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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섬초'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섬초’ 부분이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 ‘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섬초’를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



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란과 지식백과는 편찬과정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을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적절

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여 왔다. 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금치를 재배하여 원고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

결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1995. 1. 23. 상표를 출원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

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시금

치를 소개하는 기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문기사에 소개되었고, ③ 중앙일보

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국가브랜드대상에서 농식품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신안군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21. 일부 인용 결정

을 받았다. ⑤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여러 섬들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주고 매년 700만 원의 사용

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정산한 바 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보면 두 표장은 글자수, 색상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 확인대상표장 중 ‘도초’ 부분은 사용상품인 시금치가 재배되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를 의미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두 표장은 모두 

‘섬초’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불리고, 연상되는 관념 또한 ‘섬에서 자라는 풀’로 동일하다. 

 

따라서 요부에 해당하는 ‘섬초’ 부분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정상품 중 시금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고, 나머지 봄

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는 모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유사하며, 수요자의 범

위도 중복되어 동일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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