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침해자 상
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
결

1. 기본법리 –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상표권침해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함. 상표
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생산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성립. 내부적으
로 침해자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부분담비율 있음. 그와 같은 내부분담비율
에 따라 판매자와 생산자, 복수의 생산자 상호간 구상금 청구할 수 있음.

2. 대법원 판결요지

판매회사(갑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생산 납품회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
품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들도 원고 및 갑 회사와 함께 상표권자(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납품회사 원고가 상표권자(을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
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
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
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56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피고들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그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
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
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