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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

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

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

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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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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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

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 것이므

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

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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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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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

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



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2. 레이스 원피스 상품의 구체적 판단  

 

(1) 비교대상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 및 모방 고의 여부 

 

① 피고인의 원피스도 위에서 인정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바, ② 비록 피고인 원피스에 사용된 제2레이스의 스캘럽 처리된 끝단 부분

이 피해자 원피스의 제2레이스 스캘럽 처리 부분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약간의 

변형에 불과한데다가, 제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겹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이 정

도의 변형만으로 피고인의 원피스와 피해자의 원피스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고,  

 

③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

명을 지칭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



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구와 모방대상 원피스 브랜드 해쉬태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하였고 피고인에게 모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다.  

 

(2) 보호대상 원피스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나아가 ④ 두 종류의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하는 것이나, 제1, 2 

레이스의 모티브 및 두 모티브의 조합, 허리라인·가슴라인 절개선 구현 방식 및 끝단 처

리 방식 등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표현방식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원피스가 단지 ‘레이스 H라인 원피

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45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