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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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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인쇄물을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7,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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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9쪽 제3
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표장의 비유사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에서 한글 “데이터팩토리”
또는 영문 “DATA FACTORY” 부분은 이를 보는 수요자에게 “데이터 생산소” 또는 “데
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
램 개발업이나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그
서비스업의 보통명칭 또는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
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한글 “데이터팩토리” 또는 영문 “DATA FACTORY”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품/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서비스업의 일반적 명칭으
로서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
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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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데이터
(DATA)"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
또는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의미하고, “팩토리(FACTORY)”는 “공
장” 즉, “많은 사람들의 협동 작업에 의해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뜻하는 "데이터팩토
리(DATA FACTORY)”라는 표현이 일반수요자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
발업이나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같이 위 서비스업의 성질 등을 암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
으나, 위 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
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보통명칭이라거나 위 서비스업의 고유한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에 포함된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 부분은 위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서비스업의 비유사 여부
가) 피고는, 피고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소실된 경우 소실된 데이터
를 복구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데 “

”, “

” 등의

표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표장이 사용된 서비스업과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
업은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 4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복제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등인 사
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표장을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등과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복구업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
여 제작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
는 점에서 공통될 뿐만 아니라, 그 수요자의 범위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
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선사용권 인정 여부
가) 피고는, B은 2014. 4. 5.경부터 2015. 5. 30.경까지 C과 동업하여

“씨엔케이정

보기술(테이터팩토리)”이라는 상호와 “데이터팩토리”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데이터
복구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4. 3. 28.경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광고를 하였으며, 2015. 6. 1.부터는 배우자인 D 명의로 위 업체 및 서비스표
를 인수하여 위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6. 1. 1.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이
후부터는 피고가 위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양수인인 피고
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 이전부터 “데이터팩토리”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선사용
권자에 해당하여 위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권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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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4. 5.
경 서울 용산구 E(한강로2가, 한강현대하이엘)에서 “씨엔케이정보기술(데이터팩토리)”
이라는 상호로 데이터복구업 등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F)하기 시작하여 2015. 6. 30.
경 폐업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5. 6. 1.경 위 장소에서 배우자인 D 명의
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한 후 “데이터팩토리”라는 상호로 데이터복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1. 31. 폐업하였고, 2015. 12. 18. 부산 부산진구 H(부전동, 부
라다빌딩)에서 피고를 설립하여 데이터복구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 B 및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 이전에 “데이터
팩토리”를 상호로 사용하는 외에 이를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한편,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4. 3.경 “씨엔케이정보
기술(데이터팩토리)” 내지 “데이터팩토리”라는 상호로 데이터복구업 등을 영위하기 위
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4. 3. 28. 인터넷 홈페이지에 “데이터팩
토리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 및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

”, “

” 등 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인터넷 홈페
이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I”로, 서울점의 주소가 “서울시 용산구 J”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설립 이후 2016. 1. 4.경 피고의 지점으로 설치된 서울지사의 사업
자등록번호(K) 및 주소가 표기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

실만으로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

”, “

”

등 서비스표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 이전에 위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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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비스표 출

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

”, “

” 등 서비스

표가 C, B 및 피고의 서비스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에 대한 판단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
재 각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
로,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
(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
판, 인쇄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상표법
제68조 및 현행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피고의 고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 및 현행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
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매출액, 영업비용 또는 이러한 사정이 종합된 피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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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의 이익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모든 사실이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사실로서 그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현행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갑 제1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
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이 법원의 용산세무서장, 부산진세
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도부터 2017
년도까지 피고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L) 및 서울지점(사업자등록번호: K)의 각 부가
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매출액 전부가 피고의 이익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이
익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피고의 이익액 등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침해자인 피고에게 편중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6년
도 손익계산서(을 제6호증)를 제외하고는 침해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손익계산서조차 약 70,000,000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이
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
도 피고의 현금거래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이익액 등을 비롯하여 그 손해액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
정함이 타당하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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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손해액에 관하여 보
건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피고의 본점 및 서울지점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내
역에 따른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406,701,270원(= 97,244,358원 + 309,456,912원)인 점,
피고가 운영하는 업종의 특성상 매출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2016년도 손익
계산서상 영업비용이 465,419,032원인데, 그 중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이 합
계

103,068,924원(=

접대비

18,949,420원

+

보험료

1,639,840원

+

지급수수료

39,337,111원 + 광고 선전비 40,670,028원 + 이자비용 2,472,525원)인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의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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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하는 2017. 1.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진현섭

판사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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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
지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
어 설치업 총 6건(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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