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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의 구

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

한 풍속에 반할 때의 상표뿐만 아니라, 그 상표의 사용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

해한다면 그 상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

3301 판결 참조). 

 



(2) 출원상표는 한글 ‘우리들’과 ‘병원’이 결합된 서비스표인데, ‘우리’보다는 가리키는 

대상이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우리들’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는 ‘우리들 회사’, ‘우리들 동네’ 등과 같이 그 뒤에 오

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소유관계나 소속 기타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

하는 의미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

이고,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

적인 인칭대명사와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로서, 만일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

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

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이다.  

(3) 따라서 이 단어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당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비중에 비추

어 이를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고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

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

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인 ‘우리들병원’(이하 ‘상표 병원’이라 한다)은 자신과 관

련이 있는 병원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들 병원’(이하 ‘일상용어 병원’

이라 한다)과 외관이 거의 동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그 용법 또



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두 용어가 혼용될 경우 그 언급

되고 있는 용어가 상표 병원과 일상용어 병원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혼란을 피할 수 없고, 그러한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

을 덧붙이거나 ‘우리들’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 사용하

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

한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어 그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

다.  

(5) 이러한 결과는 ‘우리들’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우리들병원’을 포함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은 위에서 본 사회 일

반의 공익을 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6) 출원인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들’ 또는 

‘우리들병원’이라는 단어를 비상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언

어생활에 어떠한 불편이나 혼란을 끼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아닌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사용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7) 그러나 일반인들이 상표적 사용과 비상표적 사용을 쉽게 구별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자

체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거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12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