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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X는 LED 응용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B는 전자부품,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A는 전기차 개발생산, 전원공급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는 B입니다. B는 X의 의뢰에 2012. 8.경 X의 직원 D와 함께 E
제품(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였고, B는 2012. 10. 30.경부터 E 제품을 생산하여 X의
모델명과 X가 제조원으로 표기된 라벨(X의 라벨)을 부착하여 X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2013. 9.경까지 X로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더 이상
X에게 E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V의 직원 F와 사이에 E 제품의 재고품에 X의 라벨을
부착하여 V를 통하여 타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2013. 10. 25.부터 2014. 2. 2.까지
V에게 X의 라벨을 붙인 E 제품을 총 395개(10,561,100원 상당)를 납품하였고, F는
2013. 10. 29.부터 2014. 2. 25.까지 이를 G, H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B가 2014. 5. 22. 설립 이후 현재까지 E 제품과 유사한 K(200W), L(300W) 제품을

생산하여 S에 공급하였습니다.

2. E 제품의 개발 경위

공진 컨트롤러 L6559가 공지된 기술로써 SMPS 전원공급장치에 적용되는데, E 제품은
SMPS 전원공급장치 제품으로써 L6599를 PWM(Pulse Width Modulation)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 제품은 원고의 개발의뢰를 받은 B와 X의 직원인 D이고, B가
L6599를 적용한 E 제품의 회로도 초안과 시제품을 만든 후에 D가 부품정보등을
추가하여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회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B는 X의 직원 D로부터 E
제품의 개발 요청을 받고 고등학교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가 약정 없이
기술개발을 하였고, 제품 샘플도 부품비만을 받고 기술을 X에 넘겨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B의 진술과 같이 X는 2012. 8. 30. B로부터 E 제품의 부품 및
인증비용을

19,593,420원을

청구받고,

2012.

9.

20.

B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X는 E 제품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지출하였고 B에게 연구개발비로 99,519,25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X가 주장하는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은 2015. 9.
25.로 개발완료 무렵인 2012. 8.경에서 3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2013. 9.경에 X가
피고에게 E 제품 대금 채무가 1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X가 개발비용 1억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X가 지급한 부분은 미지급 대금채무의 변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B가 E 제품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였다는 X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E 제품(100W)과 B의 제1제품(200W)의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한 점을 인정되나, E
제품의 출력용량은 100W임에 비해 B의 제1제품은 200W로 향상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전류량

증가에

따라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두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B의 제1제품이 E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B등의 노력을 통해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을 통해 E 제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케이스 디자인과 관련하여 X가 B 등이 X의 등록디자인을 제품의 케이스 커버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 제품은 위 디자인 출원일(2004. 5. 26.) 이전인
2012. 10. 30.경부터 생산판매되었으므로 출원 전 공지로 권리가 부정되므로 비록
유사한 케이스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 무단사용으로 보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형상과 관련하여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출력의 경우 인쇄회로 기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E 제품은 직육면체인 반면 B의 각 제품은 8면체의 형상이고 그 단면이

6각형이고, E 제품의 라벨은 측면에 검정색으로 인쇄부착되었으나 B의 각 제품은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등으로 상부에 인쇄되어 있어, 그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인쇄회로기판은 제품이 에폭시 몰딩되어 일반 수요자가 분해하지
않고 볼 수 없어 제품 형상 유사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래의 사실을 근거로 E 제품이 X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등이 E 제품의 인쇄회로기판 등을
사용하여 B의 각 제품을 생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제작기술 정보는 B가
그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X에 대하여
그 정보의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B의 각 제품은 회로의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을 거쳐 E 제품을 변경한 제품으로 그 외형도 서로 다르므로, B 등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B 등이 E 제품의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토대로 이를 개량한 B의 각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개발 경위를 보면 E 제품의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등은 E 제품의 회로도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개발과 생산을 담당하였던 B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B 등이 E 제품의 제작기술 관련 정보를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B가 X에 대하여 E 제품의 제작기술에 관한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 등이
의도적으로 X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B의 각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E 제품의

제작기술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E 제품과 B의 각 제품은 그 외형이 서로 달라 그 출처가 혼동된다고 볼 수 없고,
B등에게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E 제품과 B의 각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본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제품 등의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사실,
ii)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상대방 제품 등을 사용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사실, iii)
그 결과 외형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의 모방과 창조적 변경을 통하여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출처가 오인될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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