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모양의 상표가 그려진 보드카 병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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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입술모양이 그려진 상표를 보드카 병에 사용한 당사자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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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상표가 비유사
하다는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혼동의 의도(intent to confuse)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바, 상표의 식별력에 관해 지방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당사자
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들은 어느 한 기준으로만 혼동가능성이 결정되지
않고 다른 기준들과 복합적으로 고려되며, 개별적인 기준이 모두 동등한 중요
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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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에 따라 개별 기준의 중요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개별
기준 가운데 상표의 유사여부가 혼동 가능성 판단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표침해소송 당사자들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입증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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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입술모양이 그려진 상표를 보드카 병에 사용한 당사자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혼동의 의도(intent to confuse)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바, 상
표의 식별력에 관해 지방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당사자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지
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JL Beverage Company, LLC(이하 JL Beverage)는 “Johnny Love Vodka”
라는 제품명으로 보드카를 생산, 판매 및 홍보하는 회사이다. 2005년부터 JL Bevera
ge는 두 가지 종류의 입술 모양 디자인을 “Jonny Love Vodka”에 사용하였다. 또한
입술모양과 “Johnny Love Vodka”라는 글자를 결합한 상표를 2005년도에 등록(U.S.
Reg. No. 2,986,519) 받았고, 2011년에는 입술 디자인만 있는 상표를 등록(U.S.
Reg. No. 4,044,182) 받았다.

<JL Beverage의 등록상표>

U.S. Reg. No. 2,986,519

U.S. Reg. No. 4,044,182

Jim Beam Brands Co.(이하 Jim Beam)는 1996년도부터 Koninklijke De
Kuyper로부터 “PUCKER Vodka”라는 제품명의 보드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
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후 2010년도에 해당 브랜드를 인수하였다. 또한 Jim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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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은 2002년도에 미국특허상표청에 등록된 Beam Lips 상표(U.S. Reg. No. 2,638,4
76)도 함께 인수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Jim Beam은 입술 색상별로 다양한 맛의
보드카 제품을 “Pucker Vodka” 라인으로 출시하였다.

<Jim Beam의 등록상표>

U.S. Reg. No. 2,638,476

U.S. Reg. No. 2,665,405

Jim Beam의 제품이 출시되자 JL Beverage는 Jim Beam을 상대로 상표침해
등에 대한 경고장을 송부하였고, Jim Beam의 답변이 없자 상표침해와 부정경쟁 등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Jim Beam은
JL Beverage의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식판결2)을 신청하였다.
2013년 3월,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은 JL Beverage의 승소가능성이 낮다며
Jim Beam의 약식판결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JL Beverage가 제9연방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하였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약식판결을 신청한 Jim Beam이 중요 사실(material f
act)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모든 증거는 JL Beverage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기
준을 JL Beverage에게 적용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9연방순회항소
법원은 JL Beverage와 Jim Beam의 상표들이 보드카와 관계없는 입술 모양을 사용하
여 식별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제품이 동일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해당 소비자들은 보드카를 구매할 때 대부분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양 당사자들의 제품에서 동일하게 사람의 입술에 다양한 색
상을 입히고 있고, Jim Beam은 JL Beverage의 상표를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Jim Beam과 JL Beverage의 상표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6년 7월에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약식판결은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정되고 관련 이슈가 정리되어 사실심리를 생략하여 최종 판결 이전에
해당 이슈에 대해 배심원 없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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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원의 판결
1.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의 환송심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은 환송심에서 JL Beverage의 상표와 Jim Beam의 상표
간의 혼동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지방법원은 양 당사자의 입술모양
보드카 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지방법원은 JL Beverage의
제품인 Johnny Love Vodka의 외관(트레이드 드레스)과 Jim Beam의 제품인 Pucker
Vodka의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류를 고
를 때 브랜드 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consumers
exercise some care)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법원은 Jim Beam이 JL Beverage의
명성을 등에 업고 시장진출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JL Beverage가
상표의 식별력이 상업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의 상표 간의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상표법에서 배심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JL Beverage의 배심재판 신청에 수정헌법 제7조3)에 의한 배심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지방법원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4)를
인용하며 부당이익 환수는 형평법상의 구제이고 이익산정은 전통적으로 배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7조는 이익 산정에 대한 권한을 배심원에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은 JL Beverage의 배심
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JL Beverage는 네바다 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9연방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하였다.
2.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JL Beverage와 Jim Beam의 상표들 간의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먼저,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의 상표가 다르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5)는 “상표들 간의 유사성(similarity of the
marks)” 등을 고려하는 Sleekcraft 요소6)에 따라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9
3)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르면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4) Fifty-Six Hope Road Music, Ltd. v. A.V.E.L.A., Inc., 778 F.3d (9th Cir. 2015).
5) Mattel, Inc. v. Walking Mountain Prods., 353 F.3d 792 (9th Ci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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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항소심(2016년 7월 판결)에서 제품들의 입술 디자인이 유사
하고, 보드카의 향을 입술 색상에 따라 다르게 하는 점도 유사하다고 한 바 있으나, 환
송심에서 지방법원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모양, 소리, 의미를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전체로서의 모습(compare the two marks in terms of sight, sound, and m
eaning, considering the mark as a whole, and as they appear in the marketpl
ace)”을 기준으로 비유사하다고 판단 한 것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들의 제품>
JL Beverage의 제품

Jim Beam의 제품

Johnny Love Vodka

Pucker Vodka

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전체로서의 외관을 보고 판단하면 상당한 부분에서 다르
다고 하였다. 하나씩 살펴보면 (1) JL Beverage의 제품에는 입술이 “Johnny Love Vo
dka”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Jim Beam의 제품은 “Pucker”라는 이름 밑에 입
술이 찍혀있고, (2) 병의 모양이 서로 다르며, (3) JL Beverage는 상표를 은색배경에
넣었으나 Jim Beam은 입술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배경색을 맞췄다는 점이 혼동가능성
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항소법원은 혼동(forward confusion)과 역혼동(reverse confusion)의
발생에 있어 “혼동의 의도(intent to confuse)”라는 Sleekcraft 요소 중 하나를 지방법
원이 적절하게 검토하였다고 보았다. 지방법원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선례7)에서 언
급한 “원고의 명성을 등에 업고 수익을 얻으려고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whether d
efendant in adopting its mark intended to capitalize on plaintiff’s good will)”
를 혼동발생의 기준으로 삼았고,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의 유사한 상표를 인지한 채 상표
사용을 한 경우 고의가 추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역혼동(reverse-confusion)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역혼동의 위험을
태만하게 무시(culpably disregarded the risk of reverse confusion)”하였는지를 입

6) The Sleekcraft factors are: (1) strength of the marks, (2) relatedness of the goods, (3)
similarity of the marks, (4) evidence of actual confusion, (5) marketing channels, (6) degree
of consumer care, (7) defendant's intent in selecting the mark, and (8) likelihood of
expansion of the product lines. AMF Inc. v. Sleekcraft Boats, 599 F.2d 341, 348-49 (9th Cir.
1979).
7) Marketquest Group, Inc. v. BIC Corp., 862 F.3d 927 (9th Ci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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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법원은 Jim Beam이 상표에 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고,
해당 자문에서 JL Beverage의 상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Jim Beam은 JL Beverage의
상표를 알 수 있었을 것(constructive knowledge)이라고 하였다. 또한 JL Beverage가
경고장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Jim Beam이 JL Beverage의 상표를 실제로 알고 있었을
것(actual knowledge)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침해자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
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만 혼동의 고의가 추정된다는 제9연방순회법원의 선례8)를 인
용하였고, 당사자들의 상표가 비유사하기 때문에 Jim Beam이 JL Beverage의 상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Jim Beam에게 혼동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
다. 이러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오류도 없었다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의 강약(strength of the m
ark)”에 관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항소법원은 Jim Beam이 시
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JL Beverage의 제품을 구매할 때 Jim Beam의
제품이라고 혼동하는 이른바 역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Ji
m Beam의 제품과 JL Beverage의 제품이 동시에 판매되었던 시기가 2011년도이고,
해당 시점에 Pucker Vodka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업적으로 식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JL Beverage가 상업적으로 식별력이
강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하였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체적인 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V. 시사점
상표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업적 상표사용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
또는 후원관계 등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보드카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업적 사용이 있었으므로 소비자들
에게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상표법은 이러한 혼동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불법행위에 관한 Restatement(1938) 제731조9), 부정경쟁행
8) Id., at 937.
9)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731
In determining whether one's interest in a trade-mark or trade name is protected,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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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관한 Restatement(1995) 제21조10)와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에서 제시된 판단기준
들이 혼동가능성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Polaroi
d 요소들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Sleekcraft 요소들을 다른 항소법원들도 많이 이용
하지만 항소법원별로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표11)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the rules stated in §§ 717 and 730, with reference to the goods, services or business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actor uses his designation, the following factors are important:
(a) the likelihood that the actor's goods, services or business will be mistaken for those of
the other;
(b) the likelihood that the other may expand his business so as to compete with the actor;
(c) the extent to which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actor and those of the other have
common purchasers or users;
(d) the extent to which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actor and those of the other are
marketed through the same channels;
(e) the rel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actor and those of the
other;
(f) the degree of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or trade name;
(g) the degree of attention usually given to trade symbols in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of the actor and those of the other;
(h)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the actor has used the designation;
(i) the intent of the actor in adopting and using the designation.
10) Restatement 3d of Unfair Competition, § 21
Whether an actor's use of a designation causes a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the use of
a trademark, trade name, collective mark, or certification mark by another under the
rule stated in § 20 is determined by a consideration of all the circumstances involved in
the marketing of the respective goods or services or in the operation of the respective
businesses. In making that determination the following market factors, among others,
may be important:
(a)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respective designations, including a comparison of
(i) the overall impression created by the designations as they are used in marketing the
respective goods or services or in identifying the respective businesses;
(ii) the pronunciation of the designations;
(iii) the translation of any foreign words contained in the designations;
(iv) the verbal translation of any pictures, illustrations, or designs contained in the
designations;
(v) the suggestions, connotations, or meanings of the designations;
(b) the degree of similarity in the marketing methods and channels of distribution used for
the respective goods or services;
(c)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spective purchasers of the goods or services and the
degree of care they are likely to exercise in making purchasing decisions;
(d) the degree of distinctiveness of the other's designation;
(e) when the goods, services, or business of the actor differ in kind from those of the
other, the likelihood that the actor's prospective purchasers would expect a person in the
position of the other to expand its marketing or sponsorship into the product, service, or
business market of the actor;
(f) when the actor and the other sell their goods or services or carry on their businesses in
different geographic markets, the extent to which the other's designation is identified with
the other in the geographic market of the actor.
11) 문삼섭(2019), 「미국상표법」, 세창출판사, 5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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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별 혼동 가능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방순회법원
상표의 유사성
(similarity of marks)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similarity of goods or services)
실제 혼동의 발생
(actual confusion)
상표의 식별력/독점사용 기간
(strength of mark/extent of
applicant’s exclusive rights)
판매조건/잠재적 소비자들의
주의여부/판매처의 유사여부
(conditions under which
sales are made/ classes,
sophistication of prospective
purchasers/ similarity of
trade channel
의도/선의
(intent/good faith)
당사자들 광고의 연관성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dvertising)
원고의 상품 확장가능성
(likelihood plaintiff will bridge
the gap)
실제 혼동 없이 상표를
사용한 시간과 환경
(time and conditions of
concurrent use without
actua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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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제9연방순회법원이 적용한 Sleekcraft 요소들은 (1) 상표의 식별
력(strength of the marks), (2) 상표들 간의 유사여부(similarity of the marks), (3)
상품이나 서비스의 연관성(relatedness of the goods), (4) 피고의 상표사용 의도(defe
ndant's intent in selecting the mark), (5) 실제 혼동의 증거(evidence of actual c
onfusion), (6) 사용된 마케팅 방법(marketing channels), (7) 소비자들의 주의여부(de
gree of consumer care), (8) 제품생산 확장 가능성 여부(likelihood of expansion o
f the product lines)이다. 그러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Sleekcraft 요소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서 JL Beverage의 제품에는 입술모양이 “Johnny Love Vodka”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Jim Beam의 제품은 “Pucker”라는 이름 밑에 입술모양이 찍혀있고, 병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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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다르며, JL Beverage는 상표를 은색배경에 넣었으나 Jim Beam은 입술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배경색을 맞췄다는 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상표가 서로 비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 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한 가지 기준 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나, 개별적인 기준이 모두 동등한 중요도(weight)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사안에 따라 개별 기준의 중요도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며 특히 개별 기준 가운데 상표의 유사여부가 혼동 가능성 판단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표침해소송의 당사자들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
한 입증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모양,
소리, 의미를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습과 전체로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여기
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포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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