 이상의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4c조

등록 실용신안의 침해에 관한 소송 청구는, 청구인이 침해 사실 및 침해자를 안 때로
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그러한 인식 여하를 불문하고 침해행위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제852조제2항
이 준용된다. 침해행위에 따른 청구권자의 손해에 의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받은 경
우에는, 시효의 완성 후라고 하여도, 침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반환의 의무를 진다.
제25조

(1) 실용신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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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인 제품(제11조제(1)항제2문)을 생산,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또는
2. 제14조에 위반하여 특허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2) 이 행위가 업으로서 행하여진 경우, 형은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한
다.
(3) 미수범은 처벌된다.
(4) 제(1)항의 경우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에 의한 기소가 상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죄는 고소에 의하여만 논한다.
(5) 위반행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74a조가 적용된다.
제24a조에 규정된 청구가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 내지 제
406c조)에 의한 절차에 대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된 경우에, 피침해자가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유죄판결의 공개를 명하여야 한다. 공개의 방식은 판결에서
정한다.
제25a조

(1) 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는 제품이 수입 또는 수출
되는 경우는,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그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제품은 세관당국에 의해 압류된다. 단속이 세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
여,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체결국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세관이 압류를 명한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처분권자 및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청구자에게는, 제품의 출처, 양 및 보관 장소, 및 처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통지되며,
이에 관해서는 통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Grundgesetz) 제10조)이 제한된다. 청구
자에게는, 거래 또는 영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품을 검사할 기회가 주어
진다.
(3) 제(2)항제1문에 의한 통지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압류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세
관은 압류된 제품의 몰수를 명한다.
(4) 처분권자가 압류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세관은 이를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청구자는 압류된 제품에 관한 제(1)항의 청구를 유지하는지를 세관에 대
하여 지체없이 표명해야 한다.
1. 청구자가 청구를 철회한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압류를 취소한다.
2. 청구자가 청구를 유지하고 압류된 제품의 보관 또는 권리의 제한을 명하는 집행
가능한 법원의 결정을 청구자가 제시한 경우,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제1문에 의한 청구자에게의 통지 송
달 후 2주가 경과한 때에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자가 제2호에 규정된 법원의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를 받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 압류는 최장 2주를 더
하여 유지된다.
(5) 압류가 최초부터 부당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 청구자가 압류된 제품에 관한 제
(1)항에 의한 청구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체없이 표명(제(4)항제2문)하지 않은 경우,
청구자는 당해 압류에 의하여 처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6) 제(1)항에 의한 청구는, 지역재무국(Regional Finance Office)에 제기하여야 하며,
보다 짧은 유효기간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 청구는
반복할 수 있다.
이 청구에 관련하는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재정법
(Abgabenordung) 제178조에 준한 비용이 청구자에 대하여 부과된다.
(7) 압류 및 몰수는, 압류 및 몰수에 대한 질서위반법74에 의한 과태료 절차에서 인정
되는 법률상의 구제방법에 의하여 대항할 수 있다. 당해 법률상의 구제절차에어 청
구자는 발언할 수 있다. 지방법원 75 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 76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주 고등법원77이 판단한다.
제26조

(1) 본법으로 정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청구를 주장하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물 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의 재정상태
를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법원에 증명한 경우, 법원은, 당해 일방의 청구에 의
하여, 당해 일방의 법원 비용 납부의 의무를 당해 일방의 재정상태에 적당하도록 감
액한 소송물 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의 효과로서 소송
비용의 감액을 받은 당사자는, 자기의 변호사의 수수료에 대해,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충분하다. 이 자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거나 이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은, 상대방이 납부한 법원 비용 및 상대방
이 부담한 변호사 수수료를,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만 변상할 의무를 가진다.
재판 외의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의
감액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자기의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이 상대방에게 적용
되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청구는, 법원 서기국에 대하여 제기되고 기록될 수 있다. 이는
당해 사건의 본안심리 개시 전에 행하여야 한다. 심리 개시 후에는, 추정 또는 확정
된 소송물 가액이 후에 법원에 의하여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청구에 대하
여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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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에 의한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소송(실용신안소송사건)
은, 소송물 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78 민사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2) 주 정부는, 절차의 촉진을 위한 경우,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의 실용신안 소송 사
건에 관한 분쟁의 처리를 법적명령에 의하여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 관할로 정하는
권한이 있다. 주 정부는 이 권한을 각각의 주법무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
(3) 실용신안 소송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2)항에 의한
조정이 없으면 소를 담당할 고등법원에 대하여 직무를 행할 자격을 가지는 변호사를
그 항소법원에 있어서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4) 당해 법원에서 직무를 행할 자격을 가지지 않은 변호사에 대하여 제(3)항에 정하
는 소송 위임을 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추가적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5) 당해 사건에 변리사가 관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한 변리사의 비
용이 필요한 한, 최대로 연방변호사 수수료 규칙(Bundes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 제11조에 정하는 상한 금액에 이르는 수수료가 반환된다.
제28조

독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독일의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그 대리인
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절차를 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당해 대리인은 실용신안
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지며, 또한 형사소송 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
다.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취지에 관해, 대리인의 영업소를 당해 자산이 소재지로 보
고,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주소가 없
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1) 연방법무부장관 79 은, 특허청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절차의
방식에 관해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적명령에 의하여 그 방식을 정한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무부장관은, 특허청에 대한 청구의 처리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한 행정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규정을 법적명령에 의해 정할 수 있
으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증명, 인증, 파일의 참조 및 정보제공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취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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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의 납부 의무자, 납부기한, 선불 의무, 면제, 시효 및 금액 결정 절차에 관한
규칙
제30조

물품이 본법에 의한 실용신안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인상을 주는 표지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하는 자, 또는 광고, 간판, 명함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이러한
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그 법률관계를 아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누구에 대하
여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표지의 사용 근거가 되는 실용신안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의무를 가진다.

3. 독일 디자인법

2006년 6월 21일 개정
section 1
보호의 전제
제1조 정의
본법의 의미에서
1. 디자인은 전체 제품 또는 당해 제품 일부분의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 외관으로,
특히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들 또는 당해
제품의 장식에서 발생하고,
2. 제품은 각각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대상으로, 포장, 장식, 그래픽 상징 및 하나의
혼합 제품으로 조립되는 부품들을 포함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3. 혼합 제품은 대체될 수 있어서 당해 제품이 분리되고 다시 조립될 수 있는 여러
부품들로 이루어지는 제품이고,
4. 규정에 맞는 사용은 최종 이용자에 의한 사용으로, 보수, 정비 또는 수리 등의 조
치를 제외하며,
5. 등록원부에 등록된 의장 소유자는 권리자로 간주된다.
제2조 의장 보호
(1)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의장으로서 보호된다.
(2)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당해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개시되지 않았을
때 신규하다고 간주된다.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의 특징들이 비본질적인 세부사항들에
서만 차이가 날 때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3) 하나의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
상이 출원일 이전에 공고된 다른 디자인이 동일한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분이 된다면 독창성을 가진다. 독창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계발
때 설계자가 지녔던 구성 자유의 정도가 고려된다.
제3조 의장 보호에서의 제척
(1) 다음의 사항은 의장 보호에서 제척된다.
1.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2. 디자인을 수용하거나 활용하는 제품이 타 제품과 기계적으로 조립되거나 연결되거
나 또는 타 제품 속에, 타 제품에 또는 타 제품 주위에 장착되어 두 제품이 그 기능
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크기로 모방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의 외
관상 특징.
3. 공개 법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4. 산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제6조에서 거명되는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들,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 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
(2) 제(1)항 제2번의 의미에서 외형상의 특징들은 서로 교환 가능한 다수의 부분들을
하나의 부품 체계 내에서 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의
장 보호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제4조 혼합 제품들의 부품
혼합 제품의 부품인 하나의 제품에서 이용되거나 당해 제품에 삽입되는 디자인은, 혼
합 제품 내에 삽입되는 부품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때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부
품의 명백한 당해 특징들 자체가 신규성과 독창성의 전제를 충족시킬 때에만 신규하
다고 간주되고 독창성을 가진다.
제5조 공고
하나의 디자인은 알려지고 전시되고 거래에서 사용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공의 이
익에 제공되었다면, 사회에서 활동하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정상적인 상거래의
진행에서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 아닌 한 공고된 것이다. 하
나의 디자인이 친숙함이라는 명백한 또는 암묵적인 조건 하에서만 삼자에게 공고되었
다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신규성 침해 제적 기간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의 12월 내에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를 통해 또
는 삼자를 통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의 정보 또는 행위의 결과 공공의 이용
에 제공되었다면, 공고는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당해
디자인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에 대한 부정 행위의 결과 공고되었을 때에는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section 2
권리자
제7조 의장을 얻을 권리
(1) 의장을 얻을 권리는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에게 귀속한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디자인을 함께 설계했다면, 의장을 얻을 권리는 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2) 하나의 디자인이 피고용자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또는 사용인의 지시에 따라 설계
되었다면, 의장을 얻을 권리는 계약상 어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사용인에게 귀속한
다.
제8조 형식적 권한
출원인과 권리자는 의장과 관련되는 절차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비권리자에 대한 청구 권한
(1) 하나의 의장이 제7조에 따라 권리가 있지 않은 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면, 권리
자는 다른 청구 권한들과 무관하게 의장의 이전 또는 말소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
다. 다수의 권리자 중에서 권리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공동 소유권의 양도를 요구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 권한은 의장의 공고로부터 3년의 제척 기간 내에서만 고소
를 통해 주장될 수 있다. 권리자가 의장의 출원 또는 양도시 악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 제1문에 따라 권리 소유가 완전히 바뀔 때에는 권리자가 등록원부에 등
록함으로써 실시권(licence) 및 그밖의 권리가 소멸된다. 예전 권리자 또는 실시권 피
허락자가 의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실제로 진지하게 준비했을 때, 당해자는 새
권리자에게 등록 이후 1월 이내에 단일한 실시권을 요구하면 당해 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 실시권은 적당한 기간 동안 적합한 조건으로 허락될 수 있다. 제2문과 제3문
은 권리자 또는 실시권 피허락자가 이용을 시작했거나 이를 위해 준비한 시점에 악의
가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4) 제(2)항에 따른 법적 절차의 개시, 당해 절차에서의 확정력 있는 결정뿐만 아니라
당해 절차의 모든 다른 종결 및 당해 절차의 결과로서 권리 소유의 모든 변화 역시
의장용 등록원부(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제10조 설계자 명명
설계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대해 독일 특허청에서의 소송과 등록원부에서 설계자
로 명명될 권리를 갖는다. 의장이 공동 작업의 결과라면 각각의 설계자가 자기 이름
의 명명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3
등록 방법
제11조 출원

(1) 의장을 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류는 독일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
다. 특허정보센터가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해 의장 출원을 받도록 규
정되어 있다면, 출원서류는 또한 특허정보센터를 통해 제출될 수도 있다.
(2) 출원서류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등록 신청서
2.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3. 공고에 적합한 디자인 재현물
4. 의장을 수용하거나 활용할 제품들의 데이터
제21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다면, 재현물은 평면에 적합한 디자인
단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3) 출원은 제26조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기타 출원 요건에 상응해야 한다.
(4) 출원서류는 추가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재현물의 설명을 위한 기술
2. 제2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그림 공고의 유예 신청서,
3. 물품 클래스 또는 의장이 분류될 수 있는 물품 클래스들의 일람표
4. 설계자 또는 설계자들의 데이터
5. 대리인의 데이터
(5) 제(2)항 제4번 및 제(4)항 제3번에 따른 데이터는 의장의 보호 범위에 어떤 영향
도 미치지 않는다.
(6) 출원인은 출원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집합출원
(1) 다수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서류에 요약될 수 있다(집합출원). 집합출원은 동일
한 물품 클래스에 속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100개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출원인은 독일 특허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집합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은
출원일을 그대로 둔다. 특허 비용 법률에 따라 모든 분할 출원에 대해 납부되어야 하
는 수수료의 총액이 지불된 출원 수수료보다 많다면, 차액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제13조 출원일
(1) 의장의 출원일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류가 다음의 장소
에 도착한 날이다.
1. 독일 특허청
2. 또는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해 당해 부서로 결정되었다면 특허 정
보 센터
(2)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우선권이 유효하게 이용된다면, 제2조 내지 제6조,
제12조 제(2)항 제2문, 제21조 제(1)항 제1문, 제34조 제1문 제3번 및 제41조를 적

용하여 우선일이 출원일을 대신한다.
제14조 외국 우선권
(1) 국제조약에 따라 동일한 의장의 예전 외국 출원 우선권을 사용하는 자는 우선일
이후 16월 내에, 예전 출원의 날짜, 국가 및 서류번호를 보고하고 예전 출원의 복사
본을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는 기한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우선권의 인정에 관한 어떤 국제조약도 존속하지 못하는 국가에 예전 출원이 제
출되었다면,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 이후 다른 국가가 독일 특허청에서의
첫 번째 출원을 근거로 하여 전제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과
비교할 수 있는 우선권을 허락하는 한 출원인은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데이터가 적시에 만들어지고 복사본이 제때 제출되면, 독일 특허
청이 우선권을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출원인이 의장의 등록 공고 이후 비로소 우선권
을 사용했거나 데이터를 변경했다면, 이것에 관해서는 공고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제
(1)항에 따른 데이터가 적시에 만들어지지 않거나 복사본이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우
선권의 주장에 대한 설명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특허청이 이것을
확정한다.
제15조 전시 우선권
(1) 출원인이 하나의 디자인을 본국 또는 국외 전시회에서 진열했다면, 최초의 전시회
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서류가 제출될 때 출원인은 당해일부터 우선권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 의미에서의 전시는 특수한 경우, 박람회 출품 보호에 관한 연방 사법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에서 규정된다.
(3)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사용하는 자는 디자인의 최초 전시일 이후 16월 이내에
당해일 및 전시회를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
다. 2 제14조 제(3)항이 준용된다.
(4) 제(1)항에 따른 전시 우선권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기한을 연장하지 못
한다.
제16조 출원 심사
(1) 독일 특허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출원 수수료
2. 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경비 선불금의 납입 여부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전제들의 존재 여부
4. 출원이 그밖의 출원 요건에 상응하는가의 여부

(2) 출원이 특허 비용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수수료의 미납으로 인해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독일 특허청이 이를 확정한다.
(3) 독일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수수료 지불이 불충분할 때 집합출원을 위한 출원
수수료가 충분히 추가 지불되지 않거나 지불된 수수료 금액으로 어떤 의장이 변제되
는지에 대해 출원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의장을 고려할지 독일 특허청이 결정한
다. 뿐만 아니라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특허청이 이를 확정한다.
(4) 공고 비용을 위한 경비 선불만 지불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지불되지 않았다면, 제
(3)항은 독일 특허청이 출원을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준용될 수 있다.
(5) 독일 특허청은 제(1)항 제3번 및 제4번에 따른 흠결이 있을 때 출원인에게 정해
진 기간 내에 확인된 흠결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독일 특허청의 요구를
이행한다면, 독일 특허청은 제(1)항 제3번에 따른 흠결의 경우 확인된 흠결이 제거되
는 날을 제13조 제(1)항에 따른 출원일로 인정한다. 흠결이 기한에 맞추어 제거되지
않으면, 독일 특허청은 결정을 통해 출원을 거절된다.
제17조 출원의 계속 취급
(1) 독일 특허청이 정한 기간을 놓친 뒤 의장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이 출원의
계속 취급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만회한다면 명백히 취소하지 않
아도 거절에 대한 결정은 효력이 없다.
(2) 계속 취급을 위한 신청서는 의장 출원의 거절에 대한 결정의 송달 후 1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당해 기간 내에 만회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기간 및 특허 비용 법률 제6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계속 취급
수수료의 지불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만회되는 행위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 부서가 신청서에 대해 결정한다.
제18조 등록 저해 요인
출원의 대상이 제1조 제1번 의미에서 디자인이 아니거나 하나의 디자인이 제3조 제
(1)항 제3번 또는 제4번에 따라 의장 보호에서 제척되었다면, 독일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다.
제19조 등록원부의 관리 및 등록
(1) 의장에 대한 등록원부는 독일 특허청에 의해 관리된다.
(2) 독일 특허청은 출원인의 출원 자격 및 출원서류에 제시된 데이터의 정당성을 심
사하지 않고 등록원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 출원인 데이터를 등록하고, 어떤 물품
클래스를 등록할지 결정한다.

제20조 공표
등록원부에의 등록은 의장의 재현물과 함께 독일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다. 등록은 디
자인의 모사의 완벽함과 외관상 특징들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보장 없이 이루어진
다. 공표 비용은 경비로 징수된다.
제21조 공표 유예
(1) 출원과 함께 재현물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대략 30월 공표 유예를 제의할 수 있
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표는 의장을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에 국한된다.
(2) 권리자가 유예 기간 내에 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연장 수수
료를 납부한다면, 보호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호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제
11조 제(2)항 제2문의 가능성이 활용되는 한, 유예 기간 내에 의장의 재현물도 제출
되어야 한다.
(3) 제20조에 따른 재현물을 포함하는 공표는 유예 기간의 경과 때 제(1)항 제2문에
따른 공표 또는 신청을 고려하여 예전 시점으로도 만회된다.
(4) 보호가 제(2)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유예 기한의 경과와 함께
종료된다. 집합출원을 근거로 등록된 의장들의 경우, 만회된 공표는 개별 의장들에
국한될 수 있다.
제22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록원부의 열람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의장의 재현물 및 독일 특허청이 의
장을 통해 관리하는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존속한다.
1. 재현물이 공표되었을 때
2.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동의를 표했을 때 또는
3. 권리가 있는 이해가 납득이 될 때
제23조 절차 규정, 항고 및 항고 심판
(1) 독일 특허청은 본법에 따른 절차에서 특허법 제26조 제(1)항 제2문 의미에서 법
적 회원을 통해 결정한다. 독일 특허청의 당해 회원 제척 및 기피에는, 법원 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45조 제(2)항 제2문 및 제
47조 내지 제49조가 준용된다. 결정이 필요한 경우 기피 신청에 관해서는, 독일 특허
청장이 일반적으로 당해 종류의 결정권을 주기로 결정한 독일 특허청의 다른 법적 회
원이 결정한다. 특허법 4 제123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제(7)항 및 제124조, 제
126조 내지 제128조가 준용된다.
(2) 본법에 따른 절차에서 독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연방특허재판소에서 이
루어진다. 항고에 관해서는 3명의 법적 회원이 임명된 연방특허재판소의 항소원이 결
정한다. 특허법 제69조, 제7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

항, 제76조 내지 제80조 및 제86조 내지 제99조, 제123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제(7)항 및 제124조, 제126조 내지 제128조가 준용된다.
(3) 항소원이 항고심판을 허용했다면, 제(2)항에 따른 항고에 관한 항소원의 결정대한
항고 심판은 연방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특허법 2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 제
101조 내지 제109조, 제123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제(7)항 및 제124조가 준용된
다.
제24조 소송 비용 지원
제23조에 따른 절차에서 출원인은 디자인의 등록원부 등록의 예견이 충분하다면, 신
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준용하여 소송 비용 지원을 얻는
다.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또한 제21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보호의 연장 비용 및
제28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유지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송 비용 지원이 허락될 수
있다. 특허법 3 제130조 제(2)항, 제(3)항과 제(5)항 및 제133조 내지 제138조가 준
용된다.
제25조 전자 문서
(1) 독일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는 출원, 신청 또는 그밖의 행위에 대해, 연방특허재
판소 및 연방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는 준비 서면 및 당해 첨부서에 대해, 당사자들의
신청과 설명에 대해 및 삼자의 정보, 공술, 감정 및 설명에 대해 문서 형식이 구비되
는 한 전자 문서가 독일 특허청 또는 법정에 의한 처리에 적합하다면 당해 형식에서
주기(註記)는 전자 문서로 충분하다. 책임이 있는 자는 서명법률에 따른 적임자의 전
자 서명을 포함하는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연방 사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령을 통해, 전자 문서가 독
일 특허청과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시점 및 문서 처리에 적합한 형식을 결정한
다. 전자 형태의 허용은 독일 특허청, 법정들 중 하나 또는 각각의 절차에 국한될 수
있다.
(3) 전자 문서는 수령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독일 특허청 또는 법정의 기구가 주기하
자마자 제출된다.
제26조 법령 권능
(1) 연방 사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관
리한다.
1.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한, 독일 특허청의 기구와 사무처리 및 의장 사건에서
의 절차 형식
2. 출원 및 디자인 재현물의 형식 및 그밖의 요건
3. 제1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출원에 동봉되는 디자인 단면의 허용 크기

4. 재현물의 해석을 위해 출원서류에 동봉되는 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물품 클래스의 분류,
6. 등록원부에 등록되는 사실을 포함하는 등록원부의 관리와 구성 및 공표의 개별 사
항들
7. 등록원부에의 등록이 말소된 뒤 의장의 재현물을 위한 출원서류에 동봉되는 제품
의 취급
(2) 연방 사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을 통해, 상급 및 중급 공무
원 및 이에 견줄만한 사용인들에게 그 성질상 어떤 특별한 법적 어려움을 허용하지
않는 등록 사실의 절차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렇지만 다음의
사항은 제외된다.
1. 출원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들을 근거로 제14조 제(3)항 제4문 및 제16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확정 및 결정
2. 제18조에 따른 거절
3. 제36조 제(1)항 제2번 내지 제5번에 따른 말소
4.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공표되어야 하는 물품 클래스에 관한 출원인의 데이
터(제11조 제(4)항 제3번)와 상이한 결정
5. 본법에 따른 절차에서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구제 또는 의안(제23조 제2번 제3문)
(3) 제(2)항 제1문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제척 및 기피에는 제23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이 적용된다.
(4) 연방 사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
을 통해 권능을 전부 또는 일부 독일 특허청에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4
보호의 발생 및 기간
제27조 보호의 발생 및 기간
(1) 보호는 등록원부에의 등록과 함께 발생한다.
(2) 의장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에 달한다.
제28조 유지
(1) 보호의 유지는 각각 보호 기간의 6년 내지 10년, 11년 내지 15년, 16년 내지 20
년 및 21년 내지 25년 동안 유지 수수료의 지불을 통해 효력을 지닌다. 보호의 유지
는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공표된다.
(2) 집합출원을 근거로 등록된 의장의 경우 유지 수수료가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 없
이 의장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납입된다면, 당해 유지 수수료는 출원의 순서대로 고려
된다.

(3) 보호가 유지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끝난다.
section 5
자산의 대상으로서의 의장
제29조 권리 승계
(1) 의장에 대한 권리는 타자들에게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있다.
(2) 의장이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기업 일부분에 속한다면, 의장은 의장이 속하는
기업 또는 기업 일부분의 양도 또는 이전에 대한 의심 속에서 고려된다.
(3) 의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권리자 또는 권리 승계인이 독일 특허청에 입증된다
면 당해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제30조 물권, 강제집행, 파산 절차
(1) 의장에 대한 권리는
1.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당에 잡힐 수 있거나,
2. 강제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1)항 제1번에 언급된 권리 또는 제(1)항 제2번에 언급된 조치는 채권자 또는
다른 권리자들이 독일 특허청에 입증된다면 당해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된
다.
(3) 의장에 대한 권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면, 파산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정의 청
구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의장에 대한 공동 소유권의 경우 제1문이 공동 소유
권자의 몫에 준용된다. 자기 관리(파산 법규 제270조)의 경우 후견인은 파산 관리인
을 대신한다.
제31조 실시권
(1) 권리자는 실시권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전 영역 또는 일부 영역에 부여할 수 있
다. 실시권은 배타독점적이거나 배타독점적이지 않을 수 있다.
(2) 권리자는 의장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를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권 계약의 규
정을 위반하는 실시권 피허락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1. 실시권의 기간
2. 의장의 이용 형식
3. 실시권이 부여된 제품들의 선택
4. 실시권이 부여된 영역 또는
5. 실시권 피허락자가 제조한 제품들의 품질
(3) 실시권 계약의 규정과 상관없이 실시권 피허락자는 의장의 침해로 인한 소송을
오직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이것을 요구받은 이후 적

절한 기한 내에 직접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타독점적 실시권의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4) 모든 실시권 피허락자는 자기의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기 위해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 고소의 공동소송인으로 출두할 수 있다.
(5) 제29조에 따른 권리 승계 또는 제(1)항 의미에서의 실시권 부여는 삼자에게 그
전에 부여된 실시권과 무관하다.
제32조 출원된 의장
본 항목의 규정은 적절하게 의장의 출원에 의해 논거를 갖춘 권리에 적용된다.
section 6
무효 및 말소
제33조 무효
(1) 제품이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규하지 않거나 독창성이 없거나(제2조 제(2)
항 또는 제(3)항), 또는 디자인이 의장보호에서 제외되었다면, 의장은 무효이다(제3조).
(2) 무효의 확정은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소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3) 의장 등록의 보호 효력은 의장의 무효가 확정되는 판결의 효력발생과 함께, 처음
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은 독일 특허청에 최종 판결문을 송달한다.
(4) 무효의 확정은 보호 기간이 끝난 뒤 또는 의장의 포기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
다.
제34조 다른 보호권들과의 충돌
의장 말소에의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 요구될 수 있다.
1. 나중의 의장에 식별력을 갖는 기호가 사용되고 기호의 소유자가 당해 사용을 금지
할 권리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의 불법 사용을 나타내는 경우
3. 예전 의장이 나중 의장의 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예전
의장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경우
청구 권한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제35조 부분적 유지
의장은 보호 전제가 충족되고 의장이 당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1. 제33조 제(1)항에 따른 무효가 신규성 또는 독창성의 부족 때문에(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의장 보호의 제적 때문에 확정될 수 있다면, 부분 무효 선언에 의
해서나 권리자에 의한 부분 포기 선언의 도중에 또는,

2. 말소가 제34조 제1문 제1번 또는 제2번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면, 부분 말소에의
동의 또는 부분 포기의 선언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
제36조 말소
(1) 의장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에 말소된다.
1. 보호 기간의 만료 때
2. 권리자의 신청 포기시 제9조에 따른 절차의 경우, 등록원부에 등록된 의장에 대한
권리의 다른 소유자들 및 원고의 동의가 제출될 때
3. 삼자가 신청과 함께 제2번에 따른 선언이 담긴 공개적인 또는 공개적으로 인증된
문서를 제출하면 삼자의 신청에 따라
4. 제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말소 동의 때
5. 최종 판결의 의안 때 시 무효 때문에
(2) 권리자가 제(1)항 제2번 및 제3번에 따라 의장을 부분적으로만 포기하고 제(1)항
제4번에 따라 의장 일부의 말소에의 동의를 선언하거나, 제(1)항 제5번에 따라 부분
무효가 확정된다면, 의장의 말소 대신 등록원부에 상응하는 등록이 이루어진다.
section 7
보호 효과 및 보호 제한
제37조 보호의 대상
(1) 보호는 출원서류에 분명하게 재현된 의장 외관 상의 특징들에 대해 보호의 근거
가 제시된다.
(2) 공고 유예의 목적을 위해 출원이 제1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평면의 디자인 단
면을 포함하고 있다면,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예 만료와 함께 합법적으로 연장될
때 보호 대상은 의장의 제출된 재현물에 따라 규정된다.
제38조 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보호 범위
(1) 의장은 권리자에게 의장을 사용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삼자가 사용하지 못하도
록 금지할 배타독점적인 권리를 허락한다. 의장 사용은 특히 의장을 수용하거나 사용
하는 제품의 제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및 당해 목적을 위한 당해 제품의 소
유를 포함한다.
(2) 의장으로부터 생기는 보호는 당해 의장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어떤 다른 전체
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모든 의장에까지 미친다. 의장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서 디자인 계발 때 설계자의 구성 자유 정도가 고려된다.
(3) 공고 유예 기간(제21조 제(1)항 제1문) 동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는

디자인이 디자인 모방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9조 법적 효력 추정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의장의 법적 효력을 대신할 수 있는 요구가 충족된다고 추
정된다.
제40조 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주장될 수 없다.
1. 사적 영역에서 비산업적인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행위
2. 당해 시도의 목적을 위한 행위
3. 재현물이 성의 있는 상습관과 일치할 수 있고 수수료를 통해 의장의 정상 사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출전을 지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인용 또는 지시의 목적을 위한 재현
물
4. 외국에서 허용되고 일시적으로만 본국에 착륙하는 선박 및 항공기 내의 설비
5. 제4번의 의미에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수리 및 수리의 실행을 위한 대체 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
제41조 사전 이용권
(1) 제38조에 따른 권리들은 등록된 의장과 무관하게 계발된 동일한 디자인을 본국에
서 출원일 이전에 선의로 사용되었거나 이를 위해 실제로 진지하게 준비한 삼자에 대
해 주장될 수 없다. 삼자는 의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실시권 양도(제31조)는 배제
된다.
(2) 삼자의 권리는 삼자가 기업을 경영하고 이용이 그 틀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준비
된 기업 부분과 함께 양도가 이루어는 게 아니라면 양도될 수 없다.
section 8
침해
제42조 배제, 중지 및 손해배상
(1) 제38조 제(1)항 제1문과 상치되게 의장을 사용하는 자(침해자)는 권리자 또는 다
른 권리자(피해자)에 의해 침해의 배제 및, 침해 행위 재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침해
의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2)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행동한다면, 침해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대신 침해자가 의장의 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의 반
환 및 당해 이익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다. 가벼운 부주의만 침해자의 책임이
된다면 법정은 손해배상 대신, 피해자의 손해 및 침해자의 이익 사이의 한도에서 보

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 파기 및 양도
(1) 피해자는 침해자의 소유 또는 소유권 속에 있는 모든 불법 제조․유포 또는 불법
유포가 예정된 제품을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제시된 조치 대신, 피해자는 침해자의 소유권 속에 있는 제품들을 제조
비용을 넘어서는 안 되는 적절한 보상의 대가로 양도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들이 침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지나치고 또 침해에 의해 야기된 제품들 상태가 다른 방법으로 배제될 수 있다면, 피
해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만 청구 권한을 갖는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들은 침해자의 소유권 내에 있으며 배타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배타독점적으로 제품들의 불법 제조를 위해 이용되거나 예정된 장치들에
준용될 수 있다.
(5) 민법법전 제93조에 따른 구조의 요부(要部)뿐만 아니라 그 제조 및 유포가 불법
인 제품 및 장치의 분리 가능한 부분들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제시된 조치에 해당
되지 않는다.
제44조 기업 소유자의 손해배상 의무
한 기업에서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의장이 불법으로 침해되었다면, 피해자는
또한 당해 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 권한을 제외하고 제42조 및
제43조에서 나오는 청구 권한을 갖는다. 다른 법적 규정들로부터 생기는 광범위한 청
구 권한들은 그대로 남는다.
제45조 배상
침해자의 행위가 고의도 아니고 부주의도 아닌 경우, 청구 권한의 이행을 통해 침해
자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의 보상이 기대된다면 침해
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청구 권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배상
할 수 있다. 계약상 권리 양도의 경우 보상으로 적절했을 금액이 배상금으로 지불될
수 있다. 배상금의 지불과 함께,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6조 정보
(1) 침해자는 특수한 경우 지나친 게 아니라면, 피해자로부터 제품의 원산지 및 판매
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다.
(2) 침해자는 제조자, 공급자 및 제품의 다른 전 소유자, 기업의 구입자 또는 위임자
등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조되고 공급되고 수취되거나 주문 받은 제

품의 양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3) 명백한 침해의 경우, 정보 부여에 대한 의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
의 방법으로 지시될 수 있다.
(4) 침해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 표시된 구성원에 대해 정보의 부여 이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형사소송수속 또는 법규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서 정보는 침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용될 수 있다.
(5)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청구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제47조 판결 공고
(1) 고소가 본법을 근거로 제기되었을 때, 승소 당사자가 정당한 이해를 설명한다면
판결을 패소 당사자의 비용으로 공고할 권한이 판결에서 승소 당사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법정이 어떤 다른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확정력 이후 비로소 공고될
수 있다.
(2) 공고의 종류와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공고에 대한 권한은 판결이 효력 발생
이후 6월 이내 공고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3) 공고의 권한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패소 당사자의 공고 비용 선불을 판결로 내려
달라고 제의할 수 있다. 신청이 최후 구두심리의 종결 후 비로소 이루어진다면, 1심
판결 법원은 구술심리 없이 판결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 전에 패소 당사자의 구두심
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48조 상론
제품이 권리자에 의해 또는 권리자의 동의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권에 관
한 협정의 다른 계약 국가 내에서 유통되었다면, 의장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의장에
대한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디자인이 삽입되거나 사용되는 제품과 관련되는 행
위에는 미치지 못한다.
제49조 시효
제42조 내지 제47조에 언급된 청구 권한들의 시효에는 민법법전 제1권 제5조의 규정
들이 준용된다. 채무자가 침해를 통해 권리자의 비용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민법
법전 제852조가 준용된다.
제50조 다른 법적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권한
다른 법적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
제51조 처벌 규정
(1)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38조 제(1)항 제1문에 상치되게 의장

을 사용하는 자는 3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 가해자가 직업적으로 행위한다면, 처벌은 5년 이내의 금고형 및 벌금이다.
(3) 당해 시도는 처벌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공의 이익 때문에 직무
상의 개입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면 행위는 신청만 있으면 소추된다.
(5) 범죄행위와 연관되는 대상은 몰수될 수 있다. 형법전 2 제74a조가 적용될 수 있
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403조 내지 제406c조)에 따른
절차에서 제43조에 표시되는 청구 권한들이 허가되는 한, 몰수에 관한 규정들은 적용
될 수 없다.
(6) 처벌이 선고될 때 권리자가 제의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명백히 하면 요구
대로 유죄판결의 공고가 지시될 수 있다. 공고의 종류는 판결에서 결정될 수 있다.
section 9
의장 소송 사항들에서의 절차
제52조 의장 소송 사항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청구 권한이 주장되는 모든 고소
(의장 소송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판소가 소송물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타독점
적으로 관할한다.
(2) 주정부는 법령을 통해, 절차의 사실적인 촉진 또는 보다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
는 한 수 개의 지방재판소의 관할권에 걸치는 의장 소송 사항을 1개의 당해 지방재판
소에 위탁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정부는 당해 권한을 당해 주의 법무부에 위임할 수
있다.
(3) 주들은 협정을 통해 한 주의 의장 재판소에 책임이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주의 관할 의장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4) 변리사가 의장 소송 사항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변호사 보상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불가피한 지출은 변제될 수 있다.
제53조 본법 및 부정 경쟁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청구 권한이 있을 때의 재판석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와 관련되고 또한 부정 경쟁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청구 권한은, 부정 경쟁에 대한 법률 제14조와 상이하게 의장 소송을 관할하는 법정
에서 주장될 수 있다.
제54조 소건 가치 우대
(1) 본법에 규정된 법률관계 중 하나로부터 생겨나는 청구 권한이 고소에 의해 주장
되는 민사소송에서 한쪽 당사자가 소송물의 가액에 비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

제적 상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납득시킨다면, 법정은 당해자의 신청에 따
라 재판비용의 지불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를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게 소송물 가액의
일부에 맞추어 책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결과, 수익 당사자는 변호사 수수료를 마찬가지로 단지 소
송물 가액의 당해 부분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소송비용이 수익 당사자에게 부과되거
나 또는 수익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떠맡는 한, 수익 당사자는 상대로부터 변제된 재
판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다만 소송물 가액의 당해 부분에 맞추어 지불하면 된
다. 재판 이외의 비용을 상대에게 부과하거나 상대가 떠맡는 한, 수익 당사자의 변호
사는 수수료를 상대로부터 상대에게 적용되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정의 서기과에서 기록을 위해 설명될 수 있다. 신청은
주로 심리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신청은 추측되거나 확정된 소송물
가액이 나중에 법정에 의해 인상될 때에만 허용된다. 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상대
의 구두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10
세관의 조치에 관한 규정
제55조 수입 및 수출 때의 차압
(1) 제38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침해가 명백하다면, 모방된 물품 및 불법 제조된
복제품 또는 모조품을 관세법상 자유로운 상거래 또는 비징수 절차로 옮기는 것의 금
지 및 당해 물품들의 수출과 재수출의 금지(ABI. EG Nr. L 341 S. 8)를 위한 조치에
관한 1994년 12월 22일자 권고 규정(EG) 번호 3295/94가 각각 통용되는 양식에 적
용될 수 없는 한, 각각의 제품은 신청에 따라 그리고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 시 권리
자의 보증에 대해 세관에 의해 차압된다. 이것은 다만 세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
는 한에만,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 및 유럽 경제권에 관한 협정의 다른 계약국가
들과의 교류관계에 적용된다.
(2) 세관이 차압을 명령한다면, 세관은 지체없이 처분권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보고한
다. 제품의 원산지, 수량 및 창고 위치뿐만 아니라 처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권리자
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서신 및 우편 비밀 보장권(기본법 제10조)은 이것에 관한 한
제한된다. 이로써 영업 및 기업 비밀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제품을 검열할 기
회가 권리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제56조 몰수, 이의신청
(1) 통지의 송달 후 늦어도 2주 경과한 뒤 제55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차압의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관은 차압된 제품의 몰수를 명령한다.

(2) 압수의 처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세관은 이에 대해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한
다. 권리자는 자신이 압수된 제품과 관련하여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할
지 지체 없이 세관에 선언해야 한다.
(3)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한다면, 세관은 압수를 즉각 무효화한다. 권리자가 신청을
유지하고 압수된 제품의 보류 또는 처분 제한을 지시하는 실행 가능한 법적 결정을
제출한다면,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제(3)항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관은 제(2)항 제1문에 따라 권리자에게 통
지의 송달 2주 경과 후 압수를 무효화한다. 권리자가 법적 결정이 제(3)항 제2문에
따라 신청되었지만 아직 자신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압수는 최장
2주 더 유지된다.
(5) 압수가 처음부터 부당한 것으로 입증되고 권리자가 압수된 제품과 관련하여 제55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거나 즉각 선언하지 않았다면(제(2)항 제2문), 권리
자는 압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처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57조 관할권, 법적 수단
(1)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상부 재무부에 제출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유효
기간이 신청되지 않는 한 2년 간 효력을 갖는다.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신청과 연
결되는 직무행위에 대해 권리자는 사용료 법규 제178조에 따라서 비용을 올린다.
(2) 압수 및 몰수에 대한 법규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에 허용되는 법
적 수단으로 압수 및 몰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상소 절차에서 권리자의 구두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급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항고가 허용된
다. 항고에 대해서는 지방고등재판소가 결정한다.
(3) 법령(EG) 번호 3295/94에 따른 절차에서, 법령에 다른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55조와 제56조 및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다.
section 11
특별 규정
제58조 본국 대리인
(1) 본국에 주소, 즉 소재지도 지점도 없는 자는, 독일 특허청, 연방특허재판소의 절차
및 의장과 관련되는 민사소송에서 대리의 전권뿐만 아니라 고소 제기의 전권 역시 위
임받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본국 대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만 독일 특허청 또는 연
방특허재판소에서 본법에 규정되는 절차에 참가하고 의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권에 관한 협정의 다른 계약국가의 국민은 유럽
변호사들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2000년 3월 9일자 법률(BGBI. I S. 182) 제1조

또는 변리사 허용을 위한 합의심사에 관한 1990년 7월 6일자 법률(BGBI. I S. 1349,
1351) 제1조에 대한 첨부서에서 각각 통용되는 양식으로 언급되는 직업 명칭 중 하
나로 직업적 활동을 실행할 자격이 있다면,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계약의 의미에
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1)항 의미에서의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경우, 절차는 본국에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위임송달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때
에만 추진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장소는 민사소송법 제23조
의미에서 자산이 위치하는 장소로 간주된다. 당해 영업소가 없다면, 대리인이 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소가, 당해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독일 특허청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4)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임명의 법률행위 종료는 독일 특허청 또는 연방특허재판소
에 당해 종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인의 임명 역시 통지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제59조 의장 지명도
제품이 의장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법적 지위의 지식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에 따라 명칭
의 사용이 어떤 의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60조 관계 법률에 따른 의장
(1)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상이한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는 한, 본법은 2004년 3
월 12일자 법률(BGBI. I S. 390) 제2조 제(10)항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1992년
4월 23일자 관계 법률(BGBI. I S. 938)에 따라 연장되는 모든 의장에 적용된다.
(2) 2001년 10월 28일에 소멸되지 않은 의장에 대한 보호 기간은 출원일이 해당되는
달로부터 25년 후 끝난다. 보호의 유지는 유지 수수료의 지불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6년 내지 20년까지 및 21년 내지 25년까지 실현된다.
(3) 관계 법률의 발효 때까지 적용되는 법규에 따른 의장의 사용으로 인해 보상에 대
한 청구 권한이 이미 발생했다면, 보상은 여전히 당해 법규들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4) 2004년 5월 31일자 양식의 관계 법률 제4조에 따라 연장되는 발명자증에 의해
보호되었거나 또는 발명자증의 부여를 위해 출원된 의장을 관계 법률의 발효 때까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자는 당해 의장을 연방 전 영역에서 계속 사
용할 수 있다. 보호권의 소유자는 사용 권리자에게 계속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2004년 5월 31일자 양식의 관계 법률 제4조에 따라 연장되는 산업용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이 1988년 12월 9일자 법령(GBI. I Nr. 28 S. 333)에 의해 개정된
1974년 1월 17일자 산업용 디자인에 관한 법령(GBI. I Nr. 15 S. 140) 제10조 제(1)
항에 따라 공고되었다면, 이것은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통용되는 양식에서

의장법 제8조 제2번에 따른 출원의 등록원부 등록 공고와 대등하다.
(6) 관계 법률에 따라 합의 계약 제3조에 언급된 영역 또는 그밖의 연방 영역으로 확
장된 의장이 보호 영역에서 일치하고 확장의 결과 동시에 발생하는 한, 당해 보호권
또는 보호권 청구 출원의 소유자들은 그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보호권 또는 보호권
청구 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서로에 대해서도, 다른 보호권 또는 다른 보호권
청구 출원의 소유자가 사용을 허가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보호권 또는 보호권 청구 출원의 대상은 보호권 또는 보호권 청구 출원이 연장되는
영역에서, 무제한적인 사용이 다른 보호권 또는 다른 보호권 청구 출원의 소유자, 또
는 당해 소유자가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자들의 정당한 이해를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보호권 또는 보호권 출원 청구 대상의 사용을 허락한 개인들의
중요한 침해로 이어지는 한 사용되면 안 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7) 2004년 5월 31일자 양식의 관계 법률 제1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확장되는 의장의
효력은, 관계 법률의 발효 때까지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출원의 시간 순서에 결정
적으로 중요한 날 이후 그리고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의장을 적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해자는 사안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관계자의 정당한
이해를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의장의 사용이 보호권의 소유자 또는 당해 소
유자가 보호권 대상의 이용을 허락한 개인들의 중요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의
장을 연방 전 영역에서 특허법 제12조의 준용으로 생기는 한계를 갖고 자체 공장 또
는 타 공장에서 자기 기업의 필요를 위해 이용할 권한이 있다. 외국에서 제조되는 제
품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 불인정이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게 부당
한 정도를 나타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유 상태가 본국에서의 사용에 의해 근거를
갖게 될 때에만 제1문에 따른 계속 이용권이 귀속된다.
제61조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글자
(1) 2004년 6월 1일 만료 때까지 적용되는 양식의 글자법 제2조에 따라 출원된 타이
포그래피 글자에 대해서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상이한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
는 한 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허락된다.
(2)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제출된 글자법 제2조에 따른 출원에 대해서는 당
해 시점까지 당해 출원에 적용되는 보호 자격의 전제에 대한 규정들이 장차 적용된다.
(3) 의장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는, 2004년 6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타이포그래피
글자의 소유자가 당해 시점까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금지시킬 수 없었던 행위에 대
해 주장될 수 없다.
(4) 제(1)항에 언급된 글자의 등록 때까지는, 글자의 보호 효력은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적용되는 양식의 글자법에 따른다.
(5) 제(1)항에 언급된 글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28조 제(1)항 제1
문과 다르게 보호 기간의 11년째부터 비로소 유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ection 12
공동 의장
제62조 출원의 계속적 관리
공동 의장(ABI. EG 2002 Nr. L 3 S. 1)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자 권고 법령(EG)
제6호/2002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의장의 출원이 독일 특허청에 제출된다면,
독일 특허청은 출원서류에 도착 날짜를 기입하고 출원을 심사 없이 즉각 국내 시장
(상표, 디자인, 모델)을 위한 조정 관청에 전달한다.
제63조 공동 의장 소송 사항
(1) 법령(EG) 제6호/2002 제80조 제(1)항 의미에서 공동 의장 재판소가 관할하는 모
든 고소(공동 의장 소송 사항)에 대해서는 1심 공동 의장 재판소로서 지방재판소가
소송물의 가액에 대한 고려 없이 독점배타적인 관할권을 지닌다.
(2) 주정부는 법령을 통해 수 개의 공동 의장 재판소의 관할권에 걸치는 공동 의장
소송 절차를 1개의 당해 재판소에 위탁하는 권한을 가진다. 주정부는 당해 권한을 법
령을 통해 당해 주의 법무부에 위임할 수 있다.
(3) 주들은 협정을 통해 한 주의 공동 의장 재판소에 책임이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주의 관할 공동 의장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동 의장 재판소에서의 절차에 제52조 제(4)항 및 제53조가 준용될 수 있다.
제64조 집행 조항의 부여
법령(EG) 제6호/2002 제71조 제(2)항 제2문의 집행 조항 부여에 대해서는 연방특허
재판소가 관할한다. 집행 가능한 판결문은 연방특허재판소 서기과의 문서 작성관에
의해 교부된다.
제65조 공동 의장의 처벌 가능한 침해
(1)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EG) 제6호/2002 제19조 제(1)항에
배치되게 공동 의장을 사용하는 자는 3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 제5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준용된다.
section 13
잠정 규정
제66조 적용 가능한 권리
(1)연방법률공보 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되고 수정되었으며 2002년 7월 23일자

법률(BGBI. I S. 2850) 제8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양식의 의장법에 따라 1988
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의장에는 당해 시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장차 적용된다.
(2) 2001년 10월 28일 이전에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의장에는 당해 시점까지 당해 의
장에 적용되는 보호 자격의 전제에 관한 규정이 장차 적용된다. 당해 의장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는, 2001년 10월 28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당해 날짜 이전에 연
방법률공보 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되고 수정된 양식의 의장법 규정에 따라 당해
시점까지 통용되는 양식에 금지시킬 수 없었던 제38조 제(1)항의 의미에서 행위와 관
련되는 한 주장될 수 없다.
(3) 2004년 6월 1일 이전에 출원되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의장에 대해, 등록 때
까지의 보호 효력은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통용되는 양식에서는 연방법률공
보 3부 분류번호 441-1에 공개되고 수정된 양식의 의장법 규정에 따른다.
(4) 민법법전의 시행법 조항 229 제6조는, 연방법률공보 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
되고 수정된 양식의 의장법 제14a조 제(3)항이 2002년 1월 1일까지 통용되는 양식에
서 2002년 1월 1일까지 통용되는 양식의 시효에 관한 민법법전의 규정들과 대등하다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준용된다.
제67조 권리 제한
(1) 하나의 의장에서 나오는 권리는 원래 외관의 복구와 연관하여 혼합 제품의 수리
를 위한 부품의 이용과 관련되는 행위들에 대해, 당해 행위가 연방법률공보 3부 분류
번호 442-1에 공개되고 수정된 양식의 의장법에 따라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통용되는 양식에서 제지될 수 없다면 주장될 수 없다.
(2) 2004년 6월 1일 이전에 교부되었고 의장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해 근거가 있는
권리에 대한 기존의 실시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2004년 6월 1일부터 양도되었거나
또는 실시권이 당해 시점부터 부여된 경우에만 제31조 제(5)항이 적용된다.
(3) 제10조에 따른 설계자 명명에 대한 청구 권한은 2004년 6월 1일부터 출원되는
의장에 대해서만 주장될 수 있다.
(4)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통용되는 양식의 의장법 제8a조에 따른 기본 디자
인의 변형이 지니는 보호 효력은, 2004년 5월 31일 만료 때까지 통용되는 양식에서
는 연방법률공보 3부 분류번호 442-1에 공개되고 수정된 양식의 의장법 규정에 따른
다. 2 제28조 제(2)항은 우선 기본 의장을 고려한다는 것을 기본 디자인의 변형 유지
에 적용될 수 있다.

4. 독일 상표법

제1장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3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
제4장
제5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6장
제1절
제2절
제7장
제8장
제1절
제2절
제9장

適用範圍(Anwendungsbereich)
商標 및 營業상의 標識의 保護의 要件, 內容 및 制限; 讓渡 및 使用權
商標 및 營業上의 標識; 優先順位 및 先行順位
登錄에 의한 商標保護의 要件
保護의 內容; 權利侵害
保護의 制限
財産權의 目的物로서의 商標
商標業務의 節次
登錄節次
修正; 分割; 保護期間과 更新
抛棄, 失權 및 無效; 取消節次
特許廳 節次에 관한 一般的 規定
特許法院 訴訟節次
聯邦大法院 節次
共通規定
團體標章(Kollektivmarken)
마드리드 상표협정과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보호
마드리드 商標協定에 따른 商標의 保護
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商標의 保護
共同體商標
地理的 出處表示
地理的 出處表示의 보호
유럽經濟共同體規則 Nr. 2081/92에 따른 地理的 表示와 原産地表示의 保護
標識訴訟節次
刑罰 및 罰金規定; 輸入 및 輸出시의 押留
刑罰 및 罰金規定
輸入 및 輸出시 商品의 押留
經過規定(Übergangsvorschriften)

제1장 適用範圍
제1조(商標 및 標識)

다음 각 호의 상표 및 표지는 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1. 상표,
2. 영업상의 표지,
3. 지리적 출처표시.
제2조(他 規定의 適用)
본법에 따른 상표, 영업상의 표지,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는 이들 표지의 보호를 위
한 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장 商標 및 營業상의 標識의 保護의 要件, 內容 및 制限; 讓渡 및 使用權
제1절 商標 및 營業上의 標識; 優先順位 및 先行順位
제3조(商標로서 保護될 수 있는 標識)
(1) 한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업을 다른 기업의 그것과 구별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
지, 특히 人名을 포함한 單語, 圖形, 文字, 數字, 소리符號, 상품이나 그 包裝의 형상
을 포함한 立體的 형상 및 색채 또는 색채들의 組合을 포함한 기타의 外裝은 상표로
서 보호될 수 있다.
(2) 다음의 형상만으로 구성되는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될 수 없다.
1. 상품자체의 성질에 의존하는 형상
2.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또는
3. 상품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제4조(商標保護의 發生)
상표보호는
1. 표지를 특허청상표원부에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2. 표지가 관련 거래업계 내에서 상표로서 거래자의 인정을 받은 한에 있어서, 그 표
지를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함으로써, 또는
3. 파리협약 제6-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주지성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5조(營業上의 標識)
(1) 企業標識와 著作物의 題號는 영업상의 표지로서 보호된다.
(2) 企業標識라 함은 영업상의 거래에서 영업 또는 기업의 명칭, 상호 또는 특별한 표
지로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영업의 특별한 표지란 관련 거래업계 내에서 영업의
식별표지로 간주되는 영업표 및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한 기타 표지
를 말한다.

(3) 저작물의 題號라 함은 인쇄물, 영화작품, 음악작품, 희곡 또는 기타 비교되는 저작
물의 명칭 또는 특별한 표지를 말한다.
제6조(優先順位, 先行順位)
(1) 상표법 제4조, 제5조 및 제1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
본법에 따라 그 권리들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그 권리들의 선행순위가 기준이 되는 경
우에는, 선행순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다.
(2) 출원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선행순위의 결정에는 출원일(제33조 제1항) 또는, 제
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서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우선권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제4조 제2호 및 제3호(주지상표) 그리고 제5조 및 제1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권리의 선행순위의 결정에는 권리가 취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들이 선행순위로서 같은 날에 속하는 경우 그 권리들
은 순위가 동일하며 상호간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절 登錄에 의한 商標保護의 要件
제7조(所有權)
등록상표 및 출원상표의 소유주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3.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한에 있어서, 社團.
제8조(絶對的 保護障碍)
(1) 상표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없을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다음의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2. 거래시장에서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의 표시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의 표시와 관련하여 소용이 되는 표
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3.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관습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업의 표시를 위하여 보통으로 되어버린 표지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4.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성질,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표시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를 기
만하기에 적합한 상표
5.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6. 국장, 국기, 그 밖의 국가적 標章 또는 국내의 지방이나 국내의 상급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밖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紋章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7. 연방법률공보상의 법무성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제외된 公的 檢査
표장 또는 保證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8. 연방법률공보상의 법무성 공고에 의하여 상표로서의 등록이 제외된 문장, 기장
혹은 기타 휘장, 국제기구의 인장 혹은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 혹은
9. 公益을 위한 기타의 법규에 따라서 그 사용이 분명히 거절될 수 있는 상표
(3)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상표가 등록결정시점 전에 출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 거래업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상표가 각호에 열거된 표지의 모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는 출원인이 각 호의 표지 중
하나를 상표에 사용할 권한이 있을 때에는 비록 이 표지가 각호의 표지 중 다른 것과
혼동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제2항 제7호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검사표지 또는 보증표지를 도입한 상품 및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제2항 제8호는 출원상표
가 일반수요자에게 국제기구와의 연관되어 있다고 잘 못된 인상을 주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先行商標에 의한 相對的 保護障碍)
(1) 상표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1.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선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할 경우,
2.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양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에게 연상의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3.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
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
여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선행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당해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용하거나 침해할 경우.
(2) 상표의 출원은 그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에만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등록장
애를 구성한다.
제10조(周知商標)
(1) 상표가 파리협약 제6-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선행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부

가적 요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2) 제1항은 출원인이 주지상표의 소유주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代理人 商標)
상표가 상표소유주의 동의 없이 상표소유주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위하여 등록된 경
우에는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제12조(使用에 의하여 取得된 先行商標 및 先行 營業上의 標識)
타인이 등록상표의 선행순위 기준일 이전에 상표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
은 상표에 관한 권리나 제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하고 이것이 그에게 독일연방공화국의 全 영역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
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제13조(其他의 先行權利)
(1) 타인이 등록상표의 선행순위 기준일 이전에 상표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열거
되지 않은 其他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 권리가 그에게 독일연방공화국의 전 영역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
다.
(2)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기타의 권리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속한다:
1. 성명권,
2.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
3. 저작권,
4. 품질표시,
5. 지리적 출처표시,
6. 기타 영업상의 보호권
제3절 保護의 內容; 權利侵害
제14조(商標權者의 獨占的 權利; 侵害禁止請求權; 損害賠償請求權)
(1) 제4조에 의한 상표보호의 취득은 상표소유주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2) 제3자에게는 상표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1.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한 상품 또
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2. 표지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그 상표 및 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
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에게 그 표지와 그 상표와의 연상의 위

험을 포함하여 혼동의 위험이 있을 때, 표지를 사용하는 것, 또는
3. 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표지의 사용이 그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
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그 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는 상
품과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3)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질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호가 금지된다.
1. 표지를 상품 또는 그 외장이나 포장에 부착하는 것,
2.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팔려고 내놓고, 거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3. 표지를 부착하여 서비스를 팔려고 내놓거나 제공하는 것,
4. 표지를 부착하여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5. 표지를 업무용 서류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
(4) 또한 제3자에게는 상표소유주의 동의 없이 영업상의 거래에서
1.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를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레테르, 라벨,
꼬리표 또는 그런 종류의 표지수단에 부착하는 것,
2.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표지수
단을 팔려고 내놓고, 거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또는
3.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 또는 유사한 표지가 부착된 外裝材나 包裝材 또는 標識
手段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외장이나 포장을 위한 외장재나 포장재 또는 표지
수단이 제3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표지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외장이나 포장 또는 표시를 위하여 사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금지된다.
(5) 누구든지 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상표소유주에 의하
여 금지가 청구될 수 있다.
(6)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로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소유주에게 침해행위를 통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침해행위가 기업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졌다면, 금지청구권 그리고,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과실로 행한 한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업의 소
유주에 대하여도 주장될 수 있다.
제15조(營業上의 標識의 所有權者의 獨占的 權利; 侵害禁止請求權; 損害賠償請求權)
(1) 영업상의 표지에 대한 보호의 취득은 그 소유주에게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다.
(2) 제3자는 영업상의 표지 또는 유사표지를 保護되는 표지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알맞게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3) 영업상의 표지가 국내주지의 영업상의 표지와 관련이 있다면,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혼동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표지의 사용이 당해 영업상의 표지의 識別
力이나 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한에 있어서, 제3
자에게는 그 영업상의 표지 또는 유사표지를 영업상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이 또한

금지된다.
(4)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반하여 영업상의 표지 또는 유사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영업상의 표지의 권리자에 의하여 금지가 청구될 수 있다.
(5)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상 표지의 권리자에게 이 때
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제14조 제7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6조(참고서의 등록상표재생)
(1) 사전, 백과사전 또는 유사참고서에서의 등록상표의 재생이, 이 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속명이 문제가 된다는, 인
상을 줄 때에는, 상표의 소유주는 그 출판자에 대하여 상표재생에 등록상표와 관련이
있다는 참조문을 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고서가 이미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청구는 제1항에 의한 참조문을 그 참고서의
새로운 판에 삽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 제1항과 제2항은 그 참고서가 전자데이터뱅크의 형태로 판매되거나 그 참고서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데이터뱅크에의 접근이 보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7조(代理人 또는 代表者에 대한 請求權)
(1) 상표가 상표법 제11조에 위반하여 상표소유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위하여 상
표소유주의 승낙이 없이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다면, 상표소유주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
에게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의 이전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상표가 상표법 제11조에 위반하여 상표소유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위하여 등
록되었을 경우, 상표소유주가 그 사용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상표소유주는 대리인 또
는 대표자에 의한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
다.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상표
소유주에게 침해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표법 제14조 제
7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8조(廢棄請求權)
(1) 상표 또는 營業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상표법 제14조, 제15조 그리고 제17조의 경
우, 권리침해를 통하여 야기된 상품의 상태가 다른 방법으로 시정될 수 없고 그 폐기
가 침해자 또는 소유주에 대하여 개개의 경우에 과도하지 않다면 침해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는 불법표지부착상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침해자의 소유권에 속하고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불법표지의
부착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지정된 설비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의 폐기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9조(情報請求權)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4조, 제15조 그리고
제17조의 경우에, 개개의 경우에 과도하지 않다면, 불법표지부착상품의 출처와 판매
방법에 관한 지체 없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조자, 공급자, 전 소유주, 거
래상의 구입자 또는 위탁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제조, 공급, 보유 또는 주문된 상품의
수량에 관한 명세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의
방법으로 명령될 수 있다.
(4) 이러한 정보는 정보제공의무자나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 표기된 친척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약식기소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정보제공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정보제공의무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이용될 수 있다.
(5) 그 밖의 정보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절 保護의 制限
제20조(出訴期限)
(1) 상표법 제14조 내지 제19조와 관련한 出訴期限에 관하여는 민법전 제1권 제5장
의 규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침해자가 침해를 통하여 권리자를 희생시
켜 무엇이든 얻었다면, 민법전 제852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1조(請求權의 喪失)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후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그가 5년간 계속하여 이러한 사용을 알고 있으면서 상
표의 사용을 감수한 한에 있어서, 후등록상표가 악의로 출원되지 않았다면, 금지할 권
리를 갖지 아니한다.
(2)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후행의 제4조 제2호 또는 제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 영업상의 표지 또는 후행의 제1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기타 권리
의 사용을, 그가 5년간 계속하여 이러한 사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권리의 사용을
감수한 한에 있어서, 이 후행권리의 소유주가 권리취득 당시 악의가 없었다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후행권리의 소유주는 선행권리의 사용을 금지하지 못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상실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2조(後行商標의 登錄持續力에 의한 請求權의 除外)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다음 각호의 이유로 후등록상표의 취소신청
이 거절되었거나, 거절될 수 있다면, 후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1. 선행상표 또는 선행 영업상의 표지가 후행상표의 등록선행순위를 위한 기준일
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직 주지되지 않았기 때문에(제51조 제3항),
2. 선행상표의 등록이 후행상표의 등록공고일에 기간만료 또는 절대적 보호장애로 인
하여 무효화 될 수 있었기 때문에(제51조 제4항).
(2) 제1항의 경우에는 후등록상표의 소유주는 선행상표 또는 선행 영업상의 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제23조(姓名 및 記述的 表示의 使用; 補充部品의 去來)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영업상의 거래에서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3자에게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1. 그의 성명 또는 주소의 사용,
2.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특성이나 성질, 특히 그 종류, 품질, 목적, 가치, 지리적 출
처, 제조 혹은 제공일자에 관한 표시로서 당해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와 동일한 표
지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또는
3. 특히 부속품 또는 보충부품으로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지정표시로서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사용.
제24조(商標權의 消盡)
(1)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는 그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를 부착하여 그
에 의해서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독일연방공화국 내, 그 밖의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구역에 관한 조약의 체결국내에 유통된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표 또는 영업
상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3자에게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2)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가 상품의 전매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를 들
어 그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의 사용을 반대하는 경우, 특히 상품의 상태가 유통된
후에 변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흠 있는 使用으로 인한 請求權의 排除)
(1) 등록상표의 소유주는, 그 상표가 청구권의 주장 전 최근 5년간 그가 청구이유로
주장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제26조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표가 이 시점까지 적어도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제14조,
제18조 그리고 제19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14조, 제18조 그리고 제19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청구권이 등록상표
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으로 주장되었을 때에 는, 그 상표가 이 시점까지 적어도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한, 원고는 피고의 이의에 응하여 그 상표가 소가 제기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그가 청구이유로 인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26조에 따라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의 제기 후 5년간의 불사용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이의에 응하여 그 상표가 구두심리 종료 전 최
근 5년간 상표법 제26조에 따라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에서는
사용이 입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이 고려된다.
제26조(商標의 使用)
(1) 등록상표에 의한 청구권의 주장 또는 등록의 유지가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달려 있는 한에 있어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소유주에 의하여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성실하게 사
용되었어야 한다.
(2) 상표소유주의 승낙이 있는 상표의 사용은 상표소유주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된다.
(3) 등록과 차이가 있는 형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차이가 그 상표의 식
별상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제1문은 상표가
사용된 형상과 똑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상품이 오로지 수출하기로만 예정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외장이나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도 국내에서의 사용으로 간주된다.
(5) 상표의 사용이 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요구되는 한, 이 등록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의 종결시점이 등록시점을 대신한다.
제5절 財産權의 目的物로서의 商標
제27조(權利의 移轉)
(1)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에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있다.
(2) 상표가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할 경우, 상표가 속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일
부의 양도 또는 이전은, 불확실한 경우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
된 권리를 포함한다.
(3)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청에 증
거가 제공되면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4) 권리의 이전이 단지 그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에만 관련된다

면, 등록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상표법 제46조 2항, 3항 1문 및 2문을 제외하고 필요
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8조(權利所有關係의 推定: 商標權者에의 送達)
(1)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상표원부에 상표소유주로서 등록된 자에 속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된 경우에는, 권리
승계인은 권리이전등록신청이 특허청에 송달된 시점부터 비로소 특허청에서의 절차,
연방특허법원에의 소송 또는 연방대법원에의 상고에서 이 상표의 보호청구권과 등록
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문은 상표소유주가 당사자인 그 밖의
특허청 절차, 특허법원에의 항고절차 또는 연방대법원에의 상고에 필요한 변경을 가
하여 적용한다. 권리승계인이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른 절차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밖의 절차당사자의 승낙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상표소유주에의 송달에 필요한 특허청의 명령과 결정은 상표소유주로 등록된 자
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특허청에 권리이전의 등록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1문의 명
령과 결정도 또한 권리승계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29조(實在的 權利; 强制執行; 破産節次)
(1)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1. 담보로 제공되거나 기타 실재적 권리의 목적물 혹은
2.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의 권리 또는 제1항 제2호의 조치가 상표의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 권
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또는 조치는, 이것이 특허청에 증명되면,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3) 상표의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압류될 경우에는, 그 권
리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파산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치산
(파산법 제270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파산관재인을 대신한다.
제30조(使用權設定)
(1)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는 상표가 보호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全域 또는 그 一部
地域에 대하여 전용 또는 비전용 사용권설정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상표소유주는 다음사항과 관련하여 사용권설정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상표 사용
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사용권설정의 기간,
2. 商標登錄상 상표가 사용될 수 있는 형상,

3. 사용권이 부여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종류,
4. 상표가 부착될 수 있는 지역,
5. 상표소유주에 의하여 생산/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질.
(3)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만 상표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상표사용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표소유주에 의하여
제기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될 수 있다.
(5) 상표법 제27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위 (1)에 따른 사용권의 설정은 그 이전
에 제3자에게 부여된 사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1조(出願商標)
제27조～제30조는 상표의 출원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
여 적용된다.
제3장 商標業務의 節次
제1절 登錄節次
제32조(出願의 要件)
(1) 상표원부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상표등록출원은
1.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상표의 재생 그리고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상표등록출원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3조(出願日; 登錄請求權; 出願의 公告)
(1) 상표의 출원일은 제32조 제2항에 의한 자료를 기재한 증거서류가 특허청에 접수
된 날이다.
(2) 출원일이 확실한 상표의 출원은 등록청구권을 부여한다. 출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절대적 등록장애가 등록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3) 출원일이 확실한 상표의 출원은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
여 공고된다.

제34조(外國의 優先權)
(1) 前 외국출원의 우선권 주장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이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
도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2) 前 외국출원이 우선권 인정에 관한 국제조약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에 제출된 경
우에는, 연방법무성의 법률관보 공고 후에 다른 국가가 특허청에의 최초의 출원에 대
하여 요건과 내용상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과 동등한 우선권을 보장하는 한, 출원인
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에 상응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일 이후 2개월 내에 前 출
원의 일자와 국가를 제시해야 한다. 출원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특허청
은 출원인에게 최고장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前출원서번호를 제시하고 前출원서의 등
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는 자료는 변경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상실된다.
제35조(博覽會 優先權)
(1) 상표출원인이 출원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을1. 1928.11.22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 또는
2. 기타 국내 또는 외국의 박람회에 전시한 경우, 그가 출원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첫 번째 전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출원서를 제출한다면, 그는 이날부터 제
3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에 표시된 박람회는 연방법무성에 의하여 법률관보에 공고된다.
(3)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박람회는 개별적으로 연방법률관보의 박람회
보호에 관한 연방법무성공고에 규정된다.
(4)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전시일
및 그 박람회를 제시해야 한다. 출원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출원상표를 부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시증명서를 최고장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증명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상실된다.
(5) 제1항에 의한 박람회우선권은 제34조에 따른 우선권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제36조(出願要件의 審査)
(1) 특허청은
1. 상표의 출원이 제33조에 따른 출원일의 인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2. 출원이 기타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3. 출원료가 충분한 금액으로 납부되었는지 그리고
4. 출원인이 제7조에 따라 상표권자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2) 제1항 제1호 따라서 확인된 하자가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
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특허청의 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특
허청은 확인된 흠이 보정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3)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類수수료가 추가로 납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게 납
부되거나, 납부된 수수료 총액이 어떤 상품類 또는 서비스업類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는 지가 출원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主要商品類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류구분의 기타의 상품류가 고려된다. 그밖에는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기간 내에 출원수수료와 추가수수료는 납부되지만 요구되는 류수수료는 납부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이 납부된 수수료 총액이 어떠한 상품류 혹은 서비스업류를 포함하
는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제1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이 없
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主要商品類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류구분의 기타 상품류가
고려된다.
(4) 그 밖의 흠이 특허청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출원
을 거절한다.
(5) 출원인이 제7조에 의한 상표권자일 수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출원을 거절한
다.
제37조(絶對的 保護障碍의 審査)
(1) 상표가 제3조,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된다.
(2) 심사결과 상표가 출원일(제33조 제1호)에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출원일 이후 보호장애가 없어진 경우에는, 출원인
이 원출원일 및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주장된 우선권에 관계없이 보호장애가
없어진 날이 출원일로 간주되어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행순위의 결정
을 위하여 기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출원은 거절될 수 없다.
(3) 출원은, 詐欺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거절된다.
(4) 출원은, 선행상표의 주지성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기타 제9조 제1항 또는 제
2항의 요건이 주어진 경우에만 거절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상표가 출원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일부와 관련하여서만
등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38조(優先審査)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심사가 신속하게 실시된다.
제39조(出願의 撤回, 제한과 補正)

(1) 출원인은 언제든지 출원을 철회하거나 출원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업의 목록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원의 내용은, 언어상의 오류, 오기 또는 기타 분명한 오류의 정정을 위한 출원
인의 신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제40조(出願의 分割)
(1) 출원인은, 출원인이 상표의 출원이 분할선언에서 제시된 상품과 서비스업과 관련
하여 계속 분할된 출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출원을 분할할 수 있다.
모든 분할출원에 대하여 원출원의 선행순위가 유지된다.
(2)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요구되는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출원서
가 분할선언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이 기간 內에 수수료가 특허
비용법에 따라 분할절차를 위하여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분할선언은 철회될 수 없다.
제41조(登錄)
출원이 출원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제37조에 따라 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상표는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등록은 공고된다.
제42조(異議申請)
(1) 제41조에 따른 상표의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선행상표의 소유주는 상표
의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상표가
1.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출원상표 혹은 선등록상표,
2.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선행 유명상표,
3. 제11조에 따른 상표권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위한 등록 때문에 취소될 수 있
는 것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제43조(不使用에 대한 異議; 異議申請에 관한 결정)
(1) 선등록상표의 소유주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그 상표의 사용에 이의
를 제기할 때에는, 그 상표가 이 시점까지 최소한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한, 선등
록상표의 소유주는 그 상표가 이의신청이 목표로 하는 상표의 등록공고 전 최근 5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라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공고 후 5년간 불사용기간
이 끝났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상대방이 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상
표가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전 최근 5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 결정에서는 사용이 입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만이 고려된다.
(2)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

련하여 취소되어야 할 때에는, 그 등록은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의신청은 기각된다.
(3) 등록상표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선행상표 때문에 취소되어야 할 때에는, 추가이
의신청 절차는 그 상표의 등록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취소의 경우에는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제44조(登錄承認訴訟)
(1) 상표소유주는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등록청구권이 귀속된
다는 것을 소송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등록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다음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상표소유주를 지지하는 판결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선행순위를 보호하여 실행된
다.
제2절 修正; 分割; 保護期間과 更新
제45조(商標原簿 및 公告의 修正)
(1) 상표원부상의 등록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어상의 오류, 오기 또는 기타
분명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다. 수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등록이
공고되었었다면, 수정된 등록은 공고되어야 한다.
(2) 제1항은 공고의 수정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6조(登錄의 分割)
(1) 등록상표의 소유주는, 상표의 등록이 분할선언에 제시된 상품과 서비스업들을 위
하여 분할된 등록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등록을 분할할 수 있다. 모든
분할등록에 대하여 원등록의 선행순위가 유지된다.
(2) 분할은 이의신청제기기간의 경과 후에야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 분할선언은 선언
時 계류중인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선언時 계류중인 상표등록취소소송이 분
할 후에 원등록의 한 부분만을 목표로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3) 분할된 등록에 관하여는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서류가 분할신청서의 도
달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특허비용법에 따른 수수료가 분할절차를 위하여
그 기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분할등록에 대한 포기로 간주된다. 분
할신청은 이의신청될 수 없다.
제47조(保護期間 및 更新)

(1)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시작되고(제33조 제1항) 10년 후 月名으로 출
원일이 속해있는 月에 해당되는 月의 마지막 日에 종료된다.
(2) 보호의 존속기간은 10년간씩 갱신 할 수 있다.
(3) 보호의 존속기간은 갱신수수료와, 갱신이 상품/서비스업류 구분의 3개 이상의 류
에 해당되는 상품과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매 추가류 마다 류수
수료가 납부됨으로써 갱신된다.
(4) 수수료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에만 관계될 경우에는, 보호의 존속
기간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갱신된다. 다만 필요한 류수수료만 납부되
었을 경우에는 보호의 전속기간은, 제1문이 적용되지 않는 한, 납부된 수수료가 충분
한 류에 대해서만 갱신된다. 主要類가 있으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밖에
류들은 상품류구분의 순서에 따라 고려된다.
(5) 보호의 존속기간 갱신은 보호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 보호
의 존속기간 갱신은 상표원부에 등록되고 공고된다.
(6) 보호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한 상표등록은 존속기간의 만료
이후 소멸된다.
제3절 抛棄, 失權 및 無效; 取消節次
제48조(抛棄)
(1) 상표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등록은 언제든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상표원부에서 취소된다.
(2) 누군가 상표원부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소유주로 등록되었다면 등록은 그의 승낙
을 받아야만 취소된다.
제49조(失權)
(1) 상표의 등록은 상표가 등록일 이후 5년 동안 중단됨이 없이 제26조에 따라서 사
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으로 인하여 신청에 따라 취소된다. 그러나 상표의 실권은
이 기간의 종료 후와 취소신청 전에 제26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이 시작되었거나 다시
계속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그러나 상표의 사용이 5년간의 중단 없는 불사용에
이어서 취소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시작되었거나 다시 계속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취소가 신청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첫 번째 또는 새로운 사용을 위
한 준비가 행해진 한에서, 이 사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취소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서 특허청에 신청되는 경우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소가 제53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제기된다면, 특
허청에의 신청은 제3문에 따른 3개월의 기간계산에 관한 기준이 된다.
(2) 이 밖에도 상표의 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권으로 인하여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다.
1. 상표가 그 소유주의 활동이나 불활동의 결과 영업적 거래에서 지정상품 혹은 지정
서비스업의 관용적 표시가 된 경우;
2. 상표가 그 소유주에 의하여 혹은 그의 승낙을 얻어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결과 특히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성질,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를 기만하기에 적합한 경우 혹은
3. 상표의 소유주가 제7조에 열거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실권의 이유가 단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에만 있을 경우에는 등록
은 단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만 취소된다.
제50조(絶對的 保護障碍로 인한 無效)
(1) 상표의 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무효로 인하여 신청에 따라 취소된다.
1. 상표가 제3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2. 상표가 제7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3. 상표가 제8조에 위반하여 등록되었거나
4. 출원인이 출원 시에 악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2) 상표가 제3조, 제7조 혹은 제8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이 등록은 취소신
청의 결정 시점에도 보호장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가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이 등록은 이 밖
에도 등록일 이후 10년 이내에 취소신청이 제출될 때에만 취소될 수 있다.
(3) 상표의 등록은 상표가 제8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반하여 등록되었고
1. 취소절차가 등록일 이후 2년 이내에 개시되고,
2. 보호장애가 취소결정 시점에도 아직 존재하고
3. 분명히 전술한 규정에 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4) 무효의 이유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와 관련하여서만 있을 경우에
는, 등록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만 취소된다.
제51조(先行權利의 存在로 인한 無效)
(1) 상표가 선행의 제9조 내지 제1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권리와 충돌될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인하여 소송으로 취소된다.
(2) 후행상표를 그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행상표의
소유권자가 5년간 계속하여 이 사용을 알면서 묵인한 한, 후행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것이 아니라면, 등록은 선행상표의 등록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위의 규정은 제4조
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사용에 의하여 취득한 상표, 제4조 제3호가 규정하는 바
와 같은 주지상표, 제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표지 혹은 제13조 제2항 제
4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종류표시에 있어서의 선행권리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적용

된다. 이 밖에도 상표의 등록은 제9조 내지 13조에 열거된 선행권리의 소유권자가 취
소신청의 제출 전에 상표의 등록을 승낙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없다.
(3) 상표나 영업상의 표지가 후행상표의 선행순위 기준일에 제9조 제1항 제3호, 제14
조 제2항 제3호 혹은 제15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직 주지되어 있지 않았
을 때에는, 등록은 선행주지상표나 선행주지 영업상의 표지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4) 상표의 등록은 선행상표의 등록이 후행상표의 등록 공고일에
1. 제49조에 의한 실권 때문에 또는
2. 제50조에 의한 절대적 보호장애 때문에 취소될 수 있었을 때에는, 선행상표의 등
록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5) 무효의 이유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와 관련하여서만 있는 경우에
는, 등록은 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만 취소된다.
제52조(失權 또는 無效로 인한 效力)
(1) 상표등록의 효력은, 등록이 실권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범위로, 취소의 소
의제기시점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정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권이유의 하나가 발생한 보다 이른 時點이 확정될 수 있다.
(2) 상표등록의 효력은 등록이 무효로 취소되는 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상표소유주의 과실 또는 고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및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는
1. 취소신청의 결정 前에 법률상 구속력이 있어 집행된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결정,
그리고
2. 계약이 취소신청의 결정 전에 이행된 한에 있어서, 취소신청의 결정 前에 체결
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履行상 지불된 금액은 형평의 이
유에서, 사정이 이를 정당화하는 한에 있어서, 반제될 수 있다.
제53조(失權을 理由로 한 特許廳에 의한 取消)
(1) 실권(제49조)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은 제55조에 따른 소를 통한 신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특허청에 제출될 수 있다.
(2) 특허청은 신청에 관하여 등록상표의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소유주가 취소에 반대
하는지의 여부를 특허청에 통지 할 것을 요구한다.
(3) 등록상표의 소유주가 통지의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취소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
는 등록은 취소된다.
(4) 등록상표의 소유주가 취소에 반대하면 특허청은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게 취소의 신청이 제55조에 따른 소를 통하여 주장될 수 있음을 알린다.

제54조(絶對的 保護障碍를 理由로 한 特許廳 取消節次)
(1) 절대적 보호장애(제50조)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은 특허청에 제출될 수 있다. 신청
은 누구나 할 수 있다.
(2) 취소가 신청되거나 취소절차가 직권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특허청은 등록상표의
소유주에게 이에 관하여 통지한다. 등록상표의 소유주가 통지의 송달 후 2개월 이내
에 취소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은 취소된다. 등록상표의 소유주가 취소에 반
대할 경우에는 취소절차가 실행된다.
제55조(一般法院에서의 商標登錄의 取消節次)
(1) 실권(제49조) 또는 선행권리의 존재(제51조)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 취소의 소는
상표의 소유주로 등록된 자나 그의 법률상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소의 제기권한은 다음 각호의 자가 부여 받는다.
1. 실권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권리능력이 있는 자,
2. 선행권리의 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3조에 열거
된 권리의 소유주,
3. 선행 지리적 출처표시(제13조 제2항 제5호)의 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의 경우
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3) 취소의 소가 선행상표의 소유주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는 피고의 항변에
응하여, 상표가 이 시점에 최소한 5년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한, 이 상표가 소의 제기
전 제26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의 제기 후
에 불사용기간 5년이 끝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표가 구두
심리 종료 전 최근 5년간 제26조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선행상표가 후
행상표의 등록공고일에 이미 최소한 5년 전부터 등록되어있었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
의신청을 한 경우 이 밖에 선행상표의 등록이 등록공고일에 제49조 제1항에 따라 취
소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판결에는 사용이 입증된 상품 또는 서
비스업만이 고려된다.
(4) 소의 제기 前이나 제기 後에 상표의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
되거나 이전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은 권리승계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고 집행될 수 있
다. 권리승계인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66조 내지 제74조 그리고 제76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4절 特許廳 節次에 관한 一般的 規定
제56조(特許廳內의 管轄)
(1) 特許廳內에 상표업무에 있어서의 절차의 실행을 위하여 상표부와 상표과가 구성
된다.

(2) 상표부는 출원상표의 심사와 등록절차에 있어서의 결정을 관할한다. 상표부의 직
무는 특허청구성원(심사관)이 수행한다. 상표부의 직무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와 동
등한 피고용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피고용인은 선서에 의한 증언을 명령하거나, 선서를 시키거나, 특허법원에 제95조 제
2항에 따른 요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3) 상표과는 상표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한다. 상표과의 직무는 적어도
3명의 특허청 구성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상표과의 長은 제54조에 따른 상표의 취소
에 관한 결정을 제외한 상표과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거나,
이 업무를 상표과의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除斥 및 忌避)
(1) 심사관 그리고 상표과의 구성원 및 상표부 혹은 상표과에 부여된 직무의 수행을
담당하는 고위 및 중위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의 제척과 기피를 위하여 법관의 제척과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45조 제2항 제2문, 제47조 내지 제
49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기피요청은, 결정이 필요한 한에 있어서, 상표과가 결정한다.
제58조(鑑定)
(1) 절차에 있어서 몇몇의 감정인의 서로 다른 감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은 법원
이나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서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감정할
의무가 있다.
(2) 그밖에 특허청은 연방법무성의 승인 없이 법률상의 직무범위 밖에서 결정이나 감
정을 할 권한이 없다.
제59조(事實關係의 調査; 정당한 법절차)
(1) 특허청은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에 구
속되지 않는다.
(2) 특허청의 결정이 출원인이나 상표권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
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면, 이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內에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미리 주어져야 한다.
제60조(事實認定; 審問; 記錄)
(1) 특허청은 언제든지 당사자를 소환하고 심리할 수 있으며, 증인, 감정인 그리고 당
사자를 宣誓附이든 아니든 심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밖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
요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2)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 때까지 출원인이나 상표권자 또는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

는 심리가 적절한 경우 신청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 특허청이 심리가 적절하지 않
다고 볼 경우에는, 특허청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을 기각시킨 결정은 독자적으로 불
복신청 될 수 없다.
(3) 심문과 조사에 관하여는 심리의 주요경과를 재현하고 당사자의 관련 진술을 포함
해야 하는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a조, 제162조, 그리고 제163조
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는 기록의 사본을 보유한다.
제61조(決定; 不服申請 通告)
(1) 특허청의 결정은, 이것이 제2문에 따라 통지된 경우에도, 문서로 작성되어 정당한
이유를 붙여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심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심리의 종결 시에도 통지될 수 있다. 절차에 출원인 또는 상표소유주만이 참가하고
그의 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2) 문서사본에는 결정에 대하여 주어진 불복신청, 불복신청을 제기할 부, 불복신청기
간 그리고, 불복신청과 관련하여 특허비용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료에 관하여 당사자가 통지 받은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불복신청기간
은 당사자가 문서로 통고 받은 경우에만 경과되기 시작한다. 통고가 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통지된 경우에는, 불복신청의 제출은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서로 통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송달 후 1년 이내에만 허용된다.
제91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제1문 내지 제4문은 법률상의 구제
방법인 제64조에 따른 所願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62조(書類閱覽; 登錄閱覽)
(1) 특허청은 합법적인 이해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상표출원서류의
열람을 허용한다.
(2) 상표등록 후에는 신청에 따라 등록상표서류의 열람이 허용된다.
(3) 등록의 열람은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제63조(節次費用)
(1) 절차에 다수인이 참가했을 경우에는, 특허청경비와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포
함한 절차비용은, 이 비용이 청구권과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 형평
에 맞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되도록 특허청이 결정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당사자가 불복신청, 상표출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전
부 또는 일부 철회하거나 상표의 등록이 보호기간의 포기나 불갱신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 상표원부에서 취소되는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 비용결정을 내리지 않은 한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2) 특허청은 형평에 맞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특허비용법에 따라 우선심사, 이의신청

절차 또는 취소절차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도록 명할 수 있다.
(3) 환불해야 할 비용총액은 신청에 따라 특허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비용확정소송과
비용확정결정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수 있다. 비용확정합의결정에 대한 항고는 소원을 대신한다. 제66조는 항고가
2주 이내에 제기되고 항고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영장은 특허법원사무소의 기록공무원에 의하여 부여된
다.
제64조(所願)
(1)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피고용인에 의하여 발해진 상표부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 소원은 확정차단의 효과를 갖는다.
(2) 소원은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기되어야 한다.
(3) 불복된 결정을 한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이 소원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
우에는, 그는 이 결정을 교정해야 한다. 소원인이 다른 한쪽 당사자와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원은 특허청 구성원이 결정에 의하여 재결한다.
(5) 상표부 또는 상표과는 수수료가 특허비용법에 따라서 소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제66조 제3항에 따른 항고의 제기 후에는 소원은 더 이상 재결될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내려진 소원의 재결은 무효이다.
제64a조(特許廳節次에 있어서의 費用規定)
특허청절차에서는 비용에 관하여 특허비용법을 적용한다.
제65조(施行令에 의한 委任)
(1) 연방법무성은 상원의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하여
1. 상표업무에 있어서의 특허청의 조직과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하고,
2. 상표출원을 위한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3. 상품 및 서비스업의 類구분을 확정하고,
4. 심사절차, 이의신청절차, 취소절차의 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립하고,
5. 상표원부에 관한 규정 및 필요한 경우 단체표장을 위한 상표원부에 관한 특별규정
을 정립하고,
6. 상표원부에 기록되어야 할 등록상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이 정보의 공고범위
및 방법을 확정하고,
7. 특히 출원과 등록을 분할할 경우의 절차, 정보 또는 증명의 제공절차, 복권절차,
기록열람절차, 국제등록상표의 보호에 관한 절차, 공동체상표의 변경에 관한 절차와

같은 본법에 규정된 그 밖의 특허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고,
8. 전자적 데이터 전달을 통한 신청서 및 출원서의 송달을 포함하여 상표업무에 있어
서의 신청서 및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고,
9. 일정한 송달방식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자적 데이터전달에 의한 송달
을 포함하여, 상표업무에 있어서의 특허청의 결정, 증명 또는 기타 통지를 어떠한 방
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고,
10. 어떠한 경우에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 독일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상표
업무에 있어서의 출원서와 문서가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고,
11. 상표의 취소에 관한 결정(제48조 제1항, 제53조 및 제54조), 감정의 제공(제58조
제1항) 및 감정의 제공을 거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 특별한 법률상의 난점을 나타내
지 않는 상표과에 주어진 개별적 업무의 관리책임을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피고용인에게 부여하고,
12. 출원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특별한 법률상의 난점을 나타내지 않는
상표부나 상표과에 주어진 개별적인 업무의 관리책임을 중위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
한 피고용인에의 부여하고,
13. 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고에 기록되어야 할 정보의 관리 및 이 정보의 공고범위
와 공고방법을 확정할 권한을 갖는다.
(2) 연방법무성은 제1항에 의한 시행령의 제정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원의 동의
없이 시행령에 의하여 독일 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절 特許法院 訴訟節次
제66조(抗告)
(1) 상표부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소원이 제기되어 있지 않는 한(제64조 제1항),
항고가 성립된다. 항고는 특허청절차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항고는 확정
차단의 효과를 갖는다.
(2) 항고는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문서로 제기되어야 한다.
(3) 제64조에 따른 소원이 소원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결정되지 않아 소원인이 이 기
간의 경과 후에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소원이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제1항 제1문과 달리 상표부 혹은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고가 허용된다. 소원인이 소원절차에서 다른 한쪽 당사자와 대립될 경
우에는, 제1문은 소원 제기 후 6개월 대신 10개월로 하는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한쪽 당사자도 또한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항고는 제2문에 따라 다른 한쪽
당사자의 동의를 요한다. 문서에 의한 동의선언은 항고에 첨부되어야 한다. 다른 한쪽
당사자가 제4항 제2문에 따라 항고의 송달후 1개월 이내에 똑같이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소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절차가 중지되거나, 당사자

에게 그의 신청 또는 강제규정에 의거하여 유예가 주어진 경우에는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기간의 경과는 중단된다. 기간의 잔여부분은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중지의 종료
후 또는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 경과되기 시작한다. 소원결정을 내린 후에는 제1문과
제2문에 의한 항고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4) 항고와 모든 일건 서류에는 그 밖의 당사자를 위하여 사본이 첨부된다. 항고 및
본안신청 또는 항고나 신청의 철회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일건 서류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된다. 다른 일건 서류는 송달이 명령되지 않는 한, 이들에게
약식으로 통보된다.
(5) 불복된 결정을 한 상표부가 항고를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 상표
부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항고인이 다른 한쪽 당사자와 대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표부는 항고수수료가 특허비용법에 따라서 환불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항고가 제1문에 따라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항고는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객관적인 입장 표명 없이 특허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제2문의 경우에는 항고는 즉시
제기될 수 있다.
제67조(抗告部 ; 審理의 公開)
(1) 제66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항고는 법률에 정통한 3인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특
허법원 항고부가 판결한다.
(2) 등록이 공고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판결의 선고를 포함하여 상표부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심리는 공개된다.
(3) 법원조직법 제172조 내지 제175조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심리에 대한 공개는, 심리로 말미암아 보호가치 있는 신청인
의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배제될 수 있다.
2. 판결의 선고에 대한 공개는 등록의 公告 때까지 배제된다.
제68조(特許廳長의 參加)
(1) 특허청장은, 공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고절차에서
특허법원에 문서에 의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심리중 상세
한 진술을 할 수 있다. 특허청장의 문서에 의한 진술은 특허법원에 의하여 당사자에
게 통보되어야 한다.
(2) 특허법원은 근본적 중요성이 있는 법률문제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항고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특허청장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 참가신청을 제출함으
로써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제69조(辯論)

변론은
1. 당사자 한 쪽이 신청하는 경우,
2. 특허법원에서 증인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3. 특허법원이 이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제70조(抗告判決)
(1) 항고는 결정에 의하여 판결된다.
(2)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3)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본안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특허청 절차에 중요한 하자
가 있거나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알려질 경우에는, 본안
을 판결함이 없이 불복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특허청은 제3항에 따른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판단을 그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71조(訴訟費用)
(1) 소송절차에 다수인이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은 형평에 맞는다면 당사
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절차의비용이, 청구권과 권리의 합목적적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 한 쪽 당사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담되도록 규정할 수 있
다. 비용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한, 모든 당사자는 그에게 발생한 비용을 스스
로 부담한다.
(2) 특허청장에게는 그가 소송절차에 참가 후에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
담시킬 수 있다.
(3) 특허법원은 특허비용법에 따라서 소송수수료가 환불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당사자가 항고, 상표의 출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거나, 상표의 등록이 포기 또는 보호기간의 불연장 때문에 전부 또
는 일부 상표원부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5) 그 밖에는 비용확정절차 및 비용확정결정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의 규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72조(除斥 및 忌避)
(1)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44조 그리고 제47조
내지 제49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선행 특허청 절차에 참가한 자도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3) 법관의 기피는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합의부가 판결한다. 기피 당한 법관의 배제
에 의하여 합의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합의부에서 판결한다.
(4)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는 사건이 속하는 사무분야를 담당하는 합의부가 판결한다.

제73조(事實關係의 調査 ; 辯論의 準備)
(1) 특허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訴狀이나 證據申請
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재판장 또는 그가 임명해야 하는 합의부 구성원은 이미 변론전이나,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의 판결 전에, 가급적 변론이나 심문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밖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항,
제3항 제1문 그리고 제4항 제1문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74조(證據調査)
(1) 특허법원은 변론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특히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그리고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 문서를 인용할 수 있다.
(2) 특허법원은 적절한 경우에는 이미 변론기일 전에 구성원인 受命法官을 통하여 증
거를 조사하도록 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문제를 표시하여 다른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모든 증거조사기일에 관하여 통지 받고 증거심문에 참석할 수 있다. 당
사자는 증인과 감정인에게 관련 訊問을 할 수 있다. 訊問이 異議되는 경우에는, 특허
법원이 결정한다.
제75조(召喚)
(1)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즉시, 당사자는 적어도 2주의 소환기간을 두고 소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소환에서는 당사자 한쪽의 궐석의 경우에는 그가 없이도 심리 및 판결 될 수 있
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어야 한다.
제76조(辯論의 經過)
(1) 재판장은 변론을 개시하고 지휘한다.
(2) 사건을 부른 후에 재판장 또는 보고자는 일건 서류의 주요내용을 낭독한다.
(3) 이어서 당사자에게 본안의 신청과 입증을 진술하기 위한 발언이 허용된다.
(4) 재판장은 당사자와 함께 사건을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5) 재판장은 합의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에 응하여 신문을 허용해야 한다. 신문이
이의되면 합의부가 결정한다.
(6) 사건을 논의한 후에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한다. 합의부는 변론의 재개를 결정
할 수 있다.
제77조(調書)

(1) 변론과 모든 증거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의 법원사무관이 서기로서 참여한다. 재판
장의 명령에 따라 서기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 법관이 조서를 작성한다.
(2) 변론과 모든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내지 165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78조(證據力의 平價; 正當한 法 節次)
(1) 특허법원은 자유로운, 소송의 전체 결과로부터 얻은 확신에 따라 판결한다. 판결
에는 법관으로서의 확신을 위하여 중요했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 판결은 당사자가 진술할 수 있었던 사실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변론이 선행된 경우에는, 최근의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던 법관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79조(宣告; 送達; 理由의 明示)
(1) 특허법원의 판결은 변론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기일이나, 즉시 지
정해야 할 기일에 선고된다. 기일은 중요한 사유 특히 사건의 범위 혹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만 3주 지나서 지정된다. 선고 대신에 판결의 송달도 허용된다. 특
허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경우에는, 선고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로 대신한다. 판결은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된다.
(2) 신청을 기각하거나 불복신청을 판결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
다.
제80조(判決의 更正)
(1) 판결에 있어서 誤記, 誤算, 기타 이에 유사한 명백한 오류는 어느 때라도 특허법
원에 의하여 경정된다.
(2) 판결의 사실인정이 그 밖의 부정확함이나 불명료함을 갖고 있을 때에는, 경정은
판결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신청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경정은 사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경정신청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이 증거조사 없이 결정에 의하여 판
결한다. 이 결정에는 경정신청 된 판결에 참가했던 법관만이 참가한다.
(5) 경정결정은 판결과 그 사본에 기록된다.
제81조(代理; 代理權)
(1)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특허법원에 대하여
대리케 할 수 있다. 결정으로 대리인이 선임되도록 명령될 수 있다. 제96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대리권은 문서로서 소송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다. 대리권은 추후에 제출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하자는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주장될 수 있다. 특허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권의 하자를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2조(其他 規定의 適用; 破棄 可能性; 訴訟記錄의 閱覽)
(1) 본법이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특허법원 소송절차
의 특수성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
허법원 소송절차에서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특허비용법이, 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지출
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은 본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에서만 성립된다.
(3) 제3자에 대한 소송기록열람의 허락에 관하여는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 신청은 특허법원이 결정한다.
제6절 聯邦大法院 節次
제83조(許可된 上告 및 許可가 必要 없는 上告)
(1) 제66조에 따른 항고판결의 수단인 특허법원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부가
그 결정에서 상고를 허가했을 경우에, 연방대법원으로의 상고가 성립된다. 상고는 確
定遮斷의 效力을 갖는다.
(2) 상고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가 판결되거나, 권리의 개선 또는 통일적인
재판권의 확보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허가되어야 한다.
(3) 상고의 제기에 관한 허가는 다음 각호가 불복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1. 결정하는 법원이 규정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
2. 결정에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불공정성의 우려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피된 법관이 참여한 것,
3. 당사자에게 공정한 법절차가 거부된 것,
4. 당사자가 소송수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대리되지 않은 것,
5. 결정이 소송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변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 또는
6. 결정에 이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
제84조(抗告權; 抗告理由)
(1) 항고의 당사자는 상고할 권리가 있다.
(2) 상고는 결정이 법령의 위반에 기인하는 것만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46조 및 제547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85조(形式的 要件)
(1) 상고는 결정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2) 연방대법원 앞 상고심절차에서는 수수료와 비용은 법원비용법의 규정에 따른다.
상고심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의 상고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계산되는 수수료
가 징수된다. 제142조의 소가 감액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상고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위한 기간은 1개월이다.
이 기간은 상고의 제기와 함께 시작되고 재판장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4) 상고이유의 주장은
1. 결정의 불복한도, 그 변경 또는 파기의 신청한도에 관한 선언,
2. 위반된 법령의 표시.
3. 상고가 소송절차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할 경우, 하자를 초래하는 사실의 표시를 포
함해야 한다.
(5)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소송당사자는 연방대법원에서 대리인으로 허가한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케 해야 한다.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의 변리사에게 발언이 허용된
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리사의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연방변호사보수법 제11조에 따른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변리사비용이 지급된다.
제86조(認容性의 審理)
연방대법원은 상고가 본질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고가 법령상의 방법과
기한에 따라 제기되고 상고이유를 내세웠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이러한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고는 인용될 수 없는 것으로 기각된다.
제87조(多數의 當事者)
(1) 다수인이 상고심절차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진술할 것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문서로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상고장과 상고이유가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야 한다. 상고장의 송달과 함께 상고가 제기된 날짜가 통지되어야 한다. 상고인은 필
요한 수의 인증사본을 상고장 혹인 상고이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청장이 상고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8조 1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88조(其他 規定의 適用)
(1) 상고심 절차에 있어서는 법관의 제척과 기피, 대리인과 보조참가인, 직권에 의한
송달, 소환, 기일 및 기간 그리고 복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

여 적용된다. 복권의 경우에는 제91조 제8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상고심 절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 및 제3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89조(上告判決)
(1) 상고판결은 결정을 통하여 선고된다. 상고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될 수 있다.
(2) 연방대법원은 그 판결에 있어서, 불복된 결정에서 내려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인
용될 수 있고 근거가 충분한 상고이유가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인정에
기속된다.
(3) 판결은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4) 불복된 결정의 파기의 경우에는, 사건은 새로운 심리와 판결을 위하여 특허법원으
로 환송된다. 특허법원은 파기의 기초가 되었던 법률상의 판단을 자신의 판결에도 기
초로 하여야 한다.
제90조(費用判決)
(1) 상고심 절차에 다수인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비용
을 포함한 절차비용을, 이것이 주장과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에 있
어서, 당사자 한쪽에게 전부 또는 일부 공평하게 부담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결
정은 상고심절차의 당사자가 상고, 상표의 출원, 이의신청 혹은 취소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거나, 상표등록이 포기나 보호기간의 불갱신 때문에 전부 혹은 일부 상표
원부에서 취소될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다. 비용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 당사자는 누구나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2) 상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에 기인한 비용은 상고인에게 부담된다.
당사자 한쪽이 중대한 과실로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그에게 이 비용이 부담된다.
(3) 특허청장에게는, 그가 상고를 제기했거나 소송절차에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4) 그 밖에는 비용확정절차 및 비용확정결정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의 규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7절 共通規定
제91조(復權)
(1) 누구든지, 지키지 못할 경우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權利毁損을 초래하게 되는, 期
間을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지키지 아니한 자는 申請에 따라 복권
된다. 이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수수료의 납부를 위한 期間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특허비용법 제6조 제1항 1문).

(2) 복권은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한다.
(3) 신청은 복권이 근거로 하는 사실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 사실은 신청을 제기
할 때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4) 해태된 행위는 신청기간 내에 추완된다. 해태된 행위가 추완되었다면, 신청 없이
도 복권이 허락될 수 있다.
(5) 不遵守된 기간의 도과 후 1년이 되면 복권은 더 이상 신청될 수 없고 해태된 행
위는 더 이상 추완되지 않는다.
(6) 신청에 관하여는 추완행위에 관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서가 결정한다.
(7) 복권은 불복될 수 없다.
(8) 상표소유주에게 복권이 허용될 경우에는, 그는 상표등록에 대한 실권의 시작과 복
권 사이의 기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부착하여 선의로 상품을 유통시켰
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하여 이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91a조(出願의 再審査)
(1) 특허청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의 不遵守에 따라 상표출원이 거절되었다면, 출원인
이 출원의 재심사를 신청하고 해태된 행위를 追完할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은 특허청
의 명시적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다.
(2) 신청은 상표출원의 거절결정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태된 행위
는 이 기간 내에 추완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다른 기간의 不遵守에 대하여는 복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출원의 재심사신청에 대하여는 추완행위에 대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서가 결정한
다.
제92조(眞實義務)
특허청, 특허법원 및 연방대법원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사실상의 정황을 충분히 그
리고 진실에 맞게 진술해야 한다.
제93조(公用語 및 法院用語)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서의 언어는 독일어로 한다. 그밖에는 법원용어에 관한 법원조
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4조(送達)
(1)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의 절차에 있어서 송달에 관하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서 행
정송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대리인을 위촉하지 않은 수취
인에 대한 송달은, 실행해야 할 송달시점에 수취인이 국내 대리인위촉의 필요성을 인

식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5조와 제213조에 따라서 우편발송을 통하
여서도 실행될 수 있다. 변리사허가증 소유자(변리사법 제177조)에 대한 송달에 관하
여는 행정송달법 제5조 제2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특허청이나 특허법
원에 사서함이 설치된 수취인에 대하여는 문서를 수취인의 사서함에 투입함으로써도
송달될 수 있다. 사서함 투입에 관하여는 문서에 의한 통지가 일건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문서에는 문서가 언제 투입되었는지가 기록된다. 송달은 사서함 투입 후 3일째
되는 날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송달과 함께 소원(제64조 제2항) 항고(제66조 제2항) 또는 상고(제85조 제1항)의
제기를 위한 기간이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송달법 제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法律上의 共助)
(1) 법원은 특허청에 법률상의 공조를 할 의무가 있다.
(2) 특허청 절차에 있어서 특허법원은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이
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질서수단 또는 강제수단을 확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拘引이 명령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요청은 법률에 정통한 3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특허법원 항고부가
판결한다. 판결은 결정에 의하여 내려진다.
제95a조(電子文書의 提出)
(1) 출원, 신청 또는 기타 행위와 관련된 특허청 절차와 당사자의 신청과 진술 및 제3
자의 정보, 증언, 감정 그리고 증언과 관련한 특허법원 및 연방대법원 소송에 있어서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전자문서로서의 기록은 이 전자문서가 특허청이
나 법원이 취급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충족시킨다. 책임자는 이 문서에
서명법에 따른 적절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2) 연방법무성은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 될 수 있는 시점과 아울러 이 문서의 취급에 적합한 서식을 정해야
한다. 전자서식의 허가는 특허청, 법원 중 하나 또는 개개의 절차에만 국한된다.
(3) 전자문서는 수신과 관련하여 정해진 특허청 또는 법원의 설비가 이를 기록하는
즉시 제출된 것으로 한다.
제96조(國內 代理人)
(1) 누구든지 국내에 주소, 주거 또는 세대를 갖지 않은 자는, 그가 국내에서 변호사
혹은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 절차 및 상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
리 및 피해자의 고소책임을 위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경우에만,
본법에서 정하는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절차에 참가하고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그 밖의 유럽경제구역에 관한 협약의 조약국의 국민은,

그의 직업활동이 2000.3.9.의 독일 내에서의 유럽 변호사 활동에 관한 법 제1조의 별
표 또는, 1990.7.6.의 변리사직 허가를 위한 연합시험에 관한 법 제1조의 별표에 그
후 개정된 바와 같이 열거된 직업명칭의 하나로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창설을 위한 조약이 규정하는 서비스업의 제공을 위하여
제1항이 규정하는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절차는 국내에 변호사 또
는 변리사가 송달대리인으로서 선임되어 있는 경
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민사소송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산의 소재지로 간주 된다. 그러한 사무소가 없다면, 대리인의 국내 거주
지, 그리고 그러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청 소재지가 적절하다.
(4)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법률행위상의 종료는, 이 종료와 아울러 다른 대리인
의 선임도 또한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에 통고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4장 團體標章
제97조(團體標章)
(1)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표로서 보호 가능하고 단체표장 소유주 구성원의
상품과 서비스업을 다른 기업의 그것과 그 경영상 또는 지리적 출처, 그 종류, 질 또
는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구별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지는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수 있
다.
(2) 단체표장에 관하여는, 본절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법의 규정이 적용된
다.
제98조(所有權)
구성원 자체가 단체인 권리능력 있는 統括단체 및 母단체를 포함하여 권리능력 있는
단체만이 출원 또는 등록된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공법
상의 법인과 대등하다.
제99조(地理的 出處表示의 團體標章으로서의 登錄可能性)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는 달리 단체표장은 거래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업의
지리적 출처의 표시를 위하여 소용될 수 있는 標識나 記述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100조(保護의 制限, 使用)
(1) 제23조에 의한 보호제한에 더하여, 단체표장으로서의 지리적 출처표시의 등록은,
그 사용이 공서양속에 합당하고 제12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그러한 표시
를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그 소유주에게 허용하지 않

는다.
(2) 적어도 1인의 권리자 또는 단체표장의 소유주에 의한 단체표장의 사용은 26조가
규정하는 사용으로 간주한다.
제101조(訴權 : 損害賠償)
(1) 상표규약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체표장의 사용권자는 상표소유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단체표장의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단체표장의 소유주는 단체표장의 사용권자에게 단체표장 또는 유사표시의 권한
없는 사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02조(商標規約)
(1) 단체표장의 출원에는 상표규약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상표규약은 적어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단체의 목적과 대표,
3. 회원의 자격요건,
4. 단체표장의 사용자격이 있는 자의 그룹에 관한 표시,
5. 단체표장의 사용요건 그리고
6. 단체표장의 침해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3) 단체표장이 지리적 출처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규약은 누구든지 그
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유래하고 상표규칙에 포함된 단체표
장의 사용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단체표장의 사용권자
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4) 상표규약의 열람은 누구에게나 허용된다.
제103조(出願의 審査)
단체표장의 출원은 제37조에 의한 거절 이외에 이것이 제97조, 제98조 그리고 제102
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상표규약이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될 경우에
는, 출원인이 상표규약을 변경하여 거절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한, 또한 거절된다.
제104조(商標規約의 變更)
(1) 단체표장의 소유주는 특허청에 상표규약의 모든 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2) 단체표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102조 및 103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다.

제105조(失權)
(1) 단체표장의 등록은 제49조에 규정된 실권이유에 의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우에 실권으로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다.
1.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2.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단체표장이 단체목적 또는 상표규약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취소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상표규약을 새로이
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규약의 변경이 제10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상표원부에
록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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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권자 이외의 자를 통한 단체표장의 사용이 일반수요자를 기만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히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된다.
(3) 제1항에 의한 취소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제106조(絶對的 障碍로 인한 無效)
단체표장의 등록은, 이 표장이 제103조에 반하여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제50조에 규
정된 무효이유 이외에 신청에 의하여 무효로 취소된다. 무효이유가 상표규약과 관련
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상표규약을 변경하여 무효이유가 더 이상 존
재하지 않는다면,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
제5장
마드리드 상표協定과 마드리드 商標協定에 관한 議定書에 따른 商標의 保護
제1절
마드리드 商標協定에 따른 商標의 保護
제107조(本法規定의 適用)
本節 또는 마드리드 상표협정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本法規定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마드리드상표협정)에 따라서 특허청을 중개로 하여
이루어지거나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 미치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필요한 변
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08조(國際登錄의 出願)
(1)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3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이 상표의 등록 前에 제출된다면, 출원은 상표의 등록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출원에는 국제등록을 위하여 정해진 언어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의 번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목록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國際分類의 類의 순서에 따라 분
류되어야 한다.
제109조(手數料)
(1) 국제등록출원이 상표의 등록 전에 제출되었다면 이 절차와 관련한 국내수수료는
등록일에 국제수수료로 납부된다.
제110조(商標原簿에의 登錄)
등록상표의 국제등록의 날짜와 번호는 상표원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11조(追加的 保護擴張)
특허청에 국제등록상표의 추가적 보호확장이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3-3조 제2항에 따
라서 신청될 수 있다.
제112조(國際登錄의 效果)
(1)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3-3조에 따라서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 영역에 확장된 상표
의 국제등록은, 상표가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3조 제4항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마드
리드상표협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추가적 보호확장 등록일에 특허청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되고 등록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2) 제1항의 효과는, 국제등록상표에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따라 보호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3조(絶對的 保護障碍에 대한 審査)
(1) 국제등록상표는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
37조에 따라 절대적 보호장애에 관하여 심사된다. 제3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2) 출원의 거절(제37조 제1항)은 보호의 거절로 대체한다.
제114조(異議申請)
(1) 등록의 공고(제41조)는 국제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소
에 의해서 발행된 공보의 공고가 대신한다.
(2) 국제등록상표의 보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은 국제등록상표의 공고가
포함된 공보책자의 발간月로 보고된 월의 다음 月의 1일에 시작된다.
(3) 등록의 취소(제43조 제2항)는 보호의 거절이 대신한다.

제115조(追加的 保護取消)
(1) 실권(제49조), 절대적 보호장애의 존재(제50조) 또는 선행권리(제50조)로 인한 상
표취소신청이나 상표취소소송은 국제등록상표와 관련하여 보호취소신청 또는 보호취
소소송으로 대체한다.
(2) 제4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취소신청이 불사용을 이유로 제출되면, 상표원부에의
등록일은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5조 제2항의 기간의 만료일, 또는 이 기간만료의 경우
에 제113조 및 제114조의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의 보호허용에 관한 마지막 통보의 도달일이 대신한다.
제116조(異議申請 및 國際登錄商標를 根據로 한 取消申請)
(1) 국제등록상표를 토대로 하여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
는, 등록일을 제115조 제2항에 정해진 날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43조 제
1항이 적용된다.
(2) 국제등록상표를 이유로 제51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등록
일을 제115조 제2항에 정해진 날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55조 제3항이 적
용된다.
제117조(不使用으로 인한 權利의 排除)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권리가 국제등록상표의 침해를 이
유로 주장된다면, 상표의 등록일을 제115조 제2항에 정해진 날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제25조가 적용된다.
제118조(國際登錄商標 讓渡시의 承諾)
특허청은 국제등록상표의 양도가 있을 경우 상표가 국제등록상표의 새로운 소유주를
위하여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세계지적재산권기
구 국제사무국에 마드리드 상표협정 제9-2 제1항에 따라서 요구되는 승낙을 한다.
제2절마드리드 議定書에 따른 商標의 保護
제119조(本法規定의 適用)
본법 규정은 본장이나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1989. 6. 27. 의
정서(마드리드 의정서)에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서 특허청
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보호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 미치는 상표의 국제
등록에 적용된다.

제120조(國際登錄의 申請)
(1)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에 따라서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의 국제등록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한다. 국제등록이 상표원부
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야만 할 경우에는, 그 신청은 상표의 등록 전이라도 제출
할 수 있다.
(2) 국제등록이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야만 하고, 국제등록신청이 상표
원부에의 등록 이전에 제출될 경우에는, 그 신청은 상표의 등록일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제108조 제3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조(手數料)
마드리드 상표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이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야만 하고, 그 국제등록신청이 상표의 상표원부에의 등록 이전에 제출된 경
우에는, 국내수수료는 특허비용법에 따라서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일에 납부될 수
있다.
제122조(出願書의 記載事項; 商標原簿에의 登錄)
(1) 국제등록이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를 기초로 한 경우에는, 국제
등록의 날짜와 번호가 출원상표의 서류에 기재된다.
(2)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한 국제등록의 날짜와 번호는 상표원부에 등록
된다. 제1문은 국제등록이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상표를 기초로 하고,
그 출원이 등록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23조[追加的 保護擴張(事後指定)]
(1) 마드리드 의정서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제등록상표의 추가적 보호영역확장의
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적 보호확장이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
로 해야 하고, 그 신청이 이미 상표의 등록 전에 제출된다면, 이 신청서는 등록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한 추가적 보호영역확장은 마드리드 상표협약
은 물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4조(마드리드 商標協定에 따른 國際登錄商標의 效果에 관한 規定의 類推適用)
제112조 내지 제117조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해당규정이 제112조 내지 제117조에 열
거된 마드리드 상표협정 규정을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33조에 따라 보호영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확장된 국제등록상표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
여 적용한다.

제125조(國際登錄의 轉換)
(1)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국제상표원부에서 취소된 상표의 전환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9-5조에 따라 특허청에 신청되고 그 신청이 필요한 명세와 함께
국제상표원부에서 상표가 취소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도달되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른 이 상표의 국제등록일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3-3조 제
2항에 따른 보호영역확장의 등록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주장된
우선권 때문에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선행순위의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된
다.
(2) 신청인은 국제상표원부에서 취소되기 전에 국제등록의 보호영역이 독일연방공화
국에 확장되었던 상표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발생케 하는 세계지적재산기구 국제
사무국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그밖에 등록 신청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전환신청은 그밖에는 상표출원으로 간주된다. 상표가 국제상표원부에서 취소된
날에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호거절을 위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또한 아무런 보호거절을 위한 절차나 추가적 보호취소절차가 계류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상표는 사전심사 없이 직접 제41조에 따라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제2문
에 따른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없다.
제3절 共同體商標
제125a조(特許廳에서의 共同體商標)
특허청에 공동체상표가 공동체상표에 관한 1993.12.20 의회규칙(EG)Nr.40/94(공동체
상표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b호에 따라 출원되면, 특허청은 그 출원서에 접수일
을 기입하고 이를 심사 없이 즉시 유럽상표청에 인계한다.
제125b조(本法規定의 適用)
본법의 규정은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원되고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제9조(상대적 보호장애)의 적용에 있어서,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내주지성
을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문 c호에 따른 공동체 내의 주지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공동체상표는 본법에 따라 선출
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대등하다.
2. 등록된 공동체상표의 소유주에게는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청구권 이외에 본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소유주와 동일한 손해배상(제14조 제

6항 및 제7항), 폐기(제18조) 및 정보제공(제19조)에 관한 청구권이 부여된다.
3. 등록된 공동체상표를 이유로 본법에 따른 후등록상표에 대한 청구권이 주장되는
경우, 제21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4. 상표의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제42조)이 선등록공동체상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제43조 제1항(사용의 충분한 증거)은 제26조에 따른 선행상표의 사용을 공동
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선행공동체상표의 사용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5. 상표등록의 취소신청(제51조 제1항)이 선등록공동체상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
에는
a) 제51조 제2항 제1문(효과)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고;
b) 제55조 제3항(사용의 증명)은 제26조에 따른 선행상표의 사용을 공동체상표에 관
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공동체상표의 사용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6. 수입 및 수출시의 압류신청서는 공동체등록상표의 소유주에 의하여 본법에 따른
등록상표의 소유주에 의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다. 제146조 내지 제149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5c조(事後確認)
(1) 출원 또는 등록된 공동체상표와 관련하여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청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의 선행순위가 주장되고 특허청 상표원
부에 등록된 상표가 제47조 제6항에 따른 보호존속기간의 불갱신 또는 제48조 제1항
에 따른 포기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실권 또는 무
효행위로 인한 이 상표의 무효가 확인될 수 있다.
(2) 무효의 확인은 실권 또는 무효행위로 인한 취소와 같은 요건 아래 행해진다. 그러
나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실권으로 인한 상표의 무효는 이미 그 상표가 보호존속기간
의 불갱신 또는 포기로 인하여 취소된 시점에도 이 규정에 따른 취소요건이 있었던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
(3) 무효확인의 절차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무효확인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
상표의 취소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제125d조(共同體商標의 轉換)
(1) 특허청에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출원되거나 등록된 공
동체상표의 전환신청이 송달될 경우에는, 전환절차를 위하여 특허비용법에 따른 수수
료 및 류수수료가 전환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징수될 수 있다.
(2) 특허청은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전환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전환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면 이는 거절된다.

(3) 전환신청이 아직 공동체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관한 것이라면, 이 전환신청
은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27조가 규정하는 공동체상표의 출원일 또는 공동체상표
를 위하여 주장된 우선권일을 제3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출원일이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청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한 상표의 출원과 같이 처리된다. 공동체상
표의 출원에 대하여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서 특허청 상표원부에 등
록된 상표의 선행순위가 주장되었다면, 제1문에 따른 기준일은 이 선행순위가 대신한
다.
(4) 전환신청이 이미 공동체상표로서 등록된 상표에 관한 것이라면, 특허청은 이 상표
를 사후 심사함이 없이 제41조에 따라 최초의 선행순위를 유지하여 직접 상표원부에
등록한다. 이 등록에는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없다.
(5) 그밖에는 전환신청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위한 본법규정이 적용된다.
제125e조(共同體商標法院)
(1)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규칙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공동
체상표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공동체상표소송), 제1심 공동체상표법
원으로서 지방법원이 소송물의 가액에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관할한다.
(2) 제2심공동체상표법원은 제1심 공동체상표법원이 소재하는 구역의 州상급법원이다.
(3) 州政府는 시행령을 통하여 여러 공동체상표법원의 관할구역을 위한 공동체상표소
송을 이들 법원들 중의 하나에 할당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州政府는 이러한 권한부
여를 시행령을 통하여 주법무성에 위임할 수 있다.
(4) 州는 합의를 통하여 어떤 한 주의 공동체상표법원에 부과된 임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주의 관할 공동체상표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5) 공동체상표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제140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필요한 변
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5f조(유럽委員會에의 通知)
연방법무성은 유럽위원회에 제1심 및 제2심 공동체상표법원과 아울러 그 수, 명칭 또
는 관할구역의 모든 변경사항을 통지한다.
제125g조(共同體商標法院의 管轄區域)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93조에 따라 독일의 공동체상표법원이 국제적으로 관할권
을 가질 경우에는, 이 법원의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특허청에 제출된 상표의 출원이나
특허청 상표원부에 등록된 상표가 문제되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관할구역이 이에 따라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의 一般裁判籍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25h조(破産節次)
(1) 파산법원에게 출원 또는 등록된 공동체상표가 파산재단의 소유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유럽상표청은 직접적인 거래에 있어서
1. 절차개시 그리고, 절차에 미리 포함되지 않는 한, 양도금지명령,
2. 공동체상표 또는 그 출원의 관리해제 또는 양도,
3.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의 유예 그리고
4. 채무자감시의 종료 후의 채무자감시 및 양도금지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의 중지를 공동체상표를 위한 상표원부 또는, 출원이 문제가 될 때에는, 출
원서에 등록․기재할 것을 요청한다.
(2) 공동체상표를 위한 상표원부 또는 출원서에의 등록․기재는 파산관리인에 의해서
도 신청될 수 있다. 치산(파산법 제270조)의 경우에는 법정변호사가 파산관리인을 대
신한다.
제125i조(執行契約의 賦與)
공동체상표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집행계약의 허용에 대하여는 특
허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집행영장은 특허법원 사무국의 사무관에 의하여 부여된다.
제6장 地理的 出處表示
제1절 地理的 出處表示의 보호
제126조(地理的 出處表示로서 보호되는 名稱, 記述 또는 標識)
(1) 본법이 규정하는 地理的 出處表示라 함은 영업상의 거래에서 상품과 서비스업의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 지방, 지역 또는 국가의 명칭 및 그
밖의 표시 또는 표지를 말한다.
(2)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명칭, 표시 또는 표지로서 性質表示와 관련되
는 것은 地理的 出處表示로서 보호될 수 없다.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地理的
出處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표시에서 파생되었지만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으로서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방법, 특성,
종류 또는 기타 속성이나 특징으로서 소용이 되는 表示는 성질표시로 볼 수 있다.
제127조(保護內容)
(1) 地理的 出處표시는, 다른 出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러한 名稱, 표
시 또는 標識를 사용함으로써 地理的 出處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理的 出處표시를 통하여 表示된 장소, 지방, 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래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영업상의 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

(2) 지리적 출처표시가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특별한 속성 또는 특별한 품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그 속성이나 그 품질을 나타내는 경우
에만, 지리적 출처표시가 영업상의 거래에서 이 출처의 각각의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3) 지리적 출처표시가 특별한 명성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리적 출처에 관한 오
인의 위험이 없을 때에도, 다른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한 사용이 그 지리
적 출처표시의 명성이나 그 식별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
나 침해하기에 적합한 한에 있어서, 이 지리적 출처표시는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다른 출처의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
(4) 保護되는 地理的 出處表示와 類似한 名稱, 표시 또는 標識가 사용되거나 地理的
出處表示가 附加(物)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도
1. 제1항의 경우 차이와 부가에도 불구하고 그 地理的 出處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危險이 있거나
2. 제3항의 경우 차이와 부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 출처표시의 명성이나 식별력의
불공정한 이용 또는 침해의 적합성이 있는 한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28조(禁止請求權; 損害賠償請求權)
(1)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서 명칭, 표시 또는 표지를 제127조에 위반하여 사용하
는 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권자에 의한 禁止가 請求되
어질 수 있다.
(2)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로 제12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3) 위반행위가 기업에서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금지청구 그
리고,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한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가
기업의 소유주에 대하여도 주장될 수 있다.
제129조(出訴期限)
제128조에 따른 청구권은 제20조에 의하여 출소기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유럽經濟共同體規則 Nr. 2081/92에 따른 地理的 表示와 原産地表示의 保護
제130조(地理的 表示 또는 原産地表示의 登錄申請)
(1) 지리적 표시 및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보호를 위한 의회의 1992.
7. 14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에 따라 이후 개정된 바와 같이 시행된 보호된
원산지표시목록 및 보호된 지리적 표시 목록에의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의 등

록신청은 특허청에 제출된다.
(2) 신청의 심사결과 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가 유럽경
제공동체규칙 Nr.2081/92와 그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 경우에는,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이에 관하여 통지하고 연방법무성에 그 신청을 전달한다.
(3) 연방법무성은 유럽공동체위원회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그 신청을 전달한다.
(4) 심사 결과 출원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의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신청은 거절된다.
제131조(明細書의 變更申請)
지리적 표시 혹은 원산지표시의 명세서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에 따라 제130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수수료는 납부되지
않는다.
제132조(異議申請節次)
(1)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시
의 유럽공동체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된 보호된 원산지표시목록 및 보호된 지리적 표시
목록에의 등록 혹은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표시의 명세서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은 유
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에 따라 유럽공동체관보에 공고 후 4개월 이내에 특허
청에 제출한다.
(2) 이의신청기한의 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33조(特許廳내의 管轄; 法律上의 救濟方法)
(1)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청과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조직된 상표과가 관할권을 갖는다.
(2) 특허청이 본장의 규정에 따라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특허법원에의 항고와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제기된다. 본법 제3부의 특허법원에의 소송절차 및 연방대법
원에의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34조(監視)
(1)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감시와 통제는
州法에 따른 관할정부기관에 의무이다.
(2) 제1항이 규정하는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한, 관할정부기관의 수임자는 농
산품 혹은 식료품을 생산 또는 거래하거나(식료품 및 생필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항), 공동체 내부적으로 유통,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업에서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
중에
1. 사무실과 토지, 판매시설과 운송수단에 들어가서, 그 곳을 검사하고,

2. 영수증에 대한 샘플을 추출하고;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샘플의 일부 또는, 샘플
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 부본을 공식적으로 봉인하여 남겨놓고,
3. 영업서류를 열람하고 조사하고,
4.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공공장소 특히 시장, 광장, 거리에서 또는 행상으로 유통되는 농산품
또는 식료품에도 미친다.
(3) 기업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는 사무실과 토지, 판매시설과 운송수단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검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검사가 질서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해야 할 농
산품 및 식료품을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진열하고, 검사하는 동안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고, 샘플의 추출을 허락하고, 영업서류를 제시하고,
검사를 허락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수입이나 수출 시에 검사가 따른다면 제2항 및 제3항은 기업주를 위하여 공동체
내부적으로 농산품 또는 식료품을 유통,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5)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자는 답변할 경우 자신이나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친척에게 형사상의 소추나 질서위반에 관한 법에 따른 소송의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거절할 수 있다.
(6)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 제10조에 따른 조사목적으로 수행된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보상적인 수수료 및 소요경비가 청구된다. 보상의무가 있는 행
위는 주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35조(禁止請求權 - 損害賠償請求權)
(1)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서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 제8조 혹은 제13조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금지가 청구되어 질 수 있다.
(2) 제128조 제2항 및 3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36조(出訴期限)
제135조에 따른 청구는 제20조에 의하여 출소기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37조(個個의 地理的 出處 表示의 保護를 위한 詳細規定)
(1) 연방법무성은 연방경제성 및 연방소비자보호, 식량 및 농업성과 합의하여 연방의
회의 동의를 얻어 개개의 지리적 출처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정할 권
한을 갖는다.
(2) 시행령에는
1. 정치적 또는 지리적 경계의 참조를 통한 출처지역,

2. 제12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품질이나 기타 특성 및 관련조건, 특히
상품생산이나 제조의 절차 또는 방법 또는 서비스의 제공방법 또는 그 출처와 같
은 사용된 기초원료의 질 혹은 기타 특성, 그리고
3. 지리적 출처표시의 사용방법이 규정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지금까지의 지리적 출
처표시사용 시의 공정한 관례와 관습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38조(유럽經濟共同體規則 Nr.2081/92에 따른 申請節次 및 異議申請節次를 위
한 其他規定)
(1) 연방법무성은 시행령을 통하여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신청 및 이의신청절차 (제
130조 내지 제133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2) 연방법무성은 시행령을 통하여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시행령의 제
정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일특허 및 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9조(유럽經濟共同體規則 Nr.2081/92의 施行規定)
(1) 연방법무성은,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 또는 이의 시행을 위한 유럽의회
또는 유럽위원회의 규정이 필요로 하는 한에 있어서, 시행령을 통하여 연방경제성 및
연방소비자보호, 식량 및 농업성과 합의하여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에 의한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보호의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문에
따른 시행령에는 특히
1. 농산물 혹은 식료품의 표시,
2. 보호표지의 사용권한 부여,
3. 공동체 내부적 유통시 또는 수입이나 수출시의 감시나 감독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정된다.
제1문에 따른 시행령은 회원국이 제1문에서 언급한 공동체법상의 규정에 따라 보완규
정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도 제정된다.
(2) 州政府는 시행령을 통하여 유럽경제공동체규칙 Nr.2081/92 제10조에 따라 필요
한 감독의 시행을 허가된 사설감독기관에 위임하거나 그와 같은 기관을 이러한 감독
의 시행에 참여시키는 권한을 갖는다. 州政府는 또한 사설감독기관의 허가조건 및 절
차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州政府는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을 통하여 다른 관청에 위임할 권리가 있다.
제7장 標識訴訟節次
제140조(標識訴訟)
(1) 본법에 규정된 법률상의 관계의 하나로 인하여 청구가 주장되는 수단인 모든 소
송(표지소송)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이 소송물의 가액과 관계없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

는다.
(2) 주정부는 소송의 실질적 요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
시행령을 통하여 표지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지방법원의 구역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지방법원에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주정부는 이 권한을 주법무성에 위임할
수 있다. 州는 그밖에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州의 법원에 맡겨진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의 관할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3) 표지소송에서 변리사의 참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에 관하여는, 변호사에 관한 연
방 수임료법 제11조에 따른 수임료와 그 밖에 변리사의 필요불가결한 비용이 지급된
다.
제141조[本法 및 不正競爭防止法에 따른 請求 時의 土地管轄(裁判籍)]
본법에 규정된 법률상의 관계와 관련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청구
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의 裁判籍에서 주장될 필요가 없다.
제142조(訴訟物價額의 減額)
(1) 소를 통하여 본법에 규정된 법률상의 관계의 하나로 인한 청구가 주장되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訴價全額에 의한 소송비용부담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현저
히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당사자
의 소송비용지불채무가 경제적 처지에 맞는 소가부분에 따라 조정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한 명령에 따라 수혜당사자 는 그의 변호사보수 역시 이 소가부분에
따라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이 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이를 떠맡는 한, 그는
상대방이 지급한 재판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이 소가 부분에 따라서만 지급하
여야 한다. 재판외비용이 재판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과되거나 상대방 당사
자가 떠맡는 한, 수혜당사자의 변호사는 자신의 보수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소가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록을 위하여 법원사무국에 선언될 수 있다. 신청은 본안심
리 전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은 추정되거나 확정된 소가가 후에 법원을 통하
여 증액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신청의 결정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심리되어
야 한다.
제8장 刑罰 및 罰金規定; 輸入 및 輸出시의 押留
제1절 刑罰 및 罰金規定
제143조(處罰할 수 있는 標識侵害)

(1)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서 법률에 위반하여
1.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하는 자,
2.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나 침해
할 목적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자,
3. 표지의 사용이 제3자에게
a) 제1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b)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고 행위가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
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에 있어서, 제14조 제4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 표지를 부착하거나, 제1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외장
또는 포장 또는 식별수단을 제공하고, 시장에 내놓고, 소유하고,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4. 제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표시나 표지를 사용하는 자 혹은
5. 제15조 제3항에 위반하여 표시나 표지를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이용하거
나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최고 3년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 범인이 직업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
한다.
(3) 침해미수는 처벌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들에 있어서 형사소추관청이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형
사소추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는 고소에 의하여서만
소추된다.
(5) 범죄와 관련된 상품은 압류될 수 있다. 형법 제74a조가 적용된다. 제18조에 규정
된 폐기청구가 피해자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형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6c
조)에 따른 소송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6) 형이 선고되면,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고 이에 관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은 청구에 따라 공표되도록 명령된다. 공표의 방법은 판결에서 결정된
다.
제143a조(處罰할 수 있는 共同體商標의 侵害)
(1) 누구든지 금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허락 없이 영업상의 거래에서
1. 유럽공동체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2. 표지가 공동체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공동체상표와 표지가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에게 그 표지가 그 상표를 연상케
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3. 공동체상표가 공동체내에서 주지되어 있고 표지가 그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
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에, 그 공동체상표

와 동일한 표지나 유사한 표지를, 그 공동체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유럽연합상표규정
제9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유럽공동체상표의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최고 3
년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 제143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144조(處罰할 수 있는 地理的 出處表示의 使用)
(1)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서 법률에 위반하여 지리적 출처표시, 명칭, 표시 또는
표지를
1. 제1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각항의 경우 또한 제4항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시행령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2. 제127조 제3항에 위반하여, 또한 제4항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시행령과 결부하여
지리적 출처표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이용하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는 최고 2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하여 유럽연합의 법규정에 따라 보
호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시행령이 특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본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 똑같이 처벌된다.
(3) 침해미수는 처벌할 수 있다.
(4) 판결에서는 법원은 판결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의 불법적 표시가 제거되
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상품이 폐기되도록 명령한다.
(5) 형이 언도되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판결이 공표되도록 명령된다. 공표의 방법은
판결에서 결정된다.
(6) 유럽공동체의 법규정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의 보호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 있어서, 연방법무성은 시행령을 통하여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제
2항에 따른 범죄구성사실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5조(罰金規定)
(1) 누구든지 영업상의 거래에서 불법적으로 동일 또는 모방의 형상으로
1. 제8조 제2항 제6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국장, 국기, 그 밖의 국가적 표장 또는
국내의 지방이나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위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문장,
2. 제8조 제2항 제7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공적 검사표지 또는 보증표지,
3. 제8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휘장, 인장, 표지를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불법행위자로 간주한다.
(2)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1. 제134조 제3항에 반하여, 또한 제4항과 관련하여
a) 사무실, 토지, 판매시설 혹은 운송수단에 들어가는 것과 이를 조사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 자,
b) 조사해야 할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조사가 질서 있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진열하지
않는 자,
c) 조사 시에 필요한 조력을 하지 않는 자
d) 샘플의 추출을 허락하지 않는 자
e) 영업상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게 제출하거나 조사를 허용하지 않
은 자 또는
f)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자.
2.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이 본 벌금규정을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자는 불법행위자로 간주한다.
(3) 불법행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최고 2500 Euro 그리고 제2항의 경우에는 최고
10,000 Euro 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4조 제4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절 輸入 및 輸出시 商品의 押留
제146조(標識權 侵害시의 押留)
(1) 본법에 따라 보호된 상표나 영업상의 표지가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품은, 위조상품
및 불법제조복제품 및 모조품의 관세법상 자유로운 거래 또는 비송사건절차로의 운반
금지 및 수출과 재수출금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유럽공동체) Nr.3295/94이 그
후 개정된 바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권리침해가 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소유주의
신청과 담보제공에 따라 그 輸入 또는 輸出시에 관세청을 통한 압류를 면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및 다른 유럽경제구역에 관한 협정 조약국과의 거래에는
관세청을 통한 감시가 있는 한에 있어서만 적용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및 유럽경제구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조약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관세청을 통한 감
시가 있는 한에 있어서만 적용한다.
(2) 세관이 압류를 명령하면, 세관은 지체 없이 처분권자 및 신청인에게 통고한다. 신
청인에게는 상품의 출처, 수량과 소재지 및 처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
다. 통신 및 우편의 비밀(헌법 제10조)은 이와 관련하여 제한된다. 신청인에게는 영업
또는 경영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제147조(沒收; 異議申請 ; 押留의 還付)
(1) 압류가 늦어도 제146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통지가 송달된 후 2주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의신청되지 않으면, 세관은 압류된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2) 압류의 처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세관은 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한다. 신청인은 세관에 신청을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압류된 상품과 관련하여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다면, 세관은 압류를 지체 없이 환부한다. 신청인이 신청
을 유지하고 압수된 상품을 보관 혹은 처분제한을 명령하는 집행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제시한다면,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제3항의 경우가 없다면, 세관은 제2항에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 도달 후 2
주가 경과한 후 압수를 환부한다.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신청하였
지만, 아직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는 길어도 2주 더 유지된다.
제148조(管轄; 上訴)
(1)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방재무성 산하중간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더
짧은 유효기간이 신청되지 않는 한, 2년간 효력이 있다.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2) 신청과 관련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세일반법 제178조에 따라
서 비용이 징수된다.
(3) 압류와 몰수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에 따른 벌금절차에서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허용된 법률상의 구제방법에 의하여 불복될 수 있다. 법률상의 구제절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심리되어야 한다. 최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기한부 항소가 허용된다.
기한부 항소는 고등법원이 판결한다.
제149조(不當한 押留시의 損害賠償)
압류가 처음부터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신청인이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압류된 상
품과 관련하여 신청을 유지하거나 지체 없이 신고(제147조 제2항 제2문)하지 않았다
면, 신청인은 처분권자에게 압류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0조[施行令(유럽共同體) Nr. 3295/94]에 따른 押留
제146조 제1항의 시행령에 따른 절차에서는, 동시행령에 다르게 규정되어있지 않는
한, 제146조 내지 제149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51조(地理的 出處表示를 갖고 있는 不法標識의 境遇에 있어서의 押留)
(1) 본법 또는 유럽공동체 법규에 따라서 보호되는 지리적 출처표시를 불법적으로 갖
고 있는 상품은, 권리침해가 분명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시에 불법표시의 제
거를 위하여 압류된다. 이 규정은 세관에 의한 감시가 있는 한에 있어서만, 유럽연합
의 타 회원국 및 유럽경제구역에 관한 협정의 타조약국과의 거래에 적용된다.
(2) 압류는 세관에 의하여 행해진다. 세관은 또한 불법 표지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3) 세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불법표지의 제거가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관
은 상품의 몰수를 명한다.

(4) 압류와 몰수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에 따른 벌금절차에서 압류와 몰수에 대하여
허용된 법률상의 구제방법에 의하여 불복될 수 있다. 지방최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
여는 기한부 항소가 허용된다. 기한부 항소는 항소법원이 판결한다.
제9장 經過規定
제152조(本法의 適用)
본법의 규정은 본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1995.1.1.이전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사용에 의하여 또는 현저한 주지성에 의하여 획
득된 상표와 1995.1.1. 이전 그때까지 유효한 규정에 따라 보호된 영업상의 표지에
적용한다.
제153조(侵害에 대한 請求權 主張에 관한 制限)
(1) 1995.1.1. 이전에 등록되거나 사용 또는 현저한 주지성에 의하여 획득된 상표 또
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에게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에 따라서 상표, 영업상의 표지
또는 동일한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침해로 인한 청구권이 없다면, 본법에 따른 상표
또는 영업상의 표지에 의한 권리는 이 상표, 이 영업상의 표지 또는 이 표지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 주장될 수 없다.
(2) 1995.1.1. 이전에 등록되거나 사용이나 현저한 주지성에 의하여 획득된 상표 또
는 영업상의 표지의 소유주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5
년의 기간이 1995.1.1.에 경과하기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한다.
제154조(物權; 强制執行; 破産節次)
(1) 1995.1.1. 이전에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물권이
설정되었거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가 강제집행 조치의 대상이었다면,
이 권리 또는 조치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상표원부에 등록될 수 있다.
(2)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55조(使用權)
1995.1.1. 이전에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하여, 사용에 의하여 또는 현저한 주지
성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에 관하여 허여된 사용권에 대하여는, 이 사용권에게 제30조
제5항의 효력이 이익이 되는 것은 1995.1.1. 이후 발생된 권리이전 또는 제3자에 허
여된 사용권이 문제가 되었을 때뿐이라는 조건으로 제30조가 적용된다.
제156조(絶對的 保護障碍에 관한 出願商標의 審査)

(1) 1995.1.1. 전에 표지가 출원되고, 이것이 그때까지 유효한 규정에 따라서 특허청
의 직권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에 의하여 등록에서 제외되었지만, 본법 제3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서 등록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본법규정은 이 출원이
1995.1.1.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최초의 출원일 및 혹시 주장 됐을지 모르는 우
선권에 관계없이 1995.1.1.이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선행순위의 결정에
관하여 표준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2) 출원표지를 심사할 때에 특허청이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특
허청은 이를 출원인에 통지한다.
(3)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선행순위의 전이(轉移)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한다면, 표지의 출원은 본법
에 따른 상표의 출원으로 계속 처리된다.
(4) 출원인이 특허청에 그가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선행순위의 전이(轉移)에 동
의하지 않거나, 제3항의 기간 내에 아무런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은 출원을 거
절한다.
(5)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선언을 1995.1.1. 계류 중인 출원의 거절에 관한 소원절
차, 항고절차 또는 상고심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57조(公告 및 登錄)
1995.1.1. 이전에 출원공고가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나 출원이
구 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면, 상표는 이전의 공고 없이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공고결정 후 송달된 우선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a
조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이미 지불되었다면, 이 수수료는 직권으로 환불된다.
제158조(異議申請節次)
(1) 1995.1.1. 이전에 구 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표의 출원이나 구 상표법 제5
조 제2항과 함께 구 상표법 제6a조 제3항에 따른 상표의 등록이 공고되었다면, 이의
신청은 구 상표법 제5조 제4항의 기간 내에 구 상표법 제5조 제4항의 이의신청이유
뿐만 아니라 (현)상표법 제42조 제2항의 이의신청이유에 기초를 둘 수 있다. 구 상표
법 제5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구 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와 관련이 없는 한, 상표는 제41조에 따라서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다.
(2) 1995.1.1. 이전에 구 상표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구 상표법 제5조 제
2항에 따라서 공고되거나 구 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라서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제기되었거나 1995.1.1.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구 상표법 제5
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이의신청이유는, 이의신청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의신청이 구 상표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기초로 한다면, 이
규정대신에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3) 1995. 1. 1. 이전에 제기되었던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이의신청제기의
이유가 되는 상표의 사용이 부정되었거나 부정된다면 구 상표법 제5조 제7항 대신에
제43조 제1항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문은 항고소송이 1995.1.1. 계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에도 적용한다. 제1문은 1995.1.1. 계류 중인 상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이것이 구 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와 관계
가 없는 한, 상표는 제41조에 따라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제기될 수 없다.
(5) 구 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등록
은 거절된다. 구 상표법 제6a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다면, 등록은 제4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취소된다.
(6) 제1항 제2문 및 제4항 제1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록장애에 의
해서는 출원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제159조(出願의 分割)
1995.1.1. 이전에 구 상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그
분할이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에야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선언은 선언시
점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이 분할에 따라 최초출원의 일부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40조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이 목표로 하지 않는
최초출원의 일부는 제41조에 따라서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제4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러한 등록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160조(保護期間 및 保護期間의 更新)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경신에 관한 본법규정은, 출원상표의 보호기간 경신을 위한
수수료가 만기 전에 유효하게 지불될 수 있는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1995.1.1.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2
항의 규정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1995.1.1.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
제161조(不使用期間의 經過로 인한 登錄商標의 取消)
(1) 1995. 1. 1. 이전에 구 상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서 상표등록의 취소가 특허청
에 신청되고 구 상표법 제11조 제4항 제3문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1995. 1.
1. 현재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총 2개월이다.
(2) 1995. 1. 1. 이전에 상표등록의 취소소송이 구 상표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되었다면, 그 등록은 소송이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본법 규정에
의하여서도 인용될 수 있을 때에만 취소된다.
제162조(絶對的 保護障碍로 인한 登錄商標의 取消)
(1) 상표의 소유주가 1995. 1. 1. 이전에 구 상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상표의
등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고, 구 상표법 제10조 제3항 제2문의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이 1995. 1. 1. 현재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총 2개월이다.
(2) 1995. 1. 1. 이전에 구 상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절대적 보호장애의 존
재 때문에 직권에 의한 상표의 등록취소절차가 개시되거나 동 규정에 따라서 취소신
청이 제기되었다면, 그 등록은 상표가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본법규정에
의하여서도 보호될 수 없을 때에만 취소된다. 이것은 1995. 1. 1. 이후에 제54조에 따
라서 1995.1.1. 이전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취소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63조(先行權利의 存在로 인한 登錄商標의 取消)
(1) 1995.1.1. 이전에 구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행출원상표나 기타 선
행권리에 의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제2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등록은 소송이 그때까지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본법규정에
의해서도 인용될 수 있을 때에만 취소된다. 이것은 1995. 1. 1. 이후에 제55조에 따라
서 1995.1.1. 이전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제1항 제1문의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제2문 및 제2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항 제2문의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은 5년의 기한이 1995.1.1.에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164조(所願 및 直接抗告)
본법 규정은 1995.1.1. 이전에 제기된 소원에 대하여도 제66조 제3항 제1문 및 제2
문에 규정된 6개월 및 10개월의 기한이 1995.1.1.에 경과하기 시작하는 것을 조건으
로 적용된다.
제165조(經過規定)
(1) 1998.1.1. 이전에 상표원부에의 등록을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999.1.1.
까지
제125h조는
Insolvenzverfahren(파산절차)을
Konkursverfahren(파산절차)이
대신하고,Insolvenzgericht(파산법원)를
Konkursgericht(파산법원)가
대신하고,
Insolvenzmasse(파산재단)를
Konkursmasse(파산재단)가
대신하고,
Insolvenzverwalter(파산관리인)를
Konkursverwalter(파산관리인)가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3) 민법총칙 제229조 제6항은 2002.1.1.까지 시행되는 바와 같은 제20조가
2002.1.1.까지 시행되는 출소기한에 관한 민법규정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4) 제64조 제1항 제1문 및 제5항 제1문과 는 다르게 2002.1.1.부터 2004.12.31.까
지는 소원 대신에 항고도 제기될 수 있다.
(5) 제66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제3항과 다르게 2002.1.1.부터 2004.
12.31.까지는 다음 각호가 적용된다.
1. 상표부 및 상표과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해 절차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다.
2. 소원도 허용된 상표부 또는 상표과의 결정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는 소원
이 그리고 타 당사자에 의해서는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소원인은 항고도 아울러 제기
할 수 있다. 소원인의 항고가, 제66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타 당사자의 항고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의 소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소원인의 항고
대하여는 추가적인 소원수수료가 지불되지 않는다.
(6) 2002.1.1. 이전에 제기된 소원 및 항고에 대하여는 2002.1.1. 까지 시행되는 본문
중 제64조 및 제66조가 적용된다. 2004.12. 31. 까지 계류되는 다면소송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적용가능성은 항고제기일에 따라 결정된다.
(7) 2002.1.1. 이전에 계류되었던 제96조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는 2002.1.1.까지
시행되는 본문 중 제96조가 적용된다.

5.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경업자, 소비자 및 그 외의 시장 참가자를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공정한 경쟁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쟁행위」
부동산, 채권 및 채무를 포함한 상품 또는 역무의 판매, 제공 또는 조달에 임하고, 자
사 또는 타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실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시장 참가자」
경업자 및 소비자에 가세해 상품 또는 역무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경업자」
상품 또는 역무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주체와 구체적인 경쟁 관계에 있
는 모든 사업주체를 말한다.
4. 「통신 정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통신 업무를 개입시키고, 특정의 사람의 사이에 교환
또는 배포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다만, 방송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전
자적 통신 업무를 개입시켜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정보이며, 정보를 수령하는 참가자
또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비자」및 「사업주체」의 정의는, 민법 제 13 조 및 제14 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
경업자, 소비자 또는 그 외의 시장 참가자가 불이익하게 되는 형태로 경쟁을 상당 정
도 저해하는 성질을 가지는 부정경쟁행위는 금지된다.
제4조(부정경쟁의 예)
제3 조에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이란 특히,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1. 압력의 행사, 인간 멸시적인 방법 또는 그 외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이용하고, 소비

자 또는 시장 참가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하는 작용을 가지는 경쟁행위를 실시
하는 사람.
2. 특히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현저한 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믿기 쉬운 성
질, 불안, 또는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쟁행위를 실시하는 사람.
3. 경쟁행위의 선전적 성질을 숨기는 사람.
4. 가격인하, 경품 또는 선물의 제공 등의 판매촉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
조건에 대해 불명확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실시하는 사람.
5. 선전적 성질을 가지는 현상 또는 추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응모 조건에 대해 불명
확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실시하는 사람.
6. 소비자가 현상 또는 추첨에 응모할 수 있을지를 상품의 구입 또는 역무의 이용에
의존시키는 사람. 다만, 현상 또는 추첨이 그 성질상 해당 상품 또는 역무와 떼어낼
수 없는 것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다른 경업자의 상표, 상품, 역무, 업무, 인적 상황 또는 사업의 상황에 대해 헐뜯거
나 비방하는 사람.
8. 다른 경업자의 상품, 역무 혹은 기업에 대해서 또는 그 경영자 혹은 임원을 헐뜯을
우려가 있는 사실을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데 주장하거나 또는 유
포하는 사람. 해당 사실의 주장 또는 유포가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어서 정보 전달자
또는 수령자가 해당 정보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하게 반해
적시되어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 한정해 부정 경쟁 행위가 된다.
9. 다른 경업자의 상품 또는 역무를 모방한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a) 출처에 대하여 회피 가능한 오인을 수령자에 가져오는 사람.
b) 모방된 상품 혹은 역무에 대한 평가를 부정하게 이용해, 혹은 이것을 훼손하는 사
람.
c) 모방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혹은 서류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취득한 사람.
10. 경업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11. 시장 참가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설
치되고 있는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
제5조(오인을 부르는 광고)
(1) 오인을 부르는 광고는 제3 조에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광고가 오인을 부르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광고의 구성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 특히 제１호 내지 제３호의 사실에 관한 광고 내용
을 고려한다.
1. 상품 또는 역무의 특징에 관한 정보이며, 예를 들면, 제공 가능성, 종류, 사양, 구
성, 제조 또는 조달의 방법 및 일자, 목적 적합성, 사용 가능성, 양, 성질과 상태, 제
조지 및 제조 기업, 사용에 의해서 기대되는 효과, 상품 또는 역무에 대한 품질 시험

의 결과나 시험의 주요 구성 내용을 포함한다.
2. 판매의 이유 및 그 가격 또는 가격 산출 방법, 및 상품의 납입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정보.
3. 광고를 실시하는 사람의 사업의 상황, 특히, 신원, 자산 상황, 지적 재산권, 자격,
현창 또는 영전 등, 그 종류, 성질 및 권리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에 대해 묵비하는 것이 오인을 부르는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해당 사실이 계약 체결의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면 거래상 해석되는지 및
해당 묵비가 계약 체결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성질의 것인지를 고려한다.
(3) 제2항의 광고 내용에는 비교 광고로서 표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화상에 의한
표시 및 그 외의 행사이며, 이러한(제2항의) 광고 내용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과 동시에 대체하는 성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격인하를 실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광고도 그 인하한 값의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오인을 부르는 광고와 추정된다. 해당 인하한 값의 적용의 유무 및 적
용 기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가격인하 광고를 실시한 사람이 증거 제시 책임을
진다.
(5) 상품의 종류 및 광고의 형식 및 규모에 비추어 예상되는 수요를 채우는데 상당한
수량의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품의 광고는 오인을 부르는 광고에 해당한다. 상당
한 수량이란 일반적으로 2일 분의 수요에 대응하는 양을 가리킨다. 사업자가 그것보
다 적은 양 밖에 준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에 충분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
는 경우는 한도가 없다. 본호의 제1문은 역무의 광고에도 준용된다.
제6조(비교광고)
(1) 「비교광고」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 경업자 또는 1 경업자에 의해서 제공
되는 상품 혹은 역무를 인지시키는 모든 광고를 말한다.
(2) 비교에 의한 상품 또는 역무의 광고이며, 아래와 같은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3
조에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1. 같은 수요 또는 목적을 가지는 상품 또는 역무라는 비교가 아닌 경우
2. 상품 또는 역무의 본질적, 중요, 확인 가능한 동시에 전형적인 1 내지 복수의 속성
또는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업무상의 거래에 대하고 광고를 실시하는 사람과 그 경업자의 사이, 양자의 상품
혹은 역무의 사이, 또는 양자의 상표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4. 다른 경업자의 사용하는 상표의 평가를 부정하게 이용해 혹은 이것을 훼손하는 경
우,
5. 다른 경업자의, 상표, 상품, 역무, 업무, 인적 상황, 또는 사업의 상황에 대해 깍아
내리거나 혹은 비방하는 경우, 또는
6. 상품 혹은 서비스가,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상표를 교부해 판매되고 있는 상품 혹

은 서비스의 모방품이다 라고 하여 인용되는 경우.
(3) 통상 가격과 특별 가격 또는 통상 조건과 특별 조건의 비교인 경우 그 특별 제공
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어, 특별 제공 시기의 개시전이면 그 개시시점
을 명시해야 한다. 특별 제공이 그 상품 또는 역무가 없어지는 대로 종료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과도의 폐를 끼치는 행위)
(1) 시장 참가자에게 과도의 폐를 미치는 행위는 제3조에 규정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2) 과도의 폐를 끼치는 행위는 특히 이하의 경우에 인정된다.
1. 광고의 수령자가 해당 광고의 수령을 바라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2. 소비자에 대해 그 승낙 없이 전화로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시장 참
가자에게 그 추정적 승낙 없이 전화로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승낙 없이 전화의 자동 통화 장치, 팩시밀리 또는 전자 메일을 이용하고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4. 통신 정보를 이용한 광고이며 정보의 송신을 의뢰하는 사람의 신원이 위장되고 있
어 혹은 은닉 되고 있는 경우. 또는 수신자가 그러한 통신 정보의 송신의 정지를 기
본 계약에 근거하는 비용 이외의 통신비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현실의 연락처
의 표시가 없는 경우.
(3) 제2항 제3호의 예외로서 전자 메일을 사용한 광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과도
의 폐를 끼치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1. 상품 또는 역무의 매매거래와의 관련으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그 전자메일 주
소를 받아,
2. 사업자가 자사의 유사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직접광고에 사용해,
3. 고객이 그 이용에 이의를 주장하지 않고, 한편
4. 고객에 대해 전자메일 주소의 등록이나 이용마다, 수신자가 해당 전자메일 주소의
이용 정지를 기본 계약에 근거하는 비용 이외의 통신비의 부담 없이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
제2장 법률 효과
제8조(금지청구권)
(1)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의 정지를, 그러한 위반행
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예방청구권은
그러한 위반행위의 우려가 있을 단계에서 발생한다.

(2)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위탁자가 위반행위를 실시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하의 사람은 제1 항에 규정하는 청구권을 가진다.
1. 모든 경업자.
2. 업무상의 이익 또는 고유의 직업적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권리 능력
이 있는 단체이며, 동일한 시장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유통시키
고 있는 많은 기업이 소속해 있는 것. 다만, 특히 그 인적, 물적, 재정적 설비가, 회원
의 업무상의 이익 또는 고유의 직업상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 정관에 의거하
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이며, 한편, 문제가 되는 위반행위
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금지소송법 제4조에 근거하는 유자격 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소송법에 관한 1998년 5월 19 일자 유
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8/27/EG 」 제4조에 근거하는 유럽공동체 위원회 명부
(관보 EG 제L166호 51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자격 기관.
4. 각종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
(4) 제1항의 금지청구권의 주장은 특히 위반자에 대해서 주로 소송비용 또는 그 외의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남용으로 간
주해지는 경우에는 용서되지 않는다.
(5) 금지소송법 제 13조 및 동조에 규정하는 명령 발령권은 이하의 조건으로 준용된
다. 즉, 금지 소송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3 호에 근거하는 원고 적격자를
본법 제 8 조 제 3 항 제 3 호 및 제4 호에 근거하는 금지청구권자로 읽어 바꾸고,
금지 소송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는 청구권자를, 본법 제8조 제 3항
제 2호에 근거하는 청구권자로 읽어 바꾸고, 금지 소송법 제 1조 및 제2조에 근거하
는 금제 청구권을 본법 제8조에 근거하는 금제 청구권에 읽어 바꾸고, 준용된다. 금지
소송법의 그 외의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3조에 위반한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생긴 경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발행 책임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따르고 위
반행위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이익몰수)
(1) 제3조를 고의로 위반해 이로 인해 다수자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제８조
제３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근거해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의해 당해
이익을 연방국고에 거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익에는 채무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3자 또는 나라에 대해서 지

불한 급부를 산입해야 한다. 채무자가 해당 급부를 제1항에 근거하는 거출의 이행 후
에 지불했을 경우 연방 담당관청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가 증명한 지불액을 반환한
다.
(3) 복수의 채권자가 이익의 거출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428조로부터 제430조까지
의 규정이 준용된다
(4) 그 외의 청구권은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관계없이 청구권의 발생으로부터 3 년이 경과했을 때는 시효에 의해 소
멸한다.
(5) 제2항 및 제4항이 정의하는 곳(중)의 담당관청과는 연방총무성이며, 그 한계에 대
해 연방 법무성의 전문 감독권한으로 복종한다. 연방 정부는 연방 참의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령을 통해서 제2항 및 제4항에 말하는 임무를 다른 연방 관청 또
는 그 외의 연방 공공기관에 위양할 수 있다.
제11조(소멸시효)
(1) 제8조, 제 9조 및 제12조 제 1항 제 2문에 규정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것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2) 시효 기간은 이하의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1. 청구권이 발생해, 한편
2.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채무자의 여러 명을 알았을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알았을 때
(3)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관계없이 청구권의 발생으로부터 10년간을 경과했을 때 또는 손해를 야
기 한 행위로부터 30 년이 경과했을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4) 그 외의 청구권은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관계없이 청구권의 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때는 시효에 의해 소멸
한다.
제3장 절차규정
제12조(청구권의 실현, 공표권, 소액의 감액)
(1) 금지청구권자는 법적 수속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서 경고를 실시해 상당
한 위약벌에 의해서 담보되는 방해예방의무를 지는 취지를 표명시키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가 정당한 것인 경우에는 경고에 필요한 경
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본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 935조 및
제940조에 규정되고 있는 소명이 없는 경우에서도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본법에 근거하는 금지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승소자가 증명했을 경우에는 법정은 승소한 측에 패소자의 비용부담으로 판결을 공표
할 권리를 줄 수 있다. 공표의 방식 및 규모는 판결에 있어 정해지는 것으로 한다. 판
결의 확정 후 3 개월 이내에 행사되지 않았을 때는 이 권리는 소멸한다. 본 항 제 1
문에 근거할 권리는 가집행할 수 없다.
(4) 제8조 제1항에 근거하는 금지청구권의 소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류나 규
모가 단순할 경우 또는 소액에 근거하는 소송경비의 부담이 해당 소송당사자의 자산
및 수입에 감안하여 보고 부담 불가능할 만큼 고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을 감소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3조(사물관할)
(1) 본법에 근거하는 청구를 실시하는 민사소송은 모두 지방재판소의 전속 관할로 한
다. 재판소 조직법 제93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
(2) 주 정부는 법규 명령에 의해 지방재판소가 복수 존재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 중
의 １개를 경쟁 관계 분쟁 전속 재판소로서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경쟁관계 분쟁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의 향상, 특히, 판례의 통일성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정해 용서된다. 주 정부는 그 결정권한을 주의 사법행정에 위
양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관할)
(1) 본법에 근거하는 소송관할은, 피고의 영업소 혹은 독립한 업무상의 거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가진다. 그러한 거점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재판소이다. 피고가 국내의 거주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국내의 체재지
를 기준으로 한다.
(2) 전항의 이외에 본법에 근거하는 소송관할은 행위를 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가진다. 다만, 제８조 제３항 제２호 내지 제４호에 근거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가 국내에 영업소, 독립한 업무상의 거점
및 주거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제１문을 적용한다.
제15조(조정소)
(1) 주 정부는 본법을 기본으로서 행사되는 청구권에 관련되는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내에 조정소를 마련한다(이하,「조정소」라고 한다).
(2) 조정소는 독일 재판관법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가지는 주심 1 명 및 복수의 배
석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８조 제３항 제３호에 근거해 금지청구권을 행
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조정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동수의 사
업자 및 소비자가 배석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어도 2 명의 전문지식이 있

는 사업자가 그 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주심은 경쟁법의 분야에서 경험이 있
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배석자는 매년 역년마다 작성되는 명부 중에서 각각의 계
쟁사건 마다 주심이 임명한다. 임명은 양당사자의 합의 후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조정소 구성원의 제소 및 기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 조에서 제43조, 및
제44 조 제2항에서 4항까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기피의 제기가 있었을 경우 결
정하는 것은 조정소 소재지 관할의 지방재판소이다(상사부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는
민사부).
(3) 본법에 근거하는 청구권의 행사에 걸리는 민사법상의 쟁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 하는 경우에 조정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그 경쟁 행위가 소비자에게 관련
되는 것인 경우, 각 당사자에 의해 복수의 조정소에 대해 계쟁사건에 관한 상대 측과
의 대화를 의뢰할 수 있다. 그때 상대 측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조정소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제14 조가 준용된다.
(5) 조정소의 주심은 당사자의 출두를 명할 수 있다. 이유 없이 결석한 당사자에 대해,
조정소는 질서금을 설정할 수 있다. 출두명령 및 질서금 설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상사
부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는 민사부).
(6) 조정소는 화해를 향해서 진력해야 한다. 조정소는 이유를 붙인 합의안을 문서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화해 제안 및 그 이유를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을 경우뿐이다.
(7) 화해가 성립했을 경우 특별한 서식에 이것을 기재해 성립 연월일을 병기 위 교섭
에 관계한 조정소 구성원 및 계쟁 당사자에 의해서 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소
에서 조서에 기재된 화해에 근거하고, 강제 집행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법 제 797a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8) 조정소는 주장되고 있는 청구에 처음부터 이유가 없는 또는 자기에게 관할이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교섭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
(9) 조정소에 대한 의원에 의해 시효기간은 제소의 경우와 같게 중단한다. 화해가 성
립하지 않았던 경우, 수속의 종료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조정소이다. 주심은 이 취지를
양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0) 제3항 제 2문에 규정하는 종류의 쟁송에 대해 사전에 조정소에 대해서 조정 의
원이 없는 채로 제소되었을 경우 재판소는 제기에 의해 새로운 기일을 설정해 그 기
일 이내에 화해를 향한 조정 의뢰를 하도록 당사자에게 의무 지울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수속중인 경우 이 명령이 인정되는 것은 상대 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경
우뿐이다. 이 경우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속이 조정소에 계속 중인 경우 조정
의뢰가 이루어진 다음에 피신청인이 상대방의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11) 주 정부는 법규 명령에 의해 상기의 규정 실시 및 조정소에 있어서의 수속의 규

제에 필요한 규정을 발포할 수 있어 특히, 조정소의 감독, 상공회의소 에 소속하지 않
는 기업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조정소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책(1956년 12월 18 날짜
의 상공회의소 의 권리의 잠정적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에서 6항까지) 및 질
서금의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발포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또 조정소에 의한 경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조정소의 구성원 설정에 관해 제2항 제 2문으로 거
론되고 있는 소비자를 결정할 때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설치되어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소비자 센터의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처벌의 대상이 되는 광고)
(1)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게시물 또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지에
대하고 특히 유리한 제공일까지의 외관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허위의 서술에 의해
서 오인시키는 광고를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2) 거래의 장소에 있고 소비자에 대해 새로운 구입자에게 같은 광고를 시키는 것으
로 이 광고의 방식에 따라서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연쇄적 계약을 체결하도
록 타인을 권유하면 기획자 자신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정아래에 상품, 역무 또는 권리를 구입 시키려고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자유
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영업비밀 또는 기업비밀의 누설)
(1) 사업체의 종업원으로서 고용 관계에 근거해서 나타난 또는 알 수 있게 된 영업
비밀 또는 기업 비밀을 고용 관계의 존속 중에 권한 없고 경쟁의 목적으로 또는 자기
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기로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되는 형태로 또는 해당 기업의 소유
자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로 타인에게 개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
금에 처한다.
(2) 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혹은 제3자를 위해서 또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
를 가지고 이하의 행위를 이루는 사람은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1. 다음에 드는 수단을 이용해 영업 비밀 또는 기업 비밀을 무권한으로 입수 또는 확
보하는 사람
a) 기술적 수단의 이용,
b) 비밀을 매체에 화체시킨 복제의 작성 또는
c) 비밀이 화체된 매체의 취득.
2. 제1항에 든 명시된 어느 쪽인가에 보다 혹은 자기내지 타인의 전호에 규정한 행위
에 의해 취득해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무권한으로 입수 혹은 확보한 영업 비밀
또는 기업 비밀을 무권한으로 사용해 또는 타인에게 개시하는 사람.

(3) 본조의 죄의 미수는 이것을 처벌한다.
(4) 특히 중대한 사례에서는 형을 ５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은 특히 중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행위자가
1.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2. 명시된 경우에는 그 비밀이 외국에서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 및
3. 제2 항 제 2 호에 근거하는 사용을 스스로가 외국에서 실시하는 경우.
(5) 본조의 죄는 친고죄로 한다. 다만, 형사 소추 관청이 공소의 제기에 특별한 공공
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간주했을 경우를 제외
하다.
(6) 본조의 죄에는 형법 제 5 조 제 7 항이 준용된다.
제18조(모형의 상업적 이용)
(1) 업무상의 거래로 개시된 견본 또는 기술 법칙, 특히, 도면, 원형, 금형, 형지 혹은
조리법 등을 경쟁의 목적 혹은 자기 이용을 위해서 무권한으로 이용해 또는 제3자에
게 개시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2) 본 조의 죄의 미수는 이것을 처벌한다.
(3) 본 조의 죄는 친고죄로 한다. 다만, 형사 소추 관청이 공소의 제기에 특별한 공공
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간주했을 경우를 제외
하다.
(4) 본 조의 죄에는 형법 제 5 조 제 7 항이 준용된다.
제19조[정보누설의 부추겨 및 협력의 제의(신청)]
(1) 경쟁의 목적으로, 혹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기로, 제17 조 혹은 제18 조에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실시해, 또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교사 하도록, 타인을 설득하
려고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2) 경쟁의 목적으로, 혹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기로, 제17조 혹은 제18조에
든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것, 또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교사 하는 것에 도달하고 뜻
이 있는 것을 신청하는 사람,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 외 사람의 제의(신청)을
수락하는 사람, 및 타인과 공모하는 사람은,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3) 본 조의 죄에는, 형법 제 31 조가 준용된다.
(4) 본 조의 죄는 친고죄로 한다. 다만, 형사 소추 관청이, 공소의 제기에 특별한 공공
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간주했을 경우를 제외
하다.
(5) 본 조의 죄에는, 형법 제 5 조 제 7 항이 준용된다.
제5장 부칙

제20조(다른 법규의 변경)
(1) 2001 년 10 월 29 일의 명령 제 44 조에 의해 최종 개정이 행해진 1993 년 10
월 29 일의 특산 식료품법(연방 관보１부 2875 페이지) 제３조를, 이하와 같이 고친
다.
1. 제1 항 안의 기재 「제13 조 제 2 항」을 「제8 조 제 3 항」으로 고친다.
2. 제4 항 제 2 문안의 기재 「제852 조 제 2 항」을 「제203 조」로 고친다.
(2) 1975년 5월 9일에 공포되어(연방 관보１부 1077페이지) 2002년 8월 22일의 법
률 제２조에 의해 최종 개정이 행해진 재판소 조직법의 제95조 제 1항 제5호중, 「제
1항 제 1호에 의한 쌍방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경쟁 방지법 제 13 a조에
근거하는 최종 소비자의 청구권을 제외하다」를 삭제한다.
(3) 1987 년 4 월 7 일에 공포되어(연방 관보１부 1074, 1319 페이지) 2002 년 10
월 11 일의 법률 제 6 조에 의해 최종 개정이 행해진 형사소송법의 제374 조 제 1항
제5호중, 「제4조, 제6 c조, 제15 조, 제17 조, 제18 조 및 제20 조」를 「제16 조로
부터 제19 조」로 고친다.
(4) 2002 년 8 월 27일의 금지 소송법(연방 관보 1부 3422,4346페이지)를, 이하와
같이 고친다.
1. 제3 조 제 1 항 제 2 호의 문언은 이하와 같다.
「2. 산업상의 또는 독립한 직업상의 이익의 추진을 목적으로 할 권리 능력 있는 단
체이며, 특히 그 인원적, 물질적, 재정적인 설비상, 산업상의 또는 독립한 직업상의 이
익의 추구라고 하는 정관에 따른 임무를 현실에 수행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제２조에
의한 호소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장에 있어 동등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판매
하는 상당 다수의 사업자가 해당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 및, 청구가, 그 대개의 구
성원의 이익과 관계되어, 한편 경쟁을 상당 정도 해치는 성질이 있는 행위에 관한 것
임을 필요로 한다.」
2. 제5 조 안의 기재 「제 23a 조, 제23b 조, 및 제25 조」를 「제12 조 제 1 항,
제2 항 및 제4항」으로 고친다.
3. 제9조 제 2호 안의 「이용된다」의 후에 「또는 권고된다」가 추가되어 「이용」
의 개소에는 「또는 권고」가 추가된다.
4. 제12 조 안의 기재 「제 27a 조」를 「제15 조」로 고친다.
5. 제13a 조 제 2 문의 기재 「제 13 조 제 7 항」을 「제8 조 제 5 항 제 1 문」
으로 고친다(부가).
(5) 1994년 10월 25일에 공포되어 2002년 7월 23일의 법률 제5조에 의해 최종 개정
이 행해진 상표법(연방 관보 1 부 2082, 1995 페이지, 1 부 156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제55조 제 2 항 제 3 호, 제128 조 제 1 항 및 제135조 제 1 항 안에 있는 기재

「제 13조 제 2 항」을 「제8 조 제 3 항」으로 고친다
2. 제141조 안에 있는 기재 「제 24조」를 「제14조」로 고친다.
(6) 1998년 11월 13일에 공포되어 2002년 8월 22일의 법률 제1조에 의해 최종 개정
이 행해진 형법(연방 관보 1 부 3322 페이지)의 제301 조 제 2 항 중, 「제 13조 제
2 항 제 1 호, 2 호 및 4 호」를 「제8 조 제 3 항 제 1 호, 2호, 및 4 호」로 고친
다.
(7) 1998년 2월 26일에 공포되어 2001년 10월 29일의 법률 제 199조 제 5항에 의
해 최종 개정이 행해진 쇠고기 라벨 표시법(연방 관보 1 부 380 페이지)의 제9 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제1 항 안의 기재 「제 13 조 제 2 항」을 「제8 조 제 3 항」으로 고친다.
2. 제4 항 제 2 문안의 기재 「제 852 조 제 2 항」을 「제203 조」로 고친다.
(8) 금지 소송법 제 1 조(2002 년 7 월 3 일판：연방 관보 1 부 2565 페이지)안에
있는 기재 「제 13 조 제 7 항」을 「제8 조 제 5 항 제 1 문」으로 고친다.
(9) 2002 년 10 월 18 일 공시판의 가격표시령(연방 관보 1 부 4197 페이지)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가)
1. 제1 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a) 제1 항 제 1 문안의 「할인 공여와는 관련되어 없고」의 문언을 삭제한다.
b) 제2 항 제 2, 3 문의 문언은 이하와 같다.
「납품 및 발송에 관해서 별도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액을 표시해야 한다. 경
비액을 특정의 케이스에 대해 미리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 방법의 상세
를 적어, 이것을 기초로 최종 소비자를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2 조 제 1 항 제 1 문안의 「할인 공여와는 관련되어 없고」의 문언을 삭제한다.
3. 제5 조 제 1 항 제 1 문안의 「제1 조 제 2 항」을 「제1 조 제 3 항」으로 고친
다.
4. 제6 조 제 1 항 제 1 문안의 「(제1 조 제 4 항)」을 「(제1 조 제 5 항)」으로
고친다.
5. 제7 조 제 4 항의 문언을 이하와 같이 고친다.
「(4) 음식 및 숙박시설 업자 내에 있어 통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기
설비의 근처에, 1 분당 또는 사용 1 회 당의 청구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6. 제9 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a) 제2 항의 문언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제1 조 제 1 항 및 제2 조 제 1 항은, 개별의 가격인하나, 특정의 역일에 기간
이 한정되어 광고에 의해서 공으로 된 일반적인 가격인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제5 항 제 1 항은 삭제되어 따라서 구 제2 호, 제3 호, 제4 호는 제1 호, 제2 호,
제3 호가 된다.
7. 제11 조는 삭제한다.

제21조(명령 단계에의 재통일)
제20조 제８항 및 ９항에 걸리는 명령 가운데 해당 부분은 이것에 관한 법규 명령의
수권에 근거해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발효 및 실효)
본법은 공포의 다음날부터 발효한다. 이것과 동시에 2002년 6월 23일의 법률(연방
관보１부 2850페이지)에 의해 최종 개정이 행해진 연방 관보３부분류 번호43-1에 대
해 공포용으로 정돈된 판의 부정경쟁 방지법은 실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