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대하여 상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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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쟁송성(case and
controversy, 争訟性)이 있는지 여부

k

판시사항

시사점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사용개시에 대한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을
입증할 만한 행동이 없다며 원고의 선등록 상표권 포기에 대한 확인판결 청
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수출 전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국에서의 상표상황에 따라 미국에서의 상표출원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i)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만 하는 경우, 한국에서
출원 후 미국 상표출원 가능, (ii) 한국에서 상표출원 중인 경우, 외국출원 우
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iii)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외국등
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 상표출원, (iv) 국제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국제
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상표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상표출원, 샘플생산, 소비자 조사,
제조사 선정, 대리인 선정, 운송사 선정 등의 “상표사용 개시에 대한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 모두를 입증할 만한 행동들이 존재하여 쟁송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선등록 상표권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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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재권

“SULKA”(Trademark Reg. Nos. 4,998,527, 4,998,512, 826,139,
310,430)

참조법령

2,077,773,

28 U.S. Code § 2201(a)
#쟁송성, #case and controversy, #확인판결, #미국진출, #상표출원

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온라인 의류판매로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쟁송성(case and controversy, 争訟性)이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선등록 상표권에 대한 확인판결에 쟁송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태국에 거주하는 사업가인 Abdul Rehman Karim Saleh(이하 Saleh)는 “SUL
KA and PHULKA”라는 브랜드로 태국과 인도에서 온라인 의류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
다. 2018년도 초에 Saleh가 “SULKA and PHULKA”로 미국 시장 진출을 구상하던 중
해당 상표를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시키고자 출원하였으나 이미 등록된 “SULKA” 상표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SULKA” 관련 상표들은 Sulka Trading Ltd.와 A. Sulka and C
ompany Ltd.(이하 합쳐서 Sulka Trading)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지금은 사라진 럭셔리
남성의류 브랜드의 상표로 사용되었다.
2018년 8월, Saleh는 Sulka Trading에게 “SULKA” 상표의 사용이 수년째 계
속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인 상표 취소와 자신의 상표사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Sulka Trading은 자신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SULKA” 이름으로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SULKA”를 사용하고 있었고 Saleh의 상표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후 2018년 10월 11일, Saleh는 Sulka Trading이 “SULKA”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했다는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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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Sulka Trading은 이 사건은 쟁송성의 부재로 물적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없다며 해당 요청의 기각을 구하였다.

Ⅳ. 법원의 판결
1.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Saleh가 법원에 제출한 미국 진출 계획이 모호하고,
대부분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설립된 계획이므로 실제 쟁송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Saleh는 태국과 인도에서의 영업활동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외국에서의
활동만으로 미국 내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Saleh가 미국에서 “SULKA” 상표 사용이
임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영업행위들의 대부분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
후에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 시점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며 Sulka
Trading의 소 기각 요청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Saleh는 제2연방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하였다.
2.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eh가 제기한 “SULKA” 상표에 대한 Sulka Trading의
권리포기 확인판결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확인판결에 관한 법률
(28 U.S.C. §2201(a))2)에 따르면 당사자가 권리나 다른 법적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 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실제 쟁송성이 있다면 지방법원은 이를 확인해줄 수 있다.
대법원 판례3)에 의하면 28 U.S.C. §2201(a)의 “In a case of actual controversy”는
사법부의 권리에 대한 연방헌법 Article III 상에서 연방법원의 개입이 있으려면 “case
2) 28 U.S. Code § 2201 (a) In a case of actual controversy within its jurisdiction, except with
respect to Federal taxes other than actions brought under section 742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 proceeding under section 505 or 1146 of title 11, or in any civil
action involving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regarding a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of a free trade area country (as defined in section 516A(f)(10)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determi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upon the filing of an appropriate pleading, may declare the rights and other legal
relations of any interested party seeking such declaration, whether or not further relief is
or could be sought. Any such declaration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a final
judgment or decree and shall be reviewable as such.
3) MedImmue, Inc. v Genentech, Inc., Inc., 549 U.S. 118, 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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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roversy”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해당 판례에서는 확인
판결을 구하는 자가 쟁송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방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MedImmune 판례가 있기 전부터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는 상표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때 적용하는 2가지 요건을 판단하였다. 하나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
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원고에게 불안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whether the de
fendant’s conduct created a real and reasonable apprehension of liability on t
he part of the plaintiff)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피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문제에 직
면해 있는지 여부(whether the plaintiff engaged in a course of conduct which h
as brought it into adversarial conflict with the defendant)이다. 이 중에서 첫 번
째 요건은 MedImmune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요
건만이 유효하며, 두 번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상표사용의 개시에 대한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definite intent and apparent ability)을 입증할 만한 행동
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4) 이에 따라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확인
판결을 청구한 Saleh가 미국 내에 제품을 판매할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eh가 소장에서 주장한 모든 행동들은 인도와 태국
에서 행해진 영업행위라고 하였다. Saleh는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으나 이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하
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Saleh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의도와 역량이 있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의도와 역량을 입증할 만한 특정한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Saleh는 자신의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현재 자신과 계약관
계에 있는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운송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으
며, 페이팔(PayPal)을 통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도 있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추가적인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판매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가설적인 가능성들은 당사자들 간의 “명
백하고 실체적인(definite and concrete)” 분쟁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항소
법원은 Saleh가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잠재적 거래처들을 만나기 위한 출장을 다녔다
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행동들이 인도나 태국이 아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한 행
동들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eh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유일하게 미국 시장과 관련된
것은 “SULKA” 상표를 미국에 출원한 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Saleh의
상표사용 개시 “의도”와는 명백하게 관련이 있지만 사업을 미국으로 확장할 “역량”에 대
4) Starter Corp. v. Converse, Inc., 84 F.3d at 595 (2d Cir. 1996).

4

해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Saleh가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SULKA”
상표를 사용한 셔츠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Saleh의 미국시장 진출에
회의적인 지방법원의 판단에 동감하였다. Saleh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셔츠를 판매할
것이라고 공지하며 포토샵으로 “SULKA” 상표를 입힌 셔츠의 이미지를 게재하였다. 그
러나 Sulka Trading의 소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Saleh는 납품
업체로부터 실제 셔츠의 샘플을 받았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재고가 없었다는 점은 Saleh가 당장 미국에 진출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때까지 셔츠 샘플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점도 이미 “SUL
KA” 상표를 사용한 셔츠를 인도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Saleh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Starter 사건5)에서 원고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샘플을 준
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사를 선정하였으며,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고용하고, 제조 동업자를 찾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쟁송성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이 사건에서 Saleh는 미국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상품에 대한 제작·판매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였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쟁송성이 존재하기 위하여 항상 특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Saleh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영업점과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권에 대한 확인판결
에서 원고가 상표사용을 개시하려는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 모두를 입증할 만한
행동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으로는 이
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권에 대한 확인판결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
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V. 시사점
이 사건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수출 전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예정)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미국에 수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출원을 생각하게 된다.
이 사건의 원고도 미국시장 진출 전 상표를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하였으나 선등록 상
표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포기
5) Starter Corp. v. Converse, Inc., 84 F.3d at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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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미국에는 다섯 가지 상표출원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실제사용기준에 의한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이는 상표의 실제사용증명
을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삼고 있는 미국상표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표출원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사용의사에 의한 상표출원이 있다. 이는 상표소유자가 현재 상
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 미국 내 주간의 상거래 또는 외국과의 상거
래에서 상표출원서에서 지정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진
정한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출원이다.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경우 (i)출원공
고 전까지 상표의 실제 사용에 기초한 출원으로 보정하거나, (ii)상표등록결정 통지서
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의 사용 견본을 첨부한 상표사용진술서를 제출
해야만 상표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세 번째로는 외국에서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상
표출원이 가능하다. 파리협약의 당사국 국민 등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상표
를 출원하여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본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
국출원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외국에서의 상
표등록에 기초하여 미국에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본국에 상표를 등록한 외국인이 등
록된 상표등록증이나 그 사본을 상표출원 시 또는 심사 중에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
하고 미국에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진술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 가입국인 외국에
서 상표등록 또는 상표출원을 먼저하고 그 등록 또는 출원에 기초하여 미국을 지정국
으로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미국 상표출원의 종류>6)
출원종류

관련조항

내용

현재사용기준에
따른 상표출원

연방상표법
제1조(a)

- 미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
(actual use)으로 상표출원

미래사용기준에
따른 상표출원

연방상표법
제1조(b)

-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
정인 경우 사용의사에 기초하여 상표출원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상
표출원

연방상표법
제44조(d)

- 미국 이외의 국가에 신청 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상표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진정의사가 있음을 진술)

외국등록 상표권
에 근거한 상표
출원

연방상표법
제44조(e)

- 미국 이외의 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상표
청에 상표출원(상표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진정의사가 있음을
진술)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한
상표출원

연방상표법
제66조(a)

- 국제상표출원제도란 마드리드 조약의 가입국에 거주하는 출원
인이 다른 가입국의 특허청에 직접 상표출원(국제출원 시 또는
사후지정 시 상표의 사용의사선언서(MM18) 제출 필요)

6)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미국편」, 2013, 156면, 문삼섭, 「미국상표법」, 세창출판사,
2019, 31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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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들을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입해 보면, (i)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만 하는 경우, 한국에서 출원 후 미국 상표출원 가능, (ii) 한국에서 상표
출원 중인 경우,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 상표출원 가능, (iii)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외국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 상표출원 가능, (iv) 국제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즉,
한국에서의 상표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의 상표출원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
지해야 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미국특허상표청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되자, 선등록 상표권에
대한 권리포기 확인판결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확인판결을 청구하
는 당사자는 실제 쟁송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2연방순회항소법
원은 “상표사용의 개시에 대한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 각각을 입증할만한 행동들”
을 원고가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원고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의도와 역량이 있
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의도와 역량을 입증할 만한 특정한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eh가 “SULKA” 상표를 미국에 출원
한 점은 미국시장 진출의 “의도”를 입증할 만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Saleh가
미국 내 판매를 위한 운송업체 선정이나 결제시스템 적용에 있어 기존대로 할 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가설적 가능성을 주장한 점과 미국 내에서 시장조사를 실시
하거나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상품에 대한 제작·판매 계획이 없다는 점은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을 입증할만한 행동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물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쟁송성이 존재하기 위하여 항상 특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품 샘플의
생산, 소비자 조사, 제조사 선정, 대리인 선정, 및 동업자 모색 등의 행동을 한 당사자
에게 사건의 쟁송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상표출원, 샘플생산, 소비자 조사, 제조사 선정, 대리인 선정, 운송사 선정 등의 “상표
사용 개시에 대한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 각각을 입증할 만한 행동들이 존재하여
쟁송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선등록 상표권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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