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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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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원고의 게시물에 ‘liar’라고 휘갈긴 것과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페이
지에 자신의 제품이 한국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원고의 제품과 구별된다는 경
고문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백하고 확실
한 증거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고가 미국의 영업시간 대에 자신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백
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일부 이행하였으나 전체적인 이행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정모독에 관한 청구에 발생한 원고의 소송비용 중 75%를 피고가 배상
하도록 명령하였다.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1)당사자
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2)명령불이행의 증거가 명백
하고 확실하며, 3)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시사점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그 판단요소로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침
해행위는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온라인 웹사이트와 SNS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적·시간적인 구속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고, 특히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SNS 계정의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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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법원의 명령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전체적인 MPI 이행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법정모독에 관한 소
송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용 중 75%를 배상하도록 명령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Aquavit Pharmaceuticals, Inc.(이하 Aquavit)은 미국의 제약(pharmaceuti
cal)기업으로 2010년도에 설립되었다. Aquavit은 AQUAGOLD®, fine touch™, MIC
ROINJECTION TECHNOLOGY® 등의 상품명으로 미량주입기(micro injector)를 생
산·판매한다. Aquavit에 따르면 AQUAGOLD는 24K 금도금이 된 130μm 스테인리스
주사바늘을 사용한 미량주입기라고 하였다. Aquavit은 2017년 7월 4일 미 연방에
등록된 “AQUAGOLD”(U.S. Reg. No. 5,234,613)를 2013년 11월 1월부터 사용하였
으며, 한국에도 2016년 6월에 “AQUAGOLD FINE TOUCH”(Korea Reg. No. 40-11
87107-0000)를 약물주입기(제10류)에 대하여 등록받았다.
U-Bio Med, Inc.(이하 UBM)은 한국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2009년도에
설립되었다. UBM은 피부에 약물 흡수 유도자극기로 사용되는 미량주입기를 생산하여
“Tappy Tok-Tok”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업체이다. UBM의 대표는 미량주입기
관련 발명으로 2009년도에 한국에 특허출원하여 2011년도에 등록받았고2), 이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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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5년도에 특허(U.S. Reg. No. 9,022,997)등록을 받았다.
2013년도 7월에 양 당사자는 Aquavit가 UBM의 특허 받은 미량주사기를 판
매·재생산하기로 합의하며 글로벌 독점 사용계약(Exclusive Worldwide Licensing A
greement, 이하 EWLA)을 체결하였다. EWLA에 의하면 Aquavit가 판매하는 주사기
기의 개수에 따라서 UBM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였고, Aquavit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UBM에게 40% 마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제
품을 구매하여 판매 주문량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Aq
uavit는 “AQUAGOLD”라는 상품명으로 해당 주사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Aquavit에 따르면 자신이 2014년 말에서 2015년도 초까지 UBM으로부터 제품
을 구매하였고, 이때 UBM이 발송한 제품들은 불완전하거나, 비위생적이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Aquavit는 2014년도 말에 UBM의 생산설비가 인증을 받은 곳
이 아니며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UBM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다른 인증 받은 생산업체에서 “AQUAGOLD”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UBM이 “AQUAGOLD”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Tappy-Tok-Tok”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5일, Aquavit는 계약위반과 상표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소
송을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등록상표>
Aquavit의 등록상표

미국 등록번호
6040593

한국 등록번호
4011871070000

UBM의 등록상표

유럽 출원번호
017902149

Aquavit는 소송을 시작하며 미국과 한국에 등록되어 미량주사 기기 광고 마케
팅에 사용되는 Aquavit의 상표들3)에 대한 사용 및 모방 긴급잠정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이하 TRO)4)을 신청하였다.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Aquavit의
2) 현재는 등록료 미납으로 말소됨.
3) 해당 상표들은 “AQUAGOLD”, “FINE TOUCH”, “MICROCHANNEL TECHNOLOGY”와 “AQUAVIT
PHARMCEUTICALS”로 이하 “Aquavit의 상표들”이라고 한다.
4) 긴급잠정금지명령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예비적 구제수단의 한 방법으로 향후
일정기간동안 침해자는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이나 그 대리
인에게 통지 없이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적·영구적 금지명
령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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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들에 대하여 TRO를 내렸고, UBM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TRO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9년 5월 10일 UBM은 소
기각 및 가처분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말소할 수는 없으나 그 범
위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UBM이 가처분명령 변경신청을 하자, 법원은 2019
년 6월 21일, UBM이 유럽에 등록받은 관련 상표들에 대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는 한 사용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경된 가처분명령(Modified Preliminary
Injunction, 이하 MPI)을 내렸다. MPI에 따라 UBM은 Aquavit의 상표들을 등록한 국가
에서 해당 상표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제품이 Aquavit의 제품과 구별된다는
경고문 통지(disclaimer)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Aquavit는 UBM이 MPI를 이행하지
않아 민법상 법정모독(civil contempt)을 했다고 주장한 바,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
법원의 판사는 이에 대하여 연방치안판사(Magistrate Judge)5)에 의한 심리를 요청하
였고, 치안판사는 권고의견서(report and recommendation)를 제출하였다.

Ⅳ.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의 판결
1. 법정모독(Civil Contempt)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치안판사가 제출한 권고의견서를 일부 받아
들여 Aquavit의 법정모독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1) 당사자가 불이행한 명
령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the order the party failed to comply with is
clear and unambiguous), (2) 명령불이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며(the proof of
noncompliance is clear and convincing), (3) 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the party has not diligently attempted to comply
in a reasonable manner)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6)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UBM은 MPI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명령불이행의 증거가 명
백·확실하지 않으며, 자신이 명령을 이행하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하였다.
1)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7)
5) 1968년도에 연방의회는 연방사법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
하여 연방치안판사법을 제정하면서 연방치안판사제도를 시행하였다. 치안판사는 재판을 기다리는 피
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보석,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발부, 범인인도와 같은
형사적인 처분 외에 광범위한 형태의 각종 사전준비 절차나 소송절차를 주관한다. 민사재판의 경우
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치안판사가 사전준비 절차나 소송절차를 주관한다. 치안판사는 금지명령,
간이판결신청 등 사건종결 효과가 있는 신청사건을 제외한 모든 준비절차에 대한 신청사건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제외되는 신청이라도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그 심문절차를 치안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치안판사는 심문결과에 따른 사실판단과 권고의견서를 연방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CBS Broad. Inc. v. FilmOn.com, Inc., 814 F.3d 91, 98 (2d Cir. 2016).
7)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중간 강도의 입증책임
정도이다. 흔히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ence of evidence)보다는 높은
정도이나,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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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은 치안판사가 제출한 권고의견서에 나열된 몇 개의 행위들에 대하여
MPI의 불이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행위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
였다.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에 Aquagold 위조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글을
Aquavit가 올리자, UBM은 이를 캡처하여 “liar(거짓말쟁이)”라고 붉은 글씨로 휘갈겨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aquagoldubio handle)에 게재 하였다.

<UBM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

이에 대하여 UBM은 MPI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제품에 대한 폄하이며, 자
신은 제품(product)이 아닌 Aquavit(producer)를 폄하한 것이기 때문에 MPI를 불이행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UBM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Aquavit의 게시물에 “liar”라고
휘갈긴 것은 UBM이 Aquavit의 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는 Aquavit의 제품에
대한 진위여부도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UBM이 은연중에 Aquavit의
제품을 폄하하였으므로 이는 MPI에서 금지8)된 것이며 MPI 불이행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법원은 UBM이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이 한
국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Aquavit의 제품과 구별된다는 경고문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doubt)보다는 낮은 정도의 입증책임 정도이다.
8) MPI § 1.P는 원고 제품이 저급 또는 위조품이라는 폄하를 포함한 원고 제품에 대한 비교를 금지
(forbidding “any comparison to Plaintiff’s devices, including any disparagement of
Plaintiff’s devices as inferior or counterfei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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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 페이지>

이에 대하여 UBM은 “Aquagold”가 보이는 사진 중 일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경고문 통지가 보이기 때문에 MPI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quavit 상표들에 관한 경고문을 어디에 게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2019년 8월 14일자 UBM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Aquavit의 상
표들을 볼 수 있으며, 프로필 이름을 기재하는 하단에 “AQUAGOLD fine touch”라고
되어 있고, 경고문 통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인스타그램 사
용자들 중 대부분이 미국 소비자들일 것이고 그들은 사진 하나하나를 클릭하는 대신
갤러리를 빠르게 스캔하고 프로필에 기재된 내용을 읽기 때문에 UBM과 Aquavit를 혼
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 장의 사진에 Aquavit 상표들이 보이는
프로필 페이지에 경고문 통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MPI를 위반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
거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UBM은 침해행위를 숨기고 자신이 UBM의 MPI 불이행을 추적할 수
없도록 미국의 영업시간 대에 UBM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여 MPI를 불이행하였다
는 Aquavit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quavit의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Aquavit가 미국 시간으
로 영업시간 중에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지만, 영업시간을 어느 시간
대(time zone)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한 기기가 어떠한 것인지
또는 얼마나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접속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정황증거로만 보았을 때 UBM의 기술적인 문제로 접속이 안
되었거나 Aquavit가 접속한 기기의 문제로 접속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Aquavit의 입증책임이 명백하거나 확실한 증거의 입증책임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UBM이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에 대한 주의
를 알리는 Aquavit의 게시물에 “liar”라고 휘갈긴 것과 UBM의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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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이 한국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Aquavit의 제품과 구별된다는 경고문
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인
정하였으나, 미국의 영업시간 대에 UBM이 자신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2) 합리적인 노력 (Reasonable Diligence)
법원은 UBM이 MPI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 불이행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불이행의 본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먼저, UBM은 웹사이트 메인 화면의 구석에 있어 눈에 잘 안 띄는 “News”
카테고리에 기재된 상표침해 내용들을 의도치 않게 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UBM의 웹사이트>

그러나 법원은 UBM의 웹사이트 상단에 기재된 다섯 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가
“News&Video”이고, 이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제가 되
었던 부분은 Aquagold 제품 패키지를 보여주면서 미국 국기가 함께 나왔던 것과
ABC 뉴스에서 Aquavit의 제품을 소개한 영상을 게재한 것 등이다. 법원은 UBM이 웹
사이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News” 카테고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MPI를
이행하려는 성실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법원은

UBM이

MPI상의

폄하금지조항(anti-disparagement

provision)를 비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보았다. UBM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Aquavit의
제품인 Aquagold에 대한 직접적인 폄하가 없다면 Aquavit에 관한 폄하는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UBM의 해석을 따른다 하더라도 Aquavit의 통지문에
“liar”라고 휘갈겨서 올린 게시물은 Aquavit 제품에 대한 논란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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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법원은 홍콩에 상표를 등록받지 않은 UBM이 Aquavit의 상표들을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한 것은 MPI 불이행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UBM은 중국에
상표를 등록받은 것으로 홍콩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통의 교육을 받은 자가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홍콩과 중국에서 한다면 홍콩은
중국과 별재의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모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MPI 이행의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UBM이 인스타그램 계정(@aquagoldubio)을 유지한 것도
MPI 이행의 합리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UBM은 2019년 9월 5일에 인스타
그램 계정이 잠겨서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MPI의 효력이 2019년 6월 21일부터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프로필 페이지에 경고문을 넣지 않은 점은 MPI 이행을 위해 UBM이
합리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UBM이 MPI를 이행하고자 침해행위의 일부를 정정하였으나, 당연히
정정해야 할 사안들을 수정하지 않는 등 모든 침해행위를 수정한 것은 아니므로 전체
적으로 판단할 때 MPI 이행의 합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2. 제재(Sanctions)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법정모독을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명령에 대한 앞으로의 이행과 부당한 취급을 받은 당사자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UBM이 MPI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Aquavit가 제
시한 UBM이 MPI를 불이행했다는 예시들 중에 MPI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들
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
라서 법원은 법정모독에 관한 소송에 발생한 Aquavit의 비용 중 75%를 UBM이 배상
하도록 명령하였다.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5월 15일까지 Aquavit가 소송비용청구를
하면서 영수증과 기타 적절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5월 29일까지 당사자들이 비용에 대
한 합의를 하도록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6월 5일까지 UBM은 Aquavit의 소
송비용청구에 답변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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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사점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닌 중간절차이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이 당면
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항들이 있어 다루게
되었다.
연방상표법은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의 복제물, 모조품, 복사물 또는 색채 모사품을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판매
제의, 배포 또는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혼동, 오인 혹은 기망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등록된 상표를 복제, 모조, 복사 또는 색채모사품을 상품이나 용역의 표찰, 표식, 프
린트, 포장, 포장지, 용기, 광고물에 사용함으로써 혼동, 오인 혹은 기망을 초래할 우
려가 있게 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
상표침해는 계속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단발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금지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된다.10) 금지명령에는 향
후 일정기간 동안 침해자는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긴급잠정금지명령
과 긴급잠정금지명령보다는 적용기간이 긴 예비적 금지명령,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내려지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이 있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손해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지체될 경
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과 상표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
우 높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재판중이라도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표권자는 민사상 법정모독을 주
장하며 법원에 제재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예비적 금비명령을 청구한 Aquavit
는 MPI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UBM를 상대로 민사상 법정모독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정하였다.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그 판단요소로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침
해행위는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에서는 UBM이 MPI를 이행하고자 미국
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마케팅 자료를 수정하고, 제품 패키지와 사용자 매뉴얼에 경고
문을 넣었으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일부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노
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오히려 손쉽게 수정할 수 있었던 웹사이트 및 SNS
계정의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
9) 15 U.S.C. §1114
10) 나종갑, 「미국상표법」, 도서출판 글누리, 2006년,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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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UBM가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들 중 “Aquagold”가 보이는 사진에
경고문을 표시하였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진을
보기 보다는 한 눈에 갤러리를 보기 때문에 경고문은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Aquavit는 미국에 설립된 회사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한국에 위치한 UBM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웹사이트와 SNS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적·시간적인 구속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는 점을 침해금
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인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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