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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정현(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창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정177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

다)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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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고 정형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원피스에 

사용된 레이스 원단이 피해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레이스 원단이라는 점, 레이스 원단의 패턴의 위치가 원피스마다 다를 뿐만 아니

라, 두 가지 레이스 원단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패턴 역시 균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의 원피스는 정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또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레이스 끝부

분 스캘럽 처리, 가슴절개선 부분의 하트 모양, 스캘럽 형식을 적용한 스탠드 칼라, 허

리 부분에 스캘럽을 살린 레이스 띠를 얹는 것, 팔과 목 부분은 한 겹의 레이스 원단

만 사용하는 것, 스커트 끝단 부분에서 레이스 원단 기장에 차이를 두는 것은 모두 의

류디자인 영역에서 공지된 방식이거나, 레이스 원단을 사용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고, 레이스 H라인 원피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일 뿐이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통상의 레이스 H라인 원피스 제작 시 채택하는 디자인 

기법들을 적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원피스를 모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

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면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를 비교하는 듯한 표

현을 사용한 것은 선발주자인 피해자의 유사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피고인의 상품을 홍

보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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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

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

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

342 결정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

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

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

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

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

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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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해자의 원피스는 특정 색상의 안감과 자수 무늬의 레이스가 겹쳐졌을 때 나타

나는 미감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고, 두 종류의 레이스를 겹쳐지게 함으로써 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과 안감 원단 총 3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o 다만 목둘레의 칼라 부분, 어깨선과 목둘레로부터 가슴라인의 상단으로 이어지

는 부분, 소매 부분 및 스커트 끝단 부분은 안감을 대지 않고 레이스도 한 종류의 

레이스 원단(이하 ‘제1레이스’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겹쳐져 있는 다른 종류의 레

이스를 ‘제2레이스’라 한다)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o 목둘레 부분과 소매 끝 부분, 스커트 밑단 부분은 스캘럽(Scallop) 방식1)으로 끝

단을 처리하였고, 칼라 부분은 스캘럽 방식으로 마무리된 끝단 부분을 위로 세운 

스탠드 칼라 형태로 제작되었다.

o 제1레이스의 자수 무늬는 검은색 실로 꽃잎과 잎사귀, 작은 점을 모티브로 형상

화한 것이고, 제2레이스의 자수 무늬는 안감 원단과 유사한 색상으로 꽃잎, 잎사귀 

등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이다.

o 허리라인에 스캘럽 방식으로 처리한 제1레이스 원단 띠를 얹어 허리라인의 상단

과 하단을 구분하는 절개선을 구현하였고, 제2레이스 원단의 가슴라인을 따라 스

캘럽 장식을 하늘 방향으로 둔 상태로 제1레이스 원단을 겹쳐지게 하는 방법으로 

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

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

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

다216758 판결 참조).

     2)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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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라인의 절개선을 구현하였다.  

 
     3) 피해자의 원피스가 정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한 레이스 원단이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스 원단이므

로 무늬(패턴) 자체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그 무늬(패턴)의 원피스 

내 위치가 개별 원피스마다 제각각이므로2), 피해자의 원피스는 정형성이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레이스의 주된 시각적 특징은 꽃잎·잎사귀의 모양과 위 무늬가 

검은색 실로 원단 전체에 골고루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원피스 내 꽃잎·잎사귀의 위

치3) 내지 꽃잎·잎사귀 사이의 여백의 위치가 제1레이스를 이용한 피해자 원피스의 형

상 내지 모양을 결정짓는 주요한 시각적 특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일반 수요자

들은 제1레이스의 꽃잎·잎사귀 무늬가 구체적으로 개별 원피스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 외관 그 자체로 

피해자의 ‘투톤 레이스 스탠드 칼라 드레스’를 다른 드레스와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다

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 원피스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및 이들을 결

합한 전체적 외관은, 제1레이스의 꽃잎·잎사귀 무늬의 개별 원피스 내 위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의 원피스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음에 불

과한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가리비, 조개껍질의 가장자리와 비슷한 것을 연결시킨 것 같은 문양. 혹은 소맷부리나 옷자락 같은 곳에 부채꼴이나 물결 모
양의 천을 이어 댄 장식.

2) 피고인은, 제1, 2레이스가 겹쳐지는 부분의 무늬(패턴) 위치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도 정형성을 부정하는 별도의 근거인 것처
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제1레이스의 검은색 실로 새겨진 꽃잎·잎사귀 무늬의 위치가 개별 원피스마다 일관되지 않다는 주
장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이다.

3) 꽃잎이나 잎사귀의 크기 등으로 주된 무늬와 종된 무늬가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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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①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

와 모양상의 특징4)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

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

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제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

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③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

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

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H’ 및 ‘I’라는 해쉬태

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

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④ 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

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제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

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

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

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 ‘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

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기본적으로 두 겹의 레이스와 안감을 겹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둘레 칼라 부분, 가슴라인 상단, 소매, 스커트 끝단 부
분은 한 겹의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나, 제1레이스는 검은색 실로 꽃, 잎사귀 등을 형상화하였고, 제2레이스는 안감 원
단과 유사한 색상으로 꽃잎 등을 형상화하였는데, 양 원피스의 제1, 2레이스에 표현되어 있는 꽃, 잎사귀 등의 구체적인 형태
와 색상이 거의 동일한 점, 목둘레 칼라 부분은 스캘럽 처리한 제1레이스 원단으로 스탠드 칼라 방식을 채택하였고, 스커트 
끝단 부분을 스캘럽 처리하였으며, 스커트 끝단 부분의 원단 기장에 차이를 두어 한 겹의 레이스처럼 구현한 점, 허리라인 
절개선을 스캘럽을 살린 제1레이스 띠를 얹는 방식으로 구현한 점, 스캘럽 장식을 하늘방향으로 형성한 제1레이스 원단으로 
가슴 절개선을 처리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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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

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기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

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예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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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장성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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