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

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조)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

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조)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조)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법원의 상표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조) 

 

특허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

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5조)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

니한 경우 침해제품의 제조지와 판매지가 다른 경우, 제조지의 법원 관할 (2015년 중국

최고법원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조)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피고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매지 법원 관

할 인정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조) 

 



3. 구체적 적용 및 실무적 함의 검토    

 

(1)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중국 특허

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

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으로 볼 수 

있음. 중국법원의 소송관할 발생 + 중국 특허권 침해책임 쟁점 + 중국 침권책임

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 국내 온

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 의무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2)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

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 중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

소는 중국 + 중국특허권침해소송에 대한 중국법원의 소송관할 발생 + 중국 침권

책임법 적용 가능 +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3) 중국에서 중국회사가 생산한 제품 + 중국 특허등록 + 국내 온라인쇼핑몰 침해제

품 판매 +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결과 발생지는 중국 지재권 보유자의 주소지(중



국) + 중국 법원의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