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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표인 1이 일반수요자에게 ‘중국에 대한 전문가’라는 관념을 일

으키는 것으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피고 서비스표는 영

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

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

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 ‘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서비스표가 상표법 6조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



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

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

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6조 1항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서비스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6조 1항 4호에 해

당한다거나, 6조 1항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

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에 관한 

2013. 6. 25.자 등록결정 당시에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6조 1항 3호, 4

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6조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