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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심판의 대상 상표 및 선등록상표  

선등록 상표 후등록 대상 상표 

  

 

2. 판결요지  

등록상표 중 상단의 ‘ ’ 부분은 영문자 a 로 보이는 ‘ ’ 부분, ‘ ’ 부분 및 ‘ ’ 

부분이 결합한 표장인데, 그중 ‘ ’ 부분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 ’의 ‘a’가 좌우로 



대칭하는 것(이하 ‘a 의 거울상’이라 한다)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의 ‘ ’ 부분과 관련지어 영문자 ‘b’를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등록상표 중 하단의 ‘ ’ 부분은 그 자체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이지만, ‘a+b’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단 ‘ ’ 부분에 의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의 호칭인 ‘에이 플(쁠)러스 비’에서 각각 앞글자(에, 쁠, 비)를 딴 

약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등록상표의 하단 부분인 

‘에쁠비’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수요자나 거래자가 등록상표 중 상단 부분을 

‘a+b’로 인식한 사례도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단 ‘ ’ 

부분과 하단 ‘ ’ 부분을 관련지어 등록상표는 ‘a+b’를 도안화한 상단의 

‘ ’ 부분과 ‘a+b’를 약칭한 하단의 ‘ ’ 부분이 세로로 병기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를 도안화한 ‘ ’ 부분과 그 호칭의 약칭인 

‘ ’ 부분이 세로로 단순 병기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등록상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 부분도 도안화로 인하여 식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는 ‘ ’ 부분을 등록상표의 요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은, ‘ ’ 부분이 영문자 ‘b’를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식되는 경우에 ‘  ’ 부분은 영문자 ‘a’, 연산기호 ‘+’, 영문자 

‘b’로 구성된 표장이라는 점에서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 ’ 

부분이 영문자 ‘  ’의 거울상으로 인식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선등록상표의 ‘ ’ 부분과 

외관상 유사하므로, ‘ ’ 부분은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유사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이 선등록상표 ‘  ’와 

외관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 중 상단의 ‘ ’ 부분과 하단의 ‘ ’ 부분을 



관련지어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를 ‘a+b’로 

관념하고, 하단의 ‘ ’ 부분에 의하여 ‘에쁠비’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등록상표 ‘  ’ 역시 수요자나 거래자는 ‘a+b’로 관념하고, ‘에이 플러스 비’ 또는 

‘에이 더하기 비’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동일

하고, 선등록상표가 ‘에이 플러스 비’로 호칭될 경우에 호칭도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