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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도메인이름은 개인이나 기업체의 성명, 상호, 주소, 상품, 서비스의
식별표지이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외 홍보 키워드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관 검색, 실시
간 검색순위 제공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이 편리해지고 다양한 모바일 앱(APP)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일이 적어졌다지만 도메인이름은 홈페이지나 앱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로서 여전히 가치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사전 심사 없이 선접수, 선처리
로 등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제3자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권리자가 심각한 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정당한 권리자의 피해 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해
2002년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 .kr 관련 분쟁 조
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법정 위원회인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승격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선정한
.com,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분쟁 조정 기관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를 유치하여 gTLD 분쟁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는 그 실효성이 입증되어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12년 초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xyz, .club, .삼성 등 1,930개의 신규 gTLD가 신청되고, 지금까지 약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발간사

1,000개의 gTLD가 신규로 생성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권리자 보호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로 발간 11번째를 맞는‘201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도메
인이름과 관련된 최근의 환경 변화와 분쟁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업계, 학계 종사자는 물론 기업의
브랜드 관리자 및 법률 실무자 등 많은 분들이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최신의 분쟁 조정 결정 사례와 의미 있는 법원 판례에 대한 해설을 더하고 신규
gTLD 관련 사항 및 통계자료를 현행화 하는 한편,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최신 정책 및 도메인이름 권리
보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대한민국 내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과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
에도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집필진과 편집위원 여러분, 사무국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남 호 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연혁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04년 10월에 설립
된 법정위원회로서,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그 관리를 우리나라에 위임한 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인‘.kr’및‘.한국’과 결합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부서) 내에 설치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도

국내외
환경
1985. 1. 1.

일반도메인‘.com, .net, .org, .edu, .gov, .mil’도입

1986. 9. 29.

국가도메인‘.kr’도입

2001. 6. 26.

일반도메인‘.biz, .info’도입

1998. 11. 3.

일반도메인‘.int’도입

2001. 8. 17.

일반도메인‘.name’도입

1999. 10. 2.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및 절차규칙

2001. 10. 20.

일반도메인‘.museum’도입

(Rules for UDRP) 시행

2001. 12. 15.

일반도메인‘.coop’도입

1985~2000

2001~2003
2001. 4. 27.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공개워크숍 개최

2001. 6. 8.

도메인이름분쟁관련 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구협력회의 개최

2001. 6. 23.

제1차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 개최

2001. 7. 6.
2000. 12. 인터넷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토론회

위원회 회의 개최
2001. 7. 12.

위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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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공청회 개최

메인이름 등록대행자와 등록인 간의 등록약관상의 소위 강제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국내‘.kr’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2002년 1월부터
맡아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6년 6월 1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서울사무소를 유치하여 국내에서‘.com’,‘.net’등의
일반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결합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001. 12. 21.

일반도메인‘.aero’도입

2002. 2. 28.

ADNDRC UDRP 분쟁해결기관으로 선정

2002. 5. 8.

일반도메인‘.pro’도입

2003. 8. 19.

다국어 DNS 도입에 따른‘한글.kr’서비스 개시

2001. 10. 17.

제3차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

2002. 9. 위원회 워크숍

위원회 회의 개최
2001. 11. 28.

제4차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 개최

2001. 12. 5.

제5차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회의 개최

2001. 12. 12.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간담회 개최

2001. 12. 28.

2003. 8. 위원회 워크숍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002. 1. 4.

‘.kr’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03. 5. 28.

‘2003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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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제1기 위원 위촉식

2009. 2. 위원회 워크숍

국내외
환경
2005. 7. 27

일반도메인‘.travel’도입

2005. 9. 8.

일반도메인‘.jobs’도입

2007. 3. 1.

일반도메인‘.tel’도입

2005. 10. 17.

일반도메인‘.mobi’도입

2007. 5. 2.

일반도메인‘.asia’도입

2005. 12. 19.

일반도메인‘.cat’도입

2008. 12. 13.

.kr 도메인이름 등록건수 100만 건 돌파

2006. 9. 18.

2단계 영문 kr도메인(퀵돔) 등록 개시

2009. 10. 30.

ICANN, 다국어 국가도메인 도입 결정

2004~2006

2007~2009

2004. 1. 29.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5. 30.

2004. 5. 24.

‘2004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2007. 10. 8.

제2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위원 위촉

2008. 5. 14.

전미중재원(NAF)과 업무협력 양해각서

2004. 7. 3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도메인
이름분쟁조정위원회 해산

‘2007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MOU) 체결

2004. 10. 8.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008. 8. 29.

‘2008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2005. 8. 30.

‘2005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2009. 6. 20.

‘2009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2006. 6. 1.

ADNDRC 서울사무소 유치 및 개소

2009. 9. 10.

2006. 8. 30.

‘200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강제 조정제도 도입

위원회
연혁

2006. 9. ADNDRC 서울사무소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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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위원회 워크숍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연혁

2014. 11. 위원회 워크숍

2010. 10. 30.

UDRP 절차규칙 1차 개정

2011. 2. 5.

한국 다국어 국가도메인‘.한국’도입

2011. 4. 15.

일반도메인‘.xxx’도입

2013. 3. 1.

긴급정지제도(URS) 정책 시행

2011. 6. 20.

ICANN, 신규 일반도메인 정책 최종 승인

2013. 3. 26.

상표저장소(TMCH) 서비스 시행

2012. 1. 12.

ICANN, 신규 일반도메인 위임을 위한

2013. 6. 28.

긴급정지제도 절차규칙(URS Rules) 시행



신청서 접수 개시( ~ 5.30)

2013. 10. 23. ‘онлайн, .сайт, .ةكبش, .游戏 ’

2012. 6. 4. 

위임 후 상표분쟁조정절차

2012. 8. 7.

(TM PDDRP) 정책 시행

2013. 12. 12.

신규 일반도메인‘.삼성’위임

일반도메인‘.post’도입

2015. 7. 31.

UDRP 절차규칙 개정

2010~2012
2010. 7. 31.
2010. 10. 8.

등 4개 신규 일반도메인 첫 위임

‘2010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윈 위촉

2011. 12. 1.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운영 개시

2012. 6. 30.

‘2012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2010. 6. 위원회 워크숍

2013~2015
2013. 10. 8. 제4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14. 8. 29. ‘2014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발간

2015. 11. 위원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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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2002년부터 인터넷주소 분쟁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인식 제고와 국내외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
토론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 도입기(2002~2005년) : 매년 봄·가을 국제세미나 개최로 위원회 위상 확립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연 2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내용상으로는 외국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비교 검토, 법원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최상의 분쟁 해결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토론의 주안점이 있었다.

1회 2002. 11. 9. ｜ 한국과 캐나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the Allegations of Systemic Unfairness in the ICANN UDRP, Dot-Ca Dispute
Resolution Policy : Michael Geist(캐나다 오타와대학교)
· The Form and Substance of Domain Name Arbitration : David Lametti 교수(캐나다 맥길대학교)
· 국내 도메인이름해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 서정일 위원(대한상사중재원)
· 도메인이름분쟁 관련 한국 법원의 판례경향과 조정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 : 남호현 대표변리사
(남호현특허법률사무소)
· 국내외 도메인이름분쟁 및 조정결정의 추이 : 장문철 교수(경찰대학)

2회 2003. 4. 11. ｜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대한 법원의 경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의 출소의 형태에 관하여-재판례의 비교검토 :
Setsu Sasamoto 변호사(일본 Aoki 특허법률사무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경향 : 장문철 교수(경찰대학)

3회 2003. 11. 21. ｜ 한국과 독일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의 고찰
·도메인이름 법에 관한 독일의 시각 : Thomas Hoeren 교수(독일 뮌스터대학교)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 김원오 교수(숙명여자대학교)

2002. 11.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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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세미나 전경

2003. 11. 세미나 참석 기념

4회 2004. 4. 16. ｜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관한 WIPO의 최근 경향과 국내법의 정비
·Relationship between Alternativ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and National Courts :
Mr. Erik Wilbers(WIPO)
·사이버스쿼팅방지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 : 남호현 변리사(남호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외국의 법제정비 경향 : 정찬모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5회 2004. 9. 17. ｜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의 고찰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China : Dr. Li Hu (CIETAC)
·Domain Name Resolution in Hong Kong : Edward W. Rubin(HKIAC)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관한 논의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하여 : 김종윤 변리사(신세기특허법률사무소)

6회 2005. 4. 22. ｜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에 관한 ICANN과 법원의 최근 경향
·The Role of ICANN in the Global Internet Community : Theresa Swinehart(ICANN)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관한 법원의 경향 : 도두형 변호사(해인종합법률사무소)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공법적 문제 : 박균성 교수(경희대학교)

7회 2005. 10. 7. ｜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의 고찰
·The American Approach to Domain Name Disputes - Comparative American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 Prof. Justin Hughes(Cardozo Law School)
·ICANN’s Role in Domain Name Disputes : Tim Cole(ICANN)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제도 개선방향 : 김원오 교수(숙명여자대학교)
·UDRP 조정결정의 집행보류 소송에서‘당사자’에 대한 고찰 : 이덕재 변리사(김신유 특허법률사무소)
·gTLD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이대희 교수(인하대학교)

2004. 4. 세미나 전경

2004. 9. 세미나 토론

2005. 4. 세미나 참석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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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2006~2011년) : 위원회의 내적 토대 강화와 외적 성장에 대응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가 ADNDRC 서울사무소의 기능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일반
도메인하의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국가도메인하의 분쟁 해결의 질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다.

8회 2006. 9. 22. ｜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의 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Proving Legitimate Interest and 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 Hon. Neil Brown, QC(Fellow,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상표권의 보호 범위 및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김종윤 변리사(특허법인 신세기)
·S tudy on Domain Name Hijacking & Anti Cyber - Squatting Policies : Prof. Timothy D.
Casey(University of Nevada)
·.eu and .com Recent developments in EU and WIPO Domain Name Resolution : Prof. Thomas
Hoeren(Westfalische Wilhelms-Universitat Munster)
·ADNDRC and the Resolution of gTLDs : Christopher To(ADNDRC)

9회 2007. 5. 18. ｜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관한 상표권의 제문제 고찰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도메인과 상표권의 동일·유사성 인정문제 : David Perkins 변호사(Milbank)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의 인정문제 : Debrett Lyons 변호사(Appeals tribunal member with
the Australian governmen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상표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한계 연구 : Jeffrey M. Samuels 교수(Univ. of Akron
School of Law)
·정당한 이익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 Thomas M. Legler 변호사(Python & Peter)
·일본의 주요 도메인이름 분쟁 유형분석과 그 분쟁 해결방향 : Hideki Kojima 변호사(Kojima Law Offices)

2005. 10. 세미나 전경

2006. 9. 세미나 참석 기념

2007. 5. 세미나 참석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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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세미나 전경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10회 2008. 9. 5. ｜ 국내외 분쟁조정 결정 및 법원 판결 경향
·중국 도메인 분쟁 해결제도 소개 : Sun Hanhui(CNNIC)
·UDRP상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 관련 검토 : Kristine Dorrain(NAF)
·UDRP상의 부정한 목적 관련 검토 : Rachel Furlenmeier(Novartis AG)
·법원의 UDRP 이전결정의 불인정 사례에 대한 ICANN의 입장 : Tim Cole(ICANN)
·도메인이름 조정결정에 대한 법원의 경향 : 최성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대리점, 판매점 등 상표권자와 관련 있는 자의 도메인 사용 시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 경향 : Dennis Cai(HKIAC)
·.asia 등록에 따른 등록정책 및 분쟁해결제도 : Edmon Chung(DotAsia)

11회 2009. 10. 29. ｜ 국내외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 최근 경향과 국제재판관할 문제 고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소개 : 김종윤 위원장(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ssu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Paul D. McGrady Jr.(Greenberg
Traurig, LLP)
·도메인이름 국제분쟁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 강영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WIPO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경향 비교 : 조정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호)

12회 2010. 8. 26. ｜ 인터넷 상의 상표권 침해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범위 고찰
·인터넷 상의 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 : 백강진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의 범위 :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2008. 9. Christopher To의 환영사

2008. 9. 세미나 전경

2009. 10. 토론하는 김원오 교수,
2009. 10. 발표하는 김종윤 위원장
최성준 부장판사, 조정욱 변호사(왼쪽부터)

2010. 8. 세미나 전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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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2011. 7. 7. ｜ 아시아 지역 도메인 분쟁해결 경향 및 신규 일반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Recent Development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Hong Kong : Dennis Cai(HKIAC)
·Bad Faith Registration and Use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Jiao Yani(CIETAC)
·국내 도메인 분쟁해결 경향 : 김운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Policies of New gTLD : Amy Stathos(ICANN)

■ 도약기(2013년~현재) : 신규 gTLD의 등장에 따른 환경변화 대응
최상위도메인의 급격한 확대라는 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한 도메인 무단점유 사건
의 감소와 당사자 간에 사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도메인이름 처리와 관련한 사건의 증가라는 도메인이
름 분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에 대응하는 데에 주안점이 옮겨졌다.

14회 2013. 9.25. ｜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현재와 미래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자의 범위 : 김태형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메인이름 등록의 부정한 목적의 구성요건 :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규 gTLD 생성과 향후 대응방안 : 박유선 변호사(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신규 gTLD 분쟁해결 사례분석 : 우유선 변호사(루이비통 코리아)

15회 2015. 9. 17｜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의 새로운 경향과 권리보호의 확대방향
·상표클리어링하우스(TMCH) 운영현황과 상표권의 보호 :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Protecting your brand online at the age of new gTLD : Alban Kwan 컨트리매니저(CSC디지털브랜드서비스)
·The Use of URS and its Application to gTLD and ccTLD dispute resolution : Dennis Cai 사무국장(ADNDRC)
·Domain name dispute over personal and business names : Alan L. Limbury 변호사(Strategic Resolution)
·병행수입자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 : 이덕재 변리사(특허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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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세미나 전경

2011. 7. 토론자 Neil Brown(WIPO Panelist)

2015. 9. 축사자 미래부 강성주 국장

2015. 9. 토론하는 Alban Kwan 매니저

2013. 9. 세미나 전경

2015. 9. 토론하는 도두형·장덕순·
(CSC), 이대희·장문철 교수(우측부터) 조태연·Alan L. Limbury변호사(왼쪽부터)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처리 현황
2002년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인‘.kr’과 결합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2004년까지 총 126건
의 조정 신청을 처리했다. 2004년「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도메인이름분쟁조
정위원회가 해산되고, 그 해 10월 8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2005년 2월부터 조정 신청
을 받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479건의 조정 신청을 처리했다. 2006년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서울사무소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2006년 6월부터‘.com’,‘.net’등의 일반도메인(gTLD, General Top Level Domain)과 결
합된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133건의 조정신청을 처리했다. 연
도별 분쟁조정 신청 처리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신청건수

합계

국가도메인

일반도메인

2002년

54

-

54

2003년

49

-

49

2004년

23

-

23

2005년

41

-

41

2006년

40

13

53

2007년

37

8

45

2008년

35

9

44

2009년

25

7

32

2010년

30

9

39

2011년

56

14

70

2012년

64

16

80

2013년

40

12

52

2014년

37

13

50

2015년

74

32

106

합 계

605

133

738

※ 일반도메인 분쟁은 ADNDRC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2006년부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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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메인이름
2002년부터 2015년 말까지의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처리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국가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조정 신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54
49
23
41
40
37
35
25
30
56
64
40
37
74
605

조정 결정
이전

말소

기각

21
17
4
8
17
12
6
7
5
15
22
6
8
33
181

13
24
11
21
14
15
21
16
17
24
35
26
19
28
284

7
3
2
2
5
2
4
1
4
2
2
3
37

[그림 1]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취하

소계
41
44
17
31
36
29
31
23
23
43
57
32
27
61
495

13
5
6
10
4
8
4
2
7
13
7
6
8
9
102

[그림 2] 연도별 이전, 말소, 기각 결정 비율

(단위:건)

75
70

100%

65

90%

60
55

70%

50
45

60%

40

50%

35

65%

25

30%

20

20%

15

10%

10

17%

0

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8%

6%

52%

74%

14%

36%

39%

68%
39%

12%

35%

41%

68%

55%

7%

18%

22%
30%

47%

51%

32%

19%

26%

39%

40%

30

0

24%

80%

70%

52%

7%

13%

0%

76%

66%

56%
61%

4%

9%

0%

■ 이전 비율
■ 말소 비율
■ 기각 비율

57%
44%

7%

6%

5%

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1건) (44건) (17건) (31건) (36건) (29건) (31건) (23건) (23건) (43건) (57건) (34건) (29건) (64건) (502건)

2015 (연도)

[그림 3] 조정부 구성 선택 비율

[그림 4] 조정 결정 전 취하 비율
30%

25%

26%
24%

24%

23%

총 605건 중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23%
22%

22%

20%

17%

15%

15%

10%

10%

12%

11%

11%

10%

8%
5%

89건 15%
516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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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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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처리현황

■ 일반도메인이름
2006년부터 2015년 말까지의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처리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일반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조정 신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3
8
9
7
9
14
16
12
13
32
133

조정 결정
이전

말소

11
6
7
7
5
11
12
7
10
26
102

1
1

기각
1
1
1
1
1
5

[그림 5]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단위:건)

취하

소계
12
7
7
7
5
11
13
8
11
27
108

1
1
2
4
3
3
4
2
5
25

[그림 6] 연도별 이전, 말소, 기각 결정 비율

35

100%
90%

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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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및 약어

■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ISO-3166-1(국가와 부속영토 명칭 부호) 표준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 할당되는 최상위도
메인(TLD, Top Level Domain).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kr’과‘.한국’임. 약칭
‘국가도메인’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미(美) 상무성 주도로 도메인이름 및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에 대한 국제정책을 결
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 홈페이지는 http://www.icann.org

■ 도메인이름(Domain Name)
인터넷에서 숫자·문자·부호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도메인이름을 줄여서 도메인이라 부르기도 함

■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기관(Domain Name Registry)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로부터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예 : 한국인
터넷진흥원, Verisign, CNNIC 등)
※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제공 홈페이지(http://www.iana.org/domains/root/db)에서 최상위도메인별 등록관리
기관 조회 가능

■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Domain Name Registrar)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기관(≒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이 선정한 자.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kr’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는 가비아, 후이즈 등
23개사가 있음(2016년 6월 1일 기준)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무단 점유)
도메인이름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사이버스쿼팅을 하는 자를 사이버스쿼터
(Cyber-squatter, 무단 점유자)라 함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 IP주소 등 인터넷주소자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주소의 등
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된 법률. 약칭‘인주법’

■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com, .net 등 활용 목적에 따라 생성된 최상위도메인(TLD)으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총 23개
가 생성되었음. 이들을 소위‘기존 gTLD(legacy gTLDs)’라고 부르며 2013년 이후에 생성된 일반 최
상위 도메인을‘신규 gTLD(=New gTLD)’라고 부름
※ 기존 gTLD : .aero, .arpa, .asia, .biz, .cat, .com, .coop, .edu, .gov, .info, .int, .jobs, .mil, .mobi,
.museum, .name, .net, .org, .post, .pro, .tel, .travel, .xxx(abc 순)

■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홍콩국제조정센터(HKIAC, Hong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
위원회(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현재 홍콩,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서울에 사무소가 있음. 2001년 12월 3일 국제인터넷주소
기구로부터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의한 도메인
이름분쟁조정기관으로 승인되어, .com,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전미중재원)
1986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 내 중재(arbitration) 및 조정
(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com, .net 등 gTLD의 분쟁해결을 위해 199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 URS(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 통일긴급정지제도)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신규 gTLD의 도입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 상
표권 침해가 명백한 신규 gTLD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경우
도메인이름의 잔여 등록기간 동안 사용을 정지하며, 정지 중에는 분쟁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기관이
제공하는 특정 페이지로 연결됨. UDRP 대비 단기간(약 30일)에 적은 비용(최소 US$360)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도메인이름이 말소되거나 URS 신청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님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970년 설립되어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 1999년 12월 WIPO 중재조정센터가
국제인터넷주소기구로부터 일반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받은 이래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nl’(네덜란드),‘.au’(호주) 등 70여 개 국가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분쟁도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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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현황
제1절 도메인이름의 의의와 체계
오늘날 인터넷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함의를 내포하는 복합적인 사

회적 실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은 ‘전자적 통신을 위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통신망’이라는 기술 개념을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다. 인터넷은
단순히 인터넷상의 특정 컴퓨터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화번호와 같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인터넷 통신 규약(IP주소)1)2) 이상의 복합적 사회적 실재로 다가온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 상호 간을 분별하는 주체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인터넷 식별기호인
숫자 체계는 [그림 1-1]과 같이 복잡한 숫자로 구성되어 기억하기 어렵고 사용하기도
번거롭다. 그래서 기억과 사용이 쉬우면서도 해당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로
구성된 식별체계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메인이름(domain name)이다. 이처럼 숫자
인 IP주소가 도메인이름이라는 문자로 변환되면서부터 인터넷은 사회적 의미를 체현한다.

1) IP(Internet Protocol)주소 :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위해 각각의 컴퓨터와 통신장비에 부여하는 고유한 숫자 형태의
주소로,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전 세계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할당 및 관리함.
<IP주소의 종류>
구분
주소형식
총 주소개수
개발시기

IPv4주소
211.192.38.1
약 43억 개 (232개)
1980년

IPv6주소
2001:dc2:0:40:135:72df:9e74:d8a3
약 43억×43억×43억×43억 개 (2128개)
1996년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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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메인이름과 IP주소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제2부
제3부

도메인이름은 우리들이 행정체계상 고유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IP주소에 해당)
를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름(도메인이름에 해당)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제4부

것이다. 도메인이름 덕분에 네티즌들은 복잡한 IP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도메인이름
을 입력하기만 하면 도메인네임서버(DNS : Domain Name Server)3) 를 통해 자동으
로 원래의 IP주소로 변환되어 해당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도메인이름

제5부

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였다.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고 실제 사람들이 숫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면서,
기계 대 기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발전한 인터넷은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도메인이름은

제6부

그 사회적 의미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생활이

사용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거나 영업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써 그
기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특정 정보시스템이나 정보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은 전 세계적으

3) 도메인이름을 IP주소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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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터넷에 연결된 하나하나의 컴퓨터나 홈페이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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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정보시스템이나 정보공간의 식별 체계로
서 도메인이름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정한 체계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모든 도메인이름은 ‘ . ’ 또는 ‘루트(root)’라 불리

는 도메인 이하에 아래 그림[1-2]와 같이 나무가 거꾸로 위치한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트도메인 바로 아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도메인(TLD : Top Level Domain),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도메인(SLD
: Second Level Domain), 3단계 도메인(TLD : Third Level Domain)이라 부른다.

[그림 1-2] 도메인이름의 체계

최상위도메인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최
상위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으로 나뉜다. 일반최상위도
메인은 인터넷 초창기인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생성된 .com, .net, .asia 등의
23개 일반최상위도메인4)과 2016년 4월 15일 기준 .training, .政务(정무, 중국어로
행정업무를 뜻함) 등의 976개의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5)이 있다. 또한 국가최상위도

4) gTLD는 1984년 제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7개(.com, .net, .org, .edu, .mil, .int, .gov)에 2000년 7개(.aero,
.biz, .coop, .info, .museum, .name, .pro)가 추가되었고,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다시 8개(.asia, .cat, .jobs,
.mobi, .tel, .travel, .xxx, .post)가 추가되었다. 이외에 연구용 도메인 .arp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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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은 세계 각국의 명칭을 ISO 3166에 따라 두 자리 영문 약자로 표현한 .kr, .cn

등의 52개의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이 있다.
최상위도메인별로 도메인이름 체계 및 등록 원칙이 다를 수 있다. 일반최상위도메

인 ‘.com’의 경우 도메인이름 신청자는 2단계에서 aaa, bbb, ccc 등과 같이 원하는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등의 255개의 영문 국가최상위도메인과 각국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中國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각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 국가별로 도메인 관리 및 등록정
책이 상이하다. 해당 국가 정책에 따라 2단계 도메인 또는 3단계 도메인만을 사용하는

라의 경우 2단계와 3단계 도메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제2부

경우가 있고 2단계 도메인과 3단계 도메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

[표 1-1] 도메인의 종류(2016. 6월 기준)
제3부

국가최상위도메인(국가도메인)
(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일반최상위도메인(일반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kr, .jp, .cn, .us 등(255개)

기존
(~’12년)

.com, .net, .org 등(23개)

다국어

.한국, .中國 등(52개)

신규
(’13년~)

.xyz, .nyc, .삼성 등(1,000여 개)

제4부

영문

국가최상위도메인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운영되며, 전 세계의 인터넷에 연결하기
제5부

위해서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연결과 운영면에서 개별 국가의 사이버 영토를 나타내는 국가최상위도메인인
‘.kr’, ‘.한국’ 도메인이름도 동일하게 전 세계의 인터넷 및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kr’이나 ‘.한국’ 도메인을 사용하면 ‘.com’이나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제6부

개별 국가최상위도메인은 사이버상에서 각 나라의 고유한 주권과 영토를 상징한다.

등록으로 지불해야 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록

5)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란,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 외에 새롭게 생성되는 도메인을 말함. 국제 인터넷
주소관리기구인 ICANN은 2008년 6월 일반최상위도메인 추가 생성을 의결하여, 2011년 6월 20일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 정책을 최종 승인. 이에 따라 2012년 1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93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최상위도메인이 생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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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현황
1.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현황
우리나라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 ‘.kr’과 ‘.한국’ 2가지 종류의 도메인이 있으며 2단
계 도메인과 3단계 도메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국가에 속한다. 1986년 처음 도입한
‘.kr’ 도메인은 영문 3단계 체계(예 : kisa.or.kr)로 시작하였고 2003년 ‘한글.kr’과

같은 국문 2단계(예 : 진흥원.kr), 2006년에는 영문 2단계 체계(예 : kisa.kr)를 도입

하였다. 2011년부터는 국문 2단계 체계(예 : 인터넷진흥원.한국)의 ‘.한국’ 도메인도

도입하였다. ‘.한국’ 도메인은 영문 이외의 언어로 구성된 다국어 도메인의 일종으로,

‘.kr’과 같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을 말한다.

‘.한국’ 도메인에 의하여 기존의 ‘한글.kr’ 도메인이름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글.한

국’처럼 한글만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글
이용자의 도메인이름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영어 불편자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며
완전한 한글 도메인이름과 한글 이메일로 사업 홍보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인터넷
마케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림 1-3] 우리나라 국가도메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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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구성된 ‘.kr’과 ‘.한국’은 도메인이름 이용자가 1단계 이하 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인 ‘.kr’ 이하에 기관의 성격 또는 지역에 따른 2단계 도메인이름을 선택하고,

3단계에서 이용자가 도메인이름을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의
2단계 선택 영역은 영리 법인이나 개인을 나타내는 ‘.co’(Company), 비영리 법인이

나 개인을 나타내는 ‘.or’(Organization), 개인을 나타내는 ‘.pe’(Person), 지역을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단계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의 경우, 1단계

나타내는 ‘.seoul’ 등을 포함해 총 29개가 있다. 다만, 영역 선택 시 유의해야 할
제2부

점은 [표 1-1]와 같이 영역에 따른 등록자격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1-2] 3단계 .kr 도메인이름의 2단계별 등록자격
해당 영역

co

영리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부록

부산광역시

제6부

busan

제5부

유치원
서울특별시

법인 또는 개인

제4부

kg
seoul

등록자격
제3부

구분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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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영역

gyeonggi

경기도

등록자격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도메인이름관리준칙]

2016년 말 기준 ‘.kr’ 도메인이름 등록건수는 약 103만여 건이며 ‘.한국’ 도메인이름
은 약 4만여 건이다.
[표 1-3] .kr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연도말 기준 누적건수)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등록건수
(개)

2,521

7,565

24,892

200,407

501,227

438,472

490,619

581,557

557,340

642,770

증감

2,521

5,044

17,327

175,515

300,820

-62,755

52,147

90,938

-23,775

51,970

2010

2011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2

2013

2014

2015

등록건수
(개)

705,775

930,485 1,001,206 1,064,179 1,076,899 1,088,468 1,094,431 1,049,661 1,031,455 1,033,152

증감

63,005

224,710

70,721

62,973

12,720

11,594

17,604

36,360

15,427

1,933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http://isis.kisa.or.kr]

[표 1-4] .kr 도메인이름 종류별 등록 현황(2015년 말 기준 누적건수)
구분

co.kr

등록건수
642,744
(개)

re.kr
2,740

ne.kr

or.kr

pe.kr go.kr .kr(퀵돔) mil.kr

1,813 43,522 8,673 2,054 256,064

53

지역
1,120

교육기관 한글.kr
11,312

합계

63,057 1,033,15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http://isis.kisa.or.kr]
※ 퀵돔(quickdom) : 2단계 영문 kr도메인이름(예 : msip.kr)의 브랜드명
지역 : seoul.kr, busan.kr 등 16개 지역도메인 관련 도메인이름
교육기관 : 교육기관 도메인인 ac.kr, hs.kr, ms.kr, es.kr, sc.kr, kg.kr 관련 도메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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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등록건수(개)

210,621

91,708

60,247

48,567

42,672

증감

210,621

-118,913

-30,566

-11,680

-5,895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http://isis.kisa.or.kr]

국가최상위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kr(한국)’, ‘.cn

제2부

2. 외국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현황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표 1-5] .한국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2015년 말 기준 누적건수)

(중국)’, ‘.jp(일본)’ 등 ISO 3166에 따라 2글자 영문으로 구성된 영문 국가최상위도메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이 있다.

제3부

인과 ‘.한국(한국)’, ‘.中國(중국)’ 등 영문이 아닌 2글자 이상 각 국가의 문자로 구성된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의 등록건수는 약 1억 4천 440만여

건이다. 등록건수 1위 국가는 토켈라우제도(.tk)이며 다음으로 중국(.cn), 독일(.de),
제4부

영국(.uk), 러시아(.ru) 순이다. .tk는 전 세계 누구나 유료 또는 무료로 도메인이름
을 등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에 따르면 등록된 도메인이름 중 97%가 무료 도메인이
름이라고 한다.

제5부

[그림 1-4] 등록건수 상위 10위 국가최상위도메인(2015. 12. 기준)

제6부

[베리사인 2015년 4분기 도메인 업계 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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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현황
일반최상위도메인은 등록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도메인으로 인터

넷 초창기부터 2012년 사이 생성된 ‘.com’이나 ‘.net’ 등의 23개의 일반최상위도메인
과 기존 도메인 외에 2013년부터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있다.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7개의 일반최상위도메인 중 대표적으로 ‘.com’은

주로 기업이나 회사, ‘.net’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관, ‘.org’은 비영리 목적의 기관

이나 단체, ‘.gov’는 미국연방정부 관련 기관, ‘.mil’은 미국연방정부 군사기관의 이용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gov’, ‘.mil’, ‘.edu’은 미국 내에 있는 기관만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int’는 유엔 등 국제기구가 등록하여 사용한다. 이후 생성된 도메
인 중에 ‘.aero’는 항공운송 산업 분야, ‘.name’은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info’는 이용 목적의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표 1-6]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 목록 및 관리기관 현황(2016. 1. 기준)
TLD

도입

.com

1985

.net

소재지

목적

등록건수

Verisign, Inc.

미국

제한 없음

127,279,088

1985

Verisign, Inc.

미국

네트워크 제공자

16,145,805

.org

1985

Public Interest Registry

미국

제한 없음

10,876,835

.edu

1985

EDUCAUSE

미국

교육기관

비공개

.gov

1985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미국정부

비공개

.mil

1985

US D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미국

미군

비공개

.int

1998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미국

국제기구

비공개

.biz

2001

NeuLevel

미국

비즈니스

2,412,212

.info

2001

Afilias Limited

아일랜드

제한 없음

5,690,786

.name

2001

Verisign Information
Services, Inc.

영국

개인

2001

Societe Internationale de
Telecommunications
Aeronautiques SC, (SITA)

스위스

항공운송 산업

.a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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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170,937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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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coop

2001

.muse
um

2001

관리기관

목적

DotCooperation, LLC

미국

협동조합

Museum Domain
Manage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MDI)

미국

박물관

미국

회계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가

132,646

아일랜드

모바일콘텐츠 제공자 및
이용자

699,803

미국

여행 및 관광
커뮤니티

18,161

스페인

카탈로니아
언어문화커뮤니티

97,996

.pro

2002 RegistryPro, LTD

.mobi

2005 Afilias Technologies

.travel

2005 Tralliance Corporation

8,862
459

.jobs

2005 Employ Media LLC

미국

인적자원관리자
국제커뮤니티

46,155

2006 Telnic Ltd.

영국

기존통신수단과
최신기술(VoIP)
통합/연동 서비스 제공

116,001

중국(홍콩)

아시아지역

237,599

스위스

우편서비스

49

미국

온라인 성인
엔터테인먼트

.asia

2007 DotAsia Organization

.post

2009 Universal Postal Union

.xxx

2011

ICM Registry, LLC

제4부

2005 Fundaci

제3부

.cat

.tel

puntCAT

등록건수

제2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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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

174,330
제5부

※ .arpa 도메인은 infrastructure용 TLD로 유보되어 있으며, IANA가 관리 중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란, 기존 23개 일반최상위도메인 외에 새롭게 생성되는
도메인을 말한다. ICANN이 2012년 1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4월 15일 기준 총 976개의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생성되었으며 현재도 생성 절차

제6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930건이 접수 되어, 2016년

가 진행 중에 있다.

니스 확장의 기회, 인터넷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표권 침해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45

부록

이러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은 기업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마케팅과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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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등록건수 상위 10개 신규 gTLD 등록 현황(2016. 4. 15. 기준)
연번

신규 gTLD

등록건수(개)

1

.xyg

2,753,631

2

.top

1,999,968

3

.wang

1,069,881

4

.win

898,925

5

.club

759,085

6

.link

387,233

7

.site

357,881

8

.science

348,636

9

.bid

343,837

10

.网址

339,531
[http://ntldsta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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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제2장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
제1절 도메인이름의 관리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Names and Numbers)6)

제2부

는 모든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고 관리기관을 승인하며 해당 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
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gTLD 경우에는 ICANN과 계약을 통해 승인받은
각 gTLD별 관리기관7)이 gTLD 정책 및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초기 도메인이름

제3부

과 IP주소의 등록･관리 및 할당은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 :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이 수행하고 있었다. IANA의 업무가 1987년
SRI-NIC8)로 위탁되어 수행되어 오다가, 1991년 SRI-NIC에서 GSI9)로 등록 권한이

.org’ 등 gTLD의 2단계 도메인은 선접수･선처리 원칙에 따라 무료 등록을 받았다.

제4부

이전되었고, 1993년 또 다시 GSI의 업무가 NSI10)로 이전되었다. 당시 ‘.com, .net,

당시 NSI는 도메인이름 관리기관과 등록기관11)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1994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도메인이름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미연방 정부

제5부

NSI와 NSF12)간 협정을 체결하여 NSI는 매년 1백만 달러를 지원 받아 등록･관리
에 등록수수료 승인을 요구, 1995년 NSI는 독점적 운영을 통해 ‘.com, .net, .org’에

8) SRI-NIC : Stanford Research Institute Network Information Center.
9) GSI : Government System Inc.
10) NSI : Network Solutions, Inc.
11) 등록기관(Registrar) : 사용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도메인이름 신청 및 등록서비스를 실시해 주는 업체. 등록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도메인이름에 대한 일정액의 등록비를 징수.
12)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 국가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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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기관(Registry) : 각각의 도메인이름이 어떤 IP와 연결되어 있는지, 등록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주체.

제6부

6) 인터넷의 태생적 이유로 루트 DNS 관리, 최상위도메인(TLD)의 위임 및 DB 유지 관리, 대륙별
지역레지스트리(RIRs)에 IP주소 할당 등의 업무(IANA)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고, ICANN은
미상무부와 IANA 운영 계약을 한 상태.

201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8년 도메인이름 등록 사업을 기존에 독점적 운영 방식에서 시장 중심적
인 사업으로 전환, 새로운 최상위도메인 추가 및 새로운 관리기관 인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배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권고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Green Paper, White Paper가 발표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998년 11월
미국 상무성과 ICANN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같은 해 11월 21일 비영리
민간법인으로서 ICANN이 설립되어 도메인이름, IP주소, DNS 등 전 세계 인터넷주
소 자원에 대한 글로벌 정책 수립 및 총괄적 관리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1년 ICANN은 7개의 새로운 gTLD를 추가하였고, 이후 추가된 gTLD를 포함하

여 2012년까지 총 23개 gTLD가 있었다. 총 23개 gTLD의 관리기관은 ‘.com’과 ‘.net,
.name’이 동일한 관리기관이라는 점과 ‘.arpa’가 infrastructure용 TLD로 유보되어
IANA가 관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20개 관리기관이 gTLD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ccTLD 경우에는 ICANN이 관리기관으로 위임한 기관에서 ccTLD와 관련한 정책
및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ccTLD는 각각의 국가 운영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 운영자의 코드는 ISO 3166-1 alpha-213)에 의해 할당되었다. 인터넷 발전
의 초기부터 1998년까지는 IANA의 역할을 수행한 존 포스텔(Jon Postel) 박사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ccTLD 관리권한을 개인에게 위임하여 ‘Admin.

Contact’를 해당 ccTLD의 운영자로 여겼으나, 2000년 이후 ccTLD의 공공성, 안정성
및 대표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 및 정부의 ccTLD

관리 및 감독이 강조되면서 2003년 이후 ‘Sponsoring Organization’을 해당 ccTLD
의 운영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관리기관으로 재위임 받을 경우
ICANN과의 계약을 준수하고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ICANN의 ccTLD 정책
에 종속됨을 의미하여 각국의 재위임 추진이 기피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다.
ccTLD 관리기관은 위임을 받은 후 해당 국가의 공동체를 위해 등록정책을 스스로
13) ISO 3166 표준의 일부로, 전 세계의 나라와 부속 영토, 국가의 주요 구성단위의 명칭에 고유부호를 부여한다.
ISO 3166-1-alpha-2는 알파벳 두 글자로 구성되며 수많은 곳에 적용되며 특히 대부분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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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6년 6월 기준 영문 국가최상위도메인(.kr, .jp, .cn 등)

생성되어 관리기관이 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다. ccTLD는 gTLD와 달리 관리기관
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전체를 보유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ccTLD가 처음 도입될 1986년 당시 KAIST 전길남 교수 개인에게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255개와 다국어 국가최상위도메인(.한국, .中國 등) 52개가 존재하며 각 국가별로

관리권한이 위임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ccTLD 관리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1991년
전길남 교수 주도로 한국학술망협의회(ANC : Academic Network Council)에서

Information Center)가 설립된 뒤에는 KRNIC에서 총괄 수행했다. 그러나 도메인

제2부

199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한국망정보센터(KRNIC : KoRea Network

관리업무 증가, IP 주소 할당 증가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할 인력 부족, 재정적 부담,
체계적인 업무수행 필요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가 (구)한국전산원으로 이관되었다.

제3부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약칭 인주법)이 제정됨으로써 인터넷주소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제4부

도메인이름 무단점유 등록을 금지했다. 또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본레지스트리서비스(JPRS : Japan Registry Services)에서, 중국의 경우 ‘.cn’,

제5부

한편 국외 ccTLD 관리기관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jp’를 영리기관인 주식회사

‘.中国’, ‘.中國’을 비영리 정부산하기관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제6부

하고 있다.
대부분의 ccTLD는 해당 국가의 관리기관에서 관리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도메인
관리 업무를 베리사인(Verisign)과 같은 외국 기업에게 위탁하여 대신 관리하게 하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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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ccTLD별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는 IANA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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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메인이름의 등록
1998년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ICANN이 제시하고
있는 등록기관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gTLD등록기관(등록대행자)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4월 8일 이후 ICANN은 약 1,000개 업체를 등록기관으로 선정하였
으며 16개의 한국 업체도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ICANN이 승인한 등록기관을 통하여 ‘.com, .org, .net’ 등 일반인에 등록이
개방된 gTLD를 등록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은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ccTLD인 ‘.kr’ 및 ‘.한국’의 관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이들 도메인의 등록

도 등록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등록기관은 인주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이다. 2016년 4월 현재 23개의 등록기관이 ‘.한국’ 및 ‘.kr’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및 ‘.kr’ 도메인이름 등록은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름이 등록 가능
한지 확인하고, 타인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 및 ‘.kr’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서는 도메인이름 관리준
칙(2004년 제정) 및 도메인이름 관리세칙(2005년 제정)이 적용되는데,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컨대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영문 도메인이름이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메인이름의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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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1. 의의

있다. 더욱이 그 도메인이름의 재산적 가치가 높다면 채권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 경우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제2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단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 국가최
상위도메인의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제3부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은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도메인이름의 성질에 따라 집행여부와 집행방법이 결정된다.
도메인이름의 사용 초기에는 도메인이름의 불법무단점유 문제와 함께 상표, 상호,

을 위해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절대권으로 보려는

제4부

영업표지 그리고 성명권과 관련하여 충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해결

견해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등록 상표에 배타적 효력을
인정하는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사절차를 두지 않고 단지 등록하고
제5부

자 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검색 절차만 두고 있을 뿐이다.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물권과 같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절대권
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물권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제6부

강한 효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게 된다. 아울러 도메
인이름을 등록하게 되면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배타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도메인이름이 절대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상

는데 불과하므로 도메인이름을 절대권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 후 도메인이름의 등록과정에 초점을 맞춰 그 법적 성격을 논하는 견해
가 나왔다. 즉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은 인터넷 공동체의 민간 국제규약에 따라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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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의 도메인이름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배타적인 효력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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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등록관리 규정 및 규칙을 만들어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할당하고 관리하므로
도메인이름 등록 시에는 이 등록규정과 등록규칙이 등록기관(우리나라 국가도메인의
경우 23개 등록대행자)과 신청인 사이에 적용되고, 따라서 이는 약관으로서 작용하므
로 양당사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양자 간에는
도메인이름 사용에 관한 일의 처리와 관련된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성립
하고(계속적 계약), 따라서 신청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정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면 등록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을 계약기간
동안 지정 컴퓨터의 IP주소로 접속을 청구할 권리(접속청구권), 등록인의 기본정보를
주 도메인이름서버와 검색데이터베이스(Whois-database)에 저장 내지 등재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등재청구권), 등록인 관련 정보변경청구권, 양도 시 명의변경청구권,
그리고 등록연장청구권이라는 계약상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을 상대권으로 본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하여 비판이 없지 않으나 적용할 법이 없는
현실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절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이러한 견해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와 독일 그리고 미국의 판례도 도메
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계약상의 권리(상대권)로 보고 있다.

2. 도메인이름의 강제집행 적격성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이와 같이 계약상의 권리로 볼 때 이러한 도메인이름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권이어야 하고 둘째,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셋째, 성질상 압류금지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는 재산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도메인이름의 재산권성
도메인이름은 등록함으로써 인터넷상에 등장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일단 등록이 되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절대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오직 등록인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도메인이름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특히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이름은 고가에 매매, 임대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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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도메인이름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나. 도메인이름의 양도성
양도할 수 있어야 압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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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일신전속권처럼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도메인이름(사용권)은 성질
상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의 관계가 비록 위임계약 내지
제2부

이와 유사한 계약이어서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등록되면
등록기관이 등록인에게서 위임받은 일(등록인이 설정한 IP주소에 대한 등록 도메인
이름의 접속)의 처리는 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강제집행으로 보유자가 변경

도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메인이름(사용권)의

제3부

된다고 하여 위임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및 규칙에서

양도성에도 문제가 없다.
제4부

다.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메인이름 사용권(주된 권리인 접속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
권)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제5부

집행)에서 따로 집행제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집행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독일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압류를 인정하고 있으나 초기
한때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보유자, 상호, 상표, 상품 등을 지적하는 기능이

제6부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은 그 보유자와 분리할 수 없고, 고로 압류할 수 없다고 본 경우
가 있었다. 또한 현재 미국 판례에서는 도메인이름은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서비스
계약의 산물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은 제3채무자의 서비스 제공과 분리시켜 존재할

도메인이름 자체는 압류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이 없는 전화번호와 유사하므로 역시
압류 및 환가방법이 없고, 도메인이름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나 이는 그
등록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 사용권일 뿐이고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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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도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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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이유로 도메인이름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압류 신청을 각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이러한 견해를 버리고
가압류 및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판례도 현재는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자신의 성명, 상호, 상표 그리고 상품명 등의 영업표지
의 표기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압류
의 장애가 있는 그의 성명권, 상호권, 상표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기로 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메인이름은
그러한 배타적인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의 하나의 발현 형식일 뿐이고 현실
의 성명, 상호, 상표 그리고 영업표지와 이러한 표기로 된 도메인이름은 서로 구별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메인이름은 계약상의 권리이며 재산권으로서 압류에 대한
장애 사유가 없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3.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가. 집행 대상
이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그 집행 대상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계속적 위임계약에서 발생한 도메인이름 사용
권(주된 권리인 접속청구권)이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여전하나 최근 독일 연방대
법원은 집행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등록계약에 기하여 그 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전체를 집행 대상으로 보았다.
나. 집행 방식과 절차
집행 대상을 위와 같이 보면 이에 대해 (가)압류하여 현금화(환가)하는 방식은 금전
채권의 집행 방식으로 할 수 없고, 기타 재산권의 집행방식(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접속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 법원은 집행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보유자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송달
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소멸시킬 수 있는 매도나 양도 그리고 포기 등 모든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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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집행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제3채무자인 등록기관에도 압류결정을 송달하여 집행 채무자가
임의양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의변경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금전채
권의 압류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 채무자에 대한 주된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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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채무자는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을

이행금지 즉, 접속 차단까지 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압류결정은 그 송달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제227조제3항)

241조)을 준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그리고 관리명령으로 현금

제2부

현금화(환가)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특별한 현금화 방법(제

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한 재산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양도명령 방법은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어야 하고, 압류 도메인
제3부

이름에 대한 가액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기관의
평가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더욱이 압류된 도메인이름에 대해 압류 채권자가 양도받
고 싶어할 정도로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므로 한계가 있는 집행방식이다.

제4부

서울남부지법이 이 방식에 의하여 현금화한 예가 있으며14), 독일의 경우에도 이 방식
으로 현금화한 사례가 있다15). 또한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 명령은 유체동산의 경매에 준하여 집행관이

으로 도메인이름을 현금화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법원이 일반적으로 취한

제5부

경매를 실시한다. 채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

다. 독일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인터넷으로 경매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집행 법원
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제6부

방법인 관리명령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임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록

14) 2005.5.17. 선고 2004타채4986 결정.

15) BGH Beschluss vom 05.07. 005 - Ⅶ ZB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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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제1절 도메인이름 분쟁의 발생원인
도메인이름은 사전심사 없이 ‘선접수･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따
라서 등록되므로 특정 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또는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하더
라도 그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상표권자 등)보다 먼저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권한 없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분쟁은 시작된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이 사이버스쿼팅(무단점유, cyber-squatting)이다. 사
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한 악의적인 투기행위를 말하는데,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에서처럼 사용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할 의도가 없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스쿼
팅이 이루어지면 사이버스쿼터(무단점유자, cyber-squatter)는 마치 인질처럼 해당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게 되고, 상표권자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표지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사이버스쿼터의 요구에
응하여 협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사이버스쿼터들에게는 상거래를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이들은 상표와 관련되는 도메인이름
을 상표권자에게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강요한다.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을
사들이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이 몇 십만 내지 몇 백만 달러라는 것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극히 저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단점유는 이윤
을 남길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택되
고 있는 선접수･선등록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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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 외에 타인의 표지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여러

자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그 권리자와 경쟁을 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다. 또한 타인의 표지와 약간 다르게 등록
(typosquatting)함으로써 그 표지에 기생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의 일부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가지가 있다. 경쟁자가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

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같이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실제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타인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

제2부

에서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실제 분쟁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상표 등
제3부

타인의 표지를 침해한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의 침해
형태를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등록인이 상호･상표･서비스표 등 기타 타인의 표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제4부

(ⅰ)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영업하는 경우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신청인의 표장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웹페이

제5부

상품출처의 혼동이 발생함으로써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예컨대 피신청인이 의류

지에서 이러한 표장을 상표로 하는 다운 재킷 등의 의류를 판매하는 사건을 들 수
있다
제6부

(ⅱ)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한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식별력

등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상품보다 열등한 품질의 것을 판매하거나 음란사이트로 이용
하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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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그 도메인이름에
따라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권자 등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등록인이 상표권자
등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그 상표의 식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특정 상표에 대하여 특정 상품을 연관시키는 소비자의
인식을 무뎌지게 한다.
(ⅳ)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서도 웹사이트를 개설
하여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등록만 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거나, 웹사이트는 개설했지만 내용이 없거나, 웹사이트에 단순 정보만 제공하
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때 상표권자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형적인 사이버스쿼팅의 유형이다.

제2절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방법
1.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방법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은 크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중재 및 조정,
각국 법원에 의한 재판 절차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조정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법원을 통한 소송인 것과 같이 도메인이름
에 대한 분쟁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에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인주법 등을 해결규범으
로 삼고 있다. 법원을 통해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다른 일반적인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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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보통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사용 중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제4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신청을 하거나, 인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도메인이름의 이전

소송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법원을 이용하여야 하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

방법이 되지 않으며,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결한 해결방법인 조정이 이용되는 것이

제2부

이 소요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일반적이다. 일반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조정은 상표권자 등이 ICANN이 분쟁조정기
관으로 승인한 5개의 분쟁해결기관(이에 대해서는 후술)에 분쟁해결을 신청함으로써
제3부

시작된다. 곧 특정 표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신청인)가 4개의 분쟁해결기관
중의 하나에 분쟁해결을 신청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인(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부가 구성되면서 분쟁해결절차
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제4부

가 진행된다. 우리나라 ccTLD(.kr, .한국)인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

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다.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조정은 비록 조정이라고

제5부

일반적으로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력한

불릴지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조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곧 신청서와 답변서를 심리
한 조정부가 예컨대 등록 도메인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도록 하는 결정문은, 당사자
제6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결정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문 송달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는 방법뿐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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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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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조정기관의 결정 경향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을 분석해 보면, ICANN이 승인
한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결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모
두에 있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컨대 2014년
WIPO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은 90.16%, 전미중재원의 경우 92%였다. 2013년
에서 2015년까지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된 것이 80%, 기각된 것이 5%, 취하가 15%로서 역시 비슷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진 이후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이
다. 즉 분쟁해결절차가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거나, 사이버스쿼팅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거나, 신청인이 5개의 분쟁해결기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법정선택(forum
shopping)으로 인하여 분쟁해결기관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린다는 등의
주장이 있다.
이는 그만큼 권리가 없는 제3자가 도메인이름을 확보하여 등록하여 두는 경향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분쟁조정기관을 선택하
여 신청하는 측면과, 신청인의 상당수가 상표권 보호에 철저한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
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에서 특정한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의 상표
권자가, 이미 그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가 어떤 법률적
침해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을 획득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을 빼앗는
이른바 도메인이름에 대한 역무단점유(RDNH :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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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제도가 각 국가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
에 위임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해결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1. 의의

제도들은 크게, 자체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조정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 WIPO 등
ICANN이 지정한 국제 분쟁조정기관에 분쟁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사법
제2부

기관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조정기관을 두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국가 최상위

도메인인 ‘.kr’ 및 ‘.한국’ 도메인에 대한 분쟁도 일반 최상위도메인과 마찬가지로
제3부

조정과 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2.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
제4부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1999년 4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
(구)정보통신부, 특허청 및 정부 산하 기관의 전문가들과 민간의 실무자 및 연구자

와 더불어, 도메인이름의 관리 방안 개선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제5부

등으로 구성된 도메인분쟁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메인분쟁협의회의 논의
위한 ʻ인터넷관리정책연구반ʼ 과제(1999)와 ʻ인터넷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법제도
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6부

연구ʼ 과제(2000) 등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국책연구기관

이러한 논의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 6월 학계, 실무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내에 도
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2002년 1월부터 등록기관(등록대행자)과 등록인
간의 등록약관 상의 강제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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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근거로 하여 ‘.kr’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
인주법이 제정되었으며, 인주법에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분쟁의 조정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인주법이 2004년 7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해산
되고 법정위원회로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인주법상의 조정제도는 강제적 행정절차가 아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임의적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바, 거의 모든 분쟁사건에서 당사
자들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률상의 조정제도는 실효성이 없었다. 분쟁당사자
가 조정안을 수락하여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이
이루어진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주법에 의한 조정제도와 함께
상술한 등록약관에 기한 조정제도를 같이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에 등록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에 의한다는 약관에 대한 동의가 등록인과 등록기관 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표권
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인(피신청인)은 이러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에 응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법률상의 임의조정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이원
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주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개정 법률이 2009년 9월 시행되었다. 2009년 개정 법률에서
는 분쟁해결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강제적 행정절차를 인주법에 직접 도입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요하는 임의적 조정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①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나 ②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통지한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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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운영

출이나 전달은 전자우편 방식으로 하거나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도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에 온
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2010년 사전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대부분의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관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서류 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상당수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종전처럼 서면이나 전자
제2부

문서로 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
라인 분쟁조정신청 및 답변”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인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선임 수락 및 사건 열람 등을 할

수 있고 서류 접수를 위해 우편발송이나 조정위원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제3부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분쟁조정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분쟁조정기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
제4부

[그림 1-5]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이용 화면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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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1. 서론
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의 의의
대부분의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은 국경의 경계 없이 전 세계인이 등록할 수 있으
며, 상표권자 등 도메인이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선착순으로 먼저
등록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gTLD에 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국제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소송에 의하지
않는(사실상 소송 이전에 행하여지는) 분쟁해결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며 gTLD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에 적용되는 규범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다.
나. UDRP의 도입과정
gTLD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은 ‘.com, .net, .org’ 등 gTLD의 2단계 도메인
에 대한 등록을 독점하고 있었던 NSI의 도메인분쟁해결방침(Domain Dispute
Resolution Policy Statement)으로부터 시작된다.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NSI의
도메인분쟁해결방침은 상표권자가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인이 상표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메

인이름을 ʻ보류(hold)’ 상태에 놓고 법원이 이를 해결할 때까지는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NSI의 위와 같은 도메인분쟁해결방침에 대해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
모두 불만을 토로하였다. 등록인 측에서 본다면 타인의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경우,
즉 상표권자가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등록
인의 도메인이름을 보류 상태에 놓을 수 있어 등록인은 불리한 지위에 있다고 비판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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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그러나 상표권자 측에서는 NSI의 방침은 혼동가능성이 있어 상표권자를 효
이에 WIPO는 도메인이름과 상표 간의 분쟁을 처리할 필요성과 미국의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16)’ 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촉구에 기초하여 ʻ인터넷도메인이
름처리절차(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999년 4월 30일 ʻ인터넷 이름과 주소의 관리 : 지식재산에 관한 쟁점(The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이 WIPO의 최종보고서에 기초하여 UDRP가 마침내 1999년 10월 24일 ICANN 이사

제2부

이라는 이름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발간하여 이를 ICANN에 제출하였다.

회에 의하여 UDRP 절차규칙(RUDRP : Rules for UDRP)과 함께 승인되었다.
제3부

2. UDRP의 적용범위
가.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에 대한 적용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무단점유 이외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표의 희석 등에는

제4부

UDRP는 gTLD의 부정한 목적의 등록, 곧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cybersquatting)

UDRP가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단점유가 부정될 수 있다.
제5부

나. 등록기관 및 등록인 간에 적용
UDRP는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간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도메인이름
제6부

등록 시 등록기관과 등록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형태로 계약에 포함된
다. 등록기관은 반드시 UDRP를 준수하여야 하며, 등록인은 자신이 등록하려는 도메
인이름에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UDRP 절차에 따라

등이 분쟁조정기관을 통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나 이전을 신청하는

16) 인터넷 네임과 주소의 정책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f Policy on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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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록인은 이러한 분쟁조정기관에 응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조정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UDRP이다.
다. gTLD에 대한 적용
UDRP는 gTLD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UDRP가 모든 gTLD 분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UDRP는 gTLD 중 ‘.com, .net, .org, .biz, .info, .name,

.aero, .coop, .museum, .pro, .asia, .cat, .jobs, .mobi, .tel, .travel’ 와 신규
gTLD 분쟁에 적용된다. UDRP가 이러한 gTLD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외의 gTLD 분쟁에 대해서는 UDRP 이외의 추가적인 분쟁해결 정책이 적용된다.
곧 ‘.aero, .coop, .museum, .travel’ 도메인이름의 등록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Charter Eligibility Dispute Resolution Policy(CEDRP),

‘.name’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ERDRP), ‘.asia’ 도메인이름 등록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ASIA Charter Eligibility Requirements Policy (.asia CERP)가 적용되
며, ‘.cat’ 도메인이름 등록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cat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cat ERDRP), ‘.pro’ 도메인이름 등록자격에 대해서는
Intellectual Property Defensive Registration Challenge Policy(IPDRCP) 및
Qualification

Challenge

Policy(QCP),

‘.biz’에는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RDRP) 및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STOP),
‘.info’에는 Sunrise Challenge Policy(SCP)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일정한

gTLD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Transfer Dispute Resolution Policy(TDRP)가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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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gTLD 분쟁조정규칙과 적용 도메인

UDRP

.com, .net, .org, .biz, .info, .name, .aero, .coop,
.museum, .pro, .asia, .cat, .jobs, .mobi, .tel,
.travel 및 신규 gTLD

Charter Eligibility Dispute Resolution
Policy(CEDRP)

.aero, .coop, .museum, .travel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ERDRP)

.name

.asia Charter Eligibility Requirements
Policy(.asia CERP)

.asia

.cat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cat ERDRP)

.cat

Intellectual Property Defensive Registration
Challenge Policy(IPDRCP) 및 Qualification
Challenge Policy(QCP)

.pro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및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STOP)

.biz

Sunrise Challenge Policy(SCP)

.info

Transfer Dispute Resolution Policy(TDRP)

.biz, .com, .info, .name, .net, .org, .pro

제2부

적용 도메인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적용 규칙

제3부
제4부
제5부

라. 등록계약에 포함
UDRP는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기관과 도메인
제6부

이름 등록인 간의 등록계약(Registration Agreement)에 ‘약관’을 포함한 계약내용
을 이루어 등록인과 등록기관 간에 적용된다. 즉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거나 등록기관

에 도메인이름을 유지 또는 갱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등록인은 (ⅰ) 등록계약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ⅲ)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ⅳ) 등록인
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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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을 보증하게 된다.(UDRP 제2조) 상표권자 등이 UDRP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했을 경우 등록인은 강제적인 절차에 응할 것이 요구되는데(UDRP 제4조), 결국 이러

한 의무는 UDRP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ʻ계약상의 의무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약적인 한계로 인하여 UDRP 절차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의 무단 점유자
(등록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구제 수단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이전시키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나 상표권자 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UDRP에 의한 절차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UDRP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5개의 분쟁조정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gTLD 등록인은 UDRP 절차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응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UDRP에 의한 분쟁조정기관은 ʻ계약에 의한 강제적인 분쟁조정기관ʼ이라

할 수 있다. 곧 ‘.com, .net, .org’ 등의 gTLD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에
비록 약관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UDRP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과 합의하게 된다.

3. 분쟁조정기관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은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대한 강제적 행정절차이다. 분쟁해
결을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적인 분쟁해결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은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도메인이름은 등
록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고 따라서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이해관계자보다 먼저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자 등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5개의 분쟁조정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쟁
조정기관은 ICANN의 UDRP 절차규칙 및 기관 자체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현재 ICANN의 승인을 받은 5개의 gTLD 분쟁조정기관은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미니애폴리스, 1999년 12월 승인), WIPO 중재조정센터(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Center, 제네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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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승인),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rbitration Center for Internet Disputes, 프라하, 2008년 1월 승인), ACDR(Arab
Center for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암만, 2013년 5월 승인)이다. 이
중 ADNDRC 서울사무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2006년 6월부터 운영하고

제1부 도메인이름 분쟁

홍콩, 북경, 서울, 쿠알라룸푸르, 2001년 12월 승인), CAC(Czech Arbitration Court

있다. 따라서 gTLD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의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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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메인이름 분쟁의 조정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은 법원에 의한 소송, 중재,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
될 수 있다. 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메인이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또한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
다는 계약 내지 합의가 요구되는데,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 간에 중재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메인이름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소요되고, 소요되는 시간도 매우 단기간(분쟁조정 신청 후 대략 50일 전후)
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에 기초하여 조정이 비교적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등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99년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 gTLD 분쟁
에 대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적용되어 조정의 형태로 해결된 이후, gTLD 분쟁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2002년 이후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
져 왔다. 다만 여기에서의 조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나 이전 또는 분쟁조정신청
에 대한 기각 등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조정과 다르다.
또한 조정은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조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강제되지 않는다. 곧 상표권자 등 도메인이름 분쟁
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이나 소송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메인이름 등록인)과 합의하면 중재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분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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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부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정이 소송이나 중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은 조정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r’ 및 ‘.한국’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서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약칭
인주법)」이 적용된다. 인주법은 피신청인(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이 등록한 인터넷주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2절 ‘.kr’ 및 ‘.한국’ 도메인 분쟁조정과 판단기준

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2)
제3부

(ⅰ) 상표･서비스표권 침해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상표법

제4부

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제18조의2 제1항 제1호)

(ⅱ) 부정경쟁행위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제5부

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제18조의2 제1항 제2호)

(ⅲ) 상표의 희석화
제6부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제18조의2 제1항 제3호)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제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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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법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표의 희석화, 무단점유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gTLD 분쟁에 대하여
적용되는 UDRP가 무단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과 다르다.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인터넷주소가 자신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방어를 할 수
있다.(제18조의2 제3항)
한국에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2002년 이후부터였으
나, 조정결정을 위한 근거로서 위의 4가지는 2009년 인주법 개정에 의한 것이다.
2002년 이후 2009년 인주법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 신청인이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러한 분쟁조정절차에 응하여야 할 (등

록)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였다. .kr 분쟁조정

에 적용되었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2002년 제정)’은 조정부가 피신청인의 도메
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음 4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다.(제8조 제3항)
(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ⅱ)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ⅲ)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
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ⅳ)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경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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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이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제1부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것이거나, 자타 상품식별력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제8조 제4항)
인주법상의 조정결정에 대한 4가지 근거 및 피신청인의 항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

수 있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은 2004년 인주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주소라
는 개념을 신설하면서 인터넷주소에 IP주소 및 도메인이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주소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및 인주법상의 조정은 ‘.kr’ 도메인 분쟁조정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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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2년부터 적용되어 온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라 할

이루어졌지만, 2011년 ‘.한국’ 도메인에 대한 등록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인주법은 ‘.한
제3부

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4부

제3절 조정 및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판단기준의 비교
법원에서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규준이 되고 있는 실정법 규정으로 ｢상표법｣(제

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아목), ｢상법｣(제23조), 인주법(제12조)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

제5부

6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법)｣, (제2조 제1

하고 있다.
제6부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
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

부정경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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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
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중략...)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
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인주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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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제1부

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ⅰ)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 (ⅱ) 부정경쟁(부정경쟁법 제2
조 제1호 가목, 나목), (ⅲ) 상표의 희석화(부정경쟁법 제2조 제1호 다목), (iv) 무단점
유(부정경쟁법 제2조 제1호 아목, 인주법 제12조) 등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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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이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할

대한 조정과 법원에 의한 재판의 판단기준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 형

인주법 제18조의2

실정법상 대응규정

제3부

[표 2-1]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판단기준의 비교
비 고

상표법 제65~66조

부정경쟁행위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희석화 침해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사이버스쿼팅 제18조의2 제2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2) 인주법 제12조

정당화 사유 제18조의2 제3항

1) 상표법 제51조
형식상 차이/
2)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의 미반영

제4부

상표권 침해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제5부

요건상 다소 차이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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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쟁조정절차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는 인주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
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표권자 등은 국내 실체법상의 규정들을 감안하여
마련된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약칭 분쟁조정위
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조정
에 응하던, 응하지 않던 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된 조정부는 조정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으며, 조정결정에 대하여 중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결정은 집행되므로, 분쟁조정제도는 임의적 조정이 아닌 강제적 행정절차
라고 할 수 있다. 단, 당사자들의 법원에의 제소권은 제한되지 않아, 절차 개시 전,
절차 중 또는 절차 종료 후 어느 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절 분쟁조정의 신청
1.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인(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인(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서면,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
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는 시작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조정비용 입금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개시하
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함께 답변서제출요구서를 송부한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되어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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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의 증명사항
제1부

신청인은 인주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증명하면 된다.(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서비스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제1항 제1호)

(ⅱ) (부정경쟁행위)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유발 한다는 것(제1항 제2호)
(ⅲ) (희석화 침해)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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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표권 침해)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 한다는 것(제1항 제3호)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제3부

(ⅳ) (무단점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제2항)
제4부

gTLD 경우 UDRP가 적용되는 범위는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에 한정된다. 그러나
인주법은 무단점유 외에도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희석화까지 포함되어 조정을 신청
제5부

할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하다.

제6부

제2절 피신청인의 방어
1. 답변서의 제출

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인은 필요 시 1회(14일 이내)에 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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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항상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2. 피신청인 방어수단
피신청인은 인주법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
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아래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이다.
(ⅰ) 상품의 보통 명칭으로 이루어진 도메인
(ⅱ) 영리적 사용이 해당 법률과 부합하고 상호와 동일
(ⅲ) 비영리적으로 사용한 동호회 사이트
(ⅳ) 영업의 개시를 위한 준비행위
(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3절 조정부의 구성･심리
조정부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조정인으로 구성된
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는 조정비용의 차액을 양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이를 수락
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사건은 취하간주 처리된다.
조정심리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분쟁조
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부는 분쟁조정 심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분쟁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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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정 및 집행
제1부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인주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해당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린다. 조정부는 조정부 구성일로부터

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조정인이 3인으로 구성된 경우 조정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으
면 조정결정문에 그 반대의견도 기재되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정결정은 이전, 말소 또는 기각에 한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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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조정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

도메인이름 등록,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은 조정결정의 범위가 아니다.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3부

경우 신청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부

만약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인은 그
조정결정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5부

제5절 법원에 통한 이의제기
제6부

인주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도메인
이름 등록이나 신청인은 인주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절차 진행
중이거나, 종료 후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야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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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쟁조정 판단기준의 해석
제1절 상표권의 침해(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표권 침해 일반론
가. 도메인이름의 상표권 침해 요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약칭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대표적이지만 이 밖에도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도 포함되며, 상표법 개정에 따라 증명표장권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
권도 포함되었다.
상표법의 일반적 해석상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타인의 상표
권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침해된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 둘째, 도메인이름의 상표적 ‘사용행위’가 있을 것, 셋째, 도메인이
름과 인용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넷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취급한 상품･서비스가 인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등이 요구된다. 등록상표인지 여부는 특허청의 상표등록 원부 등록 여부를 기준으
로 한다.
또한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을 유통케 하는 행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광고적 사용(상품
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 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
는 행위) 등 세 가지로 엄격히 한정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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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이러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태양에
제1부

따라 결정되나 통상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의 광고적 사용과 깊이 관련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
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실정을 고려하여 그 동종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상표권 침해 판단의 구체적인 적용기준
1) 등록상표와의 출처 혼동 우려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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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하고 상품의 경우는 용도와 기능, 판매처 등 거래

도메인이름의 기능 변화에 따라 도메인이름 사용이 등록상표와 출처혼동이 발생할

인이 타인의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제3부

우려가 인정되면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도메인이름 피신청

개설하여 상표(서비스표)권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들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가능성이 야기된다고 보아 상표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부

그러나 타인의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 사용하였을 뿐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
업자들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여 광고 판매하는 경우, 웹사이트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상표권자가 제조･판매한 것인 경우, 웹사이트가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만으로

제5부

이루어진 경우,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곤란한 점이 있다.
하고 있다1).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제6부

실제 대법원은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 침해행위 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결국 문제의 웹사이트

1)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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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상품 출처 등의 혼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다
가, 현재는 위 도메인이름을 판매하기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상품을 판매하
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과거 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실과, 도메인이름 및 웹사이트 등 인터넷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위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가 언제든지 다시 개설될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2).
2) 상표권 침해 판단의 전제로서 상표적 사용의 해석
(가) 문제의 소재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용결정을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여야 하며 상표권 침해는 상표적 사용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을 유통케 하는 행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광고적 사용(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
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 세 가지로 엄격히 한정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이러한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태양에 따라 결정되나 통상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의 광고적 사용과 깊이 관련된
다. 특히 주소창(URL)에 도메인이름을 표시한 것 자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2) haut.co.kr에 관한 D2006-A012 결정.

84

제3장 분쟁조정 판단기준의 해석

(나) 다수설과 판례의 기본입장
제1부

도메인이름 자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주소창(URL)에서의 사용이 상표로 사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ⅰ) 도메인이름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도메인이름 피신청인의 선택과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들도 도메인이름이 도메인이름 피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는 점, (ⅲ) 처음엔 검색엔진을 통해 사이트
를 찾더라도 2차 방문 이후 사용자들은 그 도메인이름을 상품 또는 서비스, 상표나
상호 등과 연관하여 기억하고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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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습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점, (ⅱ) 도메인이름이 상표의 명칭과 동일･유사할

점, (ⅳ) 실제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 도메인이름은 식별 표지나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3부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메인이름을 주소창(URL)에 사용하는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용 상황이나
그것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의 표시 내용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부

만약 이러한 사용이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rolls-royce.co.kr’의 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도메인이름

제5부

(다) 주소창(URL)에서의 사용이 상표의 광고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으로 주소창(URL)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나 대법원3)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없이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제6부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만 하여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정치(精緻)한 판단을 하였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

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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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소창이 일응 간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되 ‘상품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광고목적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일관성 있는 논리적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상표법상 상표의 광고적 사용 규정(다목)은 ‘상품에 관한’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간판에 표시 선전도 상품 관련성을 전제로 해야 광고적 사용으로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광고적 사용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해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기준에 따라 상품의
거래와 무관한 웹사이트의 주소창에 사용된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광고적 사용을
부인하면 되고, 상품의 거래와 관련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창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상표로서의 광고적 사용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2. 조정결정문 분석을 통한 본 호 규정의 적용요건 분설
가. 일반적인 요건 해석의 경향
초기에는 많은 사건에서 신청인이 등록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를 신청이유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신청인 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의 인용 표지
와 무관한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잇따르자 제1호
의 원용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티사이트(anti-site)와 동호회 사이트의 운영도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정당화 사유의 존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4), 비슷한 맥락에서 상표권
귀속의 정당성과 유무효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일응 상표권 침해(제1호)에는 해당하
지만 자기 상호의 사용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어 기각된 사례도 있다5).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의 경향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들을 보면, 개정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ⅰ) 우선 문제의 도메인이름이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ⅱ) 당해 도메인이름이 해당 상표와 동일 유사한 제품의 판매나 광고를 위한 사이

4) KR2002-0045 oakley.co.kr.
5) D2005-A001 rasara.co.kr; D2011-0007 intelcom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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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주소로 이용되는 등 도메인이름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1부

(ⅰ)의 요건 판단에 있어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도메인이름에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상표와 도메인이름 간의 동일 유사성이 크게 다투어지거나 부인된
사례는 없으나 지정 서비스업과 사이트 제공 서비스의 동종성 문제가 첨예하게 다투

(ⅱ)의 전제로 인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등록만 한 경우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었다.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인용 상표
제품 판매나 광고와 유관한 사이트가 개설된 경우이며 나아가 인용 표장과 동종 업종
의 사이트로 링크되거나 포워딩 된 경우에도 제1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었다. 예컨대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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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사례가 있다.

도메인이름 피신청인이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기타 타인의 표지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와 동일하거나
제3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kaja.co.kr
사건 등 다수6))
또한 타인의 표지로 된 도메인이름을 주소창(URL)에 입력하면 곧바로 자신이 개설

제4부

한 다른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을 채택하여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한 영업을 한 경우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해
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표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하에서는

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5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포워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실질은 그 타인의 도메인이름

결정 예들이 다수 있다7). 다만 음란성 사이트로 포워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적용을
부정하였다8). 특이한 것은 상표권을 가지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상표권을 양도하
제6부

여 상표권을 상실한 후에도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해당한
다는 결정도 있다9).

7) KR2002-0001 ziebart.co.kr; KR2002-0028 yahootour114.co.kr; KR2003-0007 morinaga.co.kr
8) KR2002-0017 yahoosex.co.kr
9) KR2003-0005 stars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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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R2002-0036 startv.co.kr; KR2002-0038 nikeshop.co.kr; KR2002-0049 nespresso.co.kr; D2008-A021
esamsunmall.kr; D2009-0019 alibaba.kr; D2012-0048 iswatch.co.kr; D2013-0025 julique.co.kr;
D2013-0033 coach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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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처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1. 상품 주체 및 영업 주체 혼동행위 일반론
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당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 호 규정에 대응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10)에 의하면, 상품(영업) 주체 혼동

야기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

인의 상품(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
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통상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이러한 상품(영업) 주체
혼동 야기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사용한 표장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상품
(영업)표지 해당성)
(ⅱ)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며(표지의 주지성)
(ⅲ)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표지의 동일 유사성)
(ⅳ)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의 위험성)
그 중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상품 표지가 그 ‘상품 표지’로서 해당성이 있는지, ‘국내
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주지성)’의 판단 시점 및 혼동의 위험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취급되어 왔다.

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에 관한 쟁점 사항
1) 상품표지성 내지 영업표지성
상품이나 영업 표지에는 규정에 열거된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뿐만 아
니라 기타 도메인이름도 그 영업표지성이 인정되고 있다. 캐릭터의 상품 표지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캐릭터가 당연히 상품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10) 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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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도형’이 상품의 표지로서 지속적인 선전 및 품질 관리 등 상품화 사업
결, 유사사건으로 톰과 제리 대법원 96도1727 판결) 또한 대법원은 ‘종로학원’처럼

제1부

주체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지 않는 한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96도139 판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지도 상품 표지성과

2) 주지성
(가) 국내 주지성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지 상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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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97도322 판결)

에 국한되어 있고,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지성의 획득을 입증해야 한다.

면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주지성의 정도는 국내 전역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3부

그리고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나 서비스표라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

주지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11)의 일관된 입장이다.
제4부

(나)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
또한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제5부

아니라 상품의 종류 및 성질로부터 오는 거래 범위의 광협, 거래 대상자의 상위,
지역의 특수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주지성의 판단 주체도
거래 사회의 평균인이 가지는 통상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기준으로 상품의 종류 및

여기서 인식의 주체에 거래자 및 수요자 쌍방 모두가 포함될 필요는 없고 상품 및

제6부

성질에 따라 또는 영업의 종류 및 거래 형태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특성에 따라 어느 한 편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부록

11) 대법원 1976.2.10. 선고 74다1989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68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10.
선고 2011카합2044 판결 등).

89

201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다) 주지성 취득의 판단 시점
주지성은 침해 시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침해 시에는 주지성을 취득
하지 못하였더라도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시에 주지성을 갖추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12)는 주지성의 판단 시점
은 금지청구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표지 모용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표장의 동일 유사성
상표법상 표장의 동일 유사성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별다른
쟁점이 없다.
4) 혼동 가능성 판단
혼동 가능성은 협의의 혼동과 광의의 혼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혼동은
상품 출처의 동일 여부에 대한 혼동, 즉 상품을 타인이 만든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광의의 혼동은 상품 출처 자체에 대한 혼동이 아니라 양자 사이
에 협력 관계, 계열 관계 등 어떤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의 개념은 협의의 혼동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혼동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동이 일어날 객관적인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다만 법원13)은
주지성의 효력을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수원의 약국이 서울의 ‘보령약국’이라는 상호
를 사용해도 영업상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조정결정문상 본 호 규정의 적용과 해석의 경향
신청인들은 주로 국내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상호나 상표가 저명한 표장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 제2호를 원용하였으며 제1호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12)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10. 선고 2011카합2044 판결 등.
13) 대법원 73도1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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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충적으로 제2호도 같이 원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정부는 제1호 적용을 인정하
제1부

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2호의 적용도 동시에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인용 표장의
주지성 전제), 경우에 따라 제1호는 부정되었으나 제2호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14). 예컨대 피신청인이 상표권자의 진정상품 병행 수입업자로서 이 사건 도메인

를 방문한 자들은 사이트가 신청인의 국내 판매 대리점 또는 신청인들과 특수한 관계
를 맺고 있는 자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청인
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제2호를 적용하였다.
또한 제1호와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나 인용 표장의 상품이나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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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주소로 한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

영업과 전혀 무관한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사용 수기 몇 개만을 게시판에 올린 형식적 사이트 운영의
제3부

경우에도 혼동적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음란성 사이트로 포워딩 하는
경우에도 영업주체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제2호 보다는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나아가 다만 취급하거나 제공

제4부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1호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동종 상품이거나 경쟁 상품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5부

제3절 상표 희석행위(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1. 저명 상표의 희석화 침해 일반론

제6부

가. 희석화의 개념
상표의 희석화(dilution)는 제3자가 저명상표와 같이 강한 식별력과 좋은 평판을

력과 좋은 평판에 무임승차하여 저명상표의 양질의 이미지, 상업적인 고객 흡인력,
14) KR2003-0011 koreacasio.co.kr; KR2004-0003 orix.co.kr; D2007-A037 legoland.co.kr, legoland.kr:
D2008-A032 lgdacom.co.kr, lgdacom.kr; D2010-0002 sktrans.kr; D2011-0016 3dworks.co.kr;
D2011-0029 samsungn.co.kr; D2012-0032 kgsshop.co.kr; D2013-0038 huffington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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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강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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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력, 판매력 등이 저명상표권자와는 무관한 다른 상품에 흡수되어 희박해지
거나 손상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희석화는 당사자 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이종상품일지라도,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가 나타내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
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저명상표가 있는데, 타인이 이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수요자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은 업종 간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통적인 상표보호 이론인 혼동 가능성에 의하여
서는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희석화 이론은 업종이나 상품의 현격한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혼동의 가능성
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에도 저명한 표지의 귀속주체에게 자신의 표지가 범람하
고 그로 인해 표지가 가진 고객 흡인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법상으로는 희석화 주장에 있어서 저명
상표권자에게는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있다.

나. 도메인이름의 희석화 침해 요건
1)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법규정
본 호 규정에 대응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15)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이른바 상표 희석화
15) 시행령에서는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당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그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당해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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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규제하고 있다16). 이를 요약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제1부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 요건은 크게 도메인이름이 (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손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특히 강학상, 실무상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ⅰ),
(ⅳ)에 관한 것이었다.
2) 인용표장의 식별력에 관한 문제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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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ⅱ)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ⅲ) 사용되어 야기되는 (ⅳ)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의

미국의 연방희석화방지법17)은 보호 대상을 유명 상표(famous mark)로 한정하면

요소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18).’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적용

하기 위하여 유명 상표라는 점 외에 ‘식별력’이라는 것이 별개의 독립적 요건인지에

제3부

서도, ‘어떠한 상표가 식별력 있고 유명한 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에 열거한

관하여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식별력을 연방희석화방지법의 독자적인 보호 요건
제4부

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유명 상표라고 하더라도 성명이나 지리적
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같이 본래부터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상표는 연방희석
화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명이나 지리적 명칭 또는
할 수 있으므로, 연방 희석화방지법상의 ‘식별력 있고 유명한 상표’는 그 전체가 하나

제5부

기술적 표장 등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계속적인 사용을 통하여 2차적인 식별력을 취득
의 보호 대상으로서 유명 상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 중 ‘식별력’

제6부

만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17) Lanham Act §43(c)(1)

18) In 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distinctive and famous, a court may consider factors such as, but
not limited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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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규정은 2001. 2. 3.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되었다. 상표법은 이에 앞서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신설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부 등록 사유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지정 상품이 상이하고 출처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단계의 희석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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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석화의 유형과 실정법의 해석론
전통적 이론상으로 희석화에는 ‘약화(blurring)’와 ‘손상(tarnishment)’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된다. 약화에 의한 희석화는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업종이 전혀 다른 상품에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식별력이나 출처 표시 기능 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손상에 의한 희석화는 유명 상표와 동일･유
사한 상표를 저질의 열등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명성이나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화에 의한 희석화는 유명 상표가 제3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반면, 손상
에 의한 희석화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상표 사용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법상 희석화 침해 금지규정은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문상으로 두 가지 유형 중 손상에 의한 희석화만 규정하고 약화에
의한 희석화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위 규정의 신설 당시의

국회심사보고서19)에서도 “선진 외국은 저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희석 또는 약화시키는 경우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법
은 희석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명 상표를 손상시
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약화에 의한 희석화는
제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에 의한 희석화’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판례는 약화에 의한 희석화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법원의 구체적인 희석화 침해 적용사례
금지청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3. 12. 17. 선고 2002나73700 판결은, “희석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버드와이저 버드바의
19) 국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2001. 1.), 산업자원위원회의 내용
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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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발생할 극도의 가능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7. 2003카합1488 결정(Tiffany 사건)은 “이 사건 침해

제1부

나 그러한 우려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저명상표와의 상당한 연관성을 인식하게 하거나 저명 상표의

고객 흡인력이나 판매력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 표지를 사용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고객 흡인력이나 판매력의 감소 가능성이 있으면 손상의 결과가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결정은 명시적으로 ‘식별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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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 단일한 출처표시로서의 힘 또는 그러한 독특성이나 단일성에서부터 발현되는

하지 않았지만 고객 흡인력이나 판매력의 감소 가능성만으로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제3부

결과적으로 손상 가능성만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약화에 의한 희석화가 포함된다는 입장의 논거는, 식별력의 손상은 그 자체로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밖의 다른 의미로 볼 수 없고, 희석화 이론의 연원 등에 비추어

제4부

보더라도 희석화 행위의 근본적인 부분인 약화에 의한 희석화가 제외될 수 없으며,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표지가 상품이나 영업 표지로서의 출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식별력의 약화와 달리 보기 어렵고, 만일 식별력의 손상이

수 없다는 점이다.

제5부

식별력의 약화를 제외하는 개념이라면 어떤 유형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지를 상정할
특히 ‘viagra.co.kr’ 도메인이름 관련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아그라’라

제6부

은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는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정 상품과는 무관한
생칡즙을 판매한 사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였다. 제1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희석

지법의 개정으로 희석화 규정이 도입된 후 법원은 제2심에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
고 희석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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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결정문상 본 호 규정의 적용과 해석의 경향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ⅰ) 도메인이름 사용 여부
(ⅱ) 신청인의 표지(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
어 있는가의 여부 (ⅲ)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신청인의 표지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가의 여부를 테스트하게 된다.
초기에 많은 신청인이 이를 원용하였고 조정부가 인용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제3호가 형식적 사이트 개설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기 몇몇
결정이 긍정하였으나 부정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본 호의 적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의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적으로 주지저명한 표지의 영업과 무관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반대로 아예 개설
조차 하지 않은 경우20), 특히 음란성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에 링크되는 경우에
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21)로는
타인의 저명 상표와 요부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한 해당 사이트를 성인
사이트로 연결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신청인 기업의 식별
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예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
상표 등의 명성 등을 직접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식별력을 약화
시키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22)에서
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피신청인이 그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인의 상표와 극히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가방, 지갑, 의류 엑세서리 등에
사용한 행위는 신청인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
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희석화 침해 이론의 기본 요건 중 (ⅰ) 인용 표장이
주지성을 넘어 저명한 표장이어야 한다는 점과 (ⅱ) 인용 표장이 식별력이 강한
표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는 사례가 오히려 대세를 이루
고 있다.
20) D2006-A008 mcm.co.kr
21) D2005-A037 hauzenshop.co.kr
22) D2005-A003 burberry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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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는 제1호 및 제2호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3호의 적용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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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무단 점유행위(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

제1부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우에 따라 제3호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23).

1. 사이버스쿼팅 금지 일반론
가. 배경 및 정의
도메인이름은 사전심사 없이 선착순 방식(first come, first served)으로 등록되
고, 최대한 등록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고려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해당 이름에 대한 기존의 표지권자 간의 분쟁이 빈발하여

제3부

타인의 상호,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무단점유하는 행태가 통제되지 못하고 결과적

왔다24). 도메인이름과 등록상표와의 분쟁25)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은 국제

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26).

제4부

적으로 통일된 상표등록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것과 도메인이름 등록 체계 역시 상호

특히 도메인이름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의도는 전혀
없이 단지 상표권자 등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상표 등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선점
제5부

한다면, 등록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상표권자 등에게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조건으
로 금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메인이름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가장 남용된 경우이다.

제6부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해서 사이버스쿼팅 행위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부정한 목적
인 투기 행위를 말하는데, 사용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할 의도가 없이 도메인이름을
23) D2009-A001 rinnai.kr; D2010-0002 sktrans.kr; D2011-0020 stxmarineservice.co.kr.

25) 분쟁이 일어나는 도메인이름은 ‘www.이름.com’의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표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최상위도메인의 ‘이름’ 부분인데, 일반최상위도메인이 ‘.com, .org, .net’ 등으로만
되고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 사회체육업체 또는 웹사이트 관련 업체이건 간에 모두 ‘.com’이라는
최상위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상표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따라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으나 도메인이름은
단 한 개밖에 등록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6) 최병규,｢도메인네임의 보호 및 분쟁해결｣,｢지적재산2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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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 이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ICANN은 1999년 8월 UDRP 및 관련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2000년 1월부터 적용
하기 시작하였다27). UDRP는 gTLD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칙
으로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경우28)에만 한정하여 적용되
고 있다. 이는 기존의 투기 목적으로 특정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
여 되파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보다 넓은 개념으로 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목적 또는
남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29).

나. 본 호 규정의 적용 요건
1) 본 규정에 대응하는 실정법상의 규정
유명 상호 및 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권자보다 먼저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등 소위 남용적 등록 행위를 사이버스쿼팅이라고 하며, 본 호 규정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이버스쿼팅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인주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
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

27) ICANN은 분쟁에 직적 개입하지 않으며 현재 도메인 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은 ICANN의 승인을 받은 WIPO
중재조정센터, NAF, ANDRC, CAC, ACDR에서 담당하다.
28) UDRP § 4 a.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ⅱ)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29) 정찬모, 김원오, 손승우, 최은창, 고영국, 양인해,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2003. 12.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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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1부

두고 있다. 한편 본 규정에 대응하는 또 다른 실정법상의 규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ⅰ)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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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ⅱ)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ⅲ)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제3부

2) 본 규정의 적용 요건과 적용 사례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 사실이

제4부

충족되어야 한다.
(ⅰ) 당해 도메인이름이 등록, 보유 또는 사용되었을 것
(ⅱ) 신청인에게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일 것

제5부

(ⅲ)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도메인이름

먼저 본 규정은 도메인이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6부

도 적용된다. 신청인에게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의 존부는 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 시기에 앞서 이와 동일성이 있는 등록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오랜 기간 상호나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하여온 입증

부록

자료를 통하여 주지저명성을 입증한 경우도 포함한다.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등의 주관적 요건 사실에 관한 판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등과 피신청인의 대응 태도, 등록 동기 등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하여
추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메인이름 분쟁 초기에는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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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분쟁 사례가 축적되면서 등록인이 먼저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먼저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 전형
적인 사이버스쿼터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상표권자 등 권리자에게 연락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등록을 방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 이전 또는 말소
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gTLD 분쟁해결기관인 WIPO는 이런 경우를 소극적 보유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목적에
대한 판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패널은 피신청인의 행위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안을 둘러싼 모든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 부정한 목적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정황의 예로는 신청인이 잘 알려진 상표를 가진 경우, 항의에
대한 무반응, 신원의 은폐, 그리고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패널은 등록을 둘러싼 상황을 토대로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론을 해야 할 수도 있다30).”라고 하였다.

2. 조정결정문상 본 호 규정의 적용과 해석의 경향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31)에 있어서도 첫째,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등록의 동기를 의심해 볼 만한 이유로
취급된다.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는 등의 어떠한

30) WIPO overview 2.0 para. 3.2.
31) D2005-A004 uniqlo.co.kr; D2005-A032 bottegaveneta.co.kr; D2005-A036 samsunganycall.co.kr;
D2006-A022 babygap.co.kr; D2006-A023 bananarepublic.co.kr; D2007-A033 screwpull.co.kr;
D2007-A036 lego.co.kr, lego.kr; D2008-A002 puma.co.kr; D2008-A005 rosee.co.kr; D2008-A019
xterra.co.kr; D2009-A009 cadillac.co.kr; D2009-A013 duracell.kr; D2009-0022 kogas.co.kr;
D2010-0003 k2korea.co.kr; D2010-0010 givenchy.co.kr,givenchy.kr; D2010-0018 ustream.kr;
D2010-0022 samsungled.kr; D2011-0005 intel.co.kr; D2011-0017 redbull.co.kr; D2011-0015 ikea.kr;
D2011-0027 guccikorea.kr; D2012-0008 versace.kr; D2012-0031 kgc.co.kr; D2012-0036 토익.한국;
D2012-0061 godiva.co.kr; D2013-0002 마이크로소프트.한국; D2013-0009 prada.kr; D2013-0013 twit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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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신청인이 다수의 유명
제1부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일부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타 분쟁해결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결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남용적 등록으로
취급될 여지가 많다. 둘째,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신청인의 인용 표장

경우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각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용
목적보다는 판매 등 다른 부정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셋째, 신청인의
인용 표장이 조어(造語)에 해당하는 용어인지 여부가 고려 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
의 인용 표장 혹은 해당 도메인이름의 요부가 사전에 등재된 일반 용어에 해당하거나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의 존재와 명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인용 표장이 저명 표장인

구성상 차이가 큰 경우라면 우연의 일치라든지 하는 도메인이름 선정의 동기를 선의
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표장이 조어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제3부

도메인이름의 요부가 이와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선정 시
인용 표장을 의식하고 모방하여 등록한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웹사이트 ‘구축 중’이라는 어떤 표시도 없이
제4부

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을 방치해 온 사실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동기가 자신의
사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 다른 부정한
동기를 의심할 요소가 된다.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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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쟁조정결정 쟁점 분석
제1절 쟁점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전신인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출범한 2002
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 판단기준에 따라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각
조정결정은 상당기간 미공개 상태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비되지 못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대내적으로 조정위원 상호 간에도 선행결정문이 선례로서 존중되거나 인용, 활용되
지도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조정결정문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분쟁예방이나
분쟁해결의 지침이라는 정보제공 역할도 다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문제점을 자체적으
로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간의 조정결정문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조정결정 기준
의 객관화를 기하고 조정결정문을 일정한 유형 및 사례별로 분석하여 분석된 유형,
경향을 정리･자료화 하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조정결정문의 질적 향상과 통일화를
기하고, 분쟁예방이나 분쟁해결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하 분쟁조정결정의 쟁점 분석의 내용은 과거 진행되었던 ccTLD 분쟁조정 사건을
몇 가지 대표적인 쟁점별로 분석 검토한 것이다. 첫째 주체적인 기준의 측면에서
분쟁당사자 상호 간에 모종의 법적, 사실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둘째, 객체적인
기준의 측면에서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어떠한 인용표장의 유형과 충돌을
일으키는지 여부, 셋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사용 실태의 유형과 그에
따른 사용인정 문제의 취급, 넷째, 정당권원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사유의 유형도
분석하여 그 유형별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로써 분쟁조정의 결과를 유형별로 일목
요연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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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유형
제1부

1. 관계를 기준한 세부 유형의 분류 기준

계약관계나 고용관계,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예컨대,
(ⅰ)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업자이거나 정품 판매업자인 경우
(ⅱ)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와 과거 또는 현재 대리점 관계가 있는 경우
(ⅲ)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와 고용관계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분쟁 당사자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간에 일정한

(ⅳ) 일응 정당한 권리자 상호 간의 분쟁인 경우(예: startv.co.kr, rasara.co.kr)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제3부

실제 조정결정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의 사건이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한 등록인이 상표권자와 일정한 계약관계나 고용관계,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놓여

상표의 정품이나 중고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병행 수입업체에 해당하는

제4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유형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경우이다. 피신청인으로서는 일응 정당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라고 생각하여 등록할
심산이 있고, 상표권 침해 판단에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쟁 유형이다.
제5부

다음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현재 대리점이거나 과거 대리점이었던 관계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등 상표권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에 대한 분쟁이다. 대리점과 전용 사용권자의 법적 지위를

이 밖에 당사자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던 동업자이든지 퇴직 직원의 신분인 경우도

제6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스러운 분쟁 유형이다.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표장에 대한 종전 상표권자와 현재 상표권자 상호 간의
부록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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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유형에 대한 공통적인 판단의 경향
첫째, 위 분쟁유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모두 말소 또는 이전결정이 내려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결정들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가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상표권 침해)
나 제2호(상품,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적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상표 사용의 요건을 쉽게 충족할 뿐 아니라 진정상품 취급업자(병행 수입업자 포함)나
설사 대리점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 상표권자의 통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제1호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들이
다수 있는데 그 논거는 침해 상품이나 위조 상품이 아닌 진정상품의 판매는 그 판매
후 상표 제품의 유통자유 확보라는 차원에서 전통적 원리로 인정되어온 권리소진
원칙(doctrine of exhaustion32))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제1호 판단을 회피한
경우도 있는데 역시 권리소진의 원칙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1호 해당을 인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판매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관계 해지 후에도 상표권자에
의사에 반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스쿼팅 조항이 적용된 예도 다수 보인다. 이는 상표권
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에 신청인의 인용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므로 적어도 보다 용이하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희석화 침해(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예도 다수 있는데,
위와 같은 유형의 사안은 상표적 사용의 요건을 쉽게 충족할 뿐 아니라 인용 표장이

대부분 저명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혼동이 끝나는 점에 희석화가 시작된
다’는 법언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상표권자의 취급 상품과 비교하여 이종 상품이
아니라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까지 희석화 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직
하지 못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32)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면 상표권은 최초의 판매로 이미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판매된 정품의 제2, 제3의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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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조정결정 사례
제1부

가. ‘seiko.co.kr’ 사건3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품 시계의 판매 및 수리 서비스를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

의 그 상품 및 영업과의 혼동 여부 판단 부분을 보면, 피신청인이 시계의 판매 및
수리 서비스를 위하여 개설한 웹사이트가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이 사건
의 도메인이름의 요부가 신청인의 상호 및 상표인 ‘SEIKO’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영업과 피신청인의 영업 사이에 상당한 혼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상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사안이다. 조정부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

품 및 영업의 혼동여부 인정)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인 ‘SEIKO’는 신청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

을 갖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신청인의 표지 ‘SEIKO’를 이 사건의

제3부

활동을 영위한 결과로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고, 고유의 식별력과 명성

도메인이름에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신청

인의 저명 상표가 가지고 있는 식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또한 그 명성에 손상을

제4부

인의 사업 활동이 신청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을 발생시켜 신청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여부 인정)
제5부

나. ‘samchulylespo.co.kr’ 사건34)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이트에는 피신청인의 자전거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고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제6부

있다. 신청인은 ‘삼천리’와 ‘레스포’에 대한 적법한 상표･서비스표권자이다.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amchulylespo’, ‘samchuly’와 ‘lespo’가 결합된 것으로 상기의 결합으로 인하여
33) D2006-A005 seiko.co.kr
34) KR2003-0033 samculyles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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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다른 외관･칭호 또는 관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인용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인용
표장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칭호와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인용 표장과 유사하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

트상에서 ‘3000’엠블럼 표시와 함께 ‘삼천리레스포’ 자전거 등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는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인용 표장
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정식으
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서에 따라 신청인의 제품만을 전시･판매하고 타인
의 경쟁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상표권 침해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 여부는 위와 같고,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이 국내에 널리 알려
져 있음이 긍정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판매 정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피신청인이
대리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판매 정책은 허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리
점 계약에서는 상호 협조와 신뢰를 통해 이익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 점에서 대리점주
의 영업 활동은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일반 네티즌이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
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업 전략 및 브랜드 이미지의 효율적 관리에 장애

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의 상당수 ‘삼천리’ 또는 ‘레스포’ 대리점에서 화체 된 영업상
의 신용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였다.(상품 및 영업 혼동 해당)

피신청인이 ‘samchulylespo.co.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정식 대리점으로서 신청

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행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삼천리레

스포’는 온라인쇼핑 전문몰로 소개하며, “본사와 무관한 개인 운영 쇼핑몰입니다”라고
표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신청인의 식별 표지인 ‘삼천리’ 또는 ‘레스포’의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희석화 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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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longhi.co.kr’ 사건35)
제1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에 신청인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제품을 이 사건 도메인이름 웹사이트에서 취급해오고 있었
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판매약정을 해지함을 통보하면서 ‘Delonghi’
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자 신청인은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
조정부는 제1항에의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피신청인이 등록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delonghi.co.kr’의 요부인 ‘delonghi’는 신청인이 등록한 등록상표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당해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의 문자 부분과 동일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로 도메인이름을

일･유사하다면 이는 이하에서 살펴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제3부

등록하고 당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그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은 영업혼동과 희석화 침해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상
제4부

표권 침해 해당)

라. ‘timberland.co.kr’ 사건36)
제5부

피신청인은 자신들은 신청인 A사로부터 신청인 제품의 국내 영업권을 확보한 시점
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았으며, 신청인과의 영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였으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신청인 제품에 대한 국내 영업권 확보와 신청인의 저명한

제6부

므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상표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국내 영업권 확보
라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름을 등록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업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35) D2006-A002 delonghi.co.kr
36) KR2002-0044 timber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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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돌려줌이 마땅한 것이지, 등록 당시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들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사업으로 이미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일정 대가 지급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TIMBERLAND’가 국내외 수요자
들에게 널리 인식된 표장이고, 신청인의 승낙 없이 등록 받은 이상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사이버스쿼팅 해당)

마. ‘nextbase.co.kr’ 사건37)

신청인은 ‘NEXT BASE’를 표시한 일련의 태블릿형 휴대용 DVD 플레이어 제품으로
국내외의 유명 박람회의 참석, 광고, 판매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제품을 표상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이다. 신청인은 외 B사를 통하여 한국에 신청인의 제품
을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식 판매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수요자 및 거래자의
오인을 야기 시킬 수 있다.(상품 및 영업 혼동 해당)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당시 신청인 회사 및 그 상표와 제품의 주지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건 외 B사와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등록함을
인정하였다.(사이버스쿼팅 해당)

바. ‘shiseido.co.kr’ 사건38) : 수입업자의 사용의 한계 제시
조정부는 상품의 수입업자가 그 상품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상품을
판매, 전시하거나 최소한의 광고, 홍보 행위를 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고 그 상품의
상표를 그대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그 표지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다.(사이버스쿼팅 해당)

37) D2005-A035 nextbase.co.kr
38) KR2002-0021 shisei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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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rasara.co.kr’ 사건39) : 일응 정당한 권리자 상호 간의 분쟁인 경우

제1부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무효
로 되기 전 신청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1984년 이래 ‘라사라’를 그 요부로 하는 상호를 사용해왔고,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상호의
사용은 어떠한 부정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상호권에 의한 사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 측 역시 이와 같은 권리를 최소한 10년 이상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상호의 사용이 신청인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및 이전 광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신청인에 의한 ‘라사라’ 상호의

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거나 피신청인의 영업과 오인을 일으키기 위한

를 그대로 쓴 것으로 피신청인은 이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제3부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자신의 상호의 요부

할 것이다.(피신청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제4부

제3절 피신청인의 사이트 운영 실태에 따른 상표 사용의 해석
제5부

1. 사이트 운영의 세부적 실태 유형
피신청인이 등록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사용 실태의 유형도 중요한 변수
로 작용 한다. 특히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용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사이트를

제6부

미개설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ⅰ) 공사 중이거나 파킹서비스 형태로만 운용
부록

(ⅱ) 타 사이트로 포워딩 또는 링크(피신청인 운영 사이트, 음란 사이트)
(ⅲ) 형식적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운영이 없는 경우
(ⅳ) 동종 상품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운영

39) D2005-A001 ras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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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표권자의 상품과 무관한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ⅵ) 구체적인 사이트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 도메인이름 자체의 사용 인정 관련 결정 사례
지금까지 조정결정문에서 포워딩이나 링크, 파킹페이지, 임시로 만든 사이트 등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인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을 불인정한 결정 사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단순 등록하였을 뿐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청인
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 지극히 형식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사용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상 요구되는 소정의 사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 불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pfizer.co.kr’ 사건 :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3년 7개월 이상 ‘홈페이지 제작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만 하여 두다가, 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뒤에
는 접근할 수 없게 한 것은 사용이라 볼 수 없다.

(ⅱ) ‘gshock.co.kr’ 사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는 도메인이름을 단지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imom.co.kr’ 사건 :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단순 등록하였을 뿐 사이트를 개설
하지 않다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 지극히 형식적
인 웹사이트를 구축했을 뿐 실질적 사용 행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ⅳ) ‘interpark.ne.kr’ 사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할 웹사이

트에 ‘공사 중입니다’라는 표시만을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이 경우
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지극히 형식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 행위는 없다.

(ⅴ) ‘babygap.co.kr’ 사건 :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할 웹사이트에 ‘사이트접
속이 일시적으로 원활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휴면 사이트 안내 문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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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할 경우 피신청인이
제1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 되는 것도 아니다. 살피건대
이 경우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지극히 형식적인 웹사이트를 개설
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 행위는 없다.

(ⅰ) ‘toshiba.co.kr’ 사건 : 피신청인은 ‘This Site is under construction’ 이라는
표시만을 두고 있으며 과거 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게시판, 전자우편, 새
소식 등의 표제를 두었으며 15개 정도의 내용이 게시판에 게시되는 소극적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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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을 인정한 결정 사례

사용을 행한 적이 있고 이도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포워딩 되고, 이곳에서 인터넷 서핑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이트들을 주제별

제3부

(ⅱ) ‘disney.co.kr’ 사건 :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webma.co.kr’로
로 분류해 놓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사용에 해당한다.

(ⅲ) ‘compuware.co.kr’ 사건 : 피신청인이 포르노 사이트에 포워딩 시킨 방식은
(ⅳ) ‘5425.co.kr’ 사건 :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을 ‘gokorea.com’으로 이동 또는

제4부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결되도록 사용한 것은 비록 피신청인이 독자적 홈페이지를 만들어 적극적으
(ⅴ) ‘mcm.co.kr’ 사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한 후 ‘Multimedia

제5부

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해당한다.

Contents M, 세상은 M으로 통한다. Neo Multimedia Network Code, M’라는

는 증거는 이 사건 조정부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조정규

제6부

슬로건만을 게시하였을 뿐, 달리 실질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 하에 사용하였다
정상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질적인 영업 활동과의 관련 하에 도메
인이름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위와 같은 형태의 사용도 분쟁
(ⅵ) ‘windowsmedia.co.kr’ 사건 :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CJmall, G마켓,
인터파크 등의 다양한 쇼핑몰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종합쇼핑 포털사이트가
나타난다. 따라서 분쟁조정규정 요건대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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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gap.co.kr’ 사건 :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피신청인 또는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 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되는 경우
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위와 같은 웹사이트의 인터넷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제4절 정당화 사유의 존재 유형과 그 인정 여부
1. 피신청인 항변의 유형
인주법 제18조의2 제3항에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정당
권원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통상 분쟁조정 과정
에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통하여 당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항변 사유를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식별력 부재에 관한 항변으
로 (ⅰ) 도메인이름이 보통명칭, 기술표장 등 식별력이 없다는 항변, (ⅱ) 도메인이름이
지리적 명칭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항변, 둘째, 도메인이름이 자기의 이름(상호
포함) 또는 성(姓)에 해당한다는 항변, 셋째, 개인 또는 안티 도메인이름, 팬 사이트
등 비영리적 목적의 사용이라는 항변, 넷째, 도메인이름의 이니셜 구성을 설명하며
선정 동기의 순수성을 항변하거나 다섯째, 역무단점유(Reverse Hijacking)에 해당한
다는 항변 등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정당화 사유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들에 있어 항변 인정과 부정의 논리를
우선 간단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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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 항변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 사례
제1부

가. 항변을 인정한 결정 사례
대표적인 항변 인정 사례는 피신청인이 일반명칭 표장(generic) 및 기술적 표장

법 제6조에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
로 된 상표(보통명칭)나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관용 상표,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
료･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의 경우
에는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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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이는 상표 등록 요건에 관한 상표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고 과오로 등록받더라도 상표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3부

용어는 본질적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유 사용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인에
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러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에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도메인이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거나 산지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4부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상표법상으로는

취급된다.
제5부

나. 항변을 부정한 사례
피신청인의 항변이 부정된 사건을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은 당해 사건 도메인이름
의 구성이 관련 상품에 관하여 보통명칭, 관용표장 또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등록을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와 ‘은행’이라는 보통명사가 결합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제6부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인용 표장이 잘못 등록된 것이라든지 ‘우리은행’과 같이 단순히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 식별력 부재의 항변이 주종을 이루지만 이와
부록

별개의 정당 사용에 대한 항변을 주장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신청인의 진정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의
운영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나 영업과의 혼동이 초래되지 않으며 정당 권리가 있다는
항변이나, 대리점에 해당하여 정당 권리가 있다는 항변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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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된 사례가 더 많다. 아울러 해당 도메인이름의 선정이 영문 약자에 해당하여 선의
이며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어설픈 인위성이 보이는 경우 대부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이 ‘anti’와 ‘상표명’으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거나, 혹은 안티

목적의 사이트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하여 사용(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
일한 경우)하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항변도 모두 부정되었다.
한편 영리 도메인(co.kr)을 제외한 개인 도메인(pe.kr), 비영리 기관의 도메인
(or.kr), 네트워크 도메인(ne.kr)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규정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 사실 자체가 정당화 사유의 항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절 인용 표장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특성을 기준한 유형
1. 신청인의 인용 표장에 대한 권리 인정 범위
객체적인 기준의 측면에서 분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어떠한 인용 표장과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 인용 표장의 유형도 등록상표권, 서비스표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다.
조정부는 ‘성락교회’ 사건에서 신청인이 업무표장권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결국 신청인의 권리 주장이 등록상표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선 구분된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리가 등록상표권이 아닌 경우
의 유형도 미등록 주지 상표, 상호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성명권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현행 분쟁조정규정은 등록상표권과 부정경방지법상의 주지･저명 표장
사용자의 법적 지위에 근거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정경방지
법상의 표장 개념이 비교적 광범위하여 주지성과 상품 표지성이 있으면 사실상 다양
한 표장권을 인용표장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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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유형별 적용 사례
제1부

가. 도메인이름이 유명 상표나 상호와 관련된 경우
대부분의 분쟁 도메인이름은 주로 유명 상표나 상호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사건40)이 유일하게 청구되었으나 본인이 아니라 삼성 측에
서 청구한 관계로 청구 적격 자체가 부인되었으며 결국 자진 취하로 종결되었다.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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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메인이름이 유명인의 성명 또는 성(姓)인 경우

다. 도메인이름이 유명 저작물의 제명(題名)인 경우

만 동시에 상표와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은 표장이었기 때문에 저작물의 제명 자체가

제3부

‘harrypotter.co.kr’ 사건41)에서 harrypotter가 유명 저작물의 표제이기는 하지
인용 표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다투어지지 않았다.

‘yohoo.co.kr’ 사건42)에서 신청인1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역, 국가별로 포털

제4부

라.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신청인2는 신청인1의 자회사로서 피신청인의 이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은 한국에서는 환호

제5부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한 것은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성을 뜻하는 ‘야호’라는 감탄사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 명칭을 웹사이트상에서 예쁘게
의 도메인이름 사용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부는 이 사건을

제6부

표현하려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이고, 자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저명한 포털사이트의 명칭과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으로 봄으로써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간주하였다.
부록

40) D2005-A023 leekunhee.co.kr
41) D2005-A012 harrypotter.co.kr
42) KR2004-0013 yo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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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제1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목록
연번

사건번호

도메인이름

1

KR2002-0001

ziebart.co.kr

2

KR2003-0007

morinaga.co.kr

3

KR2004-0007

4

신청인

피신청인

결정일자

조정결과

개인

2002년 3월 28일

말소

커머스재팬 (주) 2003년 3월 24일

말소

imbc.co.kr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아이엠비씨코리아 2004년 5월 22일
2. 주식회사 인터넷 엠비씨

이전

D2007-A019

sens.co.kr

삼성전자 주식회사

2007년 8월 29일

이전

5

D2007-A020

jeilbank.co.kr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주)제일상호저축
2007년 9월 18일
제일은행
은행

기각

6

D2008-A018

goople.co.kr

구글 인크

(주)인터파크모바일 2008년 10월 22일

말소

개인

2010년 3월 5일

이전

개인

지바트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
모리나가 세이카
가부시시 가이샤

개인

7

D2009-0025

marriott.co.kr
marriott.kr

1. 리어트월드와이드 코포
레이션
2. 매리어트호텔 인터내셔
날 비브이

8

D2010-0029

cnnews.co.kr

케이블뉴스네트워크 인코
포레이티드

2011년 2월 11일

말소

9

D2011-0035

airmacau.co.kr
airmacau.kr

1. 에어마카우 (주)(한국지사)
(주)프리덤에어시스템 2011년 12월 17일
2. 에어마카우 (주)(본사)

이전

10

D2011-0036

오씨아이.한국

오씨아이 주식회사

개인

2011년 12월 14일

이전

11

D2011-0044

pooh.co.kr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개인

2012년 2월 20일

기각

12

D2012-0029

개인

2012년 5월 15일

이전

13

D2012-0048

iswatch.co.kr

스워치 악티엔게젤샤프트

개인

2012년 11월 12일

말소

14

D2013-0011

harvadis.kr

프레지던트 앤드 펠로우즈
오브 하바드 칼리지

개인

2013년 5월 13일

말소

15

D2013-0033

coachfactory.co.kr 코우치 인크

개인

2013년 10월 17일

말소

D2014-0020

1.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
미티드
b2balibaba.co.kr
2. 알리바바닷컴
; b2balibaba.kr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개인

2014년 11월 14일

말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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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도메인이름

17

D2014-0024

yanolza.kr

18

D2015-0001

iboss.co.kr

19

D2015-0033

inmobi.co.kr;
inmobi.kr

신청인

피신청인

결정일자

조정결과

주식회사 야놀자

개인

2014년 11월 10일

말소

(주)아이보스

개인

2015년 2월 25일

기각

주식회사
메리제이

2015년 7월 21일

기각

1. 인모비 피티이 리미티드
2. 주식회사 인모비코리아

제1부

연번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2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해설
1. ‘ziebart.co.kr’ 사건43)
이 사건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전신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인주

절 참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한국에서의 도메인이름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제3부

법상의 판단기준이 적용되기 전이었던 2002년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제1장 제2
해결한 첫 사건이다. ‘ziebart’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업체의 브랜드로서 ‘지바트’ 및

고, 피신청인은 1997년 신청인의 프랜차이즈점으로서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계약

만기되어 ‘터프코트’라는 상호로 신청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었

제4부

‘ziebart’가 1996년 국내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신청인은 미국 지바트사의 한국 총판이

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인 ‘ziebart.co.kr’은 1997년 지바트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지로 운영하고 있었다. ‘ziebart.co.kr’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tuffkote.co.kr’을

제5부

홈페이지로 운영되었는데, 해약 이후 피신청인은 ‘tuffkote.co.kr’을 이용하여 홈페이
이용한 홈페이지로 포워딩되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상표 ‘ziebart’와 중요부분에 있어 동일하

제6부

첫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이 ‘ziebart.co.kr’에 대한 사용권을

다는 것, ‘tuffkote.co.kr’을 이용한 홈페이지의 키워드에 ‘지바트’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않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상표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부정경쟁과 관련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었다는 것,

43) KR2002-0001(200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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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후 신청인의 수 차례 이전 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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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주요 부분과 신청인의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 신청인 업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 이미 소비자들이 이 사건 상표와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 등을 근거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상의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셋째,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조정부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업종과 다
른 조경 및 잔디식재를 위한 사업체의 홈페이지로 사용하면서 집(zieb)과 아트
(art)의 집합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집아트 (ZIEBar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은 신청인이 자
신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시키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2. ‘morinaga.co.kr’ 사건44)
가. 사건개요
신청인은 일본 법인으로서 MORINAGA라는 표장을 1899년 이래 계속하여 그가
제조 판매하는 각종 과장, 음료 등에 사용해 왔다. 피신청인은 한국 법인으로서 일본
의 와코도사의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bebest.co.kr’라는 인터넷 전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bebest.co.kr’에 포워딩되도록 해둠으로써 이 사
건 도메인이름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을 방문하도록 하여 그가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와코도사의 제품을
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였고, 조정부는 신청 주장 모두를 인정하
여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쟁점사항
1)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 여부(적극)
44) KR2003-0007(200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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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의 희석화 여부(소극)
제1부

3) 무단점유 여부(적극)
다. 해설

여부인데 신청인은 한국 특허청에 그의 상표인 MORINAGA를 등록해 두었으며, 피신
청인이 판매하는 와코도사 제품들은 신청인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상표들의 지정상품
들과 동종의 것들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그의 인터넷쇼핑몰인
‘bebest.co.kr’에 포워딩되도록 해 URL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는 사람들은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되어 피신청인이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하는 와코도사 제품을 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이러한 이
제3부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의 광고 선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은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분쟁조
정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주장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4부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ʻ도메인이름 말소의무 부존재 확

인의 소ʼ(2003가합24685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조정부의 조정결정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5부

그대로 지지함으로써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조정부의 결정과 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것이었으므로, 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2호(부정경쟁) 및 제3호(상표의 희석)는

제6부

이 사건 신청인의 상표는 한국 수요자들에게는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적용하기 어렵다. 동 규정들은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조정부는
부록

위 분쟁조정규정들의 적용을 주장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4호는 소위 사이버쿼스팅 방지를 위한 것으로 피신청
인의 부정한 목적(bad faith)여부를 따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가 일본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과 피신청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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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사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위 분쟁조정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imbc.co.kr’ 사건45)
이 사건은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주식회사 인터넷엠비씨가 제기한 것으로, 피신청
인은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코리아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직후 분쟁 도메인이름을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았으며, 이를 기존부터 운영하여 오던 ‘koreanlife.net’
사이트로 연결하여 개인의 신변잡기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등록된 서비스표 ‘MBC’에 근거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더 근본적으로는 피신청인의 상호 자체
가 부정경쟁행위가 됨을 인정하여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명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근본적으로 신청인의 상표 자체가 가지는 주지저명성,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
인이름을 양수 등록하기 바로 전날에 분쟁 도메인이름과 극히 유사한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의 행위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웹사이트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추가적으로 링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이나 설
립한 후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본건의
조정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동일하나, 본건의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을 개인의 인생사 등 신변잡기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상표를 침해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법원은, 주식회사
는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고 피신청인 스스로도 향후 인터넷
방송 등 미래의 사업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45) KR2004-0007(200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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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ʻ사용ʼ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로서 반드시 상업적인 사용만을 뜻하는
제1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sens.co.kr’ 사건46)

노트북 생산 판매시장에서 최상위 점유율을 확보함으로써 SENS라는 명칭이 소비자
에게 널리 알려져 왔으며 또한 신청인은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 SENS라는 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 저명한 상표로 정착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1998.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1995년 SENS라는 이름의 노트북 컴퓨터를 출시한 이래

5. 29. 등록한 이래 9년간 자신의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용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제3부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에서 분쟁조정규정 제9조 2항을 근거로 분쟁
이 사건은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이전을

명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은 직후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
제4부

지방법원에 본소로서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또한 신청인은 반소로서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 법원은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2항을 분쟁해결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제5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아목을 적용한 결과, 본소 원고(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도메인이름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분쟁조
정규정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결정을 허용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

이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ⅰ)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제6부

에 의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만 허용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한 이래 해당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

상표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고, (ⅲ)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등록 및 보유한 채

46) D2007-A019(2007. 8. 29.).

121

부록

고 보유하고 있으며, (ⅱ) 신청인은 이미 ‘SENS’라는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SENS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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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자신의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부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추인하
고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피신청인)는 본소로서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법원에 이 사
건에 대해 도메인이름 말소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도메
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법원은 (ⅰ) 피고의
‘SENS’ 표지가 주지상품표지에 해당하며 (ⅱ) 원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표지

‘SENS’와 유사하고, (ⅲ) 원고에게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

고 보기 어렵고, (ⅳ) 원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아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본소원고(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도메인이름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 ‘jeilbank.co.kr’ 사건47)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1929년 설립되었고 2005. 9.까지는 주식

회사 제일은행이었다. 이하 ʻ신청인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1968년
설립되었고 1972. 12.부터 2002. 3.까지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이었다.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1999. 2. 6. 등록한 ‘jeilbank.co.kr’(이
하 ʻ이 사건 도메인이름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청인의 상표권(2003. 9. 24. 등록한 ‘제일은행’) 침해행위,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신청인의 영업과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
의 신청인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해당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 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7) D2007-A020(200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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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정결정은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
제1부

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도메인이름 사용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이 자신의 상품
(서비스)을 타인의 상품(서비스)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 판단은 도메인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웹사이트에 표시된 홈페이
지 상의 구성 전체에서 도메인이름이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목(특히 다목)이 규정하는 상표(서비스표)의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조정결정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초기화면 좌측상단을 비롯한 그 웹사이트 안에 ʻ제일저축

제3부

은행ʼ, ʻ상호저축은행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일저축은행’ 등을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식별표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시중은행의 명칭인 ‘제일은행’을 웹사이트의 식별표지로 인식할 가능성은

하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로 이 쟁점에 관한 최근의

제4부

낮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식별

대법원 판결을 보면, 2007. 10. 12. 선고 2007다31774 판결은 한글인터넷주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반면에 2008. 9. 25. 선고 2006다
51577 판결은 한글인터넷주소 ʻ장수온돌ʼ에 관한 사건에서 위 한글인터넷주

제5부

소 ʻ파출박사ʼ에 관한 사건에서 위 한글인터넷주소가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소를 입력하여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
제6부

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 미국의 상당수 연방항소법원은, 종국적으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구매자의 최초 관심을 자신에게 전환하

침해가 된다는 최초 관심 혼동 이론(initial interest confusion doctrine)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실무상
아직 이 이론에 따라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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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인데, 이 조정결정 역시 같은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 건 도메인이름
을 주소로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내용을 보는 즉시 피신청인의

영업이 ʻ상호저축은행업ʼ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만에 의하여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인 피신청인의 영업과 제1금융
권인 신청인의 영업을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다. 이 조정결정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 웹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저명 표장의 식별력 약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는데, 분쟁조정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ʻ상업적 사용ʼ이어야 할 것이다. ‘viagra.co.kr’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이,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
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
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
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
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위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생
칡즙, 재첩국, 건강보조식품 등을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은
원고들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쟁점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정결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자신의 서비스표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의 서비스표나 상호의 중요부분
또는 약칭의 영문표기인 경우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조정결정은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이 mutualsaving을 생략한 간단하고 쉬운 OO
bank.co.kr 형태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이 이와 같은 약칭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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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였다. 참고로 상표법
제1부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명칭, 상호,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판결 등은 법인인 회사가 그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
과 관련하여 그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있어서는 위 대법원판결과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상호

제3부

마. 이 사건은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제3항에 의하여

의 중요부분이 서로 중복되는(제일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유사업종(제1금
융권, 제2금융권) 업체 사이에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4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5부

6. ‘goople.co.kr’ 사건48)
신청인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인터넷검색서비스 제공 회사이며, 신청인의 표지
google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등록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한국에서 무선 네이
개편을 위하여 그 서비스 명칭을 ‘goople’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서비스 명칭이 포함

제6부

트에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2005. 6.경 그 서비스의 확대

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로 그의 데이팅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중지를
약속하였다. 피신청인은 약속 이행의 일환으로 웹사이트의 서비스명을 people541로
48) D2008-A018(200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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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고 도메인이름을 ‘people541.co.kr’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goople 표지
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서비스표출원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그의 새로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인

‘people541.co.kr’로 포워딩되도록 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였고, 조정부는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 ‘goople’과 신청인의 표지
‘google’이 유사한지 여부이다. 신청인은, 그의 상표 ‘google’과 이 사건 도메

인이름의 ‘goople’를 대비하면 이들의 4번째 알파벳이 각각 g와 p로 다를

뿐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동일하고 g와 p도 일견 그 형상이 유사한 것이어서
‘google’과 ‘goople’은 그 외관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goople은 ‘좋은 커플

(good couple)’과 ‘좋은 사람(good people)’을 의미하는 조어이므로, 그러한
의미를 연상시키지 않는 google과 식별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사건 조정부
는, 신청인이 주장한 ‘google’과 ‘goople’의 외관 유사성에 더불어, 피신청인
이 스스로 그의 고객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표지와
혼동이 있다고 지적해 왔음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더 이상 사용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점, 특허청에 출원한 서비스표출원
을 취하한 점 등 피신청인이 취한 일련의 행위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표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조정
부는 신청인의 표지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단순 대비하여 그 유사성을 판단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취한 일련의 행
위를 함께 고려하여 그 유사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정부는 신청인 표지 ‘google’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goople’이
유사하다는 판단과 함께, 신청인 표지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그의 웹사이트 ‘people54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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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워딩되도록 하여 수요자들이 여전히 신청인의 표지와 오인 혼동을 일으
제1부

키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신청인 표지의 자타영업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주장한

7. ‘marriott.co.kr, mariott.kr’ 사건49)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8일 분쟁인터넷주소 ‘marriott.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2007년 2월 28일 ‘marriott.kr’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이래 분쟁 신청이 있기 전까지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9년 12월 30일

호텔 그룹인 매리어트인터내셔날 인크(Marriot International, Inc.)의 계열사이고,

제3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여 이 사건 조정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신청인들은 세계 최대의
‘MARRIOTT’는 매리어트인터내셔날인크의 상호 표장으로서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들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들의 인터넷주소들의 등록

제4부

등록되어 있으며 호텔업에 관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제5부

면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은 신청인 2에게 이전하거나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제6부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8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 중 ‘marriott.co.kr’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하였고 2007년 2월 28일

‘marriott.kr’ 인터넷주소를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 인터넷주소와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답변하였다.
49) D2009-0025(201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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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상호권, 상표권 등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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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marriott’ 표지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
도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함을 인정한 뒤 이처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와
유사한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추인될 수
있다고 보고 피신청인의 분쟁 인터넷주소 등록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분쟁조정결정 예나 법원의 판결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신청인에게 판매･대여하
려는 시도도 한 적이 없고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 인터넷주소를 사용한
바도 없으며 단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결정은 판매･대여의 제안,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웹사이트에의 링크 등
적극적으로 인터넷주소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 인터넷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례 : 서울동부지법 2005. 9. 23. 선고 2005가합3012 판결
일명 dongbusteel.com 사건) 그 인정 근거는 분쟁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신청인의
표지의 주지성과 피신청인이 분쟁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후 3년 내지 5년의 장기간의
불사용이 주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피신청인이 3단계 도메인인 ‘.co.kr’ 인터넷주소 등록자

의 우선등록 기간 내에 2단계 ‘marriott.kr’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이
그 인터넷주소 등록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다. 피신청인은
선등록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 중 ‘marriott.co.kr’을 등록하였고

‘.co.kr’ 인터넷주소 등록자의 우선등록 기간 내에 ‘marriott.kr’ 등록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에 관하여 아무도
정당한 권리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한 것이므로 피신청
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정당하게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결정은 2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 우선권 신청 기간 동안의 신청자 자격은 2006
년 3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자로 한정되었고, 그러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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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에서 동일한 인터넷주소에 대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상표 또는 상호권자에
우선권이

주어졌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3단계

영문

인터넷주소인

‘marriott.co.kr’을 선점한 상태에서 신청인은 ‘marriott.kr’ 인터넷주소를 등록할

제1부

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를 등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표권자나 상호권자로서 신청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3단계 도메인 등록자에게 2단계 도메인 우선 등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2단계 도메인 우선 등록
기간 내의 우선 등록인에게 당연히 정당한 이익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제 방법에 있어서 이 결정은 분쟁 인터넷주소 등록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서
제3부

‘이전’을 구제의 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세계적인 케이블 뉴스 전문회사인데, ‘CNN’은 신청인의 상호의 약자이

제4부

8. ‘cnnews.co.kr’ 사건50)
고, 세계 212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방대한 방송망을 통하여 ‘CNN’
‘CNN’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 이처럼 ‘CNN’은 뉴스채널 명칭으로 전 세계뿐만 아니

제5부

뉴스 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라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이다. 또한, 신청인은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

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각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고,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제6부

터 2006년 사이에 ‘CNN’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형화된 표장들에 관하여 텔레비전방송
CNN을 중요 부분으로 하는 표장들에 관하여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
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다.
소로 ‘충남영상뉴스’라는 명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충남지역의 뉴스, 특정주제에
50) D2010-0029(201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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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다음 2006. 7.경 이 사건 인터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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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1
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등록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가.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상표적 또는 서비스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
해 인터넷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인터넷주소로 개설된 웹사이트
구성 전체에서 인터넷주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인터넷주소의 웹사이트상에 상품･서비스가 존
재하여야 하고, 인터넷주소가 그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기능하
여야 할 것이다.(서비스는 그 무형적인 속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특정하기 위한 표지가 인터넷주소 이외에는 달리 없을 가능성이
상표의 경우에 비하여 더 크다는 면에서 서비스표의 경우는 상표의 경우에
비하여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 인터넷주소가 상품･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내에 인터넷주소 외에 달리 상품･서비
스를 식별하는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해 인터넷주소가 실제의 거래에서
활용, 인식되는 상황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로 개설된 웹사이트의 제일 위쪽에

‘충남영상뉴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위 ‘충남영상뉴스’는 충남지역에서 발
생한 뉴스를 보도하거나 충남지역에 관한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
를 가질 뿐이어서 별도의 영업표지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인터넷
을 통하여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주소가 그 뉴스제공서비스
의 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앞부분

‘cnn’은 뉴스를 제공하는 채널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CNN’을 소문자로
표시한 것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의 주소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위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 등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관련된 타인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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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터넷
제1부

주소는 피신청인에 의하여 서비스표로 사용(상표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광
고, 간판,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인터넷주소로 개설된 웹사이트에 그 인터넷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는 사안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조정결정은 웹사이
트 내에는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표로서의 사용을 인정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인터넷주소가 상표･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판결들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볼 때 먼저 앞의 ‘cnn’ 부분이 구분되어

제3부

나. 이 사건 조정결정은, CNN이 뉴스를 제공하는 채널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눈에 띄게 되는 점, 그리고 cnn과 news의 결합이라면 ‘n’이 3개 반복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n’이 2개만 반복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n’의
제4부

개수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cnn과 news의
결합으로 착각을 할 여지도 많은 점, news가 보통명사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인
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다.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의 의미는 영업이나 서비스의 출처

제5부

,

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제6부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자신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국을 만들고 지역별로 지부를 만들 여지 또는 각 지역별 인터넷뉴스 제공업
체를 후원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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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기업의 혼동 내지 후원관계
의 오인, 혼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결국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9. ‘airmacau.kr, airmacau.co.kr’ 사건51)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2004년 7월경부터 한국과 마카오 사이에 중요한 항공운송

을 담당하여 왔는바, ‘airmacau’를 포함한 표장들에 대해 우리나라에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후 ‘airmacau’라는 서비스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
저명한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각 등록한
이래 신청인과의 한국 총판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2009년 2월 경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인주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첫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들을 각 등록한 후 ‘airmacau.co.kr’은 현재 피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고, ‘airmacau.kr’은 위 피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포워딩되도록 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미 에어마카오 주식회사의 도안과 이 사건 표장인

‘airmacau’가 포함된 서비스표 3종류를 등록함으로써 ‘airmacau’라는 상표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사용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신청인들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인주법 제18
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등록한 서비스표는 도안과 한자

어 부분에 식별력이 있는 것인데 영문표기인 ‘airmacau’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이는 ‘마카오’라는 유명한 지명과 ‘air’라는 일반 명칭의 단순한 결합에 불과하기 때문
에 특정인에 의해 독점하기 어려운 표장이므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에 동일한 영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

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신청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한 이래 ‘airmacau’
51) D2011-0035(201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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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및 광고를 하여 온 사실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및
제1부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항공운항 수요자들로부터 신청인의 표장인 ‘airmacau’는 이미

주지 저명하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에 이끌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를 방문한 수요자들로서는 동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신청인들의 등록

회사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셋째,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현재 신청인들과는 아무런 영업상 관련이 없어진 피신청인이

‘airmacau’ 표장과 유사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사용자들이 입력하게 되면 피신청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서비스표 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로 인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표장에 대한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동법 동조 제1항 제3호)
제3부

한편,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와 한국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신청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이전을 요청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영업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airmacau’ 표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제4부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비스표 상의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항공운송업의

있는 신청인들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인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제5부

하였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신청인
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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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씨아이.한국’ 사건52)
이 사건 신청인은 오씨아이 주식회사로, 구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가 2009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또한 ‘오씨아이 주식회사’와 ‘OCI’라는 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이고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비료, 미가공 천연수지 등이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1년 9월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해당 사이트에 ‘This

domain is for sale’이라는 공고만 올려놓고 있다가 이후 해당 공고도 삭제하였고,
실제 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해당 도메인이름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도메인이름에 대한 사건으로, 향후 그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메인이름은 2011년 8월 22일부터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영문도메인이름의
경우, 특히 유명한 도메인이름은 그동안 등록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이루어진 반면, 한국도메인이름은 최근에서야 등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미
영문도메인이름을 확보한 권리자들도 다시 한국도메인이름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이른바 스쿼터(squatter)에 의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은 ‘oci.co.kr’이라는 영문도메인이름은 확보하고 있었으나, 한국도메
인이름 등록이 가능해진 직후 피신청인이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경우 ‘판단’에 있어서는 큰 쟁점이나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해당 도메인주소로 들어가면 ‘This domain is for sale’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사용하여 도메인이름 판매의사를 타진하였기 때문에,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서 이 사건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판매 목적으로 등록한 것임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이 될 텐데, 피신청인이 분쟁대상도메인이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피신
청인의 상품(서비스업)을 특정하는데 장애로 등장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52) D2011-0036(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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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oh.co.kr’ 사건53)
제1부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의 계열사로서 ‘POOH’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것을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사용
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소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은 ‘POOH’와 그 외관 및 호칭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

인터넷주소는 상표나 그에 준하는 영업표지도 아니고 다만 독자적인 전자표지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그 체계도 달리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상표권의 부수적인 권리 또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3부

종속된 권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 사건에서 (ⅰ)신청인은 ‘POOH’표장이 신청인의 대표적인 영업표지로서 전 세계

호증 1 내지 17의 기사를 제출하였으나, 상기 기사를 살펴보면, 아기곰 혹은 곰돌이

제4부

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표장의 주지 저명성을 주장하기 위해 갑제18
캐릭터에 관한 기사이고, 본 건 표장 ‘POOH’가 저명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한, 신청인은 본건 표장 ‘POOH’의 저명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수의 특허심판원

아도 분쟁상표가 거의 대부분 ‘곰돌이’, ‘푸’ 또는 ‘Pooh’, ‘Bear’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

제5부

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3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살펴보

서, 신청인의 대표적인 영업표지로서 이 사건 표장 ‘POOH’가 주지 저명하다는 것을

제6부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갑 제26호증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인
용상표가 주지 저명하다 할 수 없다는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으로 미루어 이 사건
표장의 주지 저명성을 이유로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

53) D2011-0044(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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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의 말소요청을 기각하였다.

12. ‘samsungssd.co.kr’ 사건54)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2007. 8. 9. 등록한 이후 자신이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섹시 속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서 저명한 신청인의 표지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터
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일반적인 속옷이 아닌
선정적인 섹시 속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사용함으로써 주지･저명한
신청인의 표지가 가지고 있는 식별력이나 명성에 상당한 손상을 준다고 판단하였는
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인터넷 주소를 섹시 속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
회사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이 이제 섹시 속옷판매까지도 한다는 비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할 의사 없이 이를 등록,
보유함으로써 정당한 근원을 가진 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에
게 대가를 받고 이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이후
자신이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포워딩되도록
형식적인 사용을 한 사실, 신청인이 차세대 기억장치인 SSD(Solid State Disk)를
개발하여 제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홍보기사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54) D2012-0029(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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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몇 개월 후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1부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을 모방하여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종합하여 정당한 근원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내심의 의사인 부정한 목적

일치하는 것이다.

13. ‘iswatch.co.kr’ 사건55)
이 사건 신청인은 스워치 악티엔게젤샤프트 1983년 설립된 시계 제조 및 판매회사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을 추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특허법원의 상표법 관련 판례의 경향과도

로서, 현재 ‘스와치(SWATCH)’ 브랜드를 비롯한 17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및‘

’ 등의 상표를 국내외 다수 등록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2. 7. 20. ‘iswatch.co.kr’를 등록하였으며, 이를 ‘iswatch.co.kr’이

제3부

있고, ‘

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링크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시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로 이루어진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등록
제4부

되어 있지 않음을 악용하여, 저명 상표와 혼동하기 쉬운 인터넷주소를 선등록함으로
써 부당한 상업적 이득,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등록 인터넷주소가 마치 저명한 상표의
공식사이트로 오인하게 만들어 인터넷사이트로 유인하게 한 다음, 유사품을 판매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신청인이 ‘iswatch.co.kr’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해당 인터

제5부

는 전형적인 예이다.

넷사이트에서 국문 사이트 명칭을 ‘이즈와치’라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제6부

인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중 국가명 및 기관의 성격을 표시하는 도메인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미 신청인이 다수의

‘iswatch’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서 ‘아이스와치’로 자연스럽게 지칭되

55) D2012-0048(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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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신청인이 ‘iswatch.co.kr’를 등록한 시점이 2012. 7. 20.이어서 피신청인의
의도도 충분히 추정된다. 결국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신청인의 저명한 상표의
영문 철자 ‘swatch‘와 유사하고,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에 링크를 설정한

iswatch.co.kr 역시 시계 판매에 관한 웹사이트이며, 피신청인은 이미 2012. 8. 28.
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주소의 등록 말소 또는 이전 및 사용 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안임은 비교적 명백하다 할 것이다.

14. ‘harvadis.kr’ 사건56)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미국 소재 하바드대학교의 학교법인으로 국내에서 주지 저명

한 표장인 ‘HARVARD’에 대하여 서비스표를 등록한 자로 피신청인은 개인으로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의 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어학원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은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조정인은 신청인에 대해 ‘하버드와 HARVARD’에 대하여 국내외 서비

스표로 등록하고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
인을 상대로 인주법 제18조의 제1항 각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1항 제1호만을 판단하
여 말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청인이 여러 근거조항을 주장하더라도 이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는 조정위원회의 경향을 보여준다.

도메인이름 사용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 상표(서비스표)일 것, ② 도메인이름의 상표적 사용행위가 있을 것, ③ 도메인이

름과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④도메인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취급
하는 상품･서비스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조정인은 먼저 신청인의 ‘하버드와 HARVARD’ 표장은

국내에 등록된 서비스표임을 인정하였으며, 조정인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이용

56) D2013-0011(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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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사용’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식별력 있는 요부인

중 앞부분 7자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점과 발음상 ‘하바디스’라는 신청인의 등록

제1부

‘HARVARDIS’와 등록서비스표 ‘HARVARD’는 외면상에서 ‘HARVARDIS’의 총 9자

상표 ‘하버드’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영어
또는 유사한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은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5. ‘coachfactory.co.kr’ 사건57)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어학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점도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코우치 인크로 1941년 설립된 의류, 구두, 가방 등 패션

하는 표장들에 관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한 자이며,

제3부

관련 명품을 제조하는 저명한 미국회사로서 ‘COACH’ 표장 및 이 사건 표장을 요부로
피신청인은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으로 ‘coachfactory.com’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구매대행
이 사건의 조정인은 권리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coachfactory.co.kr’

제4부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 ‘factory’ 부분은 ‘coach’ 부분과 분리 가능하며 이는 ‘공장’이라는 뜻으로 별다른 식별력
제5부

이 없어 이 사건 표장과 도메인이름 간의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신청인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신청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조정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혼동 여부에

제6부

고 판단하였다.

대해 이 사건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인의 도메인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신청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7) D2013-0033(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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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례나 과거 조정결정문을 살펴볼 때 초기에
는 국내 주지성은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나 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정도만
가지고도 국내 주지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16. ‘b2balibaba.co.kr’ 사건58)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b2balibaba.co.kr, b2balibaba.kr)의 요부인

‘alibaba’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고 ‘alibaba’ 및 이를 요부로 하는 표장들을 국내외에
서 상표, 서비스표 등록하여 국내외에서 신청인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을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영업에 사용한 시점보다 훨씬
뒤의 시점인 2010년에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요건으로 하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구성하는 ‘b2b’는 ‘business to business’의 영문 약어로서 식별력
이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의 등록, 보유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4가지를 모두 주장하는데,
사실상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근거는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
인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및 무단점유 3가지를 주장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주소가 사용되지 않고 등록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단점유는

58) D2014-0020(2014. 11. 14.).

140

분쟁조정결정사례
사례
제5장제5장
주요주요
분쟁조정결정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은 부인되었으나 무단점유
제1부

는 인정된 것이다.

17. ‘yanolza.kr’ 사건59)
하였고, 2007년 ‘yanolja.com’을 오픈한 이래 숙박 분야에서 알려지게 되었고, 2009
년 상호를 ‘주식회사 야놀자’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

를 2014년 등록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업적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다.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은 2007년 및 2010년에 각각 ‘YANOLZA’ 및 ‘YANOLJA’를 서비스표 등록

첫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인 ‘yanolza.kr’을 사용하고 있고,

표장과 피신청인이 등록한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한글 음역이 동일, 유사한 ‘j’를

제3부

이 사건 표장인 ‘YANOLZA’ 및 ‘야놀자’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이러한
‘z’로 변경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이용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서비스의 목적 및 내용이

제4부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피신청인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둘째, 조정부는 신청인이 ‘yaholja.com’을 등록하여 사이트를 오픈하여 서비스를

대표이사가 ‘yanolza’ 및 ‘yanolja’를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5부

제공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야놀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신청인 및 신청인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고, ‘yanolza’ 및 ‘yanolja’가 발음상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이

제6부

신청인의 표장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날보다 훨씬 전에 등록･사용되어 왔

사건 인터넷주소에 연결된 홈페이지의 구성이 ‘yanolja.com’을 이용한 신청인 홈페
이지의 구성과 유사하다는 것 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59) D2014-0024(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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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인터넷주소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자신의 표지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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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자신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은 “야간에
놀 수 있는 자유공간”의 약자인 ‘야놀자’를 영문화한 ‘yanolza.kr’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정부는 이러한 표현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야놀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합한 것처럼 보이고, 포털사
이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
였다.

18. ‘iboss.co.kr’ 사건60)
신청인은 2003년 네이버에 ‘아이보스’란 명칭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창업 무렵 제3자가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선점하고

있어서 2004년 ‘i-boss’이란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
청인이 2008년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것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표의
희석,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인터넷주소의 이전이나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주
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각 근거를 법원에 등록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인 제12조의 기준, 곧 정당한 권원 유무 및 부정한 목적의 측면
에서 판단하고 있다. 곧 iboss는 인터넷세계를 뜻하는 ‘i’와 특정 영역의 지배자를
뜻하는 ‘boss’를 결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식별력이 높지 않다는 것, 피신청인도

인터넷을 무대로 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궁리하여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당한 권원 및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제18조의2를 위반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 부수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권 출원시점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주
소 등록시점 이후이고 신청인의 표지가 당시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표의 희석을 부인하였다.

60) D2015-0001(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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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nmobi.co.kr’ 사건61)
제1부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요부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한 ‘INMOBI’ 표장을

2007년부터 인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 ‘광고업’에 관한 서비스표로
이 2011년 모바일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할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등록하였으나 웹사이트

가 개설되지 않았고, 2015년 1월 내지 2월 경부터 모바일 광고 대행업무를 하는 웹사이트

인 ‘adlibr.com/kr’로 포워딩되고 있었고, 2015년 3.18 경부터 분쟁조정 신청일 현재
칫솔 등을 판매 광고하는 웹사이트인 ‘toothbrushsanitizer.com’로 링크되어 있다.

제2부 우리나라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등록받았으며, 미국 등에서 서비스표로 등록한 자이다. 이 사건 인터넷주소는 피신청인

이 사건에서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포워딩시키면서 다른 웹사이트로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도 상표적 사용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칫솔 등의 판매광고는 인용상표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이 사건 표장이 국내에 등록된 것은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제3부

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서 출처나 서비스업의 내용에 대한 오인

등록된 후 2년이 지난 후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부정되었다.

모회사의 본국인 인도에서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지 않았고 미국 등 4개국에

제4부

조정부는 부정경쟁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 표장이 신청인의

등록된 것도 이 사건 인터넷주소의 등록일 이후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표장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주지성보다 높은
제5부

수준인 저명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표의 희석(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인터넷주소를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

제6부

로 등록･보유하면서 현재와 같이 광고대행업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를 인터넷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인터넷주소를 양도하여 금전적 대가를 얻거나 그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

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표의 희석, 무단점유가 모두

61) D2015-0033(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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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함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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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되었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주된 근거는 신청인 표장이 사용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라는 것과 신청인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것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이후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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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분쟁조정절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분쟁 해결에 소요되
는 비용, 시간, 절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주법)은 2009년 6월 9일,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최상위도메인뿐만 아니라 위 요건
을 충족하는 일반최상위도메인까지로 확대하였다.(제4조 개정) 또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느냐에 개정 전 인주법 규정의 해석과
판례상 이견이 노정된 결과, 조정절차에서 패소하고도 법원에 이전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법상 말소는 가능하지만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재판부에
의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2009년 6월 9일자 인주법 개정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
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뿐만 아니라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제12조 제2항)
UDRP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다루지 않고 누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가의 쟁점만을 신속하
게 해결하고자 절차를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자격, 증거의 범위나
심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서는 제5부에서 설명하듯이 통일긴급정지제도(URS)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아직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ADNDRC 서울사무소)에서는 이 절차를 이용한 적
이 없으므로 이하 UDRP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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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쟁조정의 신청
제1부

1. 분쟁조정기관의 선택 및 분쟁조정의 신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gTLD 도메인이름의 등록인(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분쟁

제2부

UDRP 절차는 상표권자 등 이해관계인(신청인)이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신청서를 수령한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지급한 날 이후 3일 이내에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

표시된 대로 프락시서비스를 제공한 등록기관을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등록기관이 제공한 실제 등록인으로 피신청인을 대체하거
나 실제 등록인을 공동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다. 등록인이 프락시서비스1)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후이즈 정보에

2. 신청인의 증명 사항
제4부

신청인은 UDRP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UDRP 제4조 (a)항) :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제5부

(ⅰ)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ⅱ)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
지 않는다는 것
제6부

(ⅲ)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역시 부정한 목적에 의하
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

부록

1) 프락시서비스(Proxy Service) : 도메인이름 자체를 등록하고 고객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의
대리인 서비스, 도메인이름 등록정보(후이즈정보) 조회 시 프락시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정보가 고객의 연락정보
대신에 표시됨.
2) WIPO Overview 2.0,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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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절차에 따른 위의 요건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중첩적인 것이므로, 신청인
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요건을 증명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
었다는 것과 (ⅱ)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위의 요소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부정할 수 있으면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등록취소 등 UDRP 절차에서의 패배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의 증명사항에서 보다시피 UDRP는 gTLD에서 타인의 표지에 대응하는 도메
인이름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UDRP 절차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데에 기한의 제한은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도메인이름 등록 이후 장기간이 흐른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다는 것과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이라
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 증거
UDRP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부(panel)가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UDRP 제4조
(b)항) 예시이므로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도 부정한 목적 등록 및 사용을 증명할
수 있다.
(ⅰ) 등록인이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인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경쟁업자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 임대 기타 이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획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황. 물론 판매 등을 위한
호가가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ⅱ) 상표 또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
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것.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ⅲ) 경쟁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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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혼동가능성을 야기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
제1부

을 등록인의 웹사이트로 의도적으로 끌어오는 행위, 혼동가능성은 등록인의
웹사이트나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
계, 연관관계 등에 있어서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등

제2부

록인의 웹사이트나 상품 등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제2절 피신청인의 방어

gTLD의 피신청인은 UDRP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
를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인의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1. 답변서의 제출

입증책임이 공식적으로 감경되지는 않으나 입증의 기준이 높지 않으므로3) 미답변
피신청인은 사실인정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제4부

2.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방어수단
UDRP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유 및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제5부

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세 가지의 정황을 예시하고 있다.(UDRP 제4조 ⒞항)

(ⅰ) 분쟁을 통지받기 이전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메인이름이나 도메인이름에 상응하는 명칭을 사
제6부

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한 경우
(ⅱ)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을지라도 등록인이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경우

표나 서비스표를 손상(tarnish)하려는 의도 없이, 도메인이름을 적법하게
비상업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3) ‘개연성의 형량’(balance of probabilities) 또는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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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정부의 구성･심리
UDRP에 의한 분쟁조정은 1인(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3인의 조정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3인의 조정인(panelist)으로 구성된 조정부(panel)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데, 각 분쟁조정기관은 조정인 목록과 이들의 자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나 피신청인 모두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답변서를 수령한 이후 5일 이내에 1인의 조정인을 선임하여야 하며(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 어느 한 당사자가 3인에 의한 조정부를 선택하였다면 분쟁조정기관은
양 당사자가 제공한 후보자들 중에서 조정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1인의
조정인은 분쟁조정기관 자체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 신청인이 1인의 조정부를 선택하였는데 피신청인이 3인의 조정부를 선택
한 경우 조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조정부는 UDRP 및 UDRP 절차규칙(RUDRP : Rules of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자
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분쟁 도메인이름과 연결된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사
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에게 검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조
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등록계약에서 사용된 언어에 의하며, 다만 패널이 분쟁조
정절차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달리 결정할 권한이 있다. 공식 절차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패널은 번역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4).

4) UDRP Rules, par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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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정 및 집행
제1부

UDRP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는 조정부의 결정, 당사자의 합의, 이러한 절차를 계속
할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종료된다. 조정부는 당사자의 주장사항이나
제2부

제출된 서류와 UDRP, RUDRP 및 기타 스스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 규칙이
나 원리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정부는 선임된 후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분쟁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은 분쟁조정기관의 웹사이트에 즉시 공표된다.
분쟁조정기관의 조정부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는 구제수단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청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에 한정된다. 조정부는 신청인의 분쟁
신청이 전혀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며 피신청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분쟁조정기관은 이 결정을 3일 이내에 당사자, 등록기관 및 ICANN에 송부하며, 결정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청을 기각할 뿐만 아니라 결정문에
당해 신청이 부정한 목적과 권리남용에 의하여 제기된 역무단점유(reverse domain
제4부

name hijacking)에 해당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5).
조정부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시키라고 결정한 경우, 이를 통지
받은 등록대행자는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간에 걸친 영업일을 기다리

다는 공식서류를 등록대행자가 수령한 경우 조정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또한

제5부

게 된다. 이 같은 10일 간의 기간 이내에 등록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

등록대행자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증거, 등록인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할 권리가 없다고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6부

철회되었다는 증거, 등록인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

부록

5) UPRP Rules, para. 1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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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UDRP에 의한 강제적인 분쟁조정절차는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곧 도메인이름 등록인이나 신청인은 UDRP에 의한 분쟁조
정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독립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UDRP 절차에 따른 결정에 구속되
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당사자는 10일 간의 영업일 이내에 관할
권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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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절 서론
UDRP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가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 내지 말소

UDRP 제4조 (a)항 이하에서 열거하는 다음 3가지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your domain name is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즉, 분쟁조정 신청인은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a trademark or service mark in
which the complainant has rights ; and)

지 아니하다는 것(you have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respect

제4부

(ⅱ)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

of the domain name ; an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제5부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your

초기에는 패널의 가치관 및 사건의 법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만큼 UDRP의 적용
입장이 형성되었다. 이하에서는 WIPO 중재조정센터의 작업 결과6)를 토대로 UDRP

제6부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결정 사례가 축적되면서 일정한 다수
의 실체적 요건들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부록

6)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http://www.wipo.int/amc/en/domains/
search/overview/index.html. 기타 참고 자료로는 정찬모,김원오,손승우,최은창,고영국,양인애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2003.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3~05.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Second Edition(“WIPO Overview 2.0”).
http://www.wipo.int/amc/en/domains/search/overview2.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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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1. 도메인이름이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등록상표를 소유한 경우
다수설은 만일 신청인이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표권 소유라는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며, 상표의 등록지 및 지정 상품･서비스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에 대한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7).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패널은 상표를 등록한 정황을 조사하여 상표 등록이 UDRP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심사 상표등록은 심사 상표등록
만큼 중시되지는 않을 수 있다8).

2. 혼동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콘텐츠의 내용, 접두어, 접미어
다수설은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상표 소유자의 사업과 유사하든 상이하든 무관하게

혼동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상표 소유자가 종종 ‘최초

관심 혼동’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인데, 이는 잠재적 방문자가 혼동될 정도로 유사

한 도메인이름을 입력한 후 의도한 사이트에 즉각 도달하지 못하고 음란하거나 상업
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표와 도메인이름 자체를 비교하여 혼동가
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타인의 상표에 일반적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는 혼동가능성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한다9). ‘anti-’, ‘-sucks’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붙이는 것도
나중의 단계에서 정당화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UDRP의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제소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동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10).
또한 최상위도메인을 나타내는 .com, .net, .org 등이 혼동가능성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7) 그러나 이들 요소가 UDRP 세 번째 요건인 부당한 목적을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Consorzio del
Formaggio Parmigiano Reggiano v. La casa del Latte di Bibulic Adriano, D2003-0661, ‘parmigiano.org’,
이전.
8) Lion Country Supply, Inc. v. J. Katz D2003-0106 ‘lioncountrysupply.com’, 이전.

9) AT&T Corp. v. Amjad Kausar D2003-0327 ‘attinternet.com’, ‘attuniversal.com’, 이전.
10) Wal-Mart v. Richard MacLeod, D2000-0662 ‘wal-martsucks.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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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이름 등록 후 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권의 취득
제1부

다수설은 신청인이 어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 또는 혼동될 정도의 유사성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 UDRP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 언급

제2부

이 없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상표권 등록을 염두에 두고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만큼,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는지를 증명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11).

다수설은 제2차 WIPO 인터넷 도메인이름 프로세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UDRP의
보호 범위는 지리적 명칭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신청인이 지리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4. 지리적 명칭에 대한 권리

적 명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그 명칭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 일부 지리적 명칭은 UDRP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이와
제4부

같이 보호를 받으려면 보통 그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등록해야 한다. 이차적 의미를
근거로 그 지리적 명칭에 대한 미등록 상표권을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12).

제5부

5. 개인의 이름에 대한 권리
다수설은 UDRP가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이름이 상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은 그 이름에 대한 보통법

등과 같이 단지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등록 상표권의 입증에

제6부

(common law) 상의 상표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가 또는 종교 지도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법상 사칭통용(passing off)의 요건이 참
조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권 등록된 개인의 이름은 UDRP에 의해 보호된다13).

12) Kur-und Verkehrsverein St. Moritz v. StMoritz.com D2000-0617 ‘stmoritz.com’, 기각: Skipton Building
Society v. Peter Colman D2000-1217 ‘skipton.com’, 이전: Land Sachsen-Anhalt v. Skander Bouhaouala
D2002-0273 ‘sachsen-anhalt.com’,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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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 Svenska Spel v. Andrey Zacharov D2003-0527 ‘svenskaspel.com’, 이전: Iogen Corporation v. Iogen
D2003-0544 ‘iogen.com’,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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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통법 또는 미등록 상표권의 주장을 위한 증명사항
다수설은 신청인이 그 이름에 대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재화 및 용역을 나타내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이차적 의미’에 대한
적절한 증거로는 그 상표를 이용하여 판매해 온 기간 및 물량, 광고의 성격 및 범위,
소비자 설문 및 미디어의 인지 등이 있다. 이차적 의미가 단지 일부 지역 내에 국한된
다는 사실이 보통법상 신청인이 상표에 대해 갖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대륙법 지역에 거소(居所)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미등록 권리가 성립될 수 있다14).

7. 상표사용권자 또는 자회사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 여부
다수설은 긍정하나15)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사용권자는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소수설이 있다16). 상표권자의 위임장이 신청서에 첨부되거나 공동신청인
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오탈자와 혼동가능성
타인 상표의 흔한 오탈자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경우는 혼동가능성이 긍정된

다. 예컨대, ‘wachovia, fuji’ 상표와 ‘wochovia, fuiji’를 포함한 도메인이름 간에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었다.

13) Julia Fiona Roberts v. Russell Boyd D2000-0210 ‘juliaroberts.com’, 이전: Israel Harold Asper v.
Communication X Inc. D2001-0540 ‘izzyasper.com’, 기각.

14) Amsec Enterprises, L.C. v. SharonMcCall D2001-0083 ‘backgroundfacts.com’, 기각: Australian Trade
Commission v. Matthew Reader D2002-0786 ‘austrade.com’ 이전.

15) Telcel, C.A. v. jerm and Jhonattan Ramirez D2002-0309 ‘telcelbellsouth.com’ 이전: Toyota Motor
Sales U.S.A. Inc. v. J. Alexis Productions D2003-0624 ‘lexusmichaels.com’ 기각.
16) NBA Properties, Inc. v. Adirondack Software Corporation D2000-1211 ‘knicks.com’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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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제1부

1. 피신청인이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제2부

다수설은 문언상 입증의 전반적인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대부분
의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어떤 일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한
과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패널에 피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의무가 있으나 일단 그러한 일응의 추정이 인정되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부담은 피신청인의 몫이 된다고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UDRP 제4조 (a)항 (ⅱ)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17). 피신청인의 추정에 대한 반박과 관련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최초의 일응의 추정(prima facie case)을 가능케 하는

패널은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다시 신청인에게 넘어온다.
제4부

2. 보통명사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 유무
다수설은 만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일응의
추정을 제시하고 피신청인이 UDRP 제4조 (c)항에 예시된 바와 같은 정당한 이익을

제5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이 보통명사(generic word)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도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패널이 살펴야 할 요인으로는 상표의 상태
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만일 피신청인이 사과와 관련된 사이트에 ‘apple.com’을 사용

제6부

및 인지도, 피신청인이 다른 보통명칭을 등록했는지 여부, 그리고 도메인이름이 어떠

한다면 피신청인의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 사이트가 컴퓨터 또는 포르노
를 판매할 목적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함) 등이 있다18).

18) Emmanuel Vincent Seal trading as Complete Sports Betting v. Ron Basset D2002-1058 ‘completesportsbetting.com’
이전; Owens Corning Fiberglas Technology, Inc v. Hammerstone D2003-0903 ‘cultured-stone.com’ 이전;
Allocation Network GmbH v. Steve Gregory D2000-0016 ‘allocation.com’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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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roatia Airlines d.d. v. Modern Empire Internet Ltd. D2003-0455 ‘croatiaairlines.com’ 이전: Belupo
d.d. v. WACHEM d.o.o. D2004-0110 ‘belupo.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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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사에 상응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용도의 사용이 의도되었다는 입증
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것이다.

3. 재판매상
다수설은 재판매상은 선의에 의한 재화 및 용역 제공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만일 그 사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요건으로는 문제의 재화 및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을 것,
상표의 대상 재화만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동 사이트에 등록자와 상표권 소유자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공지되어 있을
것 등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그 상표를 반영하는 도메인이름들을 모두 독점하려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19). 재판매상이 상표권자로부터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결정이 다수이다.
그러나 소수설은 상표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을 경우, 상표 소유자의 제품을
재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메인이름 내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0).

4. 비평 사이트 또는 팬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의 도메인이름 사용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진정한 비영리적 자유 언론 웹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주류 의견은 둘로 갈라져 있다. 또한 미국계 당사자들이
관계된 분쟁해결 절차 및 비미국계 당사자들이 관계된 분쟁해결 절차 사이에서도
일부 의견 차이가 발견되는데, 비미국계 패널리스트 중 견해 2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견해 1 : 비평자 혹은 팬으로서 표현의 권리는 소유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상표와의 연관성을 불러일
으키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21).
19) Oki Data Americas, Inc. v. ASD, Inc. D2001-0903 ‘okidataparts.com’기각; Experian Information Solutions,
Inc. v. Credit Research, Inc. D2002-0095 ‘experiancredit.com’ 이전.
20) Motorola, Inc. v. NewGate Internet, Inc. D2000-0079 ‘talkabout.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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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2 :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공정하고 비영리적이며, 공식 사이트와 명백히 구별
제1부

된다면 도메인이름 자체가 비평 혹은 팬을 함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신청인은 그 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내에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22). 일부 패널은 비영리성을 엄격하게 고집하지는 않아서

제2부

제한적이며, 부수적인 영리성은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 파킹 페이지

선의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부여되는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그 도메인이름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는지 보통명사나 기술적
표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25).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파킹 서비스23)나 페이퍼 클릭24) 페이지에 이용되는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는

6.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상응하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

으나, 상표등록의 목적이 단순히 UDRP를 벗어나기 위한 것임이 여러 정황상 인정되

제4부

일반적으로는 피신청인의 그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겠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6).
제5부

23) “parking service”는 “공사중”, “준비중”과 같은 페이지를 말한다.

24) “pay per click”은 클릭을 유도하여 그 회수에 비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5) Gold Medal Travel v. Damir Kruzicevic, D2007-1902 ‘goldmedal.com’ 기각; Legacy Health System v.
Nijat Hassanov D2008-1708 ‘legacyhealthsystem.com’ 이전.
26) Madonna v. Dan Parisi, D2000-0847 ‘madonna.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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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MP Worldwide Inc. v. Jennifer L. Potter D2000-0536 ‘tmpworldwide.net’ 기각: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v. Paul McCauley D2004-0014 ‘hjta.com’ 기각: 2001 White Castle Way, Inc. v. Glyn O.
Jacobs D2004-0001 ‘patbenatar.com’ 기각.

제6부

21) Myer Stores Limited v. Mr. David John Singh D2001-0763 ‘myeronline.com’ 이전: Triodos Bank NV
v. Ashley Dobbs D2002-0776 ‘triodos-bank.com’ 이전: Galatasaray Spor Kulubu Dernegi, Galatasaray
Pazarlama A.S. and Galatasaray Sportif Sinai Ve Ticari Yatirimlar A.S. v. Maksimum Iletisim A.S.
D2002-0726 ‘galatasaray.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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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정한 목적
1.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27)
UDRP 제4조 (a)항 (ⅲ)호에서 UDRP를 적용하기 위해 신청자는 도메인이름 등록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동 조항의 문구

를 분석해 보면 ‘또는(or)’이 아닌 ‘그리고(and)’ 접속사를 쓰고 있으며, 과거 시제

(‘has been registered’)와 현재 시제(‘is being used’)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UDRP의 적용 범위를 도메인이름 점유자가 과거 부정한 목적에 의해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DRP를 적용한 첫 케이스인 worldwrestlingfederation.com v. Michael
Bosman28)의 결정에서 패널은 부정한 목적의 병합적 입증 요건에 대해 역사적 관점
에서 설명하였다. 1999년 10월 24일 ICANN 이사회에 제출된 UDRP 이행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Second Report)29)에는 많은 상표권자들이 남용적 등록(abusive
registration of a domain name)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30). 이와 같은 남용적 등록의 정의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과 사용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무단 점유자들이 대량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는 행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신속하고 간결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31).
이러한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으나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27) ‘부정한 목적’의 원문은 ‘bad faith(惡意)’이다. ‘부정한 목적’는 통상의 ‘선의’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어떤 사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지만, UDRP 등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들에서 ‘부정한
목적’는 UDRP 제4조 b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히 ‘인지하고 있는 것’ 이상의 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 제7조에서 열거되고 있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경우에서 12호의 ‘부정한 목적’과 유사한
의미로 보인다.
28) worldwrestlingfederation.com 사건, Case No. D99-0001(WIPO, Jan. 14, 2000).
29) See id. at 6. Discussion and Findings.
30) ICANN Second Staff Report on Implementation Documents for the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Submitted for Board meeting of October 24, 1999) at 4.5.
3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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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보고서, DNSO 권고안, 등록기관그룹의 권고안은 강제적 행정절차의 신청요건
제1부

으로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과 사용 모두를 제시할 것을 담고 있다. ICANN은 이러
한 요건을 DNSO의 권고 또는 연구 없이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32). 따라서 UDRP
하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반드시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UDRP 제4조 (b)항 (ⅰ)호는 부정한 목적의 등록과 사용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제2부

등록･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 등록자가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 임대 기타
이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획득하였다는 것을

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등록자가 취득 시 지불한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worldwrestlingfederation.com’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뒤 3일 후에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접촉하고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나타내는 정황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판매 등이 상표의 소유자로 하여금 도메인이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을 도메인이름의 판매, 임대, 또는 이전에 두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직접 비용보다 높은 가치를 신청인으로부터 얻고자
제4부

하였다33). 따라서 비록 피신청인이 등록된 도메인이름과 관련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취득 시 지불한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를 신청인으로부터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에

UDRP 제4조 (b)항은 이것 이외에도 세 가지의 부정한 목적의 판단요건을 더 제시

제5부

해당된다고 보았다.

하고 있다. 즉 도메인등록자가 상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
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34), 등록자가 경쟁자의
제6부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35),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
32) Id
33) worldwrestlingfederation.com, Case No. D99-0001(WIPO, Jan. 14, 2000) at 4 Factual Background.

35) UDRP § 4 (b)(ⅲ) : Bragg v. Condon, Case No. FA0092528 (NAF March 2, 2000) (피신청인은 경쟁자의
기밀인 영업전략을 알고 난 후 경쟁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두 개의 도메인이름, plasticdocshop.com과
cosmeticdocshop.com을 등록하였다):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Mr. Jeon, Case No. D2001-1161(WIPO,
Nov. 28, 2001) : Easyjet Airline Company Ltd v. Steggles, Case No. D2000-0024(WIPO, March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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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UDRP § 4 (b)(ⅱ) : Venturum GmbH v. Coventry Investments Ltd. , DomainCollection Inc. , Case No.
D2003-0405(WIPO, July 30, 2003) : Reckitt Benckiser AG v. Nazim Oren, Case No. D2002-0286(WIPO,
Jun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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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록자가 등록자의 웹사이트나 온라인주소 또는 등록자의 웹사이트나 온라인주소
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후원, 제휴 또는 추천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함으로써 그 웹사이트나 제3의 웹사
이트로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경우36) 부정한 의도가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정황은 신청인에 의해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원용 된
다37). 그러나 위의 정황들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패널들은 위에 열거된 것 이외
의 기타 사정이나 증거들을 기초로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상표등록 및 보통법상 상표권 취득 이전에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권 성립 이전에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었다면 등록자로서는 존재하
지도 않는 신청인의 권리를 고려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부정
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38).
그러나 특정한 상황 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등록의 의도가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잠재적 권리 사이의 혼동으로부터 이득
을 얻으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새 상표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잠재적
권리를 알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의 기업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편취하
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39).

36) UDRP § 4 (b)(iv) : Sibyl Avery Jackson v. Jan Teluch, Case No. D2002-1180(WIPO, March 4, 2003)
: Twiflex Limited v. Industrial Clutch Parts Ltd, Case No. D2000-1006(WIPO, Oct. 26, 2000) : The
British Broadcasting Corp. v. Jaime Renteria, Case No. D2000-0050(WIPO, March 27, 2000).
37) Robert A. Badgley, Domain Name Disputes, ASPEN LAW & BUSINESS, New York, 2002의 Chapter
8 :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UDRP OPINION GUIDE’,
http://cyber.law.harvard.edu/udrp/opinion/ 참고.
38) PrintForBusiness B.V v. LBS Horticulture D2001-1182 ‘print4business.com’ 기각.

39) ExecuJet Holdings Ltd. v. Air Alpha America, Inc. D2002-0669 ‘execujet.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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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3. 도메인이름이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메인이름 등록자
가 도메인이름을 매각하거나 상표 소유자를 접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
치를 취하기 않았을 경우(소극적 보유)
다수설은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목적에 대한

제2부

결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패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안을 둘러싼 모든 정황을 조사해야 한다. 부정한
목적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정황의 예로는 신청인이 주지상표를 가진 경우, 답변서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패널은 등록을 둘러싼 상황을 토대로 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을 추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의 정황을 토대로 부정한 목적의
등록을 추론할 수도 있다40).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미제출, 신원의 은폐, 그리고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4.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동 표지를 관련 도메인이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상습 행위를 구성하는 요인
제4부

다수설은 상습 행위는 여러 UDRP 사건이 서로 비슷한 사실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단일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관련된

제5부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상습 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41).

5. 부정한 목적의 추정
제6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부정한 목적은 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상황, 저명도 등에서 추정되기도 한다42). 자동적으로 낙장을 등록하게 하는 기술
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의적 무지’(willful blindness)로 보고 부정한 목적이

40)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Nuclear Marshmallows D2000-0003 ‘telstra.org’ 이전: Jupiters Limited
v. Aaron Hall D2000-0574 ‘jupiterscasino.com’ 및 ‘jupiters-casino.com’ 이전.
41)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Ozurls D2001-0046 ‘i-telstra.com’ among others, 이전.

42) Research in Motion v. Privacy Locked D2009-0320 ‘backberry.com’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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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책임을 엄격
하게 부담 지운다43).

6. 분쟁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웹 페이지에 게시된 면책
다수설은 다른 요인에 의해 부정한 목적이 입증된 경우, 면책 조항의 존재가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면책 문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 이는 선의의 사용 또는
정당한 이익을 시사하는 다른 요인들을 보강하는 증거로 인정되기도 한다44).

7. 화해 합의 중 작성된 제출 서류
다수설은 화해 합의 중 도메인이름의 매각 제안이 있었다는 증거는 종종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단점유자들이 종종 상표권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화해 합의 과정이
타협을 도출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인지 아니면 이득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노력
인지 결정할 권한이 패널에게 있기 때문이다45).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
만, 신청인이 판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이에 응했다고 해서 원래부터 판매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 도메인이름 등록 갱신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
다수설은 제3자에 대한 도메인이름 이전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반면,
도메인이름의 단순한 등록 갱신은 부정한 목적 판별 시에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정한 목적의 등록은 현재의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46).
43) The Law Society v. Rarenames D2009-0720 ‘thelawsociety.com’ 이전.

44) Arthur Guinness Son & Co. (Dublin) Limited v. Dejan Macesic D2000-1698 ‘guiness.com’ 이전: Besiktas
Jimnastik Kulubu Dernegi v. Mehmet Tolga Avcioglu D2003-0035 ‘besiktas.com’ 기각.
45) CBS Broadcasting, Inc. v. Gaddoor Saidi D2000-0243 ‘cbs.org’ 이전.

46) PAA Laboratories GmbH v. Printing Arts America D2004-0338 ‘paa.com’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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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위 등록정보 제공
제1부

다수설은 등록인의 성명, 연락처 등과 관련하여 등록 시부터 거짓 정보를 사용하
였든지 등록 이후에 거짓 정보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부정
한 목적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47). 하지만 등록인이 이사를

제2부

한다든지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맞추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특히,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등 다른 일부 정보가 유효한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등록정보를 실수

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치 않은
것이다48).

10. 웹사이트상 제3자의 행위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로 일부 잘못 기재하거나 최신화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혹시 등록계약에 따른 불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제4부

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제3자의 행위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면서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9).

제5부

11. 등록자정보 비공개서비스의 이용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프라이버시 서비스, 프락시 서비스, 등록정보차단 서비스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정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정황과 결합하여

제6부

(Whois Identity Shield) 등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등록자정보 비공개서비스를 이용

부정한 목적을 추론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50). 이와 같은 추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인은 등록자정보 비공개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상표권자 등의
부록

47) eva-padberg.com 사건, D2007-1886.
48) avolution.com 사건, D2004-0139.

49) Rolex watch v. Vadim Krivitsky, ‘rolesdealer.com’ 이전.
50) ifranchise.com 사건, D2007-1438 : ustream.com 사건, D2008-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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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신청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비판 사이트나 마이너리티 사이트가 신원공개에 따른 피해
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비공개서비스를 사용했다는 설명이 그러하다. 단지 등록인
의 신원 및 연락정보, 등록시점을 숨기고 비밀리에 등록이전을 하는 데에 등록자정보
비공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UDRP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12. 오용과 부정한 목적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용도가 음란정보 제공이라든지
상표와 전혀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업적 동기에서 기인한 흑색선전을 한다
든지 하는 등의 사이트 오용은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51).

51) Christian Dior v. Paul Farley, D2008-0008 ‘annadior.com’ 이전; Sermo v. CatalystMD. D2008-0647
‘sermosucks.com’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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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3장 분쟁조정결정의 쟁점 분석

제2부

제1절 의의
이 절에서는 ADNDRC 서울사무소에서의 분쟁조정결정 사건을 쟁점별로 분석해보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하다는 것, (ⅱ)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고자 한다. UDRP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중심으로 ADNDRC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결정된 주요 사건들
제4부

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다.

제5부

제2절 ‘상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판단
1. 유효한 상표권

서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미등록된 상표 또는 보통법(common

제6부

신청인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록 상표, 서비스표뿐만 아니라 미등록상표에 대해

law)상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
와 관련하여 문제의 표지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부족하다.
실제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에서는 주로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동일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DONGBU STEEL CO, LTD’(KR-0600001), ‘LINEAGE’(KR-0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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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KR-0800030) 등과 같이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의 경우 대부분 조정부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 성명에 대해서도 유효한 상표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OO’(KR-0600012)라는 성명이 문제된 사건에서, 성명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한 상표나 서비스표에 준하여 UDRP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todaian.com’(KR-1300083) 조정부는 과거 과거 2년 동안 인터넷신문 ‘투

데이안(todaian)’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무렵
에 그 운영을 정지하였고 달리 ‘투데이안’과 ‘todaian'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이나 서비
스표권이 없는 경우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2. 일반의 혼동가능성
도메인이름에 대한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은 글자 비교만으로도 이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skplanet.com’(KR-1100060)의 경우처럼 비록 신청인이 어떤 이름
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일성 또는 유사성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예컨대 ‘특허청.com’(KR-0800028)

의 경우와 같이 ‘특허청’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행정기관인 신청인의
명칭과 동일하고 또한 신청인의 등록 업무표장들 중 문자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등록 업무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메인이
름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이며 ‘daishin.com’(KR-0600005)의 경우와 같이

‘daishin’이 ‘대신’(서비스표)의 영문표기와 동일할 경우 혼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고 있으며, ‘maekyung.com’(KR-0600011)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그 호칭에
서 동일할 뿐 아니라 한국어의 일반적인 영문표기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그 표기와 동일하므로 혼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명 상표나 도메인이름의 글자를 변경하여 도메인이름과 상표가 유사한 타이포스
쿼팅(typosquatting)의 경우에도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를

들어 ‘addidas.com’ (KR-0900035)의 경우 문자 철자 ‘d’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해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며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도메인이름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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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상표 모두 ‘아디다스’ 또는 ‘애디다스’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므로 도메인이
제1부

름은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상표에 특정 단어를 더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이것이 상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우 ‘MALL’이라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사로 신청인의 상표(epson)와 동일하거나

제2부

있다. 예를 들어 ‘epson’과 ‘mall’ 이라는 명칭이 결합한 ‘epsonmall.com’(KR-0600003)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보았고, ‘samsung’과 ‘ultra’이라는 명칭이 결합한

불과하므로 이를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제3절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판단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samsungultra.com’(KR-0600006)의 경우에도 ‘ultra’ 라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는 접속어에

UDRP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3가지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는 소극적 사실은

제4부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c)항) 이러한 요건들의 입증과 관련하여 특히 분쟁

신청인이 완전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facie case) 또한 신청인이 ‘반증되지 않는 한 충분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5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성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a prima

제출하기만 하면 그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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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
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
었던 경우
‘kolonsport.com’(KR-0700015)에서는 제3자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
며, 또한 하자있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acercloud.com’(KR-1200066)에서는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응하는 서비스표 출원을 해두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비
스표 출원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kangarooskorea.com’(KR-1200067)에서는 전용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용사용권자에게는 더 이상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konadeep.net’(KR-0900033)에서는 정당한 배포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신

청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정당한
배포권자조차도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공급하여야 할 것, (ⅱ)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을 것, (ⅲ) 해당 웹사이트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
(ⅳ) 피신청인이 상표를 나타내는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제품 시장을 매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burtsbeesmall.com’(KR-1100059)에서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도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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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 도메인이름이 해당 진정상품의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을
제1부

것, (ⅱ)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당해 진정상품만을 판매할 것, (ⅲ) 해당 웹사이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의 관계를 적시할 것, (ⅳ) 피신청인은
해당 상표 삼품의 시장을 독점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

제품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제2부

이외에도 ‘samsungict.com’(KR-0900034)에서는 도･소매업자나 대리점이 당해

조정인들 간에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당해 상표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으면 그러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들을

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요건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즉 등록인이
당해 상표의 제품들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을 것,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이트
에서 당해 상표의 제품들만을 판매할 것, 당해 사이트에서 등록인의 당해 상표권자와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자나 대리점에게 그러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의 관계가 정확하게 공개될 것, 등록인이 당해 상표에 관한 모든 도메인이름을 매점하
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5부

‘cybos.com’(KR-0600009)에서는 ‘CYBOSS’를 ‘CYBOS’로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

제4부

2. 등록인이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지는 않으나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경우

한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
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요자들에게 알렸어야 할 사항, 신청인이 수요자들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또는 그의 영업활동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한 이유를 사람들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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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주소.com, 넷피아한글인터넷주소.com’(KR-0700016)에서는 신청인이 수

제6부

3.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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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 잡는 것과 서비스범위의 축소 등 서비스 등록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라 하여 이를 공정한 사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안티사이트임을 피신청인이 주장한 ‘sktelecom.org’(KR-0800022)에서는

분쟁 도메인이름 자체에, 이용자들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안티사이트(비판사
이트, 항의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것임을 표시하거나 적어도 암시하는 어떤 기재도
없는 결과, 일반인으로서는 신청인 표장의 영문자 철자에 의하여 또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경우 위와 같은 안티사이트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상할 수 없고 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4절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에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
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증명하여야 한다. UDRP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
인이름 등록 및 사용의 증거로 다음 4가지 요건을 열거하고 있다.(제4조 (c)항)

‘acercloud.com’(KR-1200066) 조정부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신청인의 입증 책임에 관하여, 신청인 상표의 주지

저명성에 기대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신

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증거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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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
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제1부

수만 달러를 이전 비용으로 요구한 ‘dongbusteel.com’(KR-0600001), 일화 수백

제2부

만 엔을 판매조건으로 제안한 ‘choyangho.com’(KR-0600012), 수천만 원이라는 거

액을 양도대가로 요구한 ‘atlantica2.com’ (KR-1000045)의 경우와 같이 도메인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lotte.net’(KR-0700014)에서는 타

인의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등 영업권(goodwill)과 저촉되는 표장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해두었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규정에서 금하고자 하는 사이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록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이

버스쿼팅의 행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wapop.com’(KR-1300093)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 등록 이전에 도메인이름이

없는 경우에도 누구나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등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4부

등록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적극적 자료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부인하였다.

‘kolonsport.com’(KR-0700015) 사례와 같이 수년간 사용하지 않고 ‘이 도메인이

제6부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
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제5부

2.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름은 판매용’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표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해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경우 ‘lineagae3.com’(KR-060002)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samsungled.net’(KR-1000042), ‘cafe24.net’(KR-1100058) 등의 사례에

서 보듯 여기서 ‘사용’이란 반드시 도메인이름을 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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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잠시 포워딩되었을 뿐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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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속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타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antiets.com, antiets.net’(KR-1000044)와 같은 ‘소극적 사용’의 경우에도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이외

‘uniqlokorea.com, uniqlochina.com, uniqlo.org’(KR-0700021)에서는 적극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별도 상표 의류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에 포워딩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분쟁신청이 제기되자 포워딩도 중지한 채 전혀 이를 사용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다.

3.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addidas.com’(KR-0900035)에서는 영문철자 ‘d’를 연속으로 동일하게 입력하였

을 때 바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보유한

‘adidas.com’ 사이트의 방문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신청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려고

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것을 소위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의
한 형태로 보아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
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
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lineage3.com’(KR-0600002)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과 피신청

인 양자사이에 후원 관계나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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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또한 ‘daishin.com’(KR-0600005)처럼 상표 등록인의 사용승인이나
고 ‘samsungultra.com’(KR-0600006)와 같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UMPC 관련 사이

제1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DAISHI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

트로 포워딩하여 첫 화면에 삼성 표장과 삼성 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청

마찬가지이다.

제2부

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도
이외에도 ‘dvs-korea.com’(KR-0600013)에서는 웹사이트에 ‘DVS, LAKAI 스케

상표를 이와 함께 표시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 ‘DVS’ 및 도형상표가 표시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신청인의 한국대리점인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고 유인하여 부정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konadeep.net’(KR-0900033)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 상호 또는 상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의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이트보드화 슈즈 전문할인 샵’이라고 그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나아가 신청인의 도형

를 받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뒤,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그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지도 않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보았다. ‘kangarooskorea.com’ (KR-1200067)에서는 전용사용권설정계약에서 정

제4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피신청인이 위 웹사이트 운영주체

기 위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5부

를 신청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여 유인한 후 경쟁사들의 제품을 판매하
한편 ‘todaian.com’(KR-1300083) 조정부는 신청인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도메인이름이 방기된 상태에서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추후에
제6부

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이전 사업을 재개한 결과 두 웹사이트간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조치는 통일도메인이름분

쟁해결정책이 규제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의 ‘남용적 등록(abusive registration)’으로
부록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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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목록
부록 Ⅴ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ADNDRC 서울사무소 기능수행의
일환으로 결정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의 전체 목록이 있다. 아래
제2절에서는 역대 주요 분쟁조정결정사례, 제3절에서는 지난 2년간의 분쟁사건
중 주요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조정 결정문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dndrc.org/mten/kren/Office.php)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2절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연번

사건번호

도메인이름

신청인

피신청인

결정일자

조정결과

1

KR-0600001

dongbusteel.com

동부제강주식회사

개인

2006년 9월 5일

이전

2

KR-1100051

토플.com
토익.com

에듀케이셔날
테스팅 서비스

개인

2011년 10월 4일

이전

3

KR-1100055

guccishop.com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개인

2011년 10월 25일

이전

4

KR-1200066

acercloud.com

Acer Incorporated

개인

2012년 4월 20일

기각

5

KR-1200074

두산중공업.com

두산중공업(주)

개인

2012년 9월 19일

이전

6

KR-1300083

todaian.com

개인

개인

2013년 4월 29일

기각

7

KR-1300084 koreaautoparts.com

(주)고려부품

개인

2013년 8월 14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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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ngbusteel.com’ 사건52)
제1부

가.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82년 “동부제강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상호등기를 마치고,

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위 표장 등에 대하여 1987년 이래 상표를 등록하였다. 신청인

제2부

“DONGBU STEEL CO., LTD”를 영문상호로 사용하여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조 및
은 한국 내의 철강 관련 업계에서 매출액이 2, 3위권에 달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2001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신청인이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을 제기하였다.
나. 조정부의 판단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승소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상소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신청인이 ADNDRC에

조정부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목적이 인정되며,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신청인

제4부

입증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액의 이전 대가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에의 이전을 결정하였다.
제5부

2. ‘토플.com, 토익.com’ 사건53)
가. 사건 개요

제6부

신청인은 세계적인 규모의 사적 비영리 교육연구 및 평가단체로서 1947년 설립된
이후 사기업과 정부기관 취업 및 각급 학교 입학 시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도
구 개발 및 관리 평가 분야에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특히 영어능력측정 분야에서

서비스표를 상품류 구분 제9류, 제16류, 제41류 등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신청

인은 ‘TOEFL’ 및 ‘TOEIC’ 상표에 대하여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52) KR-0600001.
53) KR-1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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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OO 게르마늄 천연광천수 제품의 광고･판
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다.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2000년 11월 10일에 등록
되었다. 신청인은 UDRP의 규정에 따라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였고 피신
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나. 조정부의 판단
1) 쟁점
(가) 이 사건 신청인의 상표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당시에 국내
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적극)
(나)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유명 포털 사이트
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판단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TOEFL’과 ‘TOEIC’은 분쟁 도메인이름 ‘토

플.com’ 및 ‘토익.com’과 각각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은 OO 게르
마늄 천연광천수 제품의 광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분쟁 도메인
이름들의 요부에 해당하는 ‘토플’과 ‘토익’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조정부는 신청인의 상표 중 ‘TOEFL’ 표장의 경우 ‘TOEFL’이 영어 평가

도구로서 활용된 역사, 상표 등록 사실, 국내에서의 매출액, 국내 라이선스 업체에
의해 발행된 교재의 매출액, 그 교재의 광고비 지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당해 표장의

국내에서의 주지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조정부는 ‘TOEIC’ 표장의 경우 그 역사,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 10,000여 기관에서 승진 또는 해외 파견･인원 선발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해마다 약 5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1982년에 도입된 이래 그 응시자가 1982년도부터 2002년까지 누적 응시생 수가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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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을 돌파한 사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응시료 매출액이 약 O,OOO억
제1부

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당해 표장의 주지성을 인정하였다.
조정부는 이렇게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정당한 권리나 이익도 없으면

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제2부

서 등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OO 게르마늄 천연광천수 사이트 또는 유명 포털 사이트

얻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정부의 판단은 타인의 널리 알려진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로 연결해 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였
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정부의 입장은 WIPO, NAF 등 기존의 gTLD
분쟁조정기관의 선례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 자신의 사이트나 유명 포털 사이트

3. ‘guccishop.com’ 사건54)
제4부

가. 사건개요
신청인은 1921년에 설립한 신청인의 상호의 약칭 ‘Gucci’를 다수의 국가에서 ‘의류,

도메인이름 등록 전에 위 상표는 저명상표가 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제5부

액세서리, 가방, 화장용구, 시계’ 등의 제품에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였고, 분쟁

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종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에
제6부

UDRP 제4조 (a)항을 근거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부록

54) KR-1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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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부의 판단
1) 쟁점
(가) 신청인의 상표 ‘Gucci’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여부(적극)
(나) ‘Gucci’에 ‘shop’을 결합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연결해주고 있
는 웹사이트들이 신청인의 제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초기화면 상단에 신청인의 사이트 ‘guccishop.com’을 부각하
여 게시하고 있을 경우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단
이 사건에서 서울사무소의 조정결정은 (ⅰ)신청인의 상표 ‘Gucci’는 분쟁 도메인이
름의 등록일 훨씬 이전부터 고급 토털패션제품의 상표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져 있는 저명상표인데, 분쟁 도메인이름은 위 상표에 인터넷쇼핑몰이나 상점의 명칭

에 널리 사용하는 영어단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shop’을 결합한 것으로서 위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았고, (ⅱ) 피신청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분쟁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던 점, (ⅲ) ‘Gucci’는 신청인 회사의 창립자의 성명에서 유래한 저명상표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단어도 아닌 점, (iv)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링
크되는 사이트들이 신청인의 제품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초기화면 상단에 신청인의 쇼핑몰 ‘guccishop.com’을 부각하여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아,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되팔아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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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ercloud.com’ 사건55)
제1부

가.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76년에 설립된 대만회사로서 세계 제3위의 PC 제조업체이자 세계 제2

세계 3대 저명 컴퓨터 브랜드로 꼽힐 정도이며, 신청인은 이 상표를 1987년 한국

제2부

위의 노트북 공급업체이다. 신청인의 주요 상표인 ‘ACER’는 ‘HP’와 ‘DELL’에 이어

특허청에 출원하여 1988년에 등록을 받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장차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업 등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을

제35류의 광고업, 광고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2011년 8월 4일 한국 특허
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한 사실을 거론하였다. 피신청인에 의해 개설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에는 오직 ‘준비 중’이란 내용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뒷받침하기 위해 그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와 동일한 문자인 ‘ACERCLOUD’를

실질적인 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에서 UDRP 제4조 (a)항
을 근거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제4부

나. 조정부의 판단
1) 쟁점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이 입증책

제5부

UDRP 제4조 (a)항에 열거된 3가지 요건들 중에서 세 번째 요건, 즉 ‘등록인의

임을 다했는지 여부(소극)
제6부

2) 판단
신청인은 ①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ACER’는 신청인의 저명상표와 동일하고,

‘CLOUD’ 부분은 컴퓨터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들이 결합된 ‘ACERCLOUD’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당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청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될 염려가 있다는 점, ③ 피신청인이
55) KR-1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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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컴퓨터 클라우딩 서비스를 연상하게 된다는 점, ② 피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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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은 신청인이 그가 합법적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서울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ⅰ) 규정 제4조 (b)항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
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그러한 상황들 중 어느 하
나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ⅱ) 신청인의 ① 및 ②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컴퓨터와 관련
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다.
(ⅲ)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일로부터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까지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ACERCLOUD’ 표장에 대해 2011년 8
월 4일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그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

청인의 ③ 주장 역시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다.
이 사건의 조정결정은 UDRP 제4조 (a)항의 세 번째 요건인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신청인의 입증 책임에 관하여,

신청인 상표의 주지 저명성에 기대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케 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증거
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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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산중공업.com’ 사건56)
제1부

가. 사건 개요
신청인은 그룹의 계열사로서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되어 있는 그룹 통칭은 세계적인 기업인 신청인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계열사들이

제2부

로 중공업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포함

기업의 대표성과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대부분 계열사 상호에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
름의 통칭을 사용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기에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UDRP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성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만 나열하여 부당하게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ⅱ)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

제4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지 아니하다는 것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제5부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제6부

나. 조정부의 판단
1) 쟁점
(가)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여부
아니라, 식별력이 없는 ‘.com’을 제외하면 그룹의 등록상표와도 그 요부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56) KR-1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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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상호의 요부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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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한 목적 여부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의 성명, 상표, 그 밖의 표지 등의 주지성 ② 부정한 목적 ③ 타인의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있다57).
여기에서 부정한 목적이란,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 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인주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58).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

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
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 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
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
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57) 서울동부지법 2005.9.23.선고 2005가합3012 판결, 서울고법 2006.6.7.선고 2005나102258 판결.
58) 대법원 2013.4.26.선고 2011다64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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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한글 도메인이름을 선점해 두고 이를 판매하는 자로 추정
제1부

되며 신청인이나 신청인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자이다. 따라서 신청인과는 전혀 무관
하게 단지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것으로 인정
되기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

또한 신청인 및 신청인 그룹은 한국 기업 최고의 역사성을 가진 기업으로 우리나라

제2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표지에 대한 식별력이나

신청인의 저명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음을 미루
어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기에 피신청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에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명성에 명백히 손해를 주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그룹과

기인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이 명백하다 하겠다.

제4부

6. ‘todaian.com’ 사건59)
가. 사건 개요

2009. 5월부터 2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신청인이

제5부

신청인은 ‘todaian.com’을 인터넷주소로 하는 인터넷신문 ‘투데이안(todaian)’을
위 인터넷신문 사업을 중단하면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연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말소되었고, 그 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였던 인터넷신문의 명칭 ‘투데이안’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

제6부

등록하였다. 신청인이 2012. 12월경에 다시 인터넷신문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거 자신이
인이름을 이미 선점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영문명칭을 ‘todayan’으로,
인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이름의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및 인터넷신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구독자들의 혼동으로 인한

59) KR-13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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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을 todayan.com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창에 분쟁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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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검색창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신청인이 과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려두었던 기사나 동영상을 제3자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올린 것들이 검색되는데, 그 검색된 기사나 동영상과 함께 분쟁 도메인이름이
보이도록 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클릭하면 다른 인터넷주소의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고
있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나. 조정부의 판단
UDRP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먼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분쟁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에 대하
여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신청인이 그러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를 찾을 수 없다. 신청인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동안
인터넷신문 ‘투데이안(todaian)’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무렵에 ‘투데이안’과

‘todaian' 표장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가 있다고 볼 만한 권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신청인이 과거에 작성하여 올려두
었던 인터넷상의 동영상과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
고 있으며, 신청인이 다시 인터넷신문업을 하면서 과거에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데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인하여 부득이 그 영문 명칭과 도메인이름을
‘todayan’과 ‘www.todayan.com’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분쟁 도메인이름

이 음란사이트로 포워딩 되고 있어 두 웹사이트 간의 혼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
를 입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조치는 본 조정의 근거규범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이 규제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의 ‘남용적 등록(abusive registration)’으로 보기 어려워 본 조정에
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 조정에서 신청인은 UDRP 제4조 (a)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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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데 (ⅰ)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ⅱ)와 (ⅲ)의 요건을 입증
제1부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7. ‘koreaautoparts.com’ 사건60)
제2부

가.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6. 4.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려부품, 고려부품 주식회사, KOREA
AUTOPARTS,KOREA AUTOPARTS Co. Ltd. 등의 상호로 국내외에서 자동차 부품의

표장에 관하여 1999년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이 등록은 현재까지 유효하
게 존속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12. 8월 웹디자인, 카탈로그 제작 및 전자 상거래를 주된 사업 내용으로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판매 및 무역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신청인은 KOREA AUTOPARTS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시기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웹디자인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 “koreaautoparts.com”은 2013. 4. 11. 등록하였다.
고 장기간 사용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을 신청하고 피신청인

제4부

신청인은 자신이 ‘KOREA AUTOPARTS’ 표장에 관하여 상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

은 신청인의 등록 상표 ‘KOREA AUTOPARTS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의미하여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항변한다.

제5부
제6부
부록

60) KR-13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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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부의 판단
1) 상표･서비스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유사성에 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없고 상표 등의 식별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조
정인은 다음과 같이 식별력을 인정했다. 즉,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식별력이 언제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의 결합이
특히 상호 상표로 사용될 경우 그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늦어도 1996년부터 한국무역협
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신청인의 상호 고려부품(주)(KOREA
AUTOPARTS Co. Ltd)로 17년여 동안 자동차 부품 무역 거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
여 왔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토메카니카 2012, 러시아 모스코바 부품 전시회 MIMS,
터키 이스탄불 오토메카니카, 국내 KOAA SHOW 등에 참가하여 오고 이집트, 러시아
등 해외에서의 광고 사실,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2005(1999-2011) 광고 사실, 코리아
엑스포트 2007(2007~2010) 광고 사실, 대부분의 무역 거래 서류, 광고, 전시회 등에
신청인이 자신의 상호 또는 상표로서 KOREA AUTOPARTS CO. Ltd.를 등록 상표라는
취지의 표시와 함께 명백하게 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상표는 상호 상표
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KOREA MOTOR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던
차,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의미하는 KOREA AUTOPARTS를 요부로 하는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거래 홈페이지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는 ‘애드파크’이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도 Korea Motor이고 피신청인이

‘KOREA AUTOPARTS’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KOREA AUTOPARTS’라는 상
호로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자동차 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는 사실
만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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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제1부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종전부터 하여 오던 자동차 부품 거래 사
업에 사용하고자 정당하게 등록한 것이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등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호와 상표가 적어도 국내의 자동차 부품

제2부

거래 업계에서 알려진 표지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에는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가 신청인의 상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하겠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은 일반최상위도메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사용자, 특히 자동차 부품 거래 업계의 수요자는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인･혼동하여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방문자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구매함으로써 신청인이 얻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인 .com을 제외하고 보면 그 영문자 철자가 동일하므로 양자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어야 할 상업상의 이득을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도메인이름
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4부

4) 결론
그러므로 ‘UDRP’ 제4조 ⒜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제5부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koreaautoparts.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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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난 2년간 주요 분쟁조정결정 사례
연번

사건번호

도메인이름

신청인

피신청인

결정일자

조정결과

1

KR-1300093

wapop.com

WAPOP Co. Ltd.

법인

2014년 5월 16일

기각

2

KR-1300094

medigatenews.com

(주)메디씨앤씨

개인

2014년 7월 7일

이전

3

KR-1400095

skhynix.company

에스케이하이닉스(주)

개인

2014년 7월 14일

이전

4

KR-1400098

b2balibaba.com

알리바바 그룹 홀딩
Ltd.

개인

2014년 11월 14일

이전

5

KR-1400099

lgstudio.com

엘지(주), 엘지전자

개인

2014년 10월 13일

이전

6

KR-1500131

lotterental.com

롯데제과,
롯데렌탈(주)

개인

2015년 11월 24일

이전

1. ‘wapop.com’ 사건61)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wapop’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공연업으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알려져 있고, 상표로 등록받은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이라고 추정
되는 자와 도메인이름 이전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피신청인의 과도한 금액
요구로 협상을 실패하였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하고, 불공정하게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07년부터 신청인의 영업이나 상표에 대한 인지
없이 등록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등록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자는 제3자일뿐 피신청인과는 관계가 없는 자이다.

61) KR-13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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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부의 판단(UDRP 제4조 (a)항 해당 불인정)
제1부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피신청인

제2부

은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누구나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 신청인은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2년부터 ‘wapop’

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2007년에 등록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상표 등록보다 적어
도 5년 이상 앞선 것이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이나 관련 사업을 인지한 후 등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도메인의 매매와 관련하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 목적이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상표를 등록하였다. 반면에 피신청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제4부

2. ‘medigatenews.com’ 사건62)
가. 신청인의 주장

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홍보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해당 서비스

제5부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

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할 아무런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의료 관련 정보를
제6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해온 자로 신청인의 관련 표장들은 주지･저명한 표지로
인정받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해당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신청인의 표장을 사용하
였으므로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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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표를 등록하기 전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
해왔고, 지난 8년간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신문에 연결하기 위한 포워딩의 용도로만 사용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를 희석시키거나 침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
하고 있다.
다. 조정부의 판단(UDRP 제4조 (a)항 해당 인정)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서비
스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비교할 때 동일하
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을 등록한 일자가 신청인의 서비스표 등록일자 보다 앞서 있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이 신청인과 홍보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서비스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인정에 방해
받지 않는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
여 신청인이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신문을 홍보해온바 있으나, 해당 계약
이 종료된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할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할 아무런 권리 또는 정당
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자신의 의료관
련 인터넷신문에 연결을 위한 포워딩의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
만으로는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웹사이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직후, 신청인과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비슷한 시기에 창간
한 인터넷신문을 신청인의 의료 관련 포털사이트에 홍보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
청인은 신청인의 포털사이트의 명성을 명백히 인지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자신의 의료 관련 인터넷신문에 연결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왔는데 신청인이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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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왔다는 점, 신청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이의제기가 있기
제1부

전까지 분쟁 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인의 등록 서비표를 사용하여 마치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고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제2부

3. ‘skhynix.company’ 사건63)
가. 신청인의 주장

hynix'와 동일하고, 단어 그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을 지칭하
는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신청인의 대표이사, 주주, 임원 등에게 접근하여 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주요 부분은 'skhynix'인데, 이는 신청인의 상표인 'SK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제4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해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인 'skhynix'를 '.company' 도
메인으로 먼저 등록을 받아 외국인 등이 이를 선점하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NgTLD로서 .company 도메

제5부

인이름의 등록을 허용할 당시,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에게 상당기간 우선등록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그 우선등록기간 동안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전

제6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도메인이름을 구입할 당시 어떠한 약관도 보지 못했다.
다. 조정부의 판단(UDRP 제4조 (a)항 해당 인정)

은 'skhynix'으로 이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63) KR-14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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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 피신청인의 명칭 등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것은 신청인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아무런 권리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은 주된 목적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었거나, 경매나 타 사이트 링크
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b2balibaba.com’ 사건64)
가. 신청인의 주장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b2balibaba’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인 ‘alibaba’와
지극히 유사함. 신청인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관련 분야에서 ‘b2balibaba또는 ’알리바바‘로 하여 제공하는 것은 신청인의 위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고,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어릴 적 ‘알리바바와 사십인의 도둑’이라는 책을 읽고 동네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알리바바’를 피신청인의 호칭으로 불러준 것이 인연이
되어 항상 알리바바가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바 있고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관련 도메인이름을 구입한 것이다. 분쟁 도메인이름
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알리바바’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64) KR-14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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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알리바바쇼핑몰’이 국내의 언론에 10번 이상 뉴스로 보도되고 포털사이
제1부

트 등에 소개됐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여러 차례 상을 받고 활발하게 기업활동 및
사회기부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등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갖고 있다.

제2부

다. 조정부의 판단(UDRP 제4조 (a)항 해당 인정)
분쟁 도메인이름 ‘b2balibaba.com’은 ‘b2b’, ‘alibaba, .com’으로 분리가 가능한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영문 단어로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는 ‘alibaba’라고 할 것인바, 이는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

인 ‘ALIBABA’, ‘알리바바’와 표시 문자가 알파벳 소문자와 대 문자라는 차이, 영문자
및 한글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므로 분쟁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데, ‘b2b’는 ‘기업 대 기업’을 의미하는‘busines to busines’의 영문 약어로서 기업

도메인이름은 위 신청인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alibaba’ 표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한국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런

을 등록받은 시점이 신청인의 ‘alibaba’ 표장이 국내외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한

제4부

상표,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등록, 보유되기 훨씬 전부터 분쟁

제5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alibaba’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를

표장은 신청인 그룹의 상호 및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이후 피신청인은 ‘알리바바’ 또는 ‘알리바바코리아’라는 상호로

제6부

요부로 하는 다수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위

사업을 하여 왔고 ‘알리바바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의 제품들을 수입, 판매하는

체를 차리고 ‘알리바바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alibaba’ 표장이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한 후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주소들을 등록받은 시점
(2010. 1. 1)이 신청인이 도메인이름 ‘alibaba.kr’에 대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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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등록말소결정을 한 시점(2010. 2. 23) 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 ‘lgstudio.com’ 사건65)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도메인이름 ‘lgstudio.com’는 이 사건 등록상표 ‘LGSTUDIO’와 실질적으
로 동일하며 LG그룹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서비스표인 표장 LG와도 혼동
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 및 사용권자인 신청인들은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분쟁 도메인이
름의 등록이 신청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점, 신청인의 표장 LG가 세계적으
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페이지에는 ‘LG Studio Series’, ‘Lg

Appliances’, ‘lgstudio.com’과 같은 표장이나 링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피신청인은 높은 가격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점,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LG STUDIO’는 이미 신청인이 주장하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아니며, 상표
권 등록 이전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이름일 뿐이다. 이와 유사한 인터넷주소
http://www.lgstudio.biz 경우도 스튜디오 사이트로 잘 운영되고 있어 명백히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진 일반적인 단어조합일 뿐이다. 또한 아직 사이트를 운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현재 스튜디오
65) KR-14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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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커뮤니티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다. 2014년 8월 25일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제1부

(com, net, org 등) 등록 수 135,142,519개 중 lg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이름은 다수
존재하고, lg 측에 연락을 해 구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개인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이다.

제2부

다. 조정부의 판단(UDRP 제4조 (a)항 해당 인정)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등록상표의 표장인 ‘LG STUDIO’와 문자 구성이 동일하
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또한

과 관련하여 볼 때 이들의 보통명칭이거나 그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쟁 도메인이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임을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lgstudio’라는 문자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기세탁기, 전기 냉장고’ 등

알 수 없고 제3자가 lgstudio.biz 사이트를 스튜디오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거나

우리나라 지도 검색에서 ‘LG포토’ ‘LG스튜디오’ 등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제4부

제3자의 상호가 2건 정도 검색되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
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분쟁 도메인
이름을 개인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등록하여 갱신을 하며 유지하고 있다는 막연한

인정할 수 없다.

제5부

주장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분쟁 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LG’ 부분은 신청인 회사의 그룹 상호의 약칭 또는

당시 국내에 ‘LG’ 부분이 신청인의 널리 알려진 상호의 약칭 또는 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비록 신청인의 상표 ‘LG STUDIO’ 제품의 본격 출시나

제6부

표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특히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홍보 개시 시점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후라고 할지라도 신청인의 상표의
로도 ‘LG STUDIO’가 신청인의 등록 상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의 링크 항목 중에는 신청인의 제품을 시사하는 ‘LG

Appliances’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은 등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분쟁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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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메인이름 매매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사용자는 지명도가 높은 신청인의 상호가 포함된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고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것으로 오인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런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6. ‘lotterental.com’ 사건66)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lotte’가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하며, 분쟁 도메인이름은 한국에서 주지, 저명한 이 사건 표장의 명성을
이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Charlotte’나 ‘Lotte’는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의 이름과 디저트 이름

등으로 사용되고, 신청인들도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에 착안해
이 사건 표장을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표장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2의 차량임대사업 표장인 ‘lotterentacar’와 다르고, 이 사건
표장은 미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조정부의 판단
1) 행정절차의 언어
피신청인은 자신은 한국어를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어로 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건 행정절차에서 영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이와 관련하
여, 절차규칙 제11조 (a)항에 의하면,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66) KR-15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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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되, 행정패널은 분쟁조정 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제1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건의 경우에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약관
에서 사용된 언어는 영어지만, 본건 행정패널은 본건의 제반 사정상 분쟁 도메인이름의
실질적인 처분권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국어를 절차언어로

제2부

결정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영어로 제출한 답변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UDRP 제4조 (a)항 해당 인정
분쟁 도메인이름에 있어서 ‘rental’이라는 부분은 통상 임대업종을 나타내는 용어

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Charlotte’나 ‘Lotte’는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의 이름과 디저트의 이름

등으로 사용되고, 신청인들도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에 착안해

제3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이므로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는 ‘lotte’이고, 그것은 이 사건 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

이 사건 표장을 만들었으므로, 자신도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권리나 정당한 이익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제4부

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 사건 표장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이미 한국 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취득한

을 것으로 추정되며, 분쟁 도메인이름은 현재 신청인 2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5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의 존재와 명성에 관하여 익히 알고 있었

한국기업인 AJ렌터카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인 ajrentacar.co.kr에 연결되어 있는바, 이러
한 사실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한국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6부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표장이 미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는 주장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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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메인이름 소송의 유형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1),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 금지 위반2) 등을 주장하면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소

② gTLD에 대하여 UDRP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행정패널이 도메인이름 이전･말소

등의 결정을 한 후, 또는 ccTLD에 대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주
법’)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분쟁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이전･말소 등의 결정
을 한 후, 그 결정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

③ 상표권자 등이 UDRP분쟁해결절차에 의한 결정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집행되어 도메인이름이 이전 되고난 후, 도메인이름의 전 등록인이 현 등록인을 상대
로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하는 소

④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등록기관도 우리나라에 소재하는데

상표권자 등이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 이전･말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등록인이 그 판결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는 소

위 ①유형은 상표권자 등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한 i) 상표

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침해예방청구소송, ⅱ)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소송이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소송, ⅲ)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한 자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
구소송 또는 등록이전청구소송으로서, 소송 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나, 다, 아목.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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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gTLD에 관한 소송은 경우에 따라 재판관할
제1부

과 준거법이 문제되는 경우(위 ④ 유형) 외에는 ccTLD에 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82호로 개정(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인주법은 ‘.kr’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gTLD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 동
확대함으로써 위 요건을 충족하는 gTLD에 대한 분쟁에도 인주법이 적용될 수 있게

제2부

법 제4조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도메인이름으로까지

되었다3).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gTLD 이외의 gTLD에 대한

인주법 제12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4) 상표나 상호 등이 국내에

제3부

분쟁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결론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위 ②유형은 gTLD나 ccTLD에 대한 조정결정이 나온 후 그 결정대로 도메인이름이

②유형의 소송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4부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본다.

위 ③ 유형은 ‘hpweb.com’에 관한 두 번째 대법원판결인 2008. 4. 24. 선고 2005

다75071 판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재판관할 및 준거법 쟁점에 대하여 제4부
제4장 제3절 5에서 ‘hpweb.com’ 판결의 전체 경과 및 쟁점들과 함께 살펴본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말소 또는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UDRP 결정과 달리 ccTLD에 대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

에5) 그 실행 이후에 전 등록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하다.

제5부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
위 ④유형의 소송에 대하여는 제4부 제4장 제3절 6에서 살펴본다.

제6부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ˮ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 인주법 제2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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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서의 gTLD에 관한 분쟁은 거의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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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
제1절 법원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
“해당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와 “도메
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분쟁해결의 대표적인 방법이

사법적인 해결과 강제조정절차에 의한 해결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상

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호와 관련)뿐만 아니라, 2009년 6월 9일 개정되어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주법6)과 2004년 7월 21일 및 2007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7).
6)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인주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인주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2조제2항)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동의한 등록약관에서 분쟁 발생 시 따르기로
한 분쟁조정규정에서와 같이 인주법상 임의 분쟁조정의 구제 방법으로서도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제18조의2제1항) 개정 전에 도메인이름의 이전이 아닌
등록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였다. 분쟁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조정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신청인은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였고(인주법 제20조제2항), 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인주법 제18조의2) 이와 같은
내용의 인주법 개정으로 종전에 등록약관에서 따르기로 한 분쟁조정규정상의 구제방법(이전 또는 말소)과 실체법상의
구제방법(말소)의 상위가 해소되었다.
7)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조제4호)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법문상 반드시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ʻ단순 선점ʼ을 규제할 수 있게 된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ⅰ)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ⅱ)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ⅲ)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또한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의 제재 수단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근거의 명문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는 달리 도메인이름의 부정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불인정(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점은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는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자목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도메인이름의 사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ʼ목 내지 사목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형사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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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주법에서는 종래의 임의적 분쟁조정제도를 사실상 강제적 조정제도로 대체
제1부

함으로써 그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던 인주법상의 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고, 등록약관에 의한 강제적 분쟁조정제도와 함께 사법절차를
대체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 뒤 2005년 후반기와 2007년

둘러싼 판결례가, 2009년 말에는 인주법을 적용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8).

제2부

초에는 새로 제정된 인주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규정의 적용과 해석을
2008년에는 ‘.com’등 gTLD에 관한 강제조정절차인 UDRP에 따른 결정의 유효성과

의 판결은 UDRP가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 준거규범이 될 수 없고 적용

제3부

관련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9). 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나온 대부분

가능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1월 4일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10)가 출범하고 2004년 8월 1일 인주법의 규정에
‘.kr’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사법적인 해결보다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많이 해결되고 있는 추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으로 도메인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상의 기관으로 설치되면서 우리나라 ccTLD

름 이전 또는 말소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소유권확인의 소,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의무
부존재확인의 소, 도메인이름 사용권확인의 소 등 다양한 형태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

그 중 대부분이 판결이나 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제5부

위원회의 분쟁조정규정의 구속력이나 조정결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여기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 시 동의한 등록약관에 편입된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검토하기에 앞서
제6부

주로 분쟁조정결정과 무관하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인주법 등에 기하여 제기한
소와 관련된 판례들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11).

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인터넷도메인 사용금지 등(ccfhsbc.com, hsbcccf.com 사건),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손해배상(지) (hpweb.com 사건) 등.
10) 2004년7월30일 인주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ʻ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ʼ는 해체되고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205

부록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도메인확인, 서울고법 2006.6.7.선고 2005나102258 도메인네임
등록말소(www.dongbusteel.com 사건), 광주지법 2006. 1. 17. 선고 2004가합9260(도메인이름등록말소 청구 등;
isetan.co.kr 사건), 서울동부지법 2005. 9. 23. 선고 도메인이름 등록말소(www.dongbusteel.com 1심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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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표법상 쟁점과 판례
1. 상표법상 “등록상표권 침해” 여부
가. ‘economist’ 사건12)

ʻecomist.co.krʼ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이용하여 도메
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여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를 인용하였다.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영문 및 한글 도메인이름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
와 동일하거나 그 한글 발음과 동일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영문 및 한글 도메인이
름에서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피고의 상품을 광고･판매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영문 및 한글 도메인이름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이 피고가 광고･판매하는 상품은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이 사건 영문 및 한글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그것이 원고의 상표권 등록보다 먼저 있어 왔다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상표권에
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startv.co.kr’ 사건13)

ʻstartv.co.krʼ 사건은 권리자의 이건 분쟁 도메인이름이 권리자의 인용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고,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국 명칭인 ʻSTAR TVʼ는 철자가

같고 단지 대소문자 차이만 있는 ‘startv’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위 방송국 홈페
이지에 사용한 것을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업인 방송국과 연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것이라 보고 서비스표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안으로 법원이 도메인이
름의 사용을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직접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1) 과거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 관한 일반적 분석에 관해서는 ｢2014 도메인이름분쟁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45~250쪽 참조.
12) 서울고법 2005. 11. 30 선고 2005나57792 판결.(도메인반환)
13) 서울지법 제12민사부 2003. 12. 12. 2002가합79664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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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다. ‘himart.co.kr’ 사건14)
인터넷상에 타인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자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제2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도메인이름 등록 후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서비스표권자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

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ʻ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간판에
전제 하에 그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과한 사례이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2. ‘상표적 사용’의 해석

제3부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ʼ에 의한 ʻ상표의 사용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가. ‘mahamall.com’, ‘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 사건15)
1) 판결 내용의 요지
(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제5부

것인 바,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
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제6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인이름과 ‘마하몰’이라는 한글인터넷주소를16) 등록하고(이하 이들 도메인이름을
14) 서울지방법원 2000. 11. 14. 2000고단5178 상표법 위반.
1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20도7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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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mahamall.com’, ‘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이라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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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 중 하나를 입력하면 피고인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
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위 ‘사찰넷’에는 피고인의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인 ‘사찰

몰’로 링크(link)를 해 놓았는데,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사찰넷’ 웹사이트에 접속
하는 단계에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 있다가

‘사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나아가 ‘사찰몰’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찰넷’ 홈페이지의 링크 부분을 다시 클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의 주소창에는 각각의 도메인이름인 ‘sachal.net’과

‘sachalmall.com’이 표시될 뿐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위 각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상단에는 각각 “

”과 “

”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이 위 각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불교용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이 지정서비스업을 ‘불교용품 판매대행업, 불교용품 판매알선업’ 등으

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

불교용조각 판매대행업, 불교용조각 판매알선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해설
상표권(서비스표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침해를 인정함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메인이름을 웹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17)’에 해당하는가이다.
16)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는 웹사이트 접속 솔루션을 통한 키워드 서비스에 따라 키워드 단어를 등록,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키워드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외관과 기능을 할 수도
있으나, 같은 단어의 키워드가 여러 사업자에 의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7)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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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그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조차 개설하지 않은
제1부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18)19).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라도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웹사이트에 표시된 홈페이지 상의 구성 전체에서 도메인이름

제2부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메인이름이

이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안별로 구체적

인터넷주소를 사람들이 인식, 기억하기 쉽게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제3부

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20). 도메인이름의 본래적 기능 즉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던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원래 상표나 영업표지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도메인이름

라고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2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 사건) 및
위 대상 대법원 판결도, 도메인이름의 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아래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로서의 사용이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있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5부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제6부

18) 서울고등법원 2001. 7. 4.자 2000라452 결정.(grammy.co.kr, grammyaward.co.kr 사건)

20) 미국에서도 도메인이름이 쓰인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만일 도메인이름을 쓰고 있는 웹사이트 상에서 가령 회계법인 또는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웹사이트는 그런 거래에 대한 광고에 해당할 것이어서 결국 도메인이름도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사법 16호(2011. 6.), 사법발전재단, 11쪽

21) 강기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2004),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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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자가 상표법 제65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침해할 우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침해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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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에 상품･서비스가 존재하여야 하고, 도메인이름이 그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22). 도메인이름이 상품･서비스의 식별표
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내에 도메인이름
외에 달리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23), 당해 도메인이름이
실제의 거래에서 활용, 인식되는 상황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24).

나. ‘vanillamint.co.kr' 사건25)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2008년 1월 24일자로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모자, 양말’ 등을

지정하여 상표 ‘vanillamint’를 출원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자로 상표등록(등록

번호 제400784266호) 받았다. 피고는 ‘vanillamint.co.kr’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
하여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되는 상품에 별개의 독자적인 상표를 사용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기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
은 도메인이름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심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2) ‘zocbom.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67844 판결(확정)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표장에 관한
서비스(인터넷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시험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제공하는 사업)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마치 피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것처럼 출처표시하여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23) 권영준 ‘도메인네임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적 문제점’, 사법논집 제31집(2000년), 316쪽은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는 각각의 상품에 이미 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도메인이름은 상품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서비스는 그 무형적인 속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특정하기 위한 표지가 도메인이름 이외에는 달리 없을 가능성이 상표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을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서비스표의 경우는 상표의 경우에 비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24) 권영준, 앞의 글, 318쪽은 도메인이름이 광고･선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더 나아가 상품출처표시로서의
기능까지 당연히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이외에 별도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표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상표의 도메인이름으로서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5) 특허법원 2010. 12. 1. 선고 2010허2346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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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Vanillamint’와 동일, 유사한 ‘vanillamint.co.kr’라는

제1부

2) 법원의 판단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적인 상표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

제2부

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하면서 그 상품들에 별개의 독자

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

제3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 상표를 직접 표시하거

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에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자들로서는 그 웹사이
트에서 판매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사용이 거래 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자기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
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여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다26).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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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3) 해설
제5부

이 판결은 도메인이름을 웹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할 뿐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도메인이
름을 상표적으로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
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한 점과 최초의 혼동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서비스표지로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rolls-royce.co.kr’사건27)과 대비된다.

제6부

하겠다. 특히 이 판결은 도메인이름을 웹사이트의 주소로만 사용한 경우에 상표법상

26) 같은 취지: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제12민사 2001가합63075 상표･서비스표 침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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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대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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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
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 및 기억하기 쉽도록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상표법이 예정했던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rolls-royce.co.kr’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이 상품

의 출처표지로 기능하는 현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상기 판결은 도메인이름이 거래통
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에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28)29).

다. ‘jjang0u.net’ 사건30)
법원은, 피고들의 도메인이름 변경 전의 웹사이트에서는 좌측 상단에 ‘Jjang0u’를

꾸민 그림 밑에 ‘JJANG0U.NET’ 문자가 표시된 표지와 그 아래에 ‘JJANG0U’S

LOGIN’이라는 로그인 구역이 나타나 있었고, 웹페이지의 각 구획 부분 제목이 ‘짱공

유 공지사항/JJANG0U’S NOTICE’, ‘짱공유 업로더/JJANG0U’S TOP10’ 등과 같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하단의 서비스 제공자 표시란에 ‘JJANG0U’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들은 위 웹사이트에서 ‘Jjang0u’, ‘JJANG0U’, ‘짱공유’를 웹사이트

운영의 주체 또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jjang0u’, ‘짱공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8)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사법 16호(2011. 6.), 사법발전재단, 22쪽은 “도메인이름의
부당선점을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대법원은 대체로 상표의 사용이 존재하려면 해당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인 ‘상표의 사용’ 개념을
그대로 온라인공간에도 옯겨 놓은 것에 불과할 뿐 인터넷 환경의 성격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상표권 분쟁이 다른 인터넷상 상표권 분쟁들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초기였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한글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위 판결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들{한글인터넷주소 ‘파출박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62548 판결(아래의 대법원
2007다31174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한글인터넷주소 ‘세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가합91385 판결(항소심에서 조정성립)}은 사실상 키워드 검색광고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표지의 사용임에도
침해를 긍정함으로써, ‘상표의 사용’ 개념에 관한 전통적인 태도를 일응 벗어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29) 도메인이름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그 밖의 판결들에 관하여는, 최성준,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인터넷과 법률 Ⅲ(남효순 편)(2010), 394-398쪽 참조.
3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4076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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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각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고들의 도메인이름과 한글인터넷주소는, 단순히
제1부

일반인들을 위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넘어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그 서비스업에 대한 광고･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wellfargo.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제2부

2008가합47119(본소), 81607(반소) 판결(확정)도 같은 취지이다.

라. ‘hoar.com’ 사건31)

피고는 2007년 11월 13일 미국의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원

제3부

1) 사실의 개요

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상표 및 서비스표

게 이전등록할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신청에
대해서 미국의 전미중재원은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UDRP 제4조 k항에 따라 그 결정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07년 12월 2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에

이로 인해 그 이전결정의 집행은 보류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08년 2월 12일 ‘HOAR CONCTRUCTION’ 및

모델링업, 인터넷을 통한 건축정보제공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등 건설 관련 서비스업

제5부

‘HOAR’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건설업, 건물리

외에도 ‘웹사이트 개발업, 웹사이트관리업, 인터넷검색엔진제공업, 웹사이트 호스트

하여 2008년 10월 1일 각각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사실로서,

제6부

업,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등록･사용하고 있음에도 미국 전미
중재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하였는바, 위

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에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8157(본소), 2009가합1471(반소) 판결(항소심에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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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변 및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HOAR’라는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에 표출시켜 피고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등록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위 UDRP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등 참조) 서비스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에 관하여

는 국제사법 제24조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함으로써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다른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된 웹사이트 화면에 ‘hoar.com’라는 표장을 표시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
항 제6호 다목(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
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고의 서비스
표와 유사하고 그 서비스 내용도 피고의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검색엔진
제공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사용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등록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1940년경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미국 내에서 건설업을 식별하

는 표장으로 ‘HOAR’을 사용하여 온 점,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성 소개, 데이트
등 성 관련 사이트를 검색 또는 연결해 주는 것으로 피고가 그동안 영위해 온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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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는 전혀 별개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원고가 UDRP에 따른 미국 전미중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년 2월 12일경 ‘HOAR’을 인터넷검색엔진제공업, 웹사이

제1부

재원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이전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트호스트업, 웹사이트개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출원하고, 같은 해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인터넷검색서비스업 등을 제공

제2부

10월 1일경 서비스표로 등록한 점, 피고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위하여

업으로 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등록 서비스표권의 행사가

제3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인터넷검색엔진제공업을 지정서비스

아닌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반소피

고)가 주식회사 사이덴터티(Cydentity)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hoar.com’에 대한 피
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해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고(반소원고)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반

이 판결은 건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가 자신의 업무 분야도 아닌 인터넷검색
엔진제공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서비스표 등록을 한 것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5부

자신이 인터넷검색엔진제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피고의 상표권 침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서도 권리남용을
제6부

이유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마. ‘oki.co.kr’ 사건32)
위 판결은, 원고는 일반인들이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위 도메인이름을

고, 하단부에는 위 ‘oki’ 표시부를 클릭하면 피고{오키(OKI)덴키고교가부시키가이

샤}의 프린터와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피고 프린터 모델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6가합78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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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게재한 사실, 위 홈페이지의 방문자들이 위 ‘oki’ 표시부를 클릭하거나 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초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경우, 원고의 다른 웹사이트
(cmyk.co.kr)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도록 위 웹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웹사이트에서 ‘OKI’, ‘OKI, XEROX 컬러프린트의 모든 것’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
서, 피고의 제품을 포함한 여러 회사(예를 들어, 제록스, 삼성, 휴렛팩커드 등)의
프린터 및 그 소모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도메인이름을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등에 대한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는
행위는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상표법상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가. ‘장수온돌’ 사건33)
1) 사실의 개요
원고 장수산업은 1990년 3월경 돌침대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2년

12월 16일 법인화 되었다. 원고 장수산업은 ‘장수온돌’, ‘돌’, ‘장수’ 등의 문자 또는
위 문자를 포함한 표장에 관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한 권리자이다. 피고는

‘장수온돌’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돌침대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으로,

2000년 11월 9일 한글인터넷주소34)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약칭 넷피아)

에 ‘장수온돌’과 ‘돌침대’를 등록하고, 연결 웹사이트로 황토침대, 돌침대, 옥침대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www.jangsuondol.com을 지정하여 사용하면서, 좌측 상단
에 기술이 앞선 기업 장수온돌이라는 상호를 게시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다년간

33) 대법원 2008. 9. 25.선고 2006다51577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 중지 등, 서울고법 2006. 6. 27. 선고 2005나
9612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5가합8687.

34)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는 웹사이트 접속 솔루션을 통한 키워드 서비스에 따라 키워드 단어를 등록,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키워드 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외관과 기능을 할 수도
있으나, 같은 단어의 키워드가 여러 사업자에 의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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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침대, 돌침대, 옥돌침대 등을 생산･판매해 오면서 ‘장수온돌’, ‘돌’ 등의 표장을
제1부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온 결과 이 사건 각 표장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인 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
하고 피고의 상품인 돌침대 등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을 구하였다.

제2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사용금지 및 이전

2) 법원의 판단
제3부

피고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피아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
하여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www.jangsuondol.com)에서 전기침대 등 상

하므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4178호)의 표장
및 사용 상품이 동일･유사한 이상,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은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

나아가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
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좌측

제5부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상단에는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와 동일한 문자부분 ‘장수온돌’이 특수하게 구성된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는 거래통념

제6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ʻ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ʼ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등록청구를 배척
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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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이 판례는 이른바 키워드 방식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
며 그 사용 태양(態樣)이 피고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표법 제51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및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ʻ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ʼ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보지 않고 있는 점에 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인주법에는 구제방법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35).

4.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상표권 남용 문제
가. ‘karma-online.com/ karma-online.co.kr’ 사건36)
1) 사실의 개요
신청인은 1997년경 ʻ카르마(karma)’라는 컴퓨터용 게임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
하였는데 위 게임은 업계 및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으며 언론 매체에 꾸준
히 소개되었고 출시 이후 1998년 10월경까지 18만 5,419팩(Pack)이 판매되었으며
유관 기관으로부터 우수 게임으로 선정되거나 대한민국게임대상 및 영상물상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02년 10월경 그동안 마이서스(Mythos)라는 상표로 개발해 오던 인터

넷용 게임의 상표를 ʻ카르마온라인ʼ으로 변경하고, ʻkarma-online.comʼ, ʻkarma-

online.co.krʼ라는 도메인이름(약칭 침해 도메인)상에서 위 게임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

35)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인주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인주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2조 제2항)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동의한 등록약관에서 분쟁 발생 시 따르기로
한 분쟁조정규정에서와 같이 인주법상 임의 분쟁조정의 구제 방법으로서도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의2 제1항)
36)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3. 4. 29. 2003카합439 상표사용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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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신청인과 사이에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자 2003년 4월경 게임서비스를
이름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ʻexine.co.krʼ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여전히 침해

제1부

직접 제공하는 메인 홈페이지는 ʻexine.co.krʼ로 변경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침해 도메인
도메인을 포워딩 사이트 내지 연동루트로 이용하고 있었다.

제2부

2)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ʻ카르마(karma)ʼ라는 표장은 신청인의 카르마 온라인게임 서비스 개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위 ʻ카르마 온라인(karma-online)’

제3부

당시 이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다.

을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용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행위는 부정경
쟁방지법 소정의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상표권을 이전등록 받거나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 상표권 또는
독자적인 주지성을 취득한 상표에 기한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주지성을 취득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등록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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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02년 12월 30일 지정상품을 ʻ집적회로, 트랜지스터ʼ로 한 ʻ카르마ʼ

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추었
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제5부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설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37) 이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침해 도메인이름 사용은 자신의

제6부

통상 등록상표와 미등록 주지 상표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우선하는 것이

상표권 또는 독자적인 주지성을 취득한 상표에 기하여 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ʻ상표법의 남용ʼ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

부록

니한 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38) ʻ상표등록ʼ만 보유하
37)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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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할 정당한 권원이나 이익이
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과 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여부
가. ‘imbc.co.kr’ 사건39)
1) 사실의 개요
피고 회사는 2001년 1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설립등기 시 피고 회사의 목적을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신문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하여 이를 등기하였고,
2004년 3월 2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제공업, 인터넷 인생전기 사이트 운영업을
추가로 하여 이를 변경 등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0년 3월경

ʻwww.koreanlife.netʼ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개인 홈페이지 수준으

로 운영하다가 2001년 3월경부터 ʻ코리안라이프ʼ라는 제목의 인터넷 인생전기 사이트

를 운영하였다.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날인 2001년 12월 15일 소외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유상으로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위

38)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 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39) 서울북부지법 2004. 11. 11. 선고 2004가합 2018(본소) 부정경쟁행위금지 2004가합3363(반소) 도메인이름보유권확인
사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전)을 사실상 지지한 판결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명한 경우이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 취지로 지지받았다.(서울고법 2005. 7. 6. 선고 2004나91948, 91955 판결)
대법원(2005다44251)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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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www.koreanlife.netʼ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이트의 제목으로 ʻ코리안라이프ʼ만을 사용하다가 2002년 1월 27일부터 ʻInternet

제1부

함께 위 ʻ코리안라이프ʼ라는 인터넷 인생전기 사이트로 운영하였다. 초기에는 위

My Biography Centerʼ를 병기하여 위 ʻ코리안 라이프ʼ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하여 위 ʻ코리안라이프ʼ의 사이트

제2부

다. 실제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주된 사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로 포워딩하는데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원고 회사들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제3부

원고 회사들은 2004년 3월 25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회사

신청을 하였고, 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2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

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원고 회사들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본소 원고(반소 피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등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호40)에 해당되어 원고 회사들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초래행위(동법 제2조 제1호 나목)로서의 부정경쟁행위, 원고
회사들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의 식별력 약화와 명성손상행위(동법 제2조 제1호

도메인이름 등록 행위(동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선택적 청구 원인으

제5부

다목)로서의 부정경쟁행위, 원고 회사들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의

로 하여 이건 분쟁 도메인 이름의 말소 등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을 구하였다.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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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6부

40) 현재는 인주법 제18조의2에 상당하는 것이나, 당시의 분쟁조정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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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본소 피고(반소 원고)는 (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위 ʻ코리안라이프ʼ
사이트에서는 원고 회사들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영업을 취급한 적이 없고, (ⅱ)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상호의 등기 및 사용과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의 운영은 순수한 비영리이므로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 및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의 운영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ʻMBCʼ 등 인용 표장의 주지성, 본소 피고 회사의 상호와 본소 원고 회사들의
영업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성, 본소 피고 회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

행위로 인한 혼동 초래가 모두 인정되므로 본소 피고 회사가 ʻ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코리아ʼ라는 상호를 등기하여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운영하는 행위는 본소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부정경쟁행
위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혼동 초래 사실과 관련하여 법원은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
동행위는 반드시 쌍방의 영업이 동종이라는 등 경쟁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동종이 아니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기술적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
럼 보이는 등 거래상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둘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은 영리
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호의 등기 및 사용은 순수한 비영리라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호의 등기 및 사용과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운영에 대하여 비영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
조 제1호 나목에서의 ʻ사용ʼ이라 함은 다목에서의 사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업적인 사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본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41).
또한 원고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도메인이름이 그 고유의 인터넷상의
주소 식별 기능을 넘어서 상표, 서비스표의 제2차적 의미를 갖는 기능을 하는
경우 즉, 그 홈페이지의 화면에 도메인이름을 형상화하여 상품을 선전하거나
4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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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전 홍보물에 자기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시키는 기능으로서 도메인이름
제1부

을 사용하는 경우나 상품과 서비스를 매개하는 포장의 내용으로서 도메인이름
문자가 표기되어 있거나 도메인이름 자체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한 형태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편, 법원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부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금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 회사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도메인

제3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원고 회사들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여

이름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원고 회사들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회사에게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할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운영하는 행위는 원고 회사들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인 ʻimbcʼ, ʻ아이엠비씨ʼ를 사용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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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들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면서 반소로써 피고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
을 보유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5부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반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해설

서비스표의 제2차적 의미를 갖는 기능을 하는 경우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부정

제6부

법원 판결은 도메인이름이 그 고유의 인터넷상의 주소 식별 기능을 넘어서 상표,

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한 형태로 보고 그에 관한 권리자는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금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점, 광의의 혼동 개념을 적용한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례로 도메인이름
ʻinkel.com/inkelpa.comʼ 사건42)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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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ttledisney.co.kr’ 사건43)
1) 사실의 개요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ʻ리틀디즈니랜드ʼ라는 명칭으로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교사와의 놀이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하고 가맹 분점을 모집하여

ʻlittledisney.co.krʼ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인터넷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

하여 운영하였다. 초기 화면에 ʻLittle Disney Landʼ라고 표시하고, 웹사이트 속 ʻ공지사항ʼ,

ʻEducationʼ, ʻProgramʼ, ʻAbout usʼ 각 란에서 자사 영업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리틀디즈니랜드’, ‘Little DisneyLand’라는 문자를 영업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2ʻ리틀ʼ, ʻlittleʼ은 각각 ʻ어린ʼ 또는 ʻ작은ʼ이라는 뜻의 형용사로서 ʻ디즈니랜드ʼ나

ʻdisneyʼ를 수식하여 피고의 영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별다른 식별력이 없고, 결국 그 요부는 ʻ디즈니랜드ʼ, ʻdisneyʼ라고 할

것이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영업표지인 ʻDISNEYʼ, ʻDISNEYLANDʼ와 영어의
대･소문자, 한글･영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관념, 칭호, 외관상 동일･유사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의 혼동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도 포함되고
현실의 혼동에 한하지 않고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ʻdisneyʼ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
려는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
의 웹사이트에는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지가 곳곳에 사용된 점,
원고의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 중에는 영어교육 관련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의 영업행위는 원고의 영업과 사이
에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2)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7가합23107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43) 서울지법 제12민사부 2003. 6. 27. 2002가합77514 표지 사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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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제1부

이 사건 인용 표장이 알려진 분야나 등록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가 ʻ공연,
애니메이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네트워크, 소비재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오락

시설 경영업ʼ이고 분쟁 도메인이름의 영업 분야가 ʻ유아교육 분야ʼ라는 점에서 그 상품･서비스
제2부

의 동종성이 없는 것인데도, 저명상표의 경우 혼동범위가 이종 상품에까지 확대된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부

다. ‘mastercard.co.kr’ 사건44)
1) 사실의 개요
한국의 한 개인이 ʻmastercard.co.kr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홈페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운영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제품 사진, 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메인이름 등록자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ʻmastercard.co.krʼ 도메인

이름의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숍(webmailshop) 페이지 부분을 삭제하였고, 재판 시에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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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이미 자신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ʻwebmail.co.krʼ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는 위 도메인이름을 곧바로 ʻmailhosting.net/webhosting/index.htmlʼ에 연결하여
터 모니터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5부

사용함으로써 위 ʻmastercard.co.krʼ 도메인이름으로 접속을 하여도 그 표기가 컴퓨

2) 법원의 판단
제6부

법원은 원고 Mastercard International Inc.가 ʻmastercard.com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권자로서, 위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관련
업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ʻ마스타카드

는 사실을 전제적으로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44) 서울지법 제12민사부 2000. 9. 14. 2000가합6471 판결(등록말소), 서울고법 제4민사부 2001. 8. 22. 2000나51560.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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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 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
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에게 도메인이름 말소등록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3) 해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홈쇼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을 명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라. ‘chanel.co.kr’ 사건45)
1) 사실의 개요
한국의 개인이 1998년 12월 30일 국내 kr도메인이름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약칭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RNIC)에 ‘chanel.co.kr’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 여러
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특히 회사
소개란에 회사 명칭을 샤넬인터내셔널이라 표시하였다), 페로몬 향수, 콘돔 등을 비
롯한 각종 성 관련 상품과 란제리(여성용 기능성 속옷) 등의 목록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특히 페로몬 향수의 광고에는 프랑스 직수입품이라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상호를 샤넬인터내셔널에서 다인코리아(다인
Korea)로 변경하고 위 홈페이지에 표시된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내셔
널을 삭제하거나 다인코리아 등으로 바꾸었으며, 란제리를 판매 품목에서 삭제하고

45) 서울지법 제12부 민사 1999. 10. 8. 99가합41812 상표권 등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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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 향수에 대한 광고에서 프랑스 직수입품이란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홈페이지
회사는 프랑스 Chanel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제1부

초기 화면에 “본 사이트는 현재 프랑스 샤넬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제2부

2) 법원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 주지된 원고 샤넬의 상호 등과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타인

제3부

의 영업표지가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라 할 것이다. 소 제기 후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홈페이지의 내용 변경은 이를 운영하는 피고의

터내셔널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광고 및 영업행위를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chanel.co.kr’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원고 샤넬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함으
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이와 같은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샤넬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예방 청구로서 여전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상호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제5부

문자를46)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47)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는 KRNIC에 1998년 12월 30일 등록한 이 사건 ‘chanel.co.kr’ 도메인
제6부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해설

상에서의 판매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소 제기 후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홈페이지의 내용변경은
46) ①샤넬, ②CHANEL, ③Chanel, ④Chanel, ⑤위 1내지 4문자를 포함한 문자.
47) ①CHANEL, ②Chanel, ③Chanel, ④위 1내지 4문자를 포함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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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사유에 변함이 없음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48).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의 식별
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여부
가. ‘viagra.co.kr’ 사건49)
1) 사실의 개요
피고들은 ʻviagra.co.krʼ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생칡즙, 칡수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고 Pfizer Products
Inc.가 미합중국에서 이미 개설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viagra.com’의 홈페이지 화면

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ʻ비아그라 관련 정보ʼ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작사인 화이저

(PFIZER)사에 따르면 비아그라(Viagra)는 …”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등록상표인 ‘PFIZER’, ‘Viagra’, ‘비아그라’와 동일한 것을 홈페이지에 사

용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제공하는 생칡즙, 칡수의 제조원은 ʻ한일종합식품(주)ʼ임을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홈페이지에

서 ʻ비아그라 관련 정보ʼ라는 제목 하에 게시된 내용 및 Viagra, 비아그라 및 PFIZER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말소하지 않은 채 그
홈페이지에서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과 피고들이 판매하는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
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상표권 침해는 물
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50) 이와 같은
48) 같은 취지: 서울지법 제50부 민사 1999. 11. 24, 99카합2819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
49)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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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결정은 2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었다51).

제1부

ʻ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ʼ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 외에 양자

사이에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혼동에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 상품과 관련하

제2부

한하지 않고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주지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

제3부

써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소정의 행위는 신청인의 표장에 관한 ʻ식별력ʼ과 ʻ명성ʼ을
그 뒤 대법원52)에서 원심(서울고법 판결)의 일부 판단(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부분)은 위법이라 하고, ʻ식별력 손상ʼ을
이유로 한 ʻ부정경쟁행위ʼ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분쟁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영업주체나 상품의

제5부

3) 해설

출처에 관한 혼동초래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5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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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고법 제5민사부 2001. 12. 11. 99나66719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의 소.

제6부

50)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4부 민사 1999. 11. 18. 99가합8863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의 소: 1심 법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과 피고들이 판매하는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등록상표인 Viagra, 비아그라는 원고들이 개발 판매하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지칭하는 표장으로, PFIZER는
원고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을 지칭하는 표장으로서 각각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ʻviagraʼ 표장의 부수적 사용, 원고의 항의를 받고 그 표시를 삭제한 사실, ʻviagraʼ 표장을 건강식품
자체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점, 판매점의 상위, 상표의 개별화 기능 등에 비추어 혼동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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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을 이
유로 한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이다. 대법원 판시 사항 중 주목할 점은
분쟁 도메인이름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거래하는 상품의 표지로 달리

사용되지 않는 한, 상품의 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ʻ영업표지ʼ로 사용되었

다고 할 수는 있다고 인정한 점이다. 그러나 ʻ영업표지ʼ로서의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영업주체나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초래행위는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별력을 약화하거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의 부정경쟁행위만을 인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원심이 두 번에 걸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
일을 추후로 지정하였다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개정 부정경쟁방
지법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보지 않고 개정법의 적용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나. ‘sungrak.co.kr’, ‘sungrak.pe.kr’ 사건53)
법원은 널리 알려진 기성 교회로부터 분파하여 나온 자가 기성 교회의 이름과 극히
유사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이를 기성 교회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판례는 이른바 ʻanti-siteʼ를 개설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비난 또는 비판하

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 여부
가. ‘dongbusteel.com’ 사건54)

53)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2002. 1. 11. 2001라428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등 가처분.(sungrak.co.kr
/sungrak.pe.kr 사건)
54)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102258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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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의 개요
社)의 등록상표(‘東部製鋼 株式會社’ 및 ‘DONG BU STEEL CO., LTD’를 문자부분으

제1부

서울지방법원 2001. 3. 23. 선고 2000가합86835 판결은, 원고(東部製鋼 株式會

로 하는 상표)와 피고(동부에스티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dongbusteel’은 각

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dongbusteel’이란 상표로 광고, 판매하는 철강제품은

제2부

중요부분의 발음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이고, 피고가 ‘dongbusteel.com’으로 개설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7. 3. 선고 2001나19884 판결은, 피고가

제3부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등록말소를 명하였다. 그런데

위 도메인이름의 관리비를 내지 않아 위 도메인이름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위 도메인이름이 직권으로 말소된 후 위 2005가합3012 판결의 피고(개
인)가 2001년 11월 4일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2) 판결 내용의 요지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및 등록말소 청구에 관한 소를

피고는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2001년 11월 4일로부터 무려 3년 9개월이 경과
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만 하고 있을 뿐, 위 도메
제5부

인이름으로 어떠한 웹사이트도 개설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용도로도
위 도메인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직
전인 2004년 11월경부터 2005년 3월경까지 원고와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에 관한

요구하였다가, 2005년 2월경 원고에 의하여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6부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전대가로 미화 3만 4,000달러를

이 이루어지자 미화 1만 5,000달러를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100만 원
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 이전협상이 결렬되었던 사실,

훨씬 초과하는 높은 가격인 사실, 피고는 철강구조의 펜션하우스를 건축하여 임대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한국정보인증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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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요구한 위 금액은 피고가 위 도메인이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인 18,700원을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사에 위 도메인이름 외에도 자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hacorp.com’,

‘dongbuchina.com’, ‘nyinfo.com’, ‘itfi.com’, ‘fjsc.com’ 등의 도메인이름들까지 등

록･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ONGBU STEEL’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또는 위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목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설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2조 제1호

아목을 적용한 항소심 판결이 2006년 6월 7일에 나왔다. ‘dongbusteel.com’에 관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55)은 도메인이름 등록인(피고)의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1심 판결은 그 항소심56)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 항소심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을 (ⅰ)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 등의 주지성 (ⅱ) 부정한
목적 (ⅲ) 타인의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 제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ʻ부정한 목적ʼ의 인정 근거라고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보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근거로 첫째,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3년 9개월 동안 등록･보유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어떠한 웹사이트도 개설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용도로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둘째, 협상
과정에서 도메인이름 이전 대가로 미화 3만 4000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피고는 철강 구조의 펜션하우스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55) 서울동부지법 2005. 9. 23. 선고 2005가합3012 판결.
56) 서울고법 2006. 6. 7.선고 2005나10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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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1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외에도 자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다수의 도메인이름까지 등록･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부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주관적 사실은 그 객관적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종래 부정경쟁행위

제2부

어떠한 경우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예시적 근거를
의 성립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라고 하는 적극적 요건을 요하던 법상의 규정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였으나 2004년 7월 21일에 시행에

제3부

때문에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선점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들어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적 해결과 새로운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적용
사례가 나옴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도메인이름 무단 단순 선점을 보다 합목적적으로

나. ‘pioneer.co.kr’ 사건5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규정된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 함은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그리고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외에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용의 훼손 등 유형무형의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제5부

공서양속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품을 포함한 유명 음향기기 등에 관한 A/S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제6부

원고는 피고의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로 인해 원고는 피고의 표지나 인지도 또는 신용도에 편승하여 피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피고의 정당한 대리점이거나

상 이익을 얻음은 물론 피고에게 유형무형의 손해를 가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
57) 서울중앙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가합31803 판결(도메인이름 말소의무 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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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가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음향기기 A/S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 ‘sens.co.kr’ 사건5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해진 일정한 목적(부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설정한 것은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이
가능한 도메인이름 등록제도의 간이･신속성이라는 장점을 살리고, 기업이 자유
롭게 도메인이름을 취득하고 폭넓은 활동을 보증해야 하며, 도메인이름의 취득･
보유 또는 이용 형태가 남용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이
나 사용 등을 금지시켜야 하는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메인이
름의 정당한 사용 등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
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도메인이름을 매매하려고 시도하거나 상
표권자와 접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
방이 유명한 상표나 주지 영업이나 상품 표지를 보유하고 있고, 도메인이름의
등록자가 그 신분을 숨기고 있거나 웹사이트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소극적 보유
(passive holding)와 같이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서양속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형태로 자기나 타인의 이득을 부당하게
꾀하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원고의 도메인이름을
선점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목적으로 원고의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인되고,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재판매를 시도

58) 서울중앙지법 2008. 5. 1. 선고 2007가합79720, 2008가합1236 판결(도메이름권리확인･도메인이름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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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품표시인 ‘sens’에 대해서
제1부

특별한 영업 목적도 없이 제3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달리 볼 수는 없다59).

제2부

라. ‘wes.com’ 사건6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 함은,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외에 공서양속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제3부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반하는 형태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용의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의 영업상 표지와 혼동가능한 도메인이름을 도메인
트래픽광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피고와 유사한 미국유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고 그 광고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얻고 있다. 이는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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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등 유형무형의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원고가 피고의 표지의 인지도나 신용도에 편승하여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통해 링크된 웹사이트로 유인함으
제5부

로써 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음은 물론 피고에게 유형무형의 손해를 가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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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59) 이 사건 판결과 반대취지의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2007. 4. 13. 2006가합58818 판결(도메인이름 권리확인)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disneystore’는 ‘disney’와 ‘store’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store’는 상점 또는 가게의 뜻을 지닌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에 불과하여 ‘disney’가 식별력을 갖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는 소 외 회사의 주지･저명한 표장인 ‘DISNEY’의 영어 알파벳 소문자 표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위 ‘DISNEY’표장과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 소 외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대여할 목적, 피고나 소외 회사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기타 사회상규나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를 등록･보유함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지만, 위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이후 선고된 ‘sens.co.kr‘
판결에서 “소극적 또는 수동적 보유”에 대해서도 사이버스쿼팅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6가합74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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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원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도메인 트래픽광고사업자를 통해 피고의 영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광고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

마. ‘myspce.com’ 사건61)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각종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인터
넷 서비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사
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6년 3월경 피고의 영업표지와 일부 철자만을 달리 한 도메인
이름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역시 피고의 영업표지에서 철자 ʻaʼ만

생략된 형태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매수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약 5개월 가량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다가 2006년 8월 무렵에 이르러 그 도메인이름을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포워딩된 웹사이트에
서는 피고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검색카테고리가 있음은 물론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속칭 음란사이트로 링크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진행 도중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도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창설과 이전 과정,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웹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려
다가 일부 철자를 잘못 입력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그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피고와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
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음은 물론 피고에게 유형무형의 손해를 가하여 반사적으로 이익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29. 선고 2003카합4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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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제1부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원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해진

제2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에 관한 해석
상표권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제3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는 달리 사용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유연하며 넓게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62). 아울러 그 개념은 구체적, 실질적인
혼동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확정될 것이다63).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의 ‘사용’의 개념을 무한정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최소한 ‘상품과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64)65).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있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사용’의 개념은 상표법과는 달리 보다 탄력적이고

앞에서 살펴본 상표적 사용에 관한 설명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5부

예를 들어 ‘inkel.com, inkelpa.com’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

가합23107 판결(항소심에서 강제조정 성립)은, 피고가 위 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제6부

62) 박준석, 앞의 글, 32쪽은, 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함에 있어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현재로서는 신축적인 해석론이 강하게 필요하더라도, 그런 문구적인 제약이 없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조차
상표법에서의 제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viagra.co.kr 사건)도 상표법에서와 비교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표지의 사용 범주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한다.
63) 권영준, 앞의 글, 331쪽.

65) 대법원 2005. 5. 27.자 2003마323 결정(Korea First Card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용’이라 함은 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자신의 영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표지를 자신의 영업을 나타내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 내지 수식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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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rolls-royce.co.kr 사건)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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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원고(주식회사 인켈)의 제품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음향기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인켈 피에이’라는 문자가 화면
상단 중앙 부분에 상당한 크기로 표시되고, 원고의 제품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제품의

소개 화면 등에서도 상단 좌측에 ‘inkel P.A’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위 각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를 운영하
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이 규정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
체의 혼동행위의 개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66), 고의로 타인의 주지표장을
66) 가목, 나목에 관한 판결들.
▶ 가목, 나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① 서울지방법원 1999. 10. 8. 선고 99가합4181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 11. 15. 선고 99나61196
판결(확정, chanel.co.kr 사건), ②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99나66719 판결(viagra.co.kr 사건, 상고심인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은 원심이 가목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목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③ 서울지방법원 2000. 11. 17. 선고 99가합88101 판결 및 99카합3463 판결과
서울지방법원1999. 11. 24.자 99카합2819 결정(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himart.co.kr 사건), ④ 서울지방법원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인용판결로 항소기각 된 후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기각, mastercard.co.kr
사건), ⑤ 서울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2000가합5188, 31156(병합)(확정, ferragamo.co.kr 사건), ⑥
서울지방법원 2000. 11. 10. 선고 2000가합31286 판결(확정, legokorea.co.kr 사건), ⑦ 서울지방법원 2000.
12. 22. 선고 2000가합75347 판결, 2001. 3. 2. 선고 2000가합75323 판결, 2001. 5. 11. 선고 2000가합75330
판결(모두 확정, internetebs.co.kr, iebs.co.kr, internet-ebs.com 사건), ⑧ 서울지방법원 2001. 3. 23. 선고
2000가합86835 판결(위 판결 후 피고가 도메인이름의 관리비를 내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직권으로 말소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위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다, dongbusteel.com 사건), ⑨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7. 6. 선고 2001가합1397 판결(확정, amazon.ne.kr 사건), ⑩ 서울지방법원 2001. 9. 14.
선고 2001가합39225 판결(확정, speedo.co.kr 사건), ⑪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9. 20.자 2001카합1626
결정(확정, intelcom.co.kr 사건), ⑫ 서울지방법원 2001. 11. 2. 선고 2001가합19146 판결(확정, interpark.com
사건), ⑬ 서울지방법원 2001. 11. 9. 선고 2001가합5123 판결 및 그 항소심인 2002. 5. 28. 선고 2001나72120
판결(확정, kodak.co.kr 사건), ⑭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 10. 선고 2000가합16709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10. 30. 선고 2002나9860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altavista.co.kr, alta.co.kr
사건)
▶ 가목,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rolls-royce.co.kr 사건, 위 도메인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원고의 상호나 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다 및 앞의 각주
참조), ② 인천지방법원 2000. 6. 16. 선고 2000가합1637 판결(확정, jooyontech.com, jooyon.com 사건,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어떤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③ 서울고등법원 2001. 7. 4.자 2000라452
결정(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사건, 웹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④ 서울지방법원 2000. 12. 8. 선고 2000가합37185 판결(항소심에서 조정성립, fe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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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정절차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거치지 아니한 소송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다음 그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그 표장권자와는 전혀
제1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비상업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혼동
가능성을 야기하지 않는 사이버스쿼터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01년 2월 3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2001년 7월
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67)68). 그러나 위 다목은 “…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제5부

67) 다목에 관한 판결들
▶ 다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①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viagra.co.kr 사건), 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5.
23. 선고 2001가합3690 판결(항소심에서 조정성립, sungrak.co.kr, sungrak.pe.kr, 서울성락교회.net 사건으로,
가처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02. 1. 11.자 2001라428 결정이 먼저 있었다), ③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SONYBANK.COM 사건), ④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25165
판결{hsbccard.com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나68784 판결(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556, 2004가합140 판결(확정, kangwonland.co.kr 사건), ⑥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9494 판결(확정).
▶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3부

사건, 위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영업이 국내에 주지된 타인의 서비스표 등의 지정서비스업과
전혀 달라서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 ⑤ 서울지방법원 2001. 3. 9. 선고 2000가합67452 판결(항소심에서
조정성립, DOW.CO.KR 사건, 피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상에서 피고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더라도 원고와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類緣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자신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8가합128001 판결.(ejangsu.co.kr 사건, 위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하여 ‘ejangsu’나 ‘jangsu’ 혹은 이를 한글로 표시한 ‘이장수’나 ‘장수’ 등으로 표시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도메인이름이 피고 제품에 대한 상품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피고만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제2부

1일부터 시행)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새로이 부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rolls-royce.co.kr 사건, 위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의
내용이 비영리적인 사안에서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가목, 나목 뿐 아니라 다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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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68) 희석화의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실제로 희석화가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졸고,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LAW & TECHNOLOGY 2009. 1. 24-25쪽과 서울고등법원 2003. 12. 17. 선고 2002나73700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석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발생할 극도의 가능성이나 그러한 우려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였다) 및 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위 2002나73700
판결과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단지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항소심인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 …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메인

이름을 등록만 하여 놓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어떤 표지를 ‘사용’하

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위 다목으로도 규제할 수 없고, 더욱이 위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69)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는 하였으

나 그 내용이 비상업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위 다목으로는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목에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viagra.co.kr 사건)은,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
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
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70), 피고들이 위 도메인이
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생칡즙, 재첩국, 건강보조식품 등을 인터넷상으로 판매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원고들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하였다71). 그러므로 상표권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대전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10나819 판결(확정)은 이 쟁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버버리, BURBERRY)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고 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참조.

6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rolls-royce.co.kr 사건)은,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피고 등의 행위가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70) 조태연, 앞의 글, 71쪽은, 위 판결에 의하면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이름이 당해 제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71) 박준석, 앞의 글, 13쪽은, 해당 도메인이름이 표지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보다 피고의
상품에 더욱 밀착된 또 다른 표지가 있다면 후자의 표지가 상표이지 권리자의 표지는 간혹 영업표지가 될지는
몰라도 결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1개의 상품에 2개 이상의 상표가 부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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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호 가, 나, 다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위 ‘사용’이 역시 걸림돌이
제1부

된다.
또한, 최근에는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고자 할
때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기억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을 입력하거나 상호･상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

제2부

표･서비스표의 명칭에 ‘.com’이나 ‘.co.kr’ 등을 붙여서 입력하기보다는 검색엔진을

스표 등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여 놓았다거나 그 도메인이름으로

비스업과 전혀 다르다면(비영리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놓은 경우 포함), 일반인은

제3부

개설한 웹사이트에서의 상품이나 영업이 저명한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지정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등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그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검색엔진을 통하여 아무런 오인, 혼

같은 상황 아래서도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즉 희석화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무단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동 없이 그리고 아무런 불편 없이 자신이 원하는 웹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는바, 이와

선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이 신설되었고, 인주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논의의 중점이 위 아목 및 인주법 제12조가 규정하
서는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제5부

는 소위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름의 사용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
제6부

5.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부정경쟁행위 여부
가. ‘ferragamo.co.kr’ 사건72)
피고는 ‘ferragamo.co.kr’ 도메인이름 등록을 한 후 이를 ʻe-fashionhouse.co.krʼ
72) 서울지방법원 2000. 9. 22. 제12민사 2000가합5188 상표권 등 침해금지, 2000가합31156(병합) 상표권 등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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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하여 사용한 바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버버리, 구찌 등의 제품과 함께 원고의
ʻFERRAGAMOʼ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그러한 사실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의 중지와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원고의 진정상품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가 외국에서 제조･판매한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업자라고 하더라도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업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 범위는 그 진정상품의 판매 행위
및 전시 행위 또는 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광고･홍보 행위에 그친다 할 것이다.
위 피고가 그 진정상품의 상표를 그대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하여왔
다면 이는 위와 같은 영업표지의 사용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해설
진정상품 병행 수입업자 또는 그 판매자가 해당 진정상품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 사용의 범위가 무한정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진정상품의 상표를 도메
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영업표지의 사용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거래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인 한 그 병행 수입업자가 해당 상표를 외부 간판이나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상표의 사용 태양
(態樣)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병행 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

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73)에 비추어
73) 대법원 2002. 9. 24.선고 99다42322 판결(상표 BURBERRY 사건): 이 사건에 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1999.
6. 22. 선고, 98나35466 사건)에서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의 사용 범위에 따라 상표권 침해 부분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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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진정상품 병행 수입업자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여
제1부

진정상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곧바로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74).

제2부

나. ‘mikihous.co.kr’ 사건75)
1) 사실의 개요
신청인은 아동복, 완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일본 회사로 ‘www.mikihouse.co.jp’
을 판매하고 있고 ‘mikihouse’ 등에 관하여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제3부

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A를 독점수입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에 상품

피신청인은 2012. 5. 30.경부터 ‘미키하우스핫비스킷’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록상표가 표시된 아동복 등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2)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의 행위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미키하우스핫비스킷’을 상호로 사용하거나, ‘www.mikihouse.co.kr’을 도메인이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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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www.mikihouse.co.kr을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등

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행위 등은 피신청인이 신청
제5부

인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일단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76).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현재 그 상호를 ‘미키하우스핫비스킷’에서

74) 같은 취지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0. 11. 10. 2000가합31286 손해배상 등(‘legokorea.co.kr’ 사건).
75) 대법원 2008. 9. 25.선고 2006다51577 판결 한글인터넷주소사용 중지 등, 서울고법 2006. 6. 27. 선고 2005나
9612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5가합8687.
76)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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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부분이 있으며 매장 안의 내부 간판이나 포장지, 쇼핑백, 잡지 등의 광고물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병행
수입업체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병행 수입업체가
상표를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 본사의 공인 대리점이나 그 대리점의
구성원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도 해당되고 영업주체 오인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6부

‘러블리핫비’로 변경하여 거래명세표나 매출전표에 상호를 러블리핫비로 표기하고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종래 사용하던 인터넷 도메인 ‘www.mikihouse.co.kr’을 폐
쇄하고 ‘www.lovelyhotb.com’으로 변경하였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신청인의 제품을 병행수입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앞으로 미키하우스핫비스킷의 상호나 인터넷 도메인

‘www.mikihouse.co.kr’을 다시 사용하는 등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인하
여 입은 손해가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을 통하여 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결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해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

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 선전행위를 한 것이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

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도메인이름의 사용도 영업표지로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춤으로써 일반 사용자
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6. 키워드/메타태그 방식의 광고
가. ‘보이스캐디’, ‘voicecaddy’, ‘voicecaddie’ 사건77)
1) 사실의 개요
신청인은 골프운동 시 모자챙 등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골프용 음성안내 거리
측정기 (골프용 GPS 단말기, 골프용 위치측정 단말기라고도 한다)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고, ‘보이스캐디’, ‘Voice Caddie’라는 표지를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카합20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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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광고에도 사용하여 왔으며, 2010. 10. 12. ‘골프용 GPS 단말기, 골프용
제1부

위치측정 단말기’를 지정상품으로 삼아 이 사건 영문 표지를 그대로 딴 ‘VoiceCaddie’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12. 3. 5. 상표등록번호 제908027호로 등록을 받았고,
도메인이름 ‘www.voicecaddie.com’ 을 등록하여 웹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다.

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2011. 2. 17. ‘voicecaddy.com’을 등록하고 이에 접속하면

제2부

피신청인은 C주식회사가 개발, 제조한 ‘마이캐디’라는 명칭의 골프용 음성안내 측정

mycaddy.co.kr의 피신청인 웹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하였다. 위 도메인이름에 관해

한편, 여러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의 검색창에 이 사건 한글 표지를 입력하면 검색결

제3부

원래 고정포워딩 방식을 취하였다가, 사건 심리 중에 유동포워딩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과로 신청인 상품과 판매처 외에도 피신청인 상품 및 판매처가 나타나는 등 피신청인
상품에 대하여 한글 표지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광고 및 메타태그(metatags: 웹사이트에

화면에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웹페이지에 삽입된 검색단어로서, 키워드나 웹사이트의
내용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검색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접속하려는 자가 검색용어로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할 때 웹페이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아목의 도메인이
제5부

름 부정사용행위를 인정하고 위 도메인이름을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전, 변경,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
다.(다만, 일반예방적인 신청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지를 형식적으로 광고에

제6부

그리고, 키워드 광고, 메타태그 광고에의 사용금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타인의

메타태그 광고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표지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쇼핑몰 웹사이트 등에서 위 한글표지로 검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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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상품의 판매처 등이 검색결과에 함께 나타나기는 하나, 이용자들은
여전히 검색결과의 여러 웹사이트 중에서 본래 찾고자 하는 웹사이트 또는 상품
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므로 혼동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3) 해설
위 결정에 대하여, “주지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키워드/메타태그 광고에 활용한 행위를
단지 표지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표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단지 표지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사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유동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의 경우에도
영업표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은
논리가 일관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표지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동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 사용과 키워드/메타태그
광고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견해가 있다78).

나. VSP 사건79)
대법원은, VSP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표권자가 아닌 피고

가 사이트로부터 ‘VSP'라는 키워드를 구입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화면

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명인 ‘vsp 엔티씨'(이하 이 단락에서는 ‘이 사건 표장'이
라고 한다)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 및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dipfree.com'가 표시된 사안에서, 이 사건 표장이나 홈페이
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하게 되는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표장
(VSP 포함)이 붙은 상품은 표시된 것이 없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
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78) 부산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카합1186 결정(가처분이의).
7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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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제1부

하였다.

‘kangnampoly.com’ 사건80)에서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이 기간만

제2부

7. 판결 주문의 문제 : 일부 철자에 대한 등록말소의 가부
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맹계약 제15조 제2항{계약기간 중에만 ‘폴리 스쿨’
도 원고의 상표(‘POLY SCHOOL', '폴리 스쿨’) 및 상호(코리아폴리스쿨)를 사용할

제3부

관련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수 없다}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있다.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중 ‘poly' 부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이다)’고 판시하였고,
2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81).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일부 철자만의 등록말소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문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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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kangnampoly.com) 중 ‘poly' 부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 등이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주문에서 도메인이름을 직접 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5부

제4절 인주법상 쟁점과 판례
제6부

1. 인주법상 ‘부정한 목적의 등록 또는 사용’ 여부
가. ‘flexa-korea.com’ 사건82)

부록

1) 사실의 개요

8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가합55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72973 판결.
8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981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82)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7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11나80953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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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연친화적 아동용 가구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1972년경 설립된
후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 5,000여개의 매장에서 원고의 제품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침대, 옷장, 의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하여 각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았

고(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flexa.dk’ 도메인이름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아동
용 가구 판매업 등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flexa-korea.com”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의 등록자이다.
2) 판결 내용의 요지
(가) 1심 판결의 요지
피고는 당초 자신의 매장에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다가 원고 측으로부터 영업금

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받자, 위 매장을 장인인 ○○○에게 양도하여 현재 이를 운영하

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만 보유하고 있는 점, ○○○ 역시 원고로부터

영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받고, 원고의 이 사건 상표를 출처 혼동이 우려되
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을 한 점, 위 매장은
원고의 제품 중 병행수입품만을 취급할 뿐 원고의 정식 지점이나 대리점은 아닌 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원고 상표(flexa)에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korea’만을 추가하
고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의 일종인 ‘.com’을 부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다가,

원고의 국･내외에서의 이 사건 상표 사용 정도 및 상표권 보유현황, 국내에서의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원고의 제품 광고 현황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에 식별력이
없고 오히려 국내 대리점, 지점 등의 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korea)만을 추가
하여 원고가 미리 등록하지 아니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정당한 권리
자인 원고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
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48

제2장 조정절차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거치지 아니한 소송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이 사건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적법한 병행수입업을

제1부

(나) 2심 판결의 요지

하고 있고, 이 사건 웹 사이트에 병행수입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체에 관한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부

각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병행수입업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원고와의 영업

제1호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판단한 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국내에

제3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인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flexa)에 국내 대리점 등의 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
(-korea)을 부가한 형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등록에 정당한 권원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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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먼저 등록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의

이 판결은 “설사 영업주체 혼동가능성이 없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5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주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

2.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의 해석 및 적용범위
제6부

가. ‘nca.com’ 사건83)
1) 사실의 개요

NCA 표장을 1997. 2. 11. 미국 특허상표청에, 2002. 10. 15. 유럽 상표청에 각각

등록하였다. ② 1974년경에 설립된 ‘유니버설 치어리더스 어소시에이션(Universal
8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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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leaders Association, UCA)’이 1992년경 현재의 피고 회사 이름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Varsity Spirit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년경

피고와 NCA의 모기업인 ‘내셔널 스피릿 그룹(National Spirit Group)’이 합병됨으로써
피고는 NCA 상표권을 비롯한 권리를 모두 승계받게 되었고, 2008. 7. 21. NCA 표장에
관한 미국 상표권이 피고 명의로 양도 등록되었다. ③ 원고는 2000. 5. 10. 도메인등록기

관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거기에
‘NCA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 ‘Cheerleading

Outfits’, ‘Cheerleading Shoes’ 등을 포함한 각종 검색어들을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3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및 치어리딩 의류와 용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의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인주법 제12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약칭 대상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
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위에서

본 인주법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주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
250

제2장 조정절차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거치지 아니한 소송

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
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제1부

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

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제2부

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대상표지에 관한 인식도

제3부

한편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이에게 위 인주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
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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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제5부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의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인주법상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제6부

제1심에서 원고는, ‘NCA’라는 표장은 국내에서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고 이를 미리 선점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내셔널 치어리더스 어소시에이션

(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 NCA)’ 및 그 권리를 승계한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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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의 등록말소(사용금지)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해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이 신설되면서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국내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는 요건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해외권리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반면,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법률 내에 따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

성 여부, 그 해석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나아가 입법론상 잘못된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위헌소원까지 제기된 바 있었다84).
실무상으로는 정당한 권원을 인정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국내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
이 있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와 같은 해석상 다툼은 정리가 되었고, 국제적인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도 아래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였다85).
인주법 제12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문언적 의
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규자로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인주법의 목적 및 위 조항의 취지, 도메인이름등과 그 대상표지의 관계, 도메
인이름 등의 등록말소･이전 필요성 및 그 당위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에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개개의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84)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38 결정.(인주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5)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38 결정.(인주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2

제2장 조정절차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거치지 아니한 소송

이 판결 이후 법원은 도메인이름 ‘twitter.co.kr’ 사건86)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제1부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나. ‘citycard.com’ 사건87)
① 원고는 도메인이름 ‘citycard.com’을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년경 씨티은

제2부

1) 사실의 개요

행과 트래블러스 룹이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로, 미국 뉴욕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12. 15. 국내에 현금체크시스템 서비스업, 전자식 자금이행결제 및 접속시스템서비스

제3부

씨티은행은 1981년경 미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CITI’를 등록하였고, 피고는 1998.
업, 전자정보 접속시스템서비스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번호 50,922호로

관인 미국중재위원회(약칭 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NAF)에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처리신청을 하였고, NAF
는 2011. 9. 11. 이에 대해 위 도메인이름 중 식별력이 있는 ‘city’와 피고의 등록서비스
표 ‘CITI’를 비교하면 양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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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CARD’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② 피고는 2011. 7. 28.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

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는 피고의 서비스표의 가치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제5부

것으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citycard.com에 대한 피고의 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6부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등.(항소심 계속 중).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합98322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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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itycard’는 도시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ity’와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나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ard’가 결합된 것으로 위 두 단어 모두 흔히 사용

되는 말이고, ‘card’는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형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그 결합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형

멤버십 카드’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itycard’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88)에 의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이다89). ② 그런데 원고가 등록한 도메인이름과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면, 이는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에 ‘citycard’로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키기보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표장에
대하여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
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③ 또 증거에 의하면 세계 여러 도시에서 ‘city

card’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도시형 멤버십 카드(도시의 대중교통이나 관광지, 문화시
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국내에 등록한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만으
로 어떠한 대가의 지급도 없이 피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88)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내지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12조 ‘해석참고자료’ 부분 참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8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은 ‘우리은행’이라는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서비스표인데,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어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표시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우리’와 ‘은행’이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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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3) 해설
인주법 제12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는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
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하여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도메인

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2부

이름의 등록이전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
인주법 제12조의 문언만으로는 무엇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 혼동을 일으킬 것임이 명백하다면 일단 그 어떤 표지의 표지권자는 인주법 제12조

제3부

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등록이전청구에서도 도메인이름이 어떤 표지와 매우 유사하
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란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대상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1다57661 판결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어떤 경우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도메인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권원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반드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는 철자의 표장 자체에

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를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왔음을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이라는 사유도 피고에게

제5부

위 판결에서 ‘citycard’는 보통명사인 ‘city’와 ‘card’가 결합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위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인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90)

제6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인지를 판단하는데, ‘citycar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다. ‘iptime.com’ 사건91)
부록

1) 사실의 개요
피고 상표(ipTIME)는 2002.경 출원되어 2003.경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피고 상표
90) 최성준,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2013. 12. 13.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자료, 17~18쪽 참조.
91) 대구고등법원 2013. 7. 23. 선고 2012나5804(본소), 2012나5811(반소)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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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피고 회사 제품은 이미 2006.경부터 국내 판매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6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경 기준으로 2위 경쟁업체와
도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등록을 마쳤거나 등록을 위한 출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원고
는 2007. 11. 26. 도메인 등록기관에 도메인이름 ‘iptime.com’을 등록하고 웹사이트
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ip’라는 표시가 인터넷 관련 업계에서 ‘internet protocol’의 약자로 통용되고, ‘time’

은 시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에 해당하기는 하나, 양자가 결합한 ‘iptime’이라는

표시가 당시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식별력 있는 표시가

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자신의 회사와 상품에 관한 상표로 인식되었다면, ‘iptime’의
개별 구성요소가 인터넷 관련 약어와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외의
제3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의 업계에서의
위치와 그 상표 사용의 시기와 형태, 위 표시의 식별력과 통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위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설
위 ‘citycard.com’ 판결은 등록이전청구권을 구하는 이의 정당한 권원에 관한 해석
문제라고 본다면, 이 판결은 사용금지 또는 등록말소청구권을 구하는 이의 정당한
권원에 관한 해석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등록이전청구권의 인정 문제는 특정 도메인이
름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상 사용금지나 등록말소청구권의 인정 문제와 구별될 수 있다거나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 판결에 관해 “위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등록말소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권원’과 등록이전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권원’의 의미는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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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라. ‘o2soft.com’ 사건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2011. 10. 12. ‘o2soft.com’, 2011. 12. 21. ‘o2-media.com’, 2011. 6. 18.

제2부

‘o2sport.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피고(o2 holdings limited)는 영국
에 주사무소를 둔 휴대전문통신회사이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원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저명한 마크 및 그와 유사한

이유로 원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3부

표지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사기적인 웹사이트로 유도하였다는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호 중 ‘o2’가 위 도메인이름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도메인이름

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o2’는 산소의 분자식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명사에 해당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피고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에게 도메인이름에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가) 피고의 정당한 권원 및 원고의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도메인이름

제5부

볼 때, 피고의 상호 중 ‘o2’가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을 방해하거나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위 도메인이
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6부

(나)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ICANN으로부터 인증받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

는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92) 최성준,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2013. 12. 13.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자료, 18~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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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 주문(1항만)
가.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o2soft.com’, ‘o2-media.com’, ‘o2sport.com’에 대한 피
고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위 가항 기재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해설
위 판결은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원고(도메인이름등록인)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는 주문을 냈는데, 이러한 형식(확인의 소를 인용)의 주문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
고 판결로써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한다. 또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위 도메인이름을 현실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도메인이름에 관한 사용금
지청구권과 등록이전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메인이름
에 대한 정당한 권원까지 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 또는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93).

그리고 ‘정당한 권원’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권리로서 소송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

3. 인주법 제4조(적용범위)의 해석
가. ‘fruitella.com’ 사건94)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2008년 4월 29일 WIPO중재조정센터에 피고(대한민국 국적)을 상대로
fruitella.com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하였고, WIPO중재조정센터는 2008년
7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93) 같은 취지: 최성준,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2013. 12. 13.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자료,
23쪽 참조.
94) 광주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11978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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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고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위 도메인
제1부

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 및 사용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2009. 7. 16. 선고 2008가합7040 판결은 사용금지청구
권 부존재 확인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등록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않았고, 피고는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을 한국정보인증에서 한강시스템주식회사

제2부

을 확인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WIPO중재조정센터의 위 결정은 집행되지

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제3부

및 사용금지를, 예비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 내용의 요지
이미 확정된 이 법원 2008가합7040 판결은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 등의 존재

사용금지 및 이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위 판결에서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
을 할 수 없으므로(그러한 한도 내에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이하에서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전제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도메인사용금지청구권은 존재하고,
같은 법에 기한 도메인이전등록청구권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제5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목의

인주법은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도메인이름(.kr)을 적용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제6부

상으로 하여 신설된 법률로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과 같은 ‘.com’은 그 적용대상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사용금지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등록말소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인 등록이전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부록

3) 해설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7040 판결은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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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 기각하고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는 인용하였는데, 그 문제점에 관하
여는 제4부 제3장 제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주법 제4조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
는 도메인이름이다95). 2009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인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은
우리나라의 국가별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2009년 6월 9일 개정 시 위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최상
위도메인이름 및 다른 나라의 국가별최상위도메인이름으로까지 넓히되 우리나라에
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및 다른 나라의 국가별최상위도
메인이름으로 한정하였다96).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을 의미함이 분명하

고97), ‘대한민국에서 보유하는’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고
95) 인주법 제2조 제1호는,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 진
것), 도메인(domain)이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 나목은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도메인이름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주소는
아직 없다.
96) 그 적용범위를 넓힘에 있어 인주법 제12조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인터넷주소자원(도메인이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관한 기본계획(제5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제6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위탁(제9조), 도메인이름의 등록(제11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선정(제14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한글 다국어도메인이름 이외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이나 다른 나라의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이름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이에 따라 위 법 제13조에 의하여
제정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은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가코드(.kr과 .한국)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관리업무로
한정하였다}, 위 법 제12조에 한정하여서만 적용대상 도메인이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97) 집행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타당한 입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인주법 제12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그 등록기관을 외국 소재 등록기관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권창환,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의 범위’,
인터넷상의 상표권 침해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범위 고찰(제7회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 2010.
8. 26.)}가 있다. 그러나 UDRP 제8조 b항이, 제4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고,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계속 중 도메인이름 등록이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기관 변경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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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인 기타 단체가 보유하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에서 등록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의 외연이 어디까지인가이다. 도메인이름은 그 형태

제1부

인은 대한민국인이고, 등록기관도 대한민국에 소재한다98))

가 어떤지 등록인 및 등록기관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 법 제4조가 제한적으로

제2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넓게 해석하면 도메인이름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용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4조의

태양이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 제4조의

제3부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이란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합리적인 해석은 앞으로 사례와 판례의 집적에 의하여 명확해지리라 예상된다.
위 판결로 돌아와 보면, 인주법 제4조가 개정되어 제12조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인주법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주위적 청구인 등록이전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인주법의 위와 같은 개정사실을 판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이는데(원고대리인이 위 개정사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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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변론종결되었는데, 위 제4조에 관한 다툼 없는 해석에 의하면 당연히 위 사안에

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제5부
제6부
부록

98) platon.com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10가합10708 판결(확정)은, 등록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등록기관은 미국회사인 Tucows인 사안에서 위 도메인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인주법 제12조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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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상표법상 등록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rolls-royce.co.kr’ 사건99)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자동차, 항공기 및 관련 부품(자동차 및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여

‘ROLLS-ROYCE’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영국 내 법인이다. 피고는 1999년 6월 5일

삼진정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선정자 윤OO 명의로 KRNIC에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약칭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ROLLS-ROYCE’라는

표장 또는 ʻROLLSʼ와 ʻROYCEʼ라는 문자 및 겹쳐진 ʻRRʼ로 구성된 표장에 관하여,

승용차, 내연기관 등에 관한 상표등록과 기술대리인으로서의 조언업 및 기술원조업,
피스톤, 가스터어빈엔진 및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의 수선업 등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가지고 있다.(이하 ʻROLLS-ROYCEʼ라는 원고의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를
합쳐 약칭 ‘이 사건 상표’)

이 사건 상표는 영어사전에도 ‘영국제 고급승용차’를 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분야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로 성장한 원고의 영업 또는 그
상품을 지칭하는 표장으로서 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 등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약칭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PROFILE’,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게시판’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
‘PROFILE’ 항목에는 피고에 대한 간단한 약력을 기재해 놓았으며, ‘항공기’, ‘특허정

보’, ‘구매관련’ 항목에는 해당 항목에 관계되는 관련 사이트의 주소를 소개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시켜 놓았으나, 이른바 배너광고 등은 전혀 없을

9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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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개, 운용되고 있다.
제1부

원고는, 피고 등이 이 사건 도메인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도메인을 소위
무단점유(cybersquatting)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을 원고에게 양도하
는 대가로 7년간의 영국 유학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십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 등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될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제2부

이는 금전적인 이익을 받아내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와 같으므로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부

2) 법원의 판단
(가)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ʻ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피고 등이 운용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간판 또는 표찰에
제5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취급하고 있는 항공기에

영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제6부

관한 내용도 단순히 항공회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ʻ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 행위ʼ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ʻ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 행위ʼ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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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ʻ상업적 사용ʼ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피고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상호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 등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
도메인이름을 상호 그 자체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과 판단은 정당하다.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 등이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여 거액의 양도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
인이름을 선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도메인이
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해설
이 판례는 특히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이름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단지 도메인이
름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상품의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도메인이름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의상 ʻ간판 또는 표찰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였던 다수의 하급심의 입장과 달리하고 있다. 인용 표장의 세계적인 저명성을 인정하면서
도 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그것이 상업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 표장
의 ʻ식별력의 약화ʼ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가 전혀 상업적이지도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ʻ영업표지ʼ나 ʻ상업상의 사용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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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었을 것이나 인터넷상의 도메인이름이 상품의 표지로
제1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피고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ʻ서비스 표지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
참고로, 다른 대법원 판례100)는 분쟁 도메인이름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

제2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서 거래하는 상품의 표지로 달리 사용되지 않는 한, 상품의 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표지로서의 사용과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에 관하여 그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을 유의할

제3부

볼 수 없으나 영업표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이름의 상품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101)에서는 반드시 영업상의 사용이나

제2조 제1호 아목이 적용되면 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사안이
라고 생각된다.

나. ‘fedex.co.kr’ 사건102)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상업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1) 사실의 개요
뒤 ʻFederal Export Trading Co. Ltd.ʼ라는 표장을 위 웹사이트에 표시한 다음 자동

제5부

피고는 ʻfedex.co.krʼ에 관한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최초 등록자로부터 이전받은

차 부속품을 수출, 판매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은

표권 침해행위이며 이들 표장과 관련한 영업주체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제6부

원고의 국내에서의 주지 상표이자 등록상표인 ʻFederal Expressʼ와 ʻFedexʼ의 서비스

10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상표권 등 침해금지청구의 소.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102) 서울지방법원 2000. 12. 8. 제12민사 2000가합37185 표장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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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인 ʻ운송업ʼ과 피고의 ʻ자동차 부속품의 수출
등 무역업ʼ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은 주지･저명한 서비스표의 인지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상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해설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
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
외에 양자 사이에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한 광의
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혼동에 한하지 않고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부인
한 것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상표법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bebehouse.com’ 사건103)

확인대상서비스표 ‘bebehouse.com’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viagra.co.kr
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을 들면서 특정한 도메인이름으
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
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103)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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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름 등록인인 원고가 ‘bebehouse.com’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등록서비스표인

제1부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도메인이

를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주소창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제3부

나. ‘isetan.co.kr’ 사건104)

제2부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도메인이름

피고가 그의 처 명의로 운영하는 장의용품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하여 놓은 사안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위 웹사이트를 통해 전시, 판매되고 있는

위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였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장의용품 등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일반인들을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고 있는 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상표의 사용’ 요건 인정에 어려움이
제5부

많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105).

다. ‘lingua-academy.com’ 사건106)
제6부

원고가 ‘lingua-academy.com’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화면에는 도형
104) 광주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4가합9260 판결.(확정).

106)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212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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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조태연, 도메인이름 사용의 상표권 침해 여부, 제7회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2010. 8. 26.), 77쪽은 웹사이트는
무엇인가를 알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광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이 사용된 것이므로,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최성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법상 문제점, 저스티스 87호(2005), 38-39쪽도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품 광고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상표등록도 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웹사이트에 지정상품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여 놓았다면 상표법상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리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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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이하 ‘실사용표장’이라 한다)이

곳곳에 표시되어 있는 점, 원고 어학원 버스 양 옆에 위 도메인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실사용표장이 더 크게 표시되어 있는 점, 영어교재의 뒤표지의
맨 하단에도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어, 실사용표장이 어학원 또는 영어교재의
식별표지로 인식되는 점, 영어교재 뒤표지에 기재된 위 도메인이름은 그 기재위치,
크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어학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정도로 부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설명회에 배포된 자료 곳곳에도 실사용표장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도메인이름은 뒤표지에 주소와 같이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봉투에도 발신인 표시부분에 실사용표장이 크게 표시되어 있을
뿐 도메인이름은 작은 글씨로 주소, 전화번호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의 사용증거로서 내세우는 도메인이름은 모두

단순히 원고가 운영하는 어학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의미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외국어학원경영업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록서비스표 (

) 불사용취소 사건에서 도메인이름이 서비스업의 식

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로서, 일반적인 사이버스쿼팅 사건과
다르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lgskorea.com’ 사건107))
피고는 1999년 2월 13일에 ‘주식회사 엘지에스’라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상호가 일반인들 사이에 저명한 상호로 인식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속한 LG그룹 뿐 아니라 SK그룹이나 KT그룹도 그룹명에 몇 개의
영문자를 더한 명칭을 계열사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의 생산･판매 상품과
피고의 상품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중 상당수
가 실제로 피고를 원고나 LG그룹의 계열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주식회사 엘지에스, LGS, 엘지에스 등은 원고의 상호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인

‘엘지’ 또는 ‘LG’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어, 일반인이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1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가합19021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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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의 주식회사 엘지에스, LGS, 엘지에스 등의 사용행위
피고에 대한 ‘lgskorea.com’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청구에 대하여 보면, 위 도메인

제1부

는 상호권 침해에 해당한다108).

이름은 원고 상호의 주요 부분인 ‘LG’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들이
로,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제2부

위 도메인이름을 원고의 도메인이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
위 판결은 이어서, ‘주식회사 엘지에스, LGS, 엘지에스’ 표장과 ‘LG’ 표장이 유사하

한다고 하였다.

‘raonnhaje.com’ 사건109)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도메인이름의 명의신탁을 인
정하고 등록명의 이전절차 이행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제6절 강제집행 등 기타의 문제

제3부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표지들 사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1. 사실의 개요

신청인 명의로 2009. 11. 23. 등록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제5부

신청인(주식회사 라온하제)는 도메인이름 ‘raonhaje.com’을 당시 사내이사인 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퇴사한 후 신청인에게 위 도메인이름과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신청인은 항고심에서 위 도메인이

제6부

이메일주소 info@raonhaje.co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위

름 점유이전 신청을 등록명의 이전절차 신청으로 변경하였다.
부록

108)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109)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카합271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4. 1. 선고 2012라1798 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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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이메일주소는 신청인이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그 상호인 ‘주식회사 라온하제’의 영문표기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raonhaje.com’과 이메일주소 ‘info@raonhaje.com’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 온 것으
로서 신청인의 영업용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이메일주소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영업을 위하여 등록 및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비록 피신청인이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편의상 피신청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유지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사무관리 등으
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의 자산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
로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그 이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 (중략)
..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 동안 위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쌓아온 신용과 영업상 이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해설
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도메인이름 등록명의 이전절차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단행가처분)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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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제2부

제1절 국내외 조정결정 불복소송 현황
도메인이름 등록은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에 체결된 등록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약관이 정하는 분쟁해결절차와 결정에 당사자가 구속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해결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법률에 의한 조정결정이건 그 집행을 보류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
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110). 본 장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을 보류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의 당사
자, 관할법원, 소송의 형태, 준거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UDRP에 의한 결정이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한편 2015년 12월 31일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전신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

내려졌고 102건은 취하되었다. 결정 중 이전을 구제 내용으로 하는 신청 인용 사건은

제5부

회111)에 신청된 조정사건은 605건에 이르고 있다. 그 중 502건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179건,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청 인용 사건은 286건으로 신청 인용된 사건이 465
건, 기각된 것은 37건이다.
제6부

그 중 분쟁조정위원회가 2005년 2월 17일부터 등록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개시한 이래 2013년 12월 31일 현재 총 479건의 분쟁해결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90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 중 33건의 해결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부록

110)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제기하였다는 증명서나 당사자 합의에 따른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조정 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UDRP 제4조 k.항의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사법심사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111)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2002. 1. 4.부터 2004. 7. 30.까지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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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10건, 기각 16건, 인용 3건, 조정성립 2건, 각하 1건, 진행 중 1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102건의 해결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한 13건
중 1건은 각하, 2건은 소 취하112), 3건은 조정성립113), 7건은 판결 선고114)되었다.
판결 선고된 7건 모두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의 패소이며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그 조정금액이 200만원 내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의 패소로 귀결된 셈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준거법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이 분수령이 되었는데, 위
판결 이전에는 등록약관에서 따르기로 한 분쟁조정규정을 준거규범으로 한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체법에서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던 구제방법
인 도메인이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실체법으로 제정되어 ccTLD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및 그에 관한 소송과 gTLD에 관한 UDRP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준거법이 되었고,
이 법 제12조 제2항에서 상표권자 등에게 등록말소청구권 뿐만 아니라 등록이전청구
권도 인정하는 바람에 불복소송이 줄어들었고 준거법이 UDRP인지 실체법인지 논할
실익도 없어졌다.

112) 서울지법 2003가합17366 도메인이름 말소(kitty.co.kr 사건) 및 울산지법 2003가합2556 도메인이름사용
금지(5425.co.kr) 등.
113)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가합8361 소유권확인(allianz.co.kr , allianzlife.co.kr 사건), 서울지법 2002가합42341
도메인이름사용권 확인신청(bayerkorea.co.kr 사건) , 서울지법 2002가합 63089 도메인이름 사용권확인
(organon.co.kr) 등.
114) 서울지법 2003. 12. 26. 선고 2002 가합 79664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startv.co.kr 사건),
서울지법 2003. 12. 26. 선고 2003가합 24685 도메인이름 말소의무 부존재확인(morinaga.co.kr 사건) ,
서울지법 2003. 10. 10. 선고 2002가합4656(본소) 소유권확인, 2002가합5970(반소)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등(kaja.co.kr 사건), 춘천지법 영월지원 2004. 4. 9.선고 2003가합556(본소)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2004가합140(반소) 상표등록말소(kangwonland.co.kr사건), 서울남부지원 2004. 6. 4. 2003가합9484
도메인이름 사용권확인(kbsi.co.kr 사건), 서울북부지원 2004. 11. 11. 2004가합2018(본소) 부정경쟁행위
2004가합3363(반소) 도메인이름 보유권확인(imbc.co.kr 사건),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4. 11. 12. 2003가합943
도메인이름 말소금지청구(harrypotter.co.kr 사건) 등.

272

제3장 국내외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제2절 국내외 조정결정 불복절차
제1부

1. UDRP 조정결정 불복절차

인이름의 등록기관에 통지되는데, 등록기관은 그 결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2부

gTLD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또는 이전을 명하는 ‘UDRP 조정결정’은 해당 도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business day, 등록기관의 주사무소 기준) 동안
집행을 보류한다. 등록기관은 위 10영업일 동안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신청인을 피고

제3부

로 하여, 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을 할 때 UDRP 절차규칙 제1조가 규정하는 상호관할
권(mutual jurisdiction)이 있는 법원 중 그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진술하여 놓은
특정 법원115)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공식 문서(예를 들면 법원서기관 등의 소 제기

위 공식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의 집행을 계속 보류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당사자 간 화해계약서, 위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해당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이 기각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접수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증명서 등)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집행하고, 만약 위 10영업일 이내에

다.(UDRP 제4조 k항)
UDRP 조정결정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전 도메인등록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을까?
제5부

UDRP 제4조 k항에 의하면, 등록인 또는 신청인은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
된 후에도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116). 즉 UDRP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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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hpweb.사건은 등록인(한국, 웹디자이너)이 ‘hpweb'을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등록기관 NSI에 등록하였다가
전미중재원(NAF)에서 UDRP에 다라 위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인 휴렛패커드(’HP‘)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은
다음, HP가 신청당시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선택한 버지니아주 헌던시 법원이 아닌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인

제6부

115) gseshop.com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2008. 9. 30.자 2007라53 결정(확정)은, 피고가 ADNDRC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호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할 것이지를 진술하지 않아 원고(위 도메인이름
등록인)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진술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UDRP
제4조 k항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 또는 등록기관의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법원 어느 곳에도 ADNDRC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위 판결은 나아가,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처럼 위
진술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Rules for UDRP의 상호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관할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호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어느 법원을 특정하지 않은 불성실한
피고에 대하여는 ADNDRC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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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심사를 그 종료 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며, 도메인등록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 결정을 집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또는 말소하라는 결정을 집행한 후에도 전 도메인 등록인은
관할법원에 제소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 이 점에서 ccTLD 분쟁조정안이 확정되
면 그 조정안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불복절차
인주법이 2009년 6월 9일 개정되어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개정
전의 인주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제도117)를 없애고, 2005년 1월 27일
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2조 제1항과 분쟁조정위원회의 도

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던 조정 제도(당시에는 이를 ʻ등록약관에 의
한 분쟁조정ʼ이라고 불렀다)를 거의 그대로 위 개정된 인주법 제18조118), 제18조의2,
제20조에 옮겨 규정하였다. 위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ccTLD에 대한 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안(조정부가 작성한 조정결정)119)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
서울지방법원에 HP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지 못하고 HP에게 이전되었다.
그러자 HP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와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은
10년이 넘는 긴 분쟁 끝에 세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3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판결)로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준거법과 준거법에 의한 실체법상의 권리
여부가 쟁점이었을 뿐 UDRP의 결정이 이미 실행되었는데 이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즉, UDRP 결정은 그 실행 이후에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117) 2004년 7월 30일부터 위 법이 시행된 이래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118) 제1항은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 인주법 제18조의2는 “① ~ 경우에는 조정부는 ~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또는 “② ~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18조 제4항은 “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부를
구성하고~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제20조는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여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내에서 조정부가 작성하는 같은 문서를 이와 같이 조정결정, 조정안 2가지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UDRP에서 administrative panel이 작성하는 문서를 administrative
panel’s decision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인주법에서도 조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를 제18조의2에서처럼 조정결정
또는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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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증명서나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제1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
할 수 있고, 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
을 요청하며,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내용의 실행)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 또는 중재절차가

제2부

있다. 또한 2009년 11월 13일 전부 개정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120) 제11조(조정

종료되었을 때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소 취하(취하간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

없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증명서, 중재절차가

제3부

서, 소 각하･청구기각 판결 또는 피신청인이 해당 인터넷주소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종료되었다는 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121).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며(제20조 제2항),
이와 같이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
로 본다.(제20조 제4항) 따라서 조정결정이 실행된 이후에는 전 도메인등록인은 더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5일 이내에 소제기 또는

이상 조정안의 실행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gTLD에 대한 UDRP 조정결
정과 큰 차이가 있다.
제5부
제6부

120)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주법에 의한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세칙이다. 종전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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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인주법 제20조 제2항은 피신청인이 소 제기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만, 반대해석상 피신청인이 소
제기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지 아니한다는
즉 보류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주법은 이와 같이 조정내용의 실행이 보류되었다가 언제
신청인이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한다.
이에 할 수 없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인주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므로 하루빨리 위 내용을 포함하도록 인주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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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복소송의 종류, 당사자 및 관할법원
가. 규정
gTLD 도메인이름의 말소나 이전을 명하는 ‘UDRP 결정’의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원고가 되어 반드시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소법원은 UDRP 절차규칙 제1조가 규정하는 상호관할권(mutual jurisdiction)
이 있는 법원(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기관의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에 나타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법원) 중 그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진술하여 놓은 특정 법원(UDRP 절차규칙 제3조 (b)항 (xⅲ)호)122)이어야 한
다.(UDRP 제4조 k항) 신청인을 피고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 제기 이외의 다른 분쟁을
제기한 경우에는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킬 수 없다.
ccTLD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서는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피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집행을 보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UDRP 결정보류절차와 차이가 있다. 인주법 제20조에서는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소 제기 또는 중재신청을 할 때의 당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신청
인일 것이며,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때에도 신청인을 피고로 하지 아니하면 조정안
의 집행을 보류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을 보류시킬 수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이 있은 다음 10영
122) gseshop.com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2008. 9. 30.자 2007라53 결정(확정)은, 피고가 ADNDRC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호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할 것이지를 진술하지 않아 원고(위 도메인이름
등록인)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진술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UDRP
제4조 k항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 또는 등록기관의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법원 어느 곳에도 ADNDRC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위 판결은 나아가,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처럼 위 진술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Rules for UDRP의 상호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관할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호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어느 법원을 특정하지 않은 불성실한 피고에 대하여는
ADNDRC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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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 또는 15일 이내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위 신청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제1부

인을 상대로 신청 취지를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자 정보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이 가처분 신청이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집행을
우선 ‘wall-mart.com’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8가합2092(본

제2부

보류시킬 수 있는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소), 2009가합3405(반소) 판결(확정)을 보자. ‘WAL-MART STORES, INC.’(피고)
차 개시 신청을 하여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UDRP 결정이

제3부

가 위 도메인이름 등록인(원고)을 상대로 미국의 전미중재원(NAF)에 의무적 행정절

있었는데, 원고가 10영업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도메인이름 등록자 정보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기관(사이덴터티)에 위 결정의 실행을 보류할

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가처분신청은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소송의 형태가 아
니라는 이유로 등록기관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 등록기관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상(위 가처분신청이 일단 기각되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것을 요구하자 등록기관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가 UDRP 제4조 (k)항에 따른 관할법

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다) 관할과 소의 형태에 관계없이 위 결정의 실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결정의 실행을 요구하였으나 등록기관은 본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집행

제5부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가처분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등록기관에 위

을 계속 보류하였다.

2140 결정도 2009년 5월 18일 미국 전미중재원(NAF)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이 있은

제6부

나아가 ‘continentalair.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2.자 2009카합

후 등록인이 10영업일 이내에 분쟁해결 절차 신청인인 콘티넨탈에어라인즈, 인크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자 정보를 위 신청인 또는 제3

처분 신청 후 3개월여가 지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였다)에서, 종국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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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도메인이름 등록인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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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는 등록인(가처분 신청인)이므로 그 사용권에 대한 침해의 방지 및 예방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또한 분쟁해결절차 신청인(가처분 피신청인)이 본안판결 전에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아 그 등록기관을 국외 업체로 변경해버리면, 등록인은 국내에
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등록정보의 변경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등록자 정보 명의변경을 금지하였는데, 도
메인이름 등록인은 2009년 9월 15일 제기한 본안소송을 위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인
2010년 3월 31일 소 취하 하였다123).)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같은
사람인데, 그는 UDRP 결정의 실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려는 생각에서인지
UDRP 결정이 있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일단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다음 위 1.과 같은 형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본안소송의 판결이

가집행부로 선고되거나 또는 확정되어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UDRP 제4조 (k)항에 따르면,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10영업일 이내에 분쟁해결 절
차의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 직원
작성의 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등록기관은 당해 소송의 인용 가능성
유무나 소송 종결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같은 항 소정의 (ⅰ),
(ⅱ), (ⅲ) 문서가 제출될 때까지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을 명하는 UDRP 결정
의 실행을 중지한다. 즉, 도메인이름 등록인(가처분 신청인)은 분쟁해결 절차 신청인
(가처분 피신청인)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 부존재확
123) 위 사건에서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 자체의 효력으로 NAF 결정의 이행이 보류되어
이미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위 결정의 실행 보류의 효과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DRP 제4조 (k)항의 해석에 따라서는 위 실행 보류의 효과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인
10영업일 이내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임을 전제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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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소 등(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제소증명원을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제1부

UDRP 결정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 효과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속되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도메인이름이 분쟁해결 절차 신청인에게 등록이전(도메인이름
에 관한 등록자정보가 피신청인 명의로 변경)될 염려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본안

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될 수 있고, 달리 분쟁해결절차

제2부

소송의 제기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해결 절차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독으

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제소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도메인이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

제3부

등록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기관으로부터 그 보유 도메인이름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UDRP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내에 위와 같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그 소송이 계속되는

확정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자 2010카합269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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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명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본안판결

7.자 2011카합421 결정, 2011. 7. 7.자 2011카합1264 결정, 2011. 7. 7.자 2011카합
1508 결정, 2011. 9. 9.자 2011카합1991 결정(앞의 2011카합1508과 동일한 신청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제5부

다시 한 사건)은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같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전등록청구권이나 말소등록
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고 이처럼 본안소
제6부

송을 제기하기만 하면(본안소송이 적법한지, 판결이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
다)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킬 수 있는 이상, 굳이 등록자정보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소송의 형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경우,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보전의 필요성(본안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에 응급적･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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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위와 같은 등록자정보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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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2009. 11. 12. 2009카합2140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
‘wall-mart.com’ 사건에서 등록기관이 가처분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UDRP 결정

의 실행을 보류한 조치도 옳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등록기관이 가처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UDRP 결정의 실행을 보류한 조치
역시 본안소송이 UDRP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을 훨씬 지나 제기된 이상
옳다고 할 수 없다.
UDRP 제4조 (k)항이나 인주법 제20조 제2항도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집행
을 보류시키려면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가처
분 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UDRP 제4조
(k)항이 보류되었던 UDRP 결정을 집행시킬 수 있는 서류로 (ⅰ) 공정증서에 의한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서, (ⅱ) 등록인이 제소한 해당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ⅲ) 해당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 또는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도 가처분 신청을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소송의 형태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등록자정보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 분쟁조정기관의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소송의 형태에 포함된
다고 하면,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 신청인으로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UDRP 결정을
실행시키기 위한 UDRP 제4조 (k)항 소정의 (ⅰ), (ⅱ), (ⅲ) 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조정 신청인은 이에 대응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ⅰ), (ⅱ), (ⅲ)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 따르지 않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여 그 인용 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가처분 취소 결정이 위 (ⅰ),
(ⅱ), (ⅲ) 문서에 문언상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설명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등록기관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10영업일 또는 15일 이내에 가처분 신청
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만을 제출받고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하여
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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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제1부

UDRP 제4조 k항과 인주법 제20조는 UDRP 결정과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집행
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분쟁 제기의 기한, 종류, 당사자 및 관할법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

제2부

고 있다.
상표권자 등이 UDRP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집행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후에도 도메인이름의 피신청인이 상표권자 등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표권자 등을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하

제3부

을 구할 실체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표권자 등의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는 소송 또는 그 이전이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부당한 실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피신청인이 동의한 이상 이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전 또는 등록말소 등의 UDRP결정이나 조정결정을 받은 피신청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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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등록말소 조정결정이 실행된 이후에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거나, 다른 방식의 분쟁을 제기하거나, 다른 주체(예를
들면 등록기관)를 상대방으로 하여 분쟁을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UDRP결정이
제5부

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하지 말아야 한다.

4. 불복소송 청구의 취지
제6부

가. 서언
현재까지 UDRP 결정 또는 조정결정과 관련된 소송의 청구취지는 조정결정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소,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 또는 등록취소청구권 존부의 확인을 구하

형태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 중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는 도메인이름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그 등록 단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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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존부확인을 구하는 소 등 3가지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이의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도메인이름을 소유권이나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
권적인 사용권의 대상으로 관념할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용권이
라고 하는 대세적인 효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형식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
지의 일본 판례가 있다124).
반면에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 내지 물권적인 권리(property right)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즉 2003. 7. 25. 선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Kremen v. Network Solution, Inc.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 판결은 도메인이름은 주식배당이나 토지분할과 같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이익이고, 다른 재산처럼 가치가 있고 매매될 수 있으며 도메인이름 자체에 대물관할
권이 인정되고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그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의 소유임을 공시하므
로 도메인이름은 물권적인 권리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다125).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반드시 위 일본 판례가 어느 경우에나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 UDRP 결정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집행 보류

를 위한 소의 형태로 2000년대 중반까지 ①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취소 또는

UDRP 결정 무효 확인의 소, ② 도메인이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그 배타적인 권리에 근거하여 방해 제거･방해 예방을 구하는 소, ③ 도메인이

름에 대한(채권적) 사용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가 논의되었고 몇몇 판결에서
124) 도쿄지방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년(와)5603 판결(sonybank.co.jp 사건)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자는 등록관리규정의 내용을 승인한 뒤에 등록기관에 신청함으로써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며,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인터넷상 식별부호로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여하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등록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기관이
등록을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이름 등록은 인터넷 이용자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사이의 등록관리규정을 내용(계약약관)으로 하는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은
등록기관에 대한 채권계약상의 권리로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가지는 권리는 등록기관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을 소유권이나
기타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인 사용권의 대상으로 관념할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등록기관 사이가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형식의 청구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적인 전제를 흠결하는 것이고 확인의 이익을
흠결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125)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서는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2003. 11. 21.) 도메인이름분쟁
조정위원회 제3차 국제세미나- 한국과 독일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의 고찰, 발표문, 95~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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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기도 하였으나126), 이제는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또한 ④ UDRP 제4조 a항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 제1, 2항(개정된 인주법이 2009년

제1부

위하여 ①, ②, ③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9월 10일 시행되기 이전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에 의하여 도메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종종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2.

제2부

인이름의 이전 또는 등록말소를 구할 권리의 부존재 확인의 소도 UDRP 결정이나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이, “UDRP는 의무적 행정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이 UDRP의 등록

제3부

으로 하고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취소･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심리･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상표 등에 관한 권리에 터 잡아 원고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제는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④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상정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UDRP 결정 또는 도메인네임분쟁조정의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의 이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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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심리･판단의 대상이라고

또는 등록말소를 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가,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의 실행을 보류시키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127).

제5부

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 형태라고 평가받고 있다. 2001년부터 UDRP 결정이나

UDRP의 분쟁해결 절차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도메인이름 이전
결정 또는 조정결정이 있은 이상 과연 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제6부

가 관건이라는 견해가 있으나128), 이 소송은 UDRP 결정 또는 조정결정의 결론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고 UDRP 자체 또는 인주법 자체가 소송의
조정결정의 실행을 보류시킬 수 있는 소로 인정한 판결로는 ‘imr.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3가단162320 판결, ‘disneystore.co.kr’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3. 선고 2006가합58818
판결이 있었다.
127) 구체적인 판결 내역은 2010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47~49쪽 참조.

128) 한상호,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새로운 동향과 해결 방안에 관한 검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송상현선생 화갑 기념 논문집), 1005쪽.

28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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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청구취지가 이러한
형태인 사건들의 판결은 모두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
권이나 등록말소청구권 또는 사용금지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실체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129)130).

다.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문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명하는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명하는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ccTLD에 대한 조정결정은 인주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의 실행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바로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결정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131). 그런데 신청인이 비록 말소만을
명하는 조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실무상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말소하는 시점을 분쟁조
정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신청인은 그 도메인이름이 말소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도메인이름이 말소되자마자 바로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129) ‘kangwonland.co.kr’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556(본소), 2004가합140(반소)
판결(확정)은, 원고가 조정위원회로부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분쟁조정규정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조정결정을 송부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편 당사자는 그 조정결정문을 등록대행자에게
제출하여 조정결정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조정결정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의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 ‘myspce.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확정)도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같은 취지이다.

130) ‘caselogic.co.kr’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판결(확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피고가 등록말소를 명한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괴롭히고 더 많은 양도 대가를 얻기 위해
등록말소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위 조정결정에서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명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이 아닌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13조에서도 조정결정 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또한 피고등록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가 도메인이름이
반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야 도메인이름의 등록 만료일이 도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131) 종전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13조 제3항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정결정의 실행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대행자로 하여금 그 결정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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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전을 명하는 조정결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결과가 된다.
제1부

그러나 gTLD의 경우에는 등록기관이 UDRP 결정이나 판결 등을 수령하면 즉시 말소를
명하는 UDRP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약 30일 이내에 집행을 하고
있어, 신청인으로서는 도메인이름이 말소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 도메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gTLD의 경우에는 이전을

제2부

름을 자신이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다.(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을 가지는 제3자가

명하는 UDRP 결정과 말소만을 명하는 UDRP 결정 사이에 나중에 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

2009년 6월 9일 개정되어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주법 제12조는,

제3부

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있다. 따라서 UDRP 결정이나 조정결정에서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명하여서 그 집행
을 보류시키기 위해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도메인이름이
인주법 제12조에 해당하면 위 확인의 소는 기각된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등의 표지에 관하여 강제적인
등록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132), 등록상표나 미등록 주지･저명 상표를 보호

이전까지 인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 보충성의 원칙 또는 다른 표지와의

제5부

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나 등록말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형평에 반할 수 있는 점,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다수의 권리자133)가 이전등록
을 청구할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133) 등록상표라도 지정상품별로 수 개의 동일한 상표가 병존할 수 있고, 상표권이 아닌 비영리적 사용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상호 기타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85

부록

132)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동일, 유사한 다른 상표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다른 표지의 권리를 강제로 자신의 것으로 이전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금지시킬 뿐이지 그 등록상표를 주지･저명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제6부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는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134),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그 도메인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아니어서 인
주법 제12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인주법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예를 들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함이 없이 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무조
건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인주법 제18조의2(판단기준)는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 상법상의 상호권 침해행위 및 UDRP 제4조 a항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상법을 적용하여 말소청구는 인정하되 이전청구는 기각해야 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준거법에 따라 등록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무조
건 인용해야 하는 경우는 더 이상 예상하기 어렵다.
참고로, 미국의 ACPA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거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그 저명한
상표를 희석시키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취소 또는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불복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준거법
가. UDRP와 국내법과의 관계
UDRP 결정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에서의 쟁점은 주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분쟁조정규정의 법적인 구속력과 그 구속력이 인정될 경우 결정
이나 분쟁조정결정이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도메인이름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아목, 인주법 제12조가 있고,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134) 도메인이름에 관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결도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명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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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인주법 제18조의2 제1 내지 3항이 있다. 우선 UDRP 제4조
제1부

(a)항 (ⅰ) 내지 (ⅲ)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인주법 제12조, 인주법
제18조의2 제2, 3항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UDRP 제4조
(a)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인주법 제12조

인주법 제18조의2
제2, 3항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권리
등록인에게 정당한
또는 정당한 이익이
권원이 없어야 한다고
있는 것을 입증한
규정
것으로 보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

별도의 규정 없음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등록 및 사용

등록, 보유, 이전, 사용

등록, 보유, 사용

등록, 보유, 사용

구제수단

이전, 말소

말소, 침해금지 또는
예방조치

이전. 말소

이전, 말소

제6부

행위유형

제5부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부정한
목적

부정한 목적(bad
faith)을 요건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규정하면서,
등록을 방해하거나
또는 등록 및 사용을
부정한 목적에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의한 것이라는 점이 방해할 목적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목적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

제3부

보호대상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범위
상표 또는 서비스표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

제2부

[표 4-1] UDRP와 국내법 비교

위 표를 참고하여, 구제수단을 제외하고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호와
우리나라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아목을 비교하여 보면,

어 있어야 한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적용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아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아목
이 적용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신청인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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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목은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호와 신청인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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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인데, 이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해결할 여지가 있으나 상표권
침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는
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어서, 결국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호의 요건은 충족하나 우리나라 실정법상으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
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비교적 드물게 있을 수 있었다135).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 인주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적용범위를

ccTLD 등으로 한정하고 있던 제4조136)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위 요건을 충족하
는 gTLD에 대한 분쟁에도 인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ccTLD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인주
법 제12조가 중복적용되는데, 양자의 차이를 일치시키거나 한쪽을 삭제하는 정비가
필요하며, 적어도 법률 간의 적용 우선 순위나 적용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137).
한편 구제수단에 관하여 2009. 6. 9. 인주법 개정 전에는 법원이 그 전 법률의
해석상 등록말소만 인정하고 등록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에 따르
면 UDRP에서 구제수단으로 등록이전을 허용한 것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2009. 6. 9. 인주법 제12조 개정을 통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자신의 도메인이름
135) 실제 사례를 보면, ‘ifil.com’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16978 판결은, 이탈리아에
소재하는 다국적 투자기업으로서 한국에 2006년 4월 3일 ʻIFIL INVESTMENTʼ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IFIL
S.p.A가 ‘ifil.com’ 도메인이름을 2002년 5월 22일 등록한 사람(위 도메인이름을 자신이 경영하는 마이미디어스의
웹사이트에 포워딩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을 상대로 UDRP에 따라 WIPO 중재조정센터에 의무적 행정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중재조정센터는 등록인에 대하여 위 도메인이름을 IFIL S.p.A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등록인(원고)이 IFIL S.p.A(피고)를 상대로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등록 및 사용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위
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ʻifilʼ이라는 상호가 적어도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그 표지 등이 사용된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이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UDRP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UDRP 결정과 법원 판결이 다른 결론을 취하는 결과가 되었다.

136) 개정 전 제4조는 “국제표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37) 김원오･이경규,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에 관한 실체적 분쟁해결 규준의 문제점, 법학연구 제10집 제3호(2007. 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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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제1부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UDRP와 유사한 구제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기준인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 내지 3호, 제2

법 제12조를 비교하여 보면, 인주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표권 침해와, 제2호

제2부

항, 제3항과 우리나라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아목, 인주

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과, 제3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분쟁조정신청인의 표

제3부

다목과 대응되고, 인주법 제18조의2 제2항은 분쟁조정신청인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주법 제12조와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실
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우리나라의 실정법

제12조에서는 법원에 청구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18조의2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
소 또는 등록이전을 구할 수 있는 요건(종전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9조에 규정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09. 6. 9. 개정된 인주법은

되어 있는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전자는 소송절차에서 적용되고 후자는
조정절차에서 적용된다는 차이는 있으나 같은 법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록

필요가 있다.

제5부

이전의 요건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검토해볼

나. 불복소송에서 UDRP를 준거법으로 인정할지 여부
제6부

분쟁조정기관의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여전히
UDRP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적용하여 판단해
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약칭 조정결

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9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 인주법 제12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UDRP 결정과 조정결정을 묶어서 편의상 UDRP 결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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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초기 하급심 판결의 경향
아래 ‘ccfhsbc.com, hsbcccf.com’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① 원고, 피고
모두 해당 도메인이름이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의 요건 또는 도메인이름분쟁
조정규정(약칭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 ② 원고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의 요건 또는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정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거나 양 주장을 같이 하기도 하고, 피고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의 요건 또는 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정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또는 양 주장을 같이 하기도 하였는데, 실정법에 의한 판단만을 한 판결,
③ 원고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실정법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의 요건 또는 분쟁조정규
정 제9조 제1,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판단한 판결 등이 뒤섞여 선고되었다.
2) 주장되어 온 견해 및 각 견해에 대한 검토
(가)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 적용설
법원은 UDRP 결정 또는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에도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138)가 있었다. 이 견해는,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는 기본적으로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의 약관으로서,
제3자와 등록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내용
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실체적인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등록인은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를 적용할 것을 사전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는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에 따른 분쟁해결을 원하여 신청을 하면
138) 한상호, 도메인이름관련 분쟁의 새로운 동향과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송상현선생회갑기념논문집), 1006~1007쪽; 장문철, 도메인이름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한국법원의 경향,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경향(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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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의 적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UDRP 또는
제1부

인주법 제18조의2는 단지 조정절차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 중에도 실체법적
인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이재환 변호사는 이에 관련한 토론에서 이 견해를 지지하면서, UDRP 또는 분쟁조

있는데, UDRP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보면서 절차적인

제2부

정규정은 절차적인 조항뿐 아니라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조항에 관한 합의는 모두 유효하고 실체적인 조항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너무 기교적이며,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가 상표법 등의 실체법에 의하여 창출된

제3부

없이 행정절차 내에서만 유효하고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기로 하는 의사라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인데, 그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원래 도메인이름과 무관하게 다른 영역에서 존재

고, 만일 일방의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 주장과 일방의 상표법 주장이 상충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약정과 법 규정과의 우선순위의 일반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1)의 ③ 판결들이 이러한 견해를 취한다.

UDRP 결정 또는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에서는 상표

제5부

(나) 실정법 적용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하여 왔던 실체법만을 적용하고 당사자들의 약정은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

법, 부정경쟁방지법, 인주법 제12조 등과 같은 실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UDRP 또는

견해는,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 스스로 제4조 (a)항 또는 제18조의2 제1 내지

제6부

인주법 제18조의2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139)가 대두된다. 이

3항을 조정절차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따라
야 할 준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송의 상대방인 분쟁해결절차(조정절차) 신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의 사법적 판단의 준거로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139)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2006), 294-295쪽; 정상조,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범의 국제적 조화,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1051-1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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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결국 법원은 실정법인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인주법(2009년 6월
9일의 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즉 ccTLD
전부와 위 요건을 갖춘 gTLD에 적용된다) 제12조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으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의 ② 판결들이 이러한 견해를 취한 것인데 ‘ccfhsbc.com, hsbcccf.com’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 절충설
기본적으로는 실정법 적용설과 같은 입장이면서, 청구취지가 “피고는 분쟁조정기
관(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ˮ 또는 ‘원고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에 의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나 이전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ˮ이고, 청구원인에서도 등록인
의 도메인이름이 UDRP 제4조 (a)항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 제1, 2항(도메인이름분
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의도가 우리나라 실정법에 의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분쟁해결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정패널이나 조정부가 UDRP나 인주법 제18조의2
(분쟁조정규정 제9조)를 제대로 적용하였느냐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
자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절충설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되
었다.

1)의 ① 판결들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ccfhsbc.com, hsbcccf.com’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ccfhsbc.com, hsbcccf.com’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그 때까지의 논의와 하급심 판결

들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원에서의 준거법은 실정법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 요지
는 다음과 같다.
(가) ICANN이 마련한 UDRP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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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

제1부

에 관한 권리(이하 ʻ상표 등에 관한 권리ʼ라고 한다)를 가진 자(이하 ʻ제3자ʼ라고
한다)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
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UDRP가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제2부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메인이

등록･사용 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제3부

아니므로, 제3자로서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UDRP가 정한 요건에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UDRP는 그것이 규정하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준거법 조항이 불명확하며, ʻ공업소유권

세계 각국의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등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UDRP 스스로
그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ʼ 제6조 제3항의 속지주의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UDRP 제4조 (k)항, UDRP
절차규칙 제18조 (a)항 참조)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것인 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제6부

(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WIPO 중재조정센터 담당 행정패널이 UDRP에 따라

제5부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UDRP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의 등록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인 UDRP는 원고와 한강시스템 사이에서 이루
어진 합의에 따라 의무적 행정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이 UDRP의 등록취소･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심
리･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상표 등에 관한 권리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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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심리･판단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은 UDRP가 원고, 피고간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있다
고 본 나머지 피고가 UDRP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UDRP의 구속력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니 위법하다.

4) 검토
생각건대, 실정법 적용설이 들고 있는 논거들과, ① UDRP 제4조 (k)항은 등록인으
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제소하였다는 문서의 정본이 제출될 경우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ʻ관할법원에 UDRP 결정의 당부를 다투
는 소송(UDRP 결정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ʼ 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막연하게 ʻ관할법원에 제소하였다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인주법 제20조 제2항이나 인주법이 개정되기 전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
규정 제13조 제1항은 피신청인이 관할법원에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
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ʻ관할법원에 조정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조정결정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ʼ고 규정하지 아니
하고 위와 같이 막연하게 ʻ관할법원에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ʼ 고 규정하

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UDRP와 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 제정자의 의도
는 일단 행정패널(조정부)이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판
단을 하였는데 등록인이 그 판단에 승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적용하는 실정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보아, 같은 결론이면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신속･간편하게 말소･이전 집행을 하지만, 만일

다른 결론이면 실정법에 따른 판단의 결론에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②
도메인이름 등록인으로서는 제도적으로 불리한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분쟁
조정규정)를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넘어서 법원의 재판 기준으로까지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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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140), ③ 도메인이름
㈁ 등록인이 조정결정과는 관계없이 상표권자 등을 상대로 등록말소청구권이나 손해

제1부

관련 소송을, ㈀ 상표권자 등이 등록인을 상대로 등록말소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배상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등록인이 조정결정의 실행 보류를 위하
의 3가지 형태를 예상하여 볼 때, ㈀과 ㈁의 경우에는 UDRP 또는 분쟁조정규정에

제2부

여 조정신청인을 상대로 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의 경우도 앞서서 조정결정이

법의 통일을 위하여 역시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제3부

있었다는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적용되어야 할
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정법 적용설이 타당하

다. 나아가 UDRP에 대하여는, ⓐ UDRP는 원래 모든 도메인이름 분쟁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를 사법절차가 아닌 의무적 행정절차라고 부르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정이나 중재를 행정절차라고 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면 UDRP 제정
자는 그 분쟁해결절차를 기존의 국가 내지 국제적 사법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절차로 본 것으로 여겨지는 점141)142), ⓒ UDRP 제4조 (a)항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규정이 아니라 사이버스쿼팅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제정된 점, ⓑ UDRP는 자신의

있는 3가지 요건의 존재를 분쟁해결 절차에서 입증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이전의

독자적인 해결(independent resolution)을 위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조 (k)항에서는 분쟁해결 절차와는 별도로
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만일 UDRP 또는 분쟁조정규정 적용설을 취한다면 특정
국가의 법원의 심리가 국제적인 절차인 UDRP 결정의 항소심 내지 재심의 형태가

제6부

되어 부적절한 점의 사정까지 있으므로 더욱 실정법 적용설이 타당하다.
UDRP가 마련되고 나서도 미국이 ACPA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주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은 UDRP 및 분쟁조정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40) 조정욱,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 인터넷법률 제18호(2003. 7.), 171쪽.
141) 김기중,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해석과 적용, 인터넷법률 제11호(2002. 3.), 124쪽.
142) 장문철 경찰대 교수에 의하면, UDRP 제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분쟁해결절차가 조정도 아니고 중재도 아니며
그에 맞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찾다가 행정절차라고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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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는 사법절차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절차에 의해 재검토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ACPA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43)144). 도메인이
름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보면, UDRP가 분쟁
해결절차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다른 실정법에 앞서 준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서 정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경우
실정법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분쟁해결방법을 허용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145), 원고, 피고 모두 해당 도메인이름이 UDRP 제4조 (a)항 (ⅰ) 내지 (ⅲ)의
요건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 제1, 2항(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경우146)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송에서도 UDRP 또는 인주법 제18조의2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가. 1)의 ① 판결들이 이러한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ʻ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UDRP가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서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UDRP가 정한 요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143) 미국 연방제1항소법원의 Sallen v. Corinthians Licencianebtos LTDA(Dec 5, 2001) 판결은, ACPA의 입법취지는
분쟁당사자들이 해당 연방법과 UDRP 규정을 함께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양 규정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경우 법원은 ACPA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연방제4항소법원의 Barcelona.com Inc. v.
Excelentisimo Ayuntamiento de Barcelona(Barcelona市) 판결(Jun 2, 2003)은,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서
법원이 반드시 UDRP 규정에 의거한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나아가 위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보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스페인 상표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피고가
Barcelona에 대하여 미국에서 어떠한 상표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ACPA에 의하면 원고의
barcelona.com의 등록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WIPO 중재･조정센터의 UDRP 결정을 지지한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이광영,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재판자료 제111집 외국사법연수논집 26-下,
252-253은, 위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외국 상표권자는 미국의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미국법에 따라 UDRP
결정에 불복할 경우 거의 항상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항소심은 UDRP 결정이나 UDRP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ACPA를 직접 적용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심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4) 조정욱,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48~249쪽.
145) 조정욱, 인터넷 도메인 분쟁 연구(2004), 229쪽.
146) 원고가 UDRP(분쟁조정규정)뿐 아니라 실정법에 의하여도 사용금지 청구권이나 등록이전 또는 말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정법이 UDRP(분쟁조정규정)에 우선할 것이므로 실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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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는
제1부

것ʼ이지만, 등록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등록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UDRP147)(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가 분쟁해결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범임을 승인
한 등록인(원고)이 나아가 소송절차에서도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로서는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분

제2부

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청구권이나 등록이전 또는 말소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여

쟁해결신청을 하였을 뿐이어서 통상적으로는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

피고가 소송절차에서도 실정법에 의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UDRP(인주법

제3부

규정)가 분쟁해결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에서도 준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주장만 할 경
우148), 이는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가 소송절차에서도 준거규정

서도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용금지 청구권이
나 등록이전 또는 말소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소송에서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판단하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으로 될 수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이렇다면 법원으로

지 않는다면 원고, 피고 모두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 이외의 다른
실정법에 의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원은 무엇에 의하여 위와

하여 UDRP(인주법 제18조의2나 분쟁조정규정)가 아닌 어느 실정법에 근거하여 위와

제5부

같은 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까? 물론 법원이 원고, 피고에게 석명권을 행사

같은 청구권의 부존재 또는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밝히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제6부

위 대법원 2004다72457 판결에 의한 파기환송 사건인 ‘ccfhsbc.com, hsbcccf.com’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21077 판결(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위 도메인이름들의 등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부록

147) 등록기관의 등록약관은 UDRP가 등록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48) UDRP 제4조 a항(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 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실정법에 의한 사용금지 청구권이나 등록이전 또는 말소 청구권을 주장하기보다는 UDRP(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청구권이나 등록이전 또는 말소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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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주장을 새로 하고 있다. 다시 상고되었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판결들149)이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 따라 실정
법 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제3절 국내외 조정결정 불복소송 판례
1. ‘morinaga.co.kr’ 사건150)
가. 사실의 개요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 판결 대상 분쟁조정 피신청인)는 일본의 ʻ와코토ʼ라는 회

사로부터 유아용 식품을 수입하여 ʻbebest.co.krʼ라는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자신의 ʻbebest.co.krʼ로 포워딩되도록 하여 놓았다가 피고와 분쟁
이 생긴 이후에는 위와 같은 포워딩을 해제시켜 놓았다.

피고(판결 대상 분쟁조정 신청인)는 국내에서 ʻMORINAGAʼ 등의 상표를 각종 과자,

음료 등 식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의 조정부는 말소결정을 내렸는
데, 그 주된 근거는 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상표권의 침해)이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ʻ이 사건 분쟁조정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등록상표권 침해) 적용의 적정성ʼ
149) 그 중 ‘weddingritz.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7. 선고 2004가합54560 판결과 ‘airchina.com’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3. 27. 선고 2007가합5745(본소), 2008가합372(반소) 판결 및 ‘ifil.com’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16978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정리함에 있어, ADNDRC나
WIPO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은 부당하므로(위법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사용금지 또는 이전등록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위 사용금지 또는 이전등록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결정이 부당(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은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150) 서울지법 2003. 12. 26 선고 2003가합24685 도메인이름 말소의무부존재확인.(morinaga.co.k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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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하에 그 요건 중의 하나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제1부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표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광고, 간판,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에

제2부

할 것이다)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어떠한 연관이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자로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록상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구

제3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성한다. 또한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그 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의 침해를 도메인이름 등록말소결정의 사유로 정한 이 사건 분쟁조정규
정 제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명한 도메인이름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말소의무(혹은 등록대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행기관의 말소처분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은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어떠한 연관이

제5부

다. 해설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제6부

을 거래하는 한 해당 거래상품에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라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 바,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규정만을 근거로 해당 강제적
조정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판결 당시에는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

나 gTLD에 관한 ‘대법원 2008. 2.1. 선고 2004다72457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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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hsbc.com, hsbcccf.com)’ 판결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ʻ도메인이름분쟁
조정규정ʼ도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 규범으로 할 수 없고 실체법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amway.co.kr’ 사건151)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1997. 4. 21. 인터넷주소 ‘amway.co.kr’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고

현재까지 위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 1은 ‘AMWAY’ 표장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이고,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AMWAY’ 표장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피고 1은 1979. 9. 4. 경부터 2003. 4. 10. 경까지 위 ‘AMWAY’와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양한 상품을 지정한 16개의 등록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2는 1991. 5. 경부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전국적인 유통채널을
갖추고 다단계 마케팅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판매 및 수익방식으로
가정용 세제류, 가전용품 등 생활 관련 제품 1,000여 종을 판매하여 1995년 약 1,088
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9,1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매년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피고들은 2011. 11. 16. 원고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1. 16.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 2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합10121 인터넷주소이전청구권부존재 확인.(amway.co.k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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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제1부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① 피고 1은 다수의 상품류에 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와 동일한

위 표장의 지정상품에의 사용에 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상표법상

타인이 위 표장과 오인 ･ 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제2부

‘AMWAY’라는 표장을 국내에 상표등록 한 자로서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있는 점, ②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AMWAY’라는 표장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록시기와 표장 사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사용하는 ‘AMWAY’라는 표장은

제3부

및 보유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인 점, ③ 피고들의 영업활동 및 매출규모, 상표등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타인이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이 인정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출처 혼동을 일으키거나, 위 표장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

되는지 여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지 않고, 향후 위 도메인이름의 실질적인 사용에 관한

제5부

①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후 장기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계획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진 점, ③ 위 ‘AMWAY’라는 표장의 상표권자인 피고 1 및 피고

제6부

하기 이전에 위 도메인이름과 요부가 동일한 ‘AMWAY’라는 표장에 대하여 국내에

2의 국내 영업 활동 및 매출 규모,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
④ ’AMWAY는 ‘American Way’의 약칭으로 만들어낸 조어로서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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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피고들의 영업
표지로 널리 알려진 표장과 그 요부가 동일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시기
로부터 약 14년이 지나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단순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장기간 등록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제시된 각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들이 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인주법에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이 도입된 시기,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고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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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제1부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권은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권리라고 할 것인데, 인주법 12조 제2항에 의한 도메인이름에 관

제2부

한 이전청구권은 인주법이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위 개정법률은 2009. 9. 10.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
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9. 9. 10.부터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상을

제3부

라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살펴볼 때,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청구권을 가

다. 해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인주법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 ‘amway.co.kr’에 대한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지고 있다.

법률 등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사용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제5부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메인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 단순히 1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권리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메인이름 이전 청구권을 채권적인 권리로 전제한 다음

제6부

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메인이전청구권의 묵시적 포기로 볼 수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는 점,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도메인의 등록일이
아닌 피고가 인주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인주법 시행일로 명시한
부록

점에 있어서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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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2.co.kr’ 사건152)
- 정당한 권리자의 상표가 국내에서 출원･등록 또는 널리 알려지기 전에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은 경우에도 인주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2000년 1월 28일 ‘k2.co.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등록인이다. 피고는

2004년 8월 28일자로 등산화 등을 지정하여 ‘K2’를 출원하였고, 그 후 2007년 5월

8일자로 등산용 재킷을 지정하여 ‘K2’를 출원하여 상표등록 받은 상표권자이다. 피고

내지는 피고의 전신인 케이투 상사는 1972년경부터 약 38년 동안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등산화 등의 상품과 그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3년 4월경 피고의 제품은 국내 등산화 시장의 약 40%, 국내
안전화 시장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무렵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K2’를 피고 또는 피고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의 등산화 등

등산 관련 제품의 품질에 대한 언론기관의 호의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피고는 2009년 12월 14일 원고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2월 18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등록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가, 2002년경에는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고, 다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는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피고가
위 분쟁조정신청을 한 2009년 12월 14일까지는 아예 웹사이트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등: 원고청구기각). 이 사건의
상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상고기각)은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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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제1부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터 2건의 등록상표를 계속적･중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04년 무렵 이미 등산화, 안전화 및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대다수의 수요자에게
주지성의 취득이 인정되고, 피고는 ‘K2’를 고딕체로 형상화한 이 사건 상표권의 상표

제2부

‘K2’ 상표가 피고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식별력과

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제3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

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인주법 제12조가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

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 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설정한 것은, 원칙적으

로 도메인이름 등록제도의 간이･신속성에 따라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도메
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지만,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있을 것이다.

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
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

제5부

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약칭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6부

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
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305

부록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3).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과연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가 처음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페이지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인 바, 자신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방하면서 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한 홈페이지까지 개설할 정도라면 원고는 당시 등산 내지 등산용품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1972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2000년 1월 28일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여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하여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산을 좋아하는 원고가 산 이름 ‘K2’ 내지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피고의 이 사건 상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저런 문자를 조합해
보다가 우연히 ‘K2’라는 조합을 얻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2년경

에는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직접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
이트로 사용하였으나, 그 2년여 동안 사이트에 등록된 글은 32개에 불과하고 그 대부
분은 2005년 4월 7일과 2005년 4월 8일 이틀에 걸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위 사이트에 등록된 글이 전혀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
부터 피고가 위 분쟁조정신청을 한 2009년 12월 14일까지는 아예 웹사이트를 폐쇄하
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계속 보유할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결국
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셈이 되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인주법 제1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5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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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설
제1부

원고는 분쟁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이전에 등록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시 피고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판결에서
는 피고 상표의 주지성 취득 시점을 2004년으로 보고 있는데 분쟁 도메인이름은

제2부

2000년에 등록되었다)에서도 원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당시 이미 피고 또는
그 전신은 해당 상표를 등산용품에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사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제3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인지하고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것이며 그 등록 이후의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인주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름 등록에 있어서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또는 사용하
는 것만 인정되어도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 시점이 정당한 권리자의 상표권 발생 시점이나 상표의 주지성
취득 시점보다 이른 경우에도 그 사용 또는 보유 정황에 따라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UDRP와는 달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도메인이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규정과 취지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제5부

4. ‘caselogic.co.kr, caselogic.kr, caselogickorea.co.kr, caselogickorea.kr,
caselogicmall.co.kr, caselogicmall.kr’ 사건154)
-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를 국내에서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제6부

본 사례
-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된 쇼핑몰에서 진정상품 이외의 상품을 거래한 것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155)

름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156)
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도메인확인.
1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도메인확인.
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도메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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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청구한 그 정식 수입권자가 사용하던 자신의 상표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157)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노트북 가방 등의 무역 및 판매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1984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로서, 2007년 4월경 노트북, CD, MP3 플레이어, 카메라
등의 케이스나 가방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미국 회사인 케이스로직 인코포레이티드(약칭
CASE LOGIC, INC., 케이스로직)를 인수･합병한 뒤, 케이스로직의 사업에 관하여는 케이스로직
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등록기관에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인 caselogic.co.kr,
caselogic.kr, caselogickorea.co.kr, caselogickorea.kr, caselogicmall.co.kr, caselogicmall.kr

각 도메인이름(약칭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을 2002년 내지 2007년에 걸쳐 등록한 뒤,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를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도메인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케이스로직은 피고에 합병되기 전에 ‘caselogic’ 등 관련 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등록상표 중 공통적으로 검은색 사각형 바탕에 상단은 ‘case’,

하단은 ‘LOGIC’으로 흰색 문자로 구성된 상표(약칭 이 사건 각 상표)는 피고 명의로
변경되어 현재도 그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2002년 무렵부터 미국 회사인 케이이아이 트레이딩(약칭 KEI Trading co.,
inc., 케이이아이)으로부터 케이스로직의 홍콩지사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의 케이스로
직의 제품(약칭 케이스로직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케이스로직 제품을 처음 수입하여 판매할 당시에는 케이스로직 제품
은 국내에 아주 적은 수량만이 수입되는 등 그 인지도가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고는
케이이아이가 원고에게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자 국내에 한 곳의 수입원
이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케이스로직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2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전자신문에
광고를 하고, 개그맨 등을 모델로 하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광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며,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업체를 통해서 판매하였으며, 또한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을 쇼핑몰로 운영하면서 이를 통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도메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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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였고, 한편 2004년 ‘CASELOGIC’(케이스로직)이라는
제1부

상호로 매장을 확장하였다.(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케이스로직은 원고에게 케이스로직 로고가 표시된 렉(상품진열대), 티셔츠,
펜 등의 물품과 케이스로직 제품의 홍보자료가 들어 있는 CD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는 케이스로직을 인수한 후인 2007년 5월 17일 홍콩지사 명의로 소 외 주식회

제2부

이를 이용하여 케이스로직 제품을 홍보하였다.

사 성진과 사이에 그에게 케이스로직 제품에 관한 한국 소매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피고는 2007년 5월 18일 원고에게 위 각 도메인이름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3부

배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가로 원고의 재고품을 모두 구입하고, 한국에서 소매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약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분쟁조정에
서는 2008년 12월 2일 원고에게 위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결정
이 내려졌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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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2008년 7월 21일 위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각

나. 법원의 판단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제5부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위 분쟁조정규정에 의할 것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제사법 제24조는
등 침해에 관한 ‘침해지’는 대한민국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

제6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주장의 상표

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부록

1)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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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이라는 상품 내지 영업표지를 통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상품이나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케이스로직’이라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는 전제하에선 피고

의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상표법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각 상표의 상표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에 연결된 쇼핑몰에서는 케이스로직 제품을

포함한 ‘HIPCE’, ‘ELECOM’ 등 20여 종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군을 판매하고, 실제

판매목록에 표시된 케이스로직 제품은 몇 개에 불과한 사실,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의 홈페이지(첫 페이지)의 화면 좌측 상단에
‘CASELOGIC mall’(‘CASELOGIC’의 밑에 ‘mall’을 표시함)의 표시와 그 아래에

‘caselogic.co.kr’의 표시가 있고, 화면 중앙에는 ‘케이스로직몰 최고 Hit item’이라

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화면 우측에는 ‘HIPCE’, ‘ELECOM’ 등 24종류의 상표를
표시하고 그 위에 ‘케이스로직몰과 함께 하는 브랜드’라고 기재한 외에는 ‘케이스로

직’이라는 문자가 부각될 만한 표시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이 ‘caselogic’라는 문
자를 포함하고 있고, 위 각 사이트의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
는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 거래통념상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원고

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
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케이스로직’이라는 표지를 상표로 사용

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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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주법에 관한 판단
제1부

인주법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2부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국가최상위도메인은
등록기관이 국가단위로 나뉘고, ICANN은 통상 해당 국가의 등록기관에 등록업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의 도메인이름은 그 주된 이용자가 해당 국가의 국민

제3부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 특히 특정한 언어인 한국어를

에 한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최상위도메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라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ⅰ) 피고 내지 케이스로직은 주식회사 성진
과 대한민국에서의 독점적 배포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고를 제외한 독자적인 수입
원을 가지지 못하였고, 대한민국에 케이스로직 제품의 공급을 위한 노력이 거의 전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함은 해당 국가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쌓은 영업상 신용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ⅱ) 원고가
케이스로직 제품을 처음 수입할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제5부

아주 낮았고, 그 후 원고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을 홍보한 결과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점, (ⅲ)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독점적 배포 계약을 체결할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를 사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

제6부

때까지 3여 년 전에 이미 ‘케이스로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기 시작한 점, (ⅳ) 피고는 원고에게 케이스로직 제품의 홍보를 위한 자료 등을 공급하
였고,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며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한

름의 양수를 제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위 각 상표의 상표권자라는 사실만
으로는 피고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케이스로직과 관련된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라 단정할 수 없고(구 분쟁조정규정 제9조제3항에서도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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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보유자가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
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피고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이고,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등록･보유 및 사용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해설
이 판결은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를 국내에서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보고 있는 점,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된 쇼핑몰에서 진정상품 이외의 상품을
거래한 것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점, 국내에서 피고의 정당한 권원이
있어도 원고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
였다는 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청구한 정식 수입권자가 사용하던 자신의 상표,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위 네 가지 점에 관하여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여 볼 수 있겠다.
첫째,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를 국내에서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보고 있는 이유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과 같이 대한민국 국가최상위도메인
인 경우에는 그 주된 이용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실은
대한민국 국가최상위도메인도 도메인이름으로서의 유일성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를 국내에서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 판결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된 쇼핑몰에서 진정상품 이외의 상품을 거래한

것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은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 거래통념상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 ‘caselogic.co.kr, caselogicmall.co.kr’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원고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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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상표의 사용’이라
제1부

할 수 없고 단지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나 비록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가방류 판매업)이 상품(가방류)과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권자의 상품과

자의 배타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158)이라는 점에서,

제2부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영업표지의 사용에는 상표권

또한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상표권자인 피고의 상품도 판매하지

유인적 혼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159).

제3부

만 피고 이외의 상품이 주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수요자로 하여금 적어도 1차적 또는

셋째, 이 판결은 국내에서 피고의 정당한 권원이 있어도 원고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정당한 권원이
의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끄는데, UDRP나 인주법 모두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쟁 신청인의 정당한 권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분쟁조정신청
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피고의 도메인이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있는 자가 청구한 정식 수입권자가 사용하던 자신의 상표,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름 말소 또는 이전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과연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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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서울지방법원 2000. 9. 22. 제12민사 2000가합5188 상표권 등 침해금지 , 2000가합31156(병합) 상표권
등 침해금지, 서울지방법원 2000. 11. 10. 2000가합 손해배상 등의 판결은 이들 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서 진정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6부

158) 상품과 관련 서비스는 서로 유사하게 보고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배타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립된 판례 또는 심결례라고 할 수 있다: ‘미용업, 미용 상담업 등’과 ‘화장크림, 화장용 솔 등’(대법원 2002.
10. 23. 선고 2002후1591 판결) : ‘요식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호텔업’과 ‘빵,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 축산물의 통조림’(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67 판결) : ‘의약품매매알선업, 의약품 수입 알선업
등’과 ‘중추신경계용 약제, 비타민제 등’(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 , ‘닭고기, 냅킨용지’ 등과
‘치킨 전문 식당 체인업’(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확정)) : ‘침대’와 ‘돌침대 판매대행 체인점
경영업 등’(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4허2802 판결) : ‘아동복’과 ‘의류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특허법원
2005. 11. 4. 선고 2005허6535 판결) : ‘클린싱크림, 스킨밀크, 일반화장수, 미용비누 등 ’(상품류구분 제3류)과
‘화장 연구업, 화장업, 미용 상담업등’(서비스업류구분 제42류) : ‘미용기술지도업등’(서비스업류구분 제41류)
(특허심판원 2009. 8. 28. 2008당2883 심결) : ‘냉면, 국수, 라면 등’과 ‘간이식당업, 휴게실업,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특허심판원 1999. 6. 30. 99당491 심결(확정)).

제5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이냐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당한 이익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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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적어도 국내에서의 해당 정당한 권원이 발생하기 이전부
터 분쟁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명칭을 상호나 영업표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정당한 권원(국내에서의 상표권의 등록)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가 해당 명칭을 자신의 상호나 영업표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피고와 원고는 계약에 의해 상표권자와 그 진정상품의 배포권자의 관계인데, 통상
상표의 사용권자(licensee)에 의해 축적된 상표의 인지도나 영업상의 신용은 상표권
자(licensor)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160).

5. ‘ford.co.kr’ 사건161)
- 등록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가. 사실의 개요
피고(상표권자)는 미국에서 1903년 설립되어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FORD’라는 표

장을 사용해왔고, 1988. 9. 1. 도메인이름 ‘www.ford.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

록하였다. 반면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는 1997. 10. 18. 도메인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이름 ‘www.ford.co.kr’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2. 28.경 원고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위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는 미국에서 1988. 9. 1. 도메인이름 www.ford.com을 등록하였고,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한 이상 위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말소청구권은 시효 소멸하

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인주법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를 상대로 하여도 그

160) 같은 취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및 같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나78450 판결.
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31. 선고 2013가합33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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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제1부

위반한 자가 그 도메인이름등을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등록말소청구권은 계속하여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미국에서 1988. 9. 1.

‘www.ford.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그로부터 25년이 경과하였다고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2부

하여 피고의 인주법 제12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권이
또한 같은 법원은 “가사 피고의 위 등록말소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인주법이 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위 법률은 2004.

제3부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말소청구권은

7. 30.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말소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4. 7. 30.부터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 7. 3. 당시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말소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도메인이름의 말소청구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취지의 답변서가 그로부터

다. 해설

등록이전이 되기 전까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그 도메인이름이

제5부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 또는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등록말소 또는

보유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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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ca.com’ 사건162)
가. 사실의 개요
미국의 로렌스 허키머는 1948년경 전국치어리더연합회(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를 설립하였으며, 전국치어리더연합회는 1952년경부터 NCA라는 상표
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NCA 표장은 1997년 2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2002년
10월 15일 유럽 상표청에 각각 등록되었다.(등록자는 National Spirit Group인데,
National Spirit Group은 로렌스 허키머가 설립한 치어리딩 의류, 용품 등과 관련된
회사들의 모기업이다) 한편, 1974년경 제프 웹은 Universal Cheerleaders
Association(UCA)을 설립하였으며, 1992년경 UCA를 현재 피고 회사명인 Varsity
Spirit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8년경 피고와 National Spirit
Group이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의하여 피고는 NCA 상표권을 비롯한 권리를 모두
승계 받게 되었고 2008년 7월 21일 NCA 표장에 관한 미국 상표권이 피고 명의로
양도등록 되었다.

한편, ‘nca.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NCA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

Cheerleading Outfits, Cheerleading Shoes’ 등의 단어를 포함한 각종 검색어들을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3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치어리딩 의류, 용품 등을 파는 피고의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
해 두고 있었다.
피고는 2008년 8월 12일 미국의 전미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처리신청을 하였
고, 원고의 도메인 이름 중 ‘nca’는 피고의 등록 상표 중 ‘NCA’와 동일하고, 원고가
그 접속자들로 하여금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는 피고 상표의 가치에 편승하여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터넷 이용
자들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통해 연결된 웹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162) 대구지법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도메인이름 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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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
제1부

내지 이익이 없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
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제2부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등록 상표인 ‘NCA’ 표장에 대한 아무런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제3부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피고에게는 미국｢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내의 인주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Protet Act, ACPA)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등록 또는 사용금지를

나. 법원의 판단

취소, 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5부

ICANN의 UDRP는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당해 사건에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제6부

심리, 판단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정책에 의할 것이 아니라
또한, 피고에게는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에 근거하여 이 사

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등록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금
지청구와 이전청구에 관해서는 미국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 ACP(미합중국법전 제15권 제1125조 (d)항)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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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거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그 저명한 상표를 희석시키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법원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의 말소나 취소 또는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도메
인이름의 등록자가 소비자들을 상표권자의 온라인 영역으로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통해 접속되는 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그 상표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 사이트의 운영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상업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표의
가치를 손상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고려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CPA에 따르면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도메인이름이 우리나
라의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역 내에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의 말소나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청구가 용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표권에 관해서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고, 그에 따르
면 각국의 상표권은 해당국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국
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나 이전등
록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그 영역인 미국 이외인 우리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상표권의 효력을 자국에 있어서도 인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국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ACPA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
나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ACPA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의무와 이전등록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국 ACPA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미국 및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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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NCA’ 표장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10일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NCA

제1부

등록된 것은 1997년 2월 11일인 점, 원고는 자신이 도메인등록기관에 2000년 5월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 Cheerleading Outfits,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3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와 치어리딩 의류, 용품 등을

제2부

Cheerleading Shoes’ 등의 단어를 포함한 각종 검색어들을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파는 피고의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있지 않음을 알고 이를 미리 선점하여 NCA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NCA로

제3부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원고는 ‘NCA’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되어

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인주법 제12조의 ‘정당한

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이버스쿼팅 규제를 위한 인주법 제12조의 제정
목적과 2009년 9월 10일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
는 도메인이름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등록, 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권원이 있는 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로 해석하여

에까지 확대한 인주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주법 제12조에 정한 등록말소 내지 등록
이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권리자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를 보유하고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국내의 인주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

제5부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사용금지)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6부

다. 해설
이 판결은 비록 피고가 국내의 상표권자가 아니고 미국 및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UDRP상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요건 중의 하나인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있어서 상표권이 반드시 도메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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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의 국적국의 상표임을 요구하지 않는 확립된 UDRP 결정사례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citycard.com’ 사건163)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citycard.com'이라는 인터넷 주소(이하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이
다. 피고는 미합중국 뉴욕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개인금융, 글로벌 자산경영, 신용카

드, 기업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1년경 미합중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CITI’
를 등록하였고, 1998. 12. 15. 국내에 현금체크시스템 서비스업, 전자식 자금이행결
제 및 접속시스템서비스업, 전자정보 접속시스템서비스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50,922호로 ‘CITICARD'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1. 7. 28.
ICANN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쟁조정기관인 미합중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해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국가중재위원회는 2011. 9. 11. UDRP 제4조 (a)항에 따라, 원고의 도메인이름
중 식별력이 있는 ‘city'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CITI'를 비교하면 양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는 피고의 서비스표의 가치
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 내지 이익이 없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1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합98322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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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식별력 있는 요체인 ‘citycard’는 8개의 철자 중 i와 y. 1개의 철자만 다르고, 위 i와

제1부

피고가 국내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CITICARD'와 분쟁 도메인이름인 ’citycard.com'의

y는 대부분의 단어에서 유사하게 발음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가 등록한
‘card'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피고의 서비스표의 효력이 이러한 보통명사의 조합으로

제2부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citycard'는 보통 명사인 ’city'와

이루어진 단어에도 미칠 수 있는지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표법

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부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내지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 하더라도 외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12조 ‘해석참고자료’ 부분 참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citycard'는 도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ity'와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나 플라

스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ard'가 결합된 것으로 위 두 단어 모두 흔히 사용되는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말이고, ’card'는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표장으로서의 식별력

어려우므로(그 결합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형 멤버십카

제5부

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드’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라 할 것이다.

제6부

‘citycard'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
그런데 원고가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는

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키기보다는 누구나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표장에 대하여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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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에 ‘citycard'로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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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해설
이 판결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상표법의 근본 취지를 천명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와
같은 표장의 식별력 유무의 판단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가
보통명사 ‘city’와 ‘card’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식별력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분쟁 도메인이름의 식별력은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의 내용, 사용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 원고
표장의 지정서비스 등 사안이 주어진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보다 정의
감정에 맞는 판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 ‘citycard’를 ‘도시 카드’ 또는 ‘도시형 멤버십가드’를 의미한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피고의 등록 서비
스표의 지정서비스와 관련된 은행업, 카드업 등과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
‘citycard’가 그림 카드나 포스트 카드와 관련해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은행업, 신용카드업과 관련해서는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citycad’가 도시
형 멤버십 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피고의 표장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는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 ‘citycard’는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판결은 식별력이 없는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상표법의
조문을 들지는 않으면서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인주법상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는
바, 대상 표장 (이 건의 경우 분쟁 도메인이름)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상표법 규정(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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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3항)과 등록 상표권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대상 표장 사용자의 부정한
제1부

목적이 추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문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8. ‘yanolza.kr’ 사건164)
제2부

가. 사실의 개요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는 2014. 1. 12. ‘yanolza.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현재
까지 이를 보유･사용하고 있다.

제3부

피고는(표지 권리자) 온라인･모바일 광고, 마케팅 대행업 및 쇼핑몰 운영업, 전자상거
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업, 숙박･요식업 프랜차이즈업, 경영자문업 및 위탁관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2007. 2. 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yanolja.co.kr’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1. 10.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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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개의 도메인이름165)과 ‘YANOLJA’ 및 ‘YANOLZA’ 등록서비스표 11건166)을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제5부

나. 법원의 판단
1) 신청인(피고)의 정당한 권원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제6부

이미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피고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

165) yanolja.co.kr, yanolja.com, yanolja.net, yanolza.co.kr, yanolza.com, yanolza.net, yanolja.kr,
yanoljaapp.com, loveisyanolja.com, yanoljahotel.co.kr, yanoljahotel.com, 사랑한다면야놀자.com,
사랑한다면야놀자.kr, 사랑한다면야놀자.net, yanoljatour.co.kr, yanoljatour.net, yanoljafranchise.co.kr,
yanoljafranchise.com, yanolja.in.

166)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10건은 ‘YANOLJA’ 대문자 또는 소문자인데 2006. 10. 26. 출원, 2007. 10. 23. 등록한
등록 제41-156299호는 ‘YANOLZ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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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2007. 2. 1. ‘야놀자’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로 온라인 정보제

공업, 숙박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8년 넘게 그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는 2006. 3. 24. 피고 명의로 도메인이름 ‘yanolja.com’

등을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일 이전에 이미 ‘yanolja’ 또는 ‘yanolza가
포함된 7개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며,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yanolja‘,

’yanolza‘ 또는 ’야놀자‘라는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은 무려 19개에 이르는 점,

③ 나아가 피고는 위 도메인이름 등록과는 별도로 2007. 11. 7.부터 총 11회에 걸쳐
’YANOLJA‘, ’YANOLZA‘ 및 ’Yanolja‘를 서비스표로 등록하기도 한 점, ④ 한편,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인 kr 부분을 제외한 식별력 있는
yanolza 부분은 피고가 이미 등록한 위 도메인이름의 주요 부분이나 서비스표와 알파
벳 문자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한글 음역도 거의 같은 점.
2) 피신청인(등록인, 원고)의 ‘부정한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① 피고는 2006. 3. 24.부터 현재까지 19개에 달하는 ‘yanolja’, ‘yanolza’ 또는

‘야놀자’라는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
름의 식별력 있는 부분인 ‘yanolza’ 부분과 피고가 이미 등록한 위 도메인이름의
주요 부분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점, ② 피고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

해 오면서 국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고의 영업이나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해 온 점, ③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yanolja.com’ 웹페이지의 가입 회원자수는 2012. 1.경 100만 명을, 2015년 현재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 말경을 기준으로 ‘yanolja.com’ 웹페이지 등과 제휴
를 맺은 숙박업체는 서울 367개, 경기 353개, 인천, 121개, 대전･충청 312개, 부산･경

남 405개, 대구･경북 194개, 광주･전라 160개, 제주 30개에 이르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4. 1. 12. 피고가 그때까지 등록한 도메인이름과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 바, 원고는 당시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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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미처 등록하지 못한 도메인이름을 의도적으로 등록
정보’ ‘연예가 소식’, 야간 놀거리 정보‘ 등의 커뮤니티는 피고가 운영하는

제1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자유게시판’, ‘데이트

’yanolja.com‘ 웹페이지의 데이트정보, 맛집 정보, 자유게시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운영 중인 이 사건 웹페이지에서는 ‘야놀자’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제2부

그 내용이나 서비스 제공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더욱이

아니라,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야놀자’를
트도 함께 검색되고 있어서,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3부

검색할 경우 피고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www.yanolja.com)와 함께 이 사건 웹사이

웹사이트가 피고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웹사이트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⑦ 이 사건 웹페이지의 개설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게시물이

3) 원고(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이제까지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그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직접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정

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

제5부

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

6483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직접적

유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6부

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보

다. 해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표지권자가 그 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
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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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표지권자(신청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고 등록인(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
려 한 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보유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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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4장 도메인이름 국제 소송의 중요 이슈

제2부

제1절 서론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어느 나라 법원에 국제적인 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gTLD는 물론이고 ccTLD도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한 국가 내에서만 또는 미리 지정한

제3부

그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관할을 가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도메인이름은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하나만이 허용되고 국경의 제한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띠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온건한 접근 방법과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고
가상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접근방법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성격을

이 대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그 도메인이름의

름 등록기관에서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반대로 도메인이름

제5부

등록말소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어느 나라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도메인이

등록기관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이전을 명하는 어느 나라 법원의 판결이 제출되
②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그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제6부

었을 경우 그 판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하는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어느 나라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③ 상표권자 등이 UDRP의 분쟁해
상표권자 등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구할 실체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이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표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전
등록인에게로의 등록이전을 통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어느 나라 법원에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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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아야 도메인이름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등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로서는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주소지 국가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도메인이름 등록인으로서도 역시 자신
의 주소지 국가나 등록기관 소재지 국가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인 바, 도메인이름
의 특성상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가가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법리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제2항은 “법원
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제재판관
할의 일반원칙을 밝히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에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피고만이 아니라 원고, 피고 모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사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제24조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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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3절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1.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의 유형

제2부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의 유형은 크게, ①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무적
행정절차)가 개시되어 행정패널에 의한 등록이전, 등록말소 등의 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 이전에 그 결정에 의한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이하 ‘①유형

제3부

의 소송’이라고 한다)와 ② 위 분쟁해결절차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침해금지, 등록말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이하 ‘②유형의 소송’이라고 한다)로 나눌 수 있다.

①유형 소송의 경우에는 UDRP 제4조 (k)항, UDRP 절차규칙 제1조, 제3조 (b)항
(xⅲ)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UDRP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 또는 등록기관의 후이즈 데이터베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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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이름 소송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기본 법리

이스에 나타난 도메인이름 등록인 주소지에 위치한 법원[위 두 법원의 관할권을
상호관할지 법원 또는 합의관할지 법원이라 부르고(약칭 이하 ‘상호관할지 법원’)]”

제5부

합하여 Mutual Jurisdiction(상호관할권, 합의관할권)이라고 하고, 위 두 법원을

중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할 때 그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진술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hpweb.com’ 사건167)에서, 이 사안을 ‘②유형 소송’의 경우로 보고 판단을 하면서,

제6부

놓은 법원(약칭 이하 ‘복종할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법원만이

‘①유형 소송’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복종하기로 한 법원만

167) 서울지방법원 2001. 12. 14. 선고 2000가합67360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8. 28. 선고 2002나4896
판결. 미국 전미중재원(NAF)의 등록이전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을 통보받은 등록인이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이기는 하지만 복종할 관할법원인 미국 버지니아주 헌던시 법원이 아니라 등록인 주소지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분쟁해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도메인이름 이전 청구 등을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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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이 “UDRP가 등록기관을 매개로 등록인과 행정패널에
의한 결정을 신청하는 자의 순차적인 동의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추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UDRP 제4조 (k)항은 의무적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양쪽 당사자들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결정을 신청한 자 사이에 UDRP 절차규칙에 따라 ʻ선택된 상호

관할지 법원ʼ(복종할 관할법원과 같은 의미)을 당해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전속적 관할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단지 행정패널
에 의한 결정에 불복을 구하는 등록인이 신청자에 의하여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그 불복을 구하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기회를
상실한다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그 불복을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당해 법원에 재판관
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판관할에 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ˮ라고 판시한 것을 들어서, 위 대법원 판결은 ①의 경우에 대한 하급심의 위 판단기
준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즉 위 견해는, ①의

경우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
고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전속적 합의관할이 성립되었다고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위 대법원 판결은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하급심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①의 사안에서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제소한 경우
수소법원이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제재판관할
의 존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므로 수소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존재 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myspce.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확정)이 ①과 같은

사안(UDRP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에서,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이라는 사정만을 국제재판관할 존재의 유일한 판단근거로 삼지 아니
하고, 국제재판관할 인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안 또는 당사자와 우리나라 사이에
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소법원이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해당하는지도
330

제4장
제4장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국제
국제 소송의
소송의 중요 이슈

살펴본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168).
제1부

그러나 UDRP 결정이 있은 후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원고인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의사가 어떠했는지와 관계없이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더는 ‘①유형 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2부

할 수 없고 ‘②유형의 소송’의 경우가 되어 버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또한 UDRP 결정이 있은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을 지나서야 선택
효과가 없으므로 더는 ‘①유형 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유형 소송’의

제3부

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이 역시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경우가 되어 버려 위와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①유형 소송’의 경우에는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만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원칙에 따라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살펴보
아 만일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비록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
에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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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066 판결과 같은 논리라면 국제재판관할 인정의 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어 버린다.(만일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은 항상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살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은 의무적 행정절

제5부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이 별도로

차 및 절차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행정패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도메인이름의 선등록인이 그 등록인 명의를 되찾는 것을 주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①유형 소송’의 경우가 아닌 ‘②유형 소송’

제6부

하면서(UDRP 결정의 집행 보류를 주목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 국제재판관할

의 경우 그에 앞서 분쟁해결신청이 있었고 그 당시 신청인이 상호관할지 법원 중

합의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hpweb.com’에 관한
168) 박지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066 판결의 주심판사이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LAW & TECHNOLOGY｣(2007. 9.) 185~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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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하급심 판결들이 ‘①유형 소송’의 경우에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이 선택한 상호관할
지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것은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전속적 합의관할
이 성립되었다고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는 위 견해의 설명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169).
위 하급심 판결의 판시의 의미는 등록인이 UDRP 결정의 집행보류 효과를 얻으려면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로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는 것은 ‘②유형 소송’의 경우인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도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또한 어느 나라도 그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내법
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hpweb.com’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은 “UDRP가 등록기관을 매개로 등록인과 행정패널에
의한 결정을 신청하는 자의 순차적인 동의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추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UDRP 제4조 (k)항은 의무적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양쪽 당사자들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결정을 신청한 자 사이에 절차규정에 따라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을 당해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전속적 관할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단지 행정패널에 의한 결정에 불복을 구하는
등록인이 신청인에 의하여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그 불복을 구하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기회를 상실한다는 효과가 있을 뿐이
며, 그 불복을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당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판관할에 대한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

로 ‘②유형 소송’의 경우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따
라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및 신속, 합리성에 바탕을 둔 실질적 관련을 기준으
로 조리(條理)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민사소송법 제2조의 보통재판적 규정은 현행 국제사법 아래에서 그대로
국제재판관할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169) 김기중,｢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UDRP)의 해석과 적용｣,인터넷법률통권 제11호(2002. 3.) 133쪽, 135쪽에서도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에 의해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합의관할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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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분쟁 모두에 대하여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의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제1부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나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등록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등록을 전제로 하는 지적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여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등록말

제2부

재산권의 등록무효, 등록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과 유사하다는 점과 당해 도메인이름

소를 명하도록 할 경우 등록기관이 그 소재지국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상정하

[등록원부 관리기관(registry) 소재지국 법원이 아니다]에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

제3부

기 어렵다는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registrar) 소재지국 법원

이 적정할 것이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066 판결(확정)은, “원고(도메인이름 등록인)는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의 주된 이용 언어는 영어이지만,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이전 결정으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곳도 원고의 사업 본거지이
며,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도 등록기관이 있는 우리나라이므로, 분쟁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국내의 원고의 주소지를 사업 중심지로 삼아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고,

이 된 사안 또는 당사자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
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ˮ고 하였다.

피고(다임러크라이슬러 에이지,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가 합병된 회사)의 신청

제5부

‘mbf.com’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6가합10839 판결(확정)은,

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을 명한 UDRP 결정이 있은 후 도메인이름 등록인(원
고)이 피고에 의하여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
제6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UDRP 제4조 (k)
항(등록인 또는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의무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규정 제1조, 제3조 b항 xⅲ호, 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사이덴터티의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제37조 제2항(도메인이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상의 소유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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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인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열거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의무적 행정절차와
별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등록
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도메인
이름 보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70).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10영업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소송이라도 등록인이 선택된 상호관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합의관할이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171)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의관할이 성립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위 판결의 관할 판단172) 및 위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wellfargo.com’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4. 16. 2007가합708 이송결정은, 분쟁해결절차 신청인(피고, 웰스 파고 앤
컴퍼니)이 그 신청서에서 등록기관 사이덴터티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복종하기로 진술하였는데, 도메인이름 등록인(원고)이 자신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김천지원에 피고가 위 도메인이름의 말소,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
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UDRP 절차규칙 제1조, 제3조 (b)항 (xⅲ)호는, 신청인이 당
해 절차에서 복종하기로 진술한 관할법원은 상호관할지 법원 중 한 곳으로 특정되
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인 토지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UDRP 절차규칙에 의
하여 김천지원(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이덴터티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은 사이덴터티와 그 회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사이덴터티의 회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70) 위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고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UDRP 결정이 집행되어 위 도메인이름이 피고에게 이전등록 되었을 것이므로
위 부존재 확인 판결만으로는 어떤 효력이 생기지 않고, 아래의 대법원 2005다75071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도메인이름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171) 김기중, 앞의 글, 136쪽.
172) 의무적 행정절차와 별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라고 하면서도, 왜 의무적 행정절차에서의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규정 제1조, 제3조 b항 xⅲ호가
정하고 있는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지 그 이유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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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위 등록약관에 기하여 김천지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다
제1부

고 판단하여, 결국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 민사소송규칙 제6조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하였
는데, 이 결정은 앞의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적절히 지적하여 바로

제2부

잡았으므로 타당하다.

3. 상표권자 등의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인인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제3부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때 상표권자 등인 원고의 주소지국에서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ˮ는 민사소송법 제18조

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까?
원고의 주소지국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컴퓨터 화면에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이
름 웹사이트가 나타나고 그 도메인이름이 원고의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 하여,
단지 그 사실만으로 상표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국을 결과 발생지로 보아 상표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국 법원

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관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하므로, 무조건 상표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국 법원에
제5부

관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표권자의 주소지국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일반론으로 살펴보면, 상표권자의 주소지국은 대부분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국 내에서 빈번히 또는 중대한 영업 활동을

제6부

표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결과가 발생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하거나 그 국가 내에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자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경우
등 그 국가에서의 결과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관련성이
부록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느 주가 재판관할권을 갖는지와 관련하여(국제재판관할에서 어느
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갖는지와 거의 동일한 문제이다),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 952 F. Supp. 1119(W.D.Pa. 1997) 판결에 의해서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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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분석법(sliding scale approach)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위 방법은 웹사이트

를 통한 상업적 활동의 성질에 따라 ‘사업 영위 웹사이트(doing business website)’,
‘수동적 웹사이트(passive website)’, ‘상호작용적 웹사이트(interactive website)’로

나누어 그에 따라 재판관할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 영역별 분석법에 대하여는
웹사이트를 위와 같이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상호작용
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이 너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효과분석접근법(effects-based approach)을 사용한 판결이 늘고 있는데, 위
방법은 웹사이트가 당해 관할 내에서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로 피고의 의도적인 이용행위와 당해 관할 지역에 대한 명시적인 지향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인식이 있었다면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 효과분석접근법에 대하여도 과잉관할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173)

4.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상 대물소송(action in rem)
미국은 1999년 11월 29일 상표의 좋은 평판(goodwill)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으
로 식별력 있거나(distinctive) 저명한(famous) 상표를 부정한 목적(bad faith

intent)으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반사이버
스퀴팅 소비자보호법｣(약칭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ACPA”)를 제정하였다.

ACPA는 구제수단으로, 상표권자는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손해배상[상표권자
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법정손해(statutory damages)의 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도메인이름의 상실(forfeit)과 등록말소 또는 상표권자에게
로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찾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상표권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거
나 그 등록인에 대하여 대인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도메인이름 자체를 상대
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대물관할권(in rem against the domain name itself)을
173) 노태악,｢디지털재화의 거래와 국제재판관할｣, ｢인권과 정의｣ 359호(2006. 7.),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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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부

이러한 대물소송은 도메인이름 등록원부 관리기관(registry), 등록기관(registrar)
등이 위치한 곳 또는 도메인이름의 처분과 이용에 관한 통제 및 권한을 확보함에 충분한
서류가 예치될 수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소송 전이나 후에 등록기

법원에서라도 대물관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위

제2부

관이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예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어느 곳의 연방

대물소송으로는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메인이름의 상실과
상표권자는 ‘.com’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할

제3부

등록말소 또는 상표권자에게로의 이전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의 주소지 및 등록기관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상관없이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ACPA에 의하여 등록원부 관리기관인

자체를 피고로 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등록원부 관리기관인 베리사인(VeriSign)사가 소재하는 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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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사인(VeriSign)사가 소재하는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위 도메인이름

아주 연방지방법원에 대물소송을 제기하여 도메인이름 이전 판결을 받았더라도, 도
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ICANN과의 등록기관

은 등록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수령하여 루트존서버(root zone

제5부

인증계약을 체결한 등록기관이지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아니므로 등록원부 관리기관

server)에 저장하여 이를 관리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등록기관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이므로 원고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에 위 판결을 제출
제6부

하고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은 2006. 11. 21. YAHOO!, Inc. v.
yahooahtos.com and 1865 other domain names 판결(Magistrate Judge 판결이

게 이전하여 줄 것을 명하면서 이를 위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현재의
등록기관을 원고가 선택한 등록기관으로 변경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그 등록인이 등록한 등록기관 모두 알지 못하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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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메인이름이 YAHOO!, Inc.에게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판결의 타당성
은 매우 의심스럽다.
한편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 미국 소재 등록기관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등록기관인 경우 그 등록기관이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대물소송 판결을 국내 법원의 승인･집행 판결 없더라도 항상 그대로 집행하여 줄지는
의문이다. 또한 아래의 6.의 서울지방법원 2003. 1. 6.자 2002카합3390 결정처럼
도메인이름 등록인 정보변경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hpweb.com’ 사건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등록인(한국인, 웹디자이너)이 ‘hpweb.com’을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등록기관 NSI에 등록하였다가 미국의 전미중재원(NAF)에서
UDRP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인 휴렛패커드(약칭 HP)에게 이전하라는 결정
을 받은 다음, HP가 신청 당시 관할권에 복종하기로 선택한 버지니아주 헌던시 법원
이 아닌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HP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함으
로써 위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지 못하고 HP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이전되자
HP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와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손해
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취하하고 위 확인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
다)를 한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 2001. 12. 14. 선고 2000가합67360 판결은, 이
사건 소는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종결된 후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면
서,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인 서울지방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9. 25. 선고 2002나4896 판결(1차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 행위지 및 결과 발생지가
모두 미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도메인이름의 피고에게로의 이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반환의무의 이행지는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소재지인 미국
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등록기관의 주소지가 미국이므로 원고의 위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라는 재산의 소재지도 미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국제사법 제2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또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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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
제1부

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국제재판관할이 서울지방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1차 대법원 판결)은, “도메인

내의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 중심지로 삼아 회원들에게 위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여러

제2부

이름의 선등록인인 원고는 행정패널의 결정이 내려져 집행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도메인이름들을 이메일 주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그 주된 서비스권역 역시 대한민국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

제3부

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웹사이트의 주된 이용 언어는 한국어이었으며

결정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곳 역시 원고의 사업본거지이므로, 과연
그러한 이용 행위가 침해행위인지 여부 및 손해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들은

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UDRP 절차규칙 제1조가 행정패널의 결정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로서 신청인이 선택 가능한 관할인 상호관할을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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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

서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과 함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 행정절차에 따른 결정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는 등록기관의 주된

제5부

볼 때 등록인이 소극적 당사자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무소와 함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곳이
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피고가 UDRP에 따른 결정을 신청할
제6부

당시에 원고의 주소지를 중심지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

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등록기관이 위 도메인이름
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게 국제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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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실효성 있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국제재판관할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 대법원 판결보다는 항소심 판결이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는 견해174),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영토적 관련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툼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성질별로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가 있으므로 당해 사건이 어떤 성질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안 근접성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되고 증거 근접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들에서 사건의 성질, 유형별로 국제재
판관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경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유무의 판단에 대해 증거조사의 편의가 인정
된다면 사건과 법정지 간에 ʻ실질적 관련ʼ이 있고 그 법정지에서 재판하는 것이 ʻ재판의
적정, 신속, 공평ʼ에 맞는다고 함으로써 ʻ재판의 적정, 신속, 공평ʼ에 맞는지 여부를

주로 증거근접성에 비추어 직접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태도를 밝혔는 바, 이는
기존의 판례의 주류적인 흐름으로부터 궤도를 이탈한 것이고 국제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175)가 있다.
한편, 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2차 항
소심 판결)로, 원고의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미 위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상 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위 도메인이름을 원고에게 회
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
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의 도메인이름 이전 청구에 대하여는 UDRP나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및 미

국의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2차 대법원 판결)로 다시 2차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차 대법원 판결은 우선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과
174) 도두형, ｢도메인이름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인권과 정의(2005. 7.) 141~142쪽.

175) 장준혁,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경희법학41권 2호(2006. 12.) 8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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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한 다음 “원심이 원고의

제1부

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DRP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위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이 UDRP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도메인이름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위 도메인이름이 피고에게 이전등록된 2000년

제2부

을 이전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UDRP의 구속력에 대한

9월 29일 당시에는 위 아목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원심이 위 아목을 근거로 원고가

아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위 도메인이름 이전등록 당시 피고에게 위 도메인이

제3부

피고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위

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결정에 따른 이전등록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구 섭외사법 제13조(제1항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176) 원심으로서는 부당이득반환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고 그 준거법을 적용하여 도메인이름 반환
청구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구 섭외사법상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제5부

준거법에 관한 법리 및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위

못하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고 할 것인바, 피고가 UDRP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6부

하고서 그 조정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3차 항소

176) 김기중, 앞의 글, 136쪽에서는 UDRP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분쟁해결절차 피신청인(당시 등록인)이 위
소에서 등록이전 등을 명하는(또는 신청인에게 사용금지청구권이나 등록이전청구권이 부존재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기관은 위 판결에 따라 다시 원등록인에게 등록이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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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였고,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도메인이름 이전청구에 대하여는, 위 도메
인이름을 피고가 보유함으로써 그 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피고의 소재지인 미국
이어서 아래 제4절의 2.에서 보는 섭외사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하면서, 원고는 그의 위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이 미 연방상표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입증함으로써 미 연방상표법

§1114(2)(D)(v)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
의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은 미 연방상표법 §1125(d)(1)(A)(d) 규정에 따라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미 연방상표법 §1114(2)(D)(v)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 3차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도메인이름 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의 소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3차 대법원 판결)은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10년이 넘는 기나긴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3차 대법원 판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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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발생한 곳은 HP(피고)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
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준거법이 된다.
• HP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HP에게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2001. 4. 7. 법
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
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은 등록인(원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가 HP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므로,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즉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 미국
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는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방지에 관한 15 U.S.C. §1125(d)(1)(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
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HP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15 U.S.C. §1116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
• 15 U.S.C. §1114(2)(D)(v)는 “사용금지나 이전등록 등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상표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이 챕터(chapter) 아래에서
위법이 아님을 입증하여 도메인이름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
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분쟁조정기관의 부적절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결정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관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결정에 의한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
건에서 그에 관한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위 연방법 규
정에 의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는 15 U.S.C. §1125(d)(1)(A)에 해당하
여 위법하므로, 원고는 15 U.S.C. §1114(2)(D)(v) 규정에 의하여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은 타
인의 손실로 인해 적절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함
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법상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
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그 등록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게로 이전된 것을 두고 적절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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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관할이 의심스러운 국가에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의 집
행을 저지하는 가처분
‘at-t.com’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2002. 9. 17. 2002카합1404 결정 및

‘globalsantafe.com’에 관한 같은 법원 같은 일자 2002카합1215 결정은, 미국 회사인

AT&T Corp. 또는 Globalsantafe Corp.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한국인 도메인이름
등록인(Global Marine Inc.과 Santa Fe International Corp.이 합병을 하면서 합병

후의 명칭을 Globalsantafe Corp.로 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 ‘globalsantafe.com’이

등록되었다)을 상대로 한국 소재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이름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대물소송(in rem action)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자

(AT&T Corp.는 UDRP에 따라 WIPO 중재조정센터에 ‘at-t.com’의 이전을 신청하였다
가, 등록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등록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등록인이 한국 소재 등록기관
을 상대로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정보를 위 미국 회사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위 미국 회사가 보조참가를 하였다)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인
피신청인은 수임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도메인이름의
유지 관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등록인인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ⅰ) 우선 도메인이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말소, 이전 등을 구하는 자인 이의신청인(complainant)의
주소지국인 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고, (ⅱ) 다음으로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소재한 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ⅲ) 특별재
판(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지에는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 발생지의 경우에도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그 손해 발생지에서
빈번하게 또는 중대한 영업 활동을 하거나 손해 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다는 등 특정한 국가에서의 결과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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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
제1부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나 미국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위 도메인이
름을 이전하는 것은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기관으로서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

승인･집행 판결이나 국내 법원에서의 위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의 판결 등과

제2부

고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국내 법원의

같이 위 도메인이름의 권리관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위 (ⅲ) 부분의 판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3부

위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당해 손해발생지 내에
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이름 부당선점에 의한 불법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확산적
불법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발생지 관할을 갖는 국가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확산적 불법행위의 손해발생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의 영향을 받은

지로 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별도의 개념에
의해 손해발생지 관할이 제한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비판이 있다177).

제5부

만, 위 대법원 판결의 의도적 이용론을 그 제한원리로 끌어다 쓴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법원 2001. 9. 26. 2001카합1625 결정은 프랑스2 국영텔레비전 주식회

로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받은 이전 등을 명하는 보전명령에 관하여, 서울

제6부

사, 프랑스3 국영텔레비전 주식회사가 ‘france2.com’, ‘france3.com’ 등록인을 상대
지방법원 2002. 11. 29.자 2002카합3127 결정은 Schneider Electric SA와 Societe
Legrand SA가 ‘schneiderlegrand.com’ 등록인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지방대심법원
합병 후의 명칭을 Schneiderlegrand로 하기로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3. 1. 6.

2002카합3390 결정은 VarTec Telecom, Inc가 ‘cartectelecom.com’에 관하여 미국
177) 장준혁, 앞의 글, 9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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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대물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이전 결정에 관하여, 위와
거의 같은 이유로 도메인이름 등록인 정보변경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globalsantafe.com’에 관해 서울지방법원 2002. 9. 17. 자 2002카합1215

결정과 같은 가처분 결정이 있자 Globalsantafe Corp.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 도메인이름을 위 회사에게 이전하라고 명하는 외에,
위 도메인이름이 위 회사에게 이전될 때까지, 위 등록원부 관리기관인 베리사인

(VeriSign)사에게 ʻ.comʼ TLD zone file에서 현재 연결되어 사용되는 위 도메인이름
의 서버 IP 숫자(the currently associated domain name server IP numbers)를
제거(eliminate)하는 방법으로 위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disable the domain name) 하라고 명하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위 판결을
수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3년 2월 5일 등록원부 관리기관은 등록
기관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삭제(delete)할 수는 없지만 단독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메인이름이 TLD zone file에
서 제거됨으로써 IP address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하되 등록원부 관리기관 데이터베
이스에는 원래의 등록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REGISTRY-HOLD 상태를 의미한
다)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연한 것이지만,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UDRP 결정을 통지받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그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내에 한국 소재 등록기관을 상대로 도메인이름등록
인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가처분이의사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
원 2006. 10. 9. 2006카합99 결정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 2005. 11. 4. 2005카합39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UDRP 결정의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분쟁해결절차 신청인을 상대

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인 정보를 피신

청인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청취지의 가처분을 신청(10영업일 이내

에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한 경우 UDRP 결정의 실행이 보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4부 제3장 제3절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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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준거법
제1부

1.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
록청구의 준거법
제2부

UDRP 결정의 실행을 보류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피고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UDRP에 의할 것인
가 아니면 각국 실정법(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에 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에서

제3부

상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위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국 실정법
을 사법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면 어느 나라의 실정법을 준거법
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합53066 판결(확정)[‘wes.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6

가합74971 판결(확정)도 같은 취지이다]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사안의 개요 및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위
도메인이름을 매수하여 이전등록한 등록인으로서 2006년 8월 무렵에 위 도메인이름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이에 대하여는 ‘myspce.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

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서비스가 되도록 포워딩을 하였으

분쟁해결 신청을 하여 2006년 6월 19일 원고는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

제5부

며, 피고(MySpace,Inc.)는 UDRP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미국 전미중재원(NAF)에

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도메인이름
에 대한 피고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제6부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결정의 집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원고는 자신이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라도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으로서 미국의 ACPA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판결은, 우선 이 사건 소에서 UDRP가 피고의 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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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한 다음,
미국의 ACPA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는 미국 상표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성질을 상표권의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국제사법 제24조에서 “지적재산

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의 준거법을 규정한 것이고 지적재산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인정
하는 보호국에서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침해지법은 보호국법과 동일하며,
따라서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의 침해지법에 해당하는, 당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인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
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17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금지청구와
이전청구에 관해서는 일응 피고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미국의 ACPA179)가 준거
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나라는 상표권에 관해서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은 해당국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에
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
금지)나 이전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그 영역인 미국 이외인
우리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상표권의 효력을 자국에 있어서도 인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약
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ACPA를 적용한 결과
178) 그 근거는 “상표권이 국가별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권에 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의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이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한 당해 상표권의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등록된 국가라는 사정에 비추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라는 것이다.
179) 미국의 ACPA{미합중국법전 제15권 제1125조 (d)항}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거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그 저명한 상표를 희석시키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의 말소나 취소 또는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소비자들을 상표권자의
온라인 영역으로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통해 접속되는 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그 상표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사이트의 운영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상업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표의 가치를
손상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고려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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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나
제1부

이전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ACPA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
지 의무와 이전등록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하였다. 그러면서 다만 외국법의 적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당해 외국법

제2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국 ACPA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을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해야 하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제3부

의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고의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nca.com’에 관한 대구지방법
위와 같은 이유로 ACP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법률의 흠결에 관하여는 언급
함이 없이 위 도메인이름에 인주법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인주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
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원 2010. 8. 17. 선고 2009가합11550 판결(항소기각 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첫째, 상표권에 기초한 이전등록청구의 성질결정, 둘째, 상표권의 효력
최고재판소 2002. 9. 26. ‘FM신호복조장치 사건’ 판결이 전개한 논리를 답습하였음

제5부

의 준거법은 등록국법이라는 점, 셋째, 등록국법을 적용하는 근거에 관하여 일본

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국제사법 제24조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침해에 기한
금지청구는 그의 성질결정에 관계없이 보호국법에 의할 사항이므로, 담당재판부로서
제6부

는 보호국법인 한국법을 적용하면 족하지, 굳이 등록국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장황한 설시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한 것은 일본에는 위 제24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부록

비판이 있다180).
또한 이 판결의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면개정
국제사법이 공서(公序) 조항(제10조)을 개정하면서 공서조항의 예외적 성격을 강조
180) 석광현, 국제거래 관련 재판에 있어서 준거법, 2013년 국제거래소송실무 법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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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서조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ʻ명백히ʼ 위반되는
경우에만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이와는 달리 너무 완화
된 기준으로 공서조항을 적용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wellfargo.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가합

47119(본소), 81607(반소) 판결(확정)은, 분쟁조정 신청인이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와 이전등록 절차 및 등록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
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함으로
써 위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등록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이므로 위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
고 하였다. ‘hoar.com’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
8157(본소), 2009가합1471(반소) 판결(항소심에서 조정 성립)도 같은 취지이다.

‘wall-mart.com’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8가합2092(본소),

2009가합3405(반소) 판결(확정), ‘fruitella.com’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8가합7040 판결(확정), ‘giorgioarmanihotel.com’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1024(본소), 1031(반소) 판결[확정,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7가합11792(본소), 2008가합10505(반소) 판결]도 같은 이유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celluarsouth.com’
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32 판결(확정)도 원･피
고가 피고의 영업표지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
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보유 또는 사용지가 대한민국이므로, 준거

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하면서 인주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citycard.com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합98322 판결(확정)도, 이 사건은 대한민
국 국민인 원고와 미국법인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에서는 ‘지적재산권

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의 위 도메인이름 등록･보유 및 사용지가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하면서 인주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platon.com’(등록기관은 미국회사인 Tucows이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350

제4장
제4장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국제
국제 소송의
소송의 중요 이슈

2011. 5. 4. 선고 2010가합10708 판결(확정)은, 피고인 Platon A/S는 1999년 덴마크에
피고의 상호인 ‘PLATON’에 관한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고 있는데, 위

제1부

서 설립되어 정보관리 자문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덴마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 대한민국 국민 원고를 상대로 WIPO 중재조정센터에 UDRP에

받았으며, 피고는 위 신청 당시 위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관할법원으로 등록기관

제2부

따른 의무적 행정절차 신청을 하여 위 도메인이름의 피고에게로 이전을 명하는 결정을

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위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어 위 국가들의 각 법률을 준거법으로

제3부

법원을 모두 선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덴마크 외에도

할 경우 국가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피고
에게 이전등록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국가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

이름의 사용이 주로 원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그 등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는 위 도메인이름의 관리를 대한민국 회사인 주식회사 블루웹에게 맡기는 등 위 도메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제5부

2. 도메인이름 분쟁으로 인한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섭외사법 제13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발생한 곳ʼ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한

제6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당시 ʻ원인된 사실이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었는데,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이전

한편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은,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실제 사례는 앞의 3절 5.에서 살펴본 ‘hpweb.com’에 관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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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spari.com’ 사건181)
가. 사실의 개요
원고는 2009. 12. 31. ‘gaspari.com’ 도메인이름을 등록(후이즈에는 등록명의인이
주식회사 Gaspari로 표시되도록 하였다)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피고(Gaspari

Nutrition, Inc.)는 미국에서 설립되어 “GASPARI NUTRITION”(약칭 이 사건 상

표), “GASPARI ESSENTIALS”, “SUPERPUMP”, “NOVEDEX” 등의 상표 등을 보유
하여 식이요법제, 영양보충제 및 그 관련 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고,

“gasparinutrition.com”의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000. 3. 1.부
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2004. 6. 30. 미국에 위 상표들에 대하여 상표출원
을 하고 2005. 8. 30. 상표등록을 하는 등 전 세계 수십 개 국에 이 사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수입판매상을 통하여 피고의 상품
이 판매되고 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1) 준거법의 확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미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이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

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도메인이름 등록 ･ 보유지가 대한민국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상표권이 국가별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표권에 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
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의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이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한 당해 상표권
1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74439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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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등록된 국가라는 사정에 비추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제1부

관계가 있는 국가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속지주의의
원칙상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는 우리나라에 상표권을 출원 ･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미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은 미국법이라고 할

제2부

아니라 피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미국에 등록된 상표이므로 그 침해지를

것이다.
제3부

2)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미국 연방상표법 §1125(d)(1)(A) 규정에 따라
피고의 미국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한 15 U.S.C. §1125 (d)(1)(A)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이 사건 상표가 식별력을 가질 것, ② 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존재할 것의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한다.

제4부 도메인이름 분쟁 및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 사용행위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방지에

원고는 위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등을
제공하였고, 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외에 등록정보상의 등록명의자를 주식회사

는 행태를 보인 점, 또한 원고는 위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 곧 이 도메인

제5부

Gaspari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 위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회피하려

이름을 이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함으로써 상업적 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메인이름과

제6부

두고, 방문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의 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

이 사건 상표 사이에 출처, 후원, 제휴 또는 보증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혼동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결국 원고의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는 15 U.S.C. §1125(d)(1)(A)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15 U.S.C. §1116 규정에 의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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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해설
이 판례는 ‘미국 연방상표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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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라운드 신규 gTLD의 도입과 분쟁해결절차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gTLD : New generic Top Level Domain)이란 ‘.com(회

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등 기존의 23개 일반최상위도메

인(Legacy gTLDs로 부름) 이외에 2012년 1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가로 브랜드
명(.삼성, .gucci), 일반명사(.食品, .play), 지역명(.helsinki, .tokyo) 등을 영문
및 자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gTLD을 신청 받아 2013년 하반기부터 사용하게 된 새로
운 gTLD을 말한다.
제1라운드 신규 gTLD 신청은 2012년 1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받았는데 신청건
수는 1,930건이었다. 2016년 4월 22일 현재, 도메인이름 관리기관과 위임계약체결
(Registry Agreement) 건수는 1,227건, 신청 철회는 567건,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에
위임완료(Delegation)되어 인터넷상에 사용된 것은 978건이다. 신규 gTLD 위임계
약 약관에 따르면 현재 ICANN은 기존 gTLD와 비교하여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분석도 상당 부분 진척되어 2018년에 2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시행을 계획 중이다. 제1라운드 신규 gTLD사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이 ‘.samsung’와 ‘.삼성’, 두산이 ‘.doosan’을, 현대차그룹이 ‘.hyundai’, 그리고

기아가 ‘.kia’를 신청하였으며 .doosan은 등록 위임받은 후 도메인이름 1건만 신청

을 받았다고 밝히고 2015. 9. 3. 자로 ICANN에 등록계약(2014.4.3. 체결) 4조 4항
B에 따라 관리위임의 종료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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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제1라운드 신규 gTLD 계약체결 건수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그림 5-2] 제1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진척 상태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제6부
부록

182)

1) RA(Registry Agreement) : ICANN이 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과 체결하는 최상위도메인 관리권한 위임 계약.

357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그런데 기존의 gTLD 분쟁에 관해서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
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해결되
어 왔지만, 제1라운드 신규 gTLD에 관한 분쟁해결은 신규 gTLD 신청 가이드북
(Applicant Guidebook, 2011년 9월 18일)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신청서에 대한
심사, 이의제기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에 위임
전후의 분쟁해결 및 예방을 위한 통일긴급정지제도(URS :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 상표등록관리소(TMCH : Trademark Clearinghouse), 위임 후 분쟁해결
절차(PDDRP :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등의 절차를 규정
하고 있어 gTLD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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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라운드 신규 gTLD의 신청(2012. 1. 12 ~ 5. 30)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신청서

제출 → 형식심사(초기평가(IE) 및 심화평가(EE)) → 일반대중의 코멘트(comment)

경고 → 이의제기 →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해결 → 신청인(관리기관)과 ICANN의
관리기관 계약 → 신규 gTLD 생성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제3부

→ ICANN의 정부 간 자문위원회(GAC :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의

제4부

제1절 신청서 제출 및 방식심사

proprietorship)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ICANN은 상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에는 신규 gTLD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신청인 등이 상표나 서비스표
소유권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이름을 획득하는 등 도메인이
름 신청에 관하여 책임이 있거나 반복된 부정한 목적의 행위 대상이 된 적이 있었던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신규 gTLD 신청은 기업 등 단체에게만 허용되며 개인이나 1인 기업(sole

경우, 도메인이름을 무단점유한 적이 있었던 주체에 대하여 신규 gTLD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신규 gTLD의 관리기관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6부

무단점유는 타인의 상표권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상표와 관련된 가이드북의 내용은
신규 gTLD 신청자격과 관계되는 것이지 신규로 생성된 gTLD에 있어서 등록을 금지
하는 상표와는 관련이 없다.

답을 표시하고, 재정 능력을 증명하고, 관리기관으로서의 기술능력 및 운영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지리적 명칭이나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ICANN은 먼저 신청서에 대한 형식심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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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의무적인 질문에 모두 답을 하였는지 여부,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심사비용이 납부되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한다. 방식요건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ICANN은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ICANN의
웹사이트에 올려서 공개하게 된다.

제2절 배경심사
신규 gTLD를 신청한 경우, 문자열, 신청서, 신청인이 제공하려는 등록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IE : Initial Evaluation)가 이루어지며, 1차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인은 2차 심사(EE : Extended Evalu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1차 심사의 시작 초기에 신청인에 대한 배경심사(background evaluation)가 이루어
지는데, 배경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1차 심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배경심사는
질문 1-11까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데 배경심사의 대상으로는 부패 및 뇌물,
테러, 조직범죄, 금전세탁, 법인의 기망이나 기타 금융 관련 규범의 위반, 무기거래
및 전쟁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신청자가 일련의 도메인이름
무단점유 절차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거나, 신청자의 임원이 금융행위와
관련된 중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배경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배경심사는 ICANN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절 1차 심사(초기평가 : IE(Initial Evaluation))
1차 심사는 (ⅰ) 문자열 심사와 (ⅱ) 신청자 심사로 이루어진다. 문자열 유사성 심사는
이용자들의 혼동과 DNS에 대한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현재 이용되는
TLD, (ⅱ) 유보어, (ⅲ) 기타 신청된 문자열과 신청된 gTLD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신청된 gTLD 문자열이 루트 존(root zone2))으로 위임된다면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
2) 루트 존(Root Zone) : 인터넷에서 ‘도메인이름’과 실제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IP주소’의 연결정보를 저장하는
서버를 DNS(Domain Name Server)라고 하며, DNS 중 최상위에 위치한 서버를 루트 DNS라고 함. 루트 DNS

360

제2장
제2장 신규 gTLD 신청절차와 관리위임 계약체결

는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다른 문자열과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절차의 기반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열 유사성 심사는 독립적인 ‘문자열 유사성 패널

제1부

1차 심사 단계에서 시각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String Similarity Panel)’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문자열 유사성 패널은 이용자가 혼동할
제2부

수 있을 정도로 문자열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3부

1. 신청된 gTLD 문자열이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다른 문자열과 유사한지 여부
· 신청된 gTLD 문자열 vs. 현재 사용되고 있는 gTLD 문자열 및 유보어
· 신청된 gTLD 문자열 vs. 다른 신청된 gTLD 문자열
· 신청된 gTLD 문자열 vs. IDN3) ccTLD로 신청된 문자열
· 신청된 2개 문자의 IDN gTLD vs. 모든 1개 문자 및 모든 2개 ASCII 문자열(장래의 ccTLD 보호)
2. 신청된 gTLD 문자열이 DNS의 보안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
3. 일정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승인을 얻은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심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된 다른 gTLD와 유사한 경우 문자열 분쟁에

제4부

문자열 유사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이후의

놓이게 된다. 유사성 심사를 통과한 신청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TLD 관리기관이나

gTLD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된 gTLD는 문자열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규 gTLD 신청 시 문자열이 ASCII4) 형태인 경우,
Implementation and Specification(RFC 1035) 및 Clarifications to the DNS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다른 gTLD 신청자에 의한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청인도 신청된 다른

Specification(RFC 2181)이라는 도메인이름의 기술적인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문자가 63개 이상이면 안 되며, 대문자나 소문자나 동일하게 취급된다. 또한
제6부

ASCII 형태의 문자열인 경우, DOD Internet Host Table Specification(RFC 952),
Requirements for Internet Hosts - Application and Support(RFC 1123),
Application Techniques for Checking and Transformation of Names(RFC 3696)

3) IDN(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국제화도메인이름 또는 다국어도메인이름) : 한글, 중국어, 아랍어 등
영문 이외의 문자를 사용한 도메인이름.(예 : ‘국회.한국’, ‘学校.公益’)
4)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제안·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 통신용 표준 코드를 말함. 코드화된 문자는 알파벳, 숫자 등의 도형문자와 제어문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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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표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곧 문자열은 문자, 아라비아 숫자 및 하이픈(-)으로
만 구성되어야 하며 문자열이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서는 안 된다.
ASCII 문자열의 경우 IP 주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컨대 gTLD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0x’나 ‘x’로 시작하여 나머지는 16진법

숫자인 0과 9까지의 숫자와 a부터 f까지로 이루어진 문자열은 안 되며, ‘0o’나 ‘o’로
시작하여 나머지는 0과 7까지의 숫자로 구성되는 문자열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ASCII 형태의 문자열은, A 레이블(xn--)의 형태로 국제화도메인
(IDN)을 나타내는 경우, 문자열의 3번째 및 4번째 위치에 하이픈을 포함하면 안 되며,
도메인을 나타내는 형태가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하거나 끝나서는 안 된다.
IDN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ASCII 형태의 gTLD 문자열
은 3글자 이상이어야 하며, IDN의 경우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문자의 형태로 2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야 한다.(일정한 예외가 있음)
신청자 심사는 기술 및 운영 능력의 증명, 재정능력의 증명, DNS 안정성을 위한
서비스 심사에 대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ⅰ) 신청자가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운영 및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ⅱ) 신청자가 제안한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DNS 보안이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제4절 유보문자열
신규 gTLD로 생성될 수 없는 유보문자열은 gTLD 생성을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지정학
적 용어 등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논의되었으나, 가이드북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매우
축소되었다.
AFRINIC, ALAC, APNIC, ARIN, ASO, CCNSO, EXAPMPLE, GAC, GNSO, GTLD-SERVERS, IAB,
IANA, IANA-SERVERS, ICANN, IESG, IETF, INTERNIC, INVALID, IRTF, ISTF,LACNIC, LOCAL,
LOCALHOST, NIC, NRO, RFC-EDITOR, RIPE, ROOT-SERVERS, RSSAC, SSAC, TEST, TLD,
WHOIS,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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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명칭을 신규 gTLD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문자열 유사
제1부

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유보명칭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
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제2부

제5절 2차 심사(심화평가 : EE(Extended Evaluation))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술능력 및 운영능력이

제3부

나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관리기관으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2차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차 심사의 기준은
1차 심사의 기준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

제4부

다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ICANN에 2차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2차 심사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신규 생성되기 위하여 신청되는 gTLD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가 제기될 수 있
다. ICANN이 신청서가 방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후 그 신청서의 리스트를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제6절 이의제기

공지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ⅰ) 혼동을 야기하는 문자열, (ⅱ)
이의제기자의 권리침해, (ⅲ) 윤리 및 공중도덕 저해, (ⅳ) 커뮤니티 이의제기

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주체가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제6부

(Community Objection)로 제한되는데, (ⅰ), (ⅱ), (ⅳ)의 경우에는 신규 gTLD 생성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윤리 및 공중도덕을 이유로 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DRSP :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직접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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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일반대중의 코멘트(Public Comment)
ICANN은 신규 gTLD 신청서가 ICANN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을 시점부터 60일
동안 일반 공중으로 코멘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된 자료를 검토하
고 코멘트할 수 있으며, 코멘트를 종합하여 심사하는 패널에게 제공함으로써 패널이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를 하는 패널은 일반 공중의 코멘트를 고려하여
평가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장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인용된
자료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등 코멘트에서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게 된다.

제8절 분쟁조정
공식적인 이의가 제기되고 이의제기를 위한 비용이 지급되면 분쟁조정기관이 제기
된 이의에 기초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게 된다.(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제9절 신규 gTLD의 관리위임 계약체결
신청서의 제출에서 시작하여 1차 및 2차 심사, 이의제기, 분쟁해결 등 일련의 절차
를 거친 신청인은 ICANN과 관리기관 계약(Registry Agreement)을 체결하고, 기술
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성공리에 마친 후 신청인의 신규 gTLD는
루트 존에 추가되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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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그림 5-3] 신규 gTLD 관리위임 계약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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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이의제기
신규 gTLD가 사용될 경우 일정한 이해관계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gTLD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하여 이의(objection)를 제기하고 이러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해서는 (ⅰ) 일정한 이의제기
자격을 가진 주체가 (ⅱ) 네 가지 사유에 기초하여 (ⅲ) 분쟁해결기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ICANN이 선정한 개별 분쟁해결기관은 이를 판단하게 된다. 이의제기절
차는 ICANN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분쟁해결절차는 공식적인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주체가 쟁점을 판단하
기 위한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gTLD 신청인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신규 gTLD 생성절차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거나 문자열 분쟁해결절차(String
Contention Procedure5))를 따를 수밖에 없다.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해서는 네 가지 사유에 기초하여, 각 사유에 따른 이의제기
자격이 있는 주체가, ICANN이 아니라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CANN이 신규 gTLD 생성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체크하여 신청서를 웹사
이트에 게시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은 신규 신청된 gTLD에
대한 1차 심사가 종료하기까지 약 7개월이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ⅰ) 문자열 혼동, (ⅱ) 권리침해, (ⅲ) 공익위배,
5) 동일 문자열에 대한 분쟁은 ① 동일한 gTLD 문자열에 대한 2인 이상의 신청인이 모든 평가단계와 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한 경우나 ② 유사한 gTLD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이들이 모든 평가단계와 분쟁해결절차를
종료하고 문자열이 이용자들에게 혼동할 가능성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ICANN은
동일하거나 이용자를 혼동하게 하는 유사한 gTLD 문자열을 승인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은 우선자를
결정하는 절차(예컨대 경합하는 문자열의 신청인들이 화해나 합의를 하도록 권장)나 경매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Guidebook Modu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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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커뮤니티 이의제기(Community Objection6))로 제한된다.(Guidebook §3.2.1)
제1부

즉 신청된 신규 gTLD가 (ⅰ) 이미 존재하는 gTLD나 신청된 다른 신규 gTLD와 혼동
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거나, (ⅱ) 이의제기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ⅲ) 국제법
원리에 따라 인정된 일반적인 윤리규범이나 공중도덕에 위배되거나, (ⅳ) 상당 부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체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Guidebook

제2부

의 커뮤니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3.2.2) 문자열 혼동에 있어서는 현재의 gTLD 관리기관이나 신규 gTLD 신청인이

절차7)에 따라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인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이의제기는

제3부

자격을 가지며, 개별 국가별 국제화도메인(IDN ccTLD)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커뮤니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관만이 자격을 가진다. 권리침해에 있어서는
상표권 등의 권리자와 국제기구8)가 자격이 있으며, 윤리 및 공중도덕을 이유로 하는
제4부

공익위배 이의제기에는 자격의 제한이 없으나 이의제기 남용(frivolous or abusive
objection)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신규 gTLD 신청자가 gTLD와 관련하여 권리는 물론이고 지역적이거나 문화적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해서는 독립 이의제기자(independent objector, IO.
ICANN이 선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Guidebook §3.25) 따라서 예컨대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신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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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독립 이기제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독립 이의제기자는 공익위배나 커뮤니티와

7) IDN ccTLD Fast Track Process는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이루어진 국가별 TLD를 생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한국’ 도메인도 이 절차에 의하여 생성되어 현재 등록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ICANN, Final
Implementation Plan for IDN ccTLD Fast Track Process (15 Dec. 2011) 참조.
8) 국제기구는 ‘.int’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IANA, .INT Policy & Procedures, Eligibility for
a .INT domain), 정부 간의 국제조약에 의한 조직이 존재하고 국제적인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면서 국제법에
의한 대상이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Guidebook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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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커뮤니티 이의제기는 커뮤니티에 바탕을 두고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gTLD는 일정한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기 위한 것이다.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gTLD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지지를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Guidebook §1.2.2.

제6부

관련된 이의만 제기할 수 있다9). ICANN 이사회나 직원은 독립 이의제기자에게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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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독립 이의제기자는 공익을 위하여 자발
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

제2절 이의제기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기관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ICANN이 선정10)한 분쟁해결
기구(DRSP :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는 ICDR(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권
리침해 이의제기는 WIPO 중재조정센터, 윤리 및 공공질서에 대한 이의제기와 커뮤
니티 이의제기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International

Center of Expertise가 담당한다.(Guidebook §3.2.3) 신청된 신규 gTLD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의신청에 기초한 분쟁해결에 적용될 규칙은 ‘신규 gTLD 분쟁해결절차

(New gTL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11))’와 각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특별
규칙12)이다.

9) New gTLD Program Explanatory Memorandum, Description of Independent Objector for the New gTLD
Dispute Resolution Process (Feb. 18, 2009) 참조.
10) ICANN은 2007년 12월 21일 분쟁해결기관으로 활동할 기관을 공모하였고(ICANN Calls for Expressions of
Interest from Potential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s for the New gTLD Program),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적 능력, 세계적으로 활동할 능력, 운영능력 등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여러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Guidebook §3.2.3.
11) New gTL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ttachment to Guidebook Module 3.
12) 예컨대 ICDR은 Supplementary Procedures for String Confusion Objections, WIPO는 Rules for New gTLD
Dispute Resolution for Existing Legal Rights Objections, ICC는 Rules for Expertise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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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제1부

‘신규 gTLD 분쟁해결절차’는 이의제기, 방식심사, ICANN의 이의제기 공표, 답변
서의 제출, 패널 선임, 협상 및 조정13), 심리,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쟁
해결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5), 분쟁해결기구 및 패널에 대한 당사자

제2부

의 통신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6) 이의제기에는 이의제기자의 성명 및 접촉정
보, 이의제기 자격, 이의제기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5,000자 또는 20페이지로
제한된다.(양자 중 적은 것)(§ 8) 분쟁해결기구는 이의제기 시 사용언어, 이의제기

제3부

기간 및 내용 등 방식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며(§ 9), ICANN은 이의제기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의제기를 모두 공표한다.(§ 10)
ICANN이 신규 신청된 gTLD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의제기를 공표하면 분쟁해결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a), (b)14)) 답변서는 이의제기자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

제4부

관은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는데, 신규 gTLD 신청자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답변

목 답변하여야 하며, 5,000자 또는 20페이지로 제한된다.(양자 중 적은 것)(§ 11(d),

의 철회 또는 신규 gTLD 신청의 철회), (ⅱ) 답변서를 제출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진행
하거나, (ⅲ) 신규 gTLD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통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자가 승리한 것으로 되고(§ 11(d)), 신규 gTLD 신청절차는 진행하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e)) 이의를 제기당한 신규 gTLD 신청자는 (ⅰ) 이의제기자와 화해하거나(이의제기

지 않게 된다.

제6부

14) 이의를 제기하는 자와 답변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두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이의제기 및 답변서
제출비용(§§8(c), 11(f)과 분쟁해결비용(§14))을 지급하여야 한다. WIPO의 New gTLD Pre-Delegation
Legal Rights Objection Procedure에 의하면, 이의제기 및 답변서제출 비용(DRSP Fee)은 1인 패널은
2,000달러, 3인 패널은 3,000 달러이며, 분쟁해결비용(Panel Fee)은 1인 패널은 8,000 달러, 3인 패널은
20,000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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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사자들이 분쟁을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 당하지는 않으며, 장려된다.
분쟁해결기관은 당사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조정인으로 활동할 자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거나 상호간에 동의하는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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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및 결정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패널(panel)은 답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
결기관에 의하여 선임된다.(§ 13(a)) 패널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문자열
혼동 이의제기에서는 1인으로, 권리침해 이의제기에서는 지적재산권 경험이 있는
1인으로 또는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3인으로, 공익위배 이의제기에서는
3인으로, 커뮤니티 이의제기에서는 1인으로 패널이 구성된다.(§ 13(b))
패널은 이의제기 및 답변서 제출 외에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19(a)),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8) 분쟁해결은 보통 당사자들과 패널간의 대면심
리에 의하지 않으며, 다만 패널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심리를 열게 된다.(§ 19) 패널은 선임 이후 4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분쟁해결기관은 패널 결정문의 형식적인 측면만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3인 패널의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며, 패널이 서명한
결정문을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하면 분쟁해결기관은 이를 당사자와 ICANN에 송부하게
된다.(§ 19(a) - (c)) 패널이 제공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이의제기를 인용하거나 기각하
는 것에 한정된다.(§ 19(d))

제3절 판단기준
1. 문자열 혼동
문자열 혼동15)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된 신규 gTLD가 문자열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이다.(Guidebook § 3.5.1) 문자열 혼동은 신청된 신규 gTLD의

15) 문자열 혼동(string confusion)과 문자열 경합(string contention)은 구별되는데, 전자는 신청된 신규 gTLD가
기존에 존재하는 gTLD나 신청된 다른 신규 gTLD와 유사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신규 신청되어 이의제기나 분쟁해결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신규 생성될 자격이
있는 2개 이상의 gTLD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어떤 신청인에게 신규 gTLD를 부여할 것인지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쟁점이다. Guidebook Modu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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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이 다른 문자열과 매우 유사하여 기만을 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제1부

경우에 존재한다.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인
터넷 이용자의 마음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possible)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을 마음속에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Guidebook § 3.5.1)

제2부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순한 연관관계(association) 정도는 혼동가능성을

2. 권리침해
제3부

권리침해 이의제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신청한 신규 gTLD를 사용하는 경우 (ⅰ)
이의제기한 자의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국제기구의 명칭･

신규 신청된 gTLD와 이의제기자의 표지나 국제기구의 명칭･약칭 간에 혼동가능성이

제4부

약칭이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손상하는지 여부, (ⅱ) 기타
야기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Guidebook § 3.5.2)

가이드북은 이의제기의 근거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 곧

외관, 발음, 관념 등에 있어서 이의제기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ⅱ)
이의제기자가 표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이 성실한(bona fide) 것인지
여부, (ⅲ) gTLD에 해당하는 표지가 이의제기자, 신규 gTLD 신청인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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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바탕을 둔 이의제기에 있어서 패널이 고려할 사유는 (ⅰ) 신청된 gTLD가

표지로서 해당 공중에게 인식되었는지 여부 및 인식된 정도, (ⅳ) gTLD 신청인이
신청할 때 이의제기자의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신청인이

의 행위나 등록에 종사해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gTLD를 신청한 동기,

제6부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TLD를 신청, 운영하는 일련

(ⅳ) 신청인이 gTLD에 해당하는 표지를 이의를 제기한 자가 자신의 표지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

여부 또는 그 정도, (ⅵ) 신청인이 gTLD에 해당하는 표지에 대하여 상표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표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
고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신청인이 gTLD를 사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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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나 사용하려는 것이 권리의 이러한 획득이나 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ⅶ) 신청
인이 표지에 의하여 흔히 알려져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이 경우 gTLD를 사용하려는
취지나 사용하려는 것이 알려진 것에 따라 일치하거나 성실한지 여부, (ⅷ) 신청인이
gTLD를 사용하려는 의도에 의하여 gTLD의 출처, 후원, 연관관계 기타 승인에 관하
여 이의제기자의 표지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3.5.216))

3. 공익위배
공익위배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패널은 도덕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Guidebook § 3.5.3) 이러한 국제규범
으로는 국제인권선언, 민･형사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 근절에 관한 국제
협약, 여성에 대한 폭행근절에 관한 선언, 고문 등에 대한 협약,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노예협약, 집단학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gTLD 문자열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로는 (ⅰ) 법 위반 행위의 선동 또는

옹호, (ⅱ) 인종, 피부색, 성(性), 민족성, 종교,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의 선동 또는
옹호, (ⅲ) 어린이 포르노나 기타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선동 또는 옹호,
(ⅳ)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인정된 윤리 및 공중도덕과 관계되는 일반 법규범
에 어긋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5.2)

4. 커뮤니티 이의제기
커뮤니티 이의제기에 대하여 패널이 판단하는 것은 gTLD 문자열과 연관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중요 구성원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바탕을 두어 이의제기를 하는 자는 커뮤니티, 상당한 반대, 연관 관계, 커뮤니티에

16) 또한 국제기구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패널이 고려할 사항은 동일 또는 유사 여부, 신청인이 사용한 명칭이 국제기구와
동일하게 사용해 왔는지 여부, 이의제기를 한 국제기구를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신청인이 성실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 신청인이 신청한 gTLD 명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는지 여부
또는 그 정도, 국제기구의 출처, 후원, 연관관계 기타 승인에 대하여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Guidebook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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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상 가능성 등 네 가지 요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3.5.4) 첫째, 커뮤니티는
제1부

명확하게 존재하는 커뮤니티(defined community)이어야 한다. 패널이 이를 판단하
기 위한 요소로는 (ⅰ) 지역이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커뮤니티로서 그룹이 공중에게
인식된 정도, (ⅱ) 커뮤니티의 공식적인 영역의 정도와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커뮤니

인 분포(커뮤니티가 지역적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이

제2부

티를 설립하는 것인지 여부, (ⅲ) 커뮤니티가 존재해 온 기간, (ⅳ) 커뮤니티의 국제적

나 기관의 숫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3.5.4)

할 요소로는 (ⅰ) 커뮤니티의 구성과 비교하여 반대를 표현한 숫자, (ⅱ) 반대를 표시

제3부

둘째, 신청된 gTLD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대가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패널이 고려

한 기관의 대표로서의 성격, (ⅲ) 이의제기에 대한 인식의 상태나 중대성의 정도,
(ⅳ) (지역, 소단위 커뮤니티, 리더십, 회원 등에 있어서의) 이의제기의 분포 또는
제4부

다양성, (ⅴ) 커뮤니티가 다른 경우에 방어를 해 온 역사, (ⅵ) 이의제기자가 반대를
전달하기 위한 경로를 이용하는 것 등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는 (ⅰ)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ⅱ) 신청인의 기타 공개
적인 진술, (ⅲ) 공중에 의한 연관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 3.5.4)
넷째, gTLD가 승인되는 경우 커뮤니티에 대한 손상(detriment), 곧 관련 커뮤니티
의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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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커뮤니티와 gTLD 문자열 간에는 강력한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요소로는 (ⅰ) 신청인이 신규 gTLD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커뮤니티의 명성에
대한 손상, (ⅱ) 신청인이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성 보호를 제안하
제6부

지 않았거나 실시할 의도가 없다는 증거 등 커뮤니티나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할 의도가 없다는 증거, (ⅲ) 신청인이 gTLD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활동의 방해, (ⅳ) 커뮤니티가 그

로 인하여 커뮤니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경제적 손해의 성격이나 정도, (ⅵ)
손상결과 발생의 확실성 정도 등이 있다.(§ 3.5.4)

373

부록

핵심적인 활동을 위하여 도메인이름시스템(DNS)에 의존하는 것, (ⅴ) gTLD 운영으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표 5-1] 신규 gTLD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종류

이의제기 근거

이의제기 자격

분쟁해결기관

문자열 혼동
(String
Confusion)

신청이 접수된 gTLD의 문자열이
기존의 TLD나 규로 접수된
다른 gTLD의 문자열과
아주 유사하여 양자 TLD가 동시에
운영되면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
혼동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기존 TLD의 운영자이거나
현재 또는 같은 라운드의
신규gTLD 신청인이여야 함

AAA의 ICDR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권리침해
(Legal Right
Objection)

접수된 신규 gTLD 문자열이
이의제기자의 기존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자여야 함

WIPO의 AMC

접수된 신규 gTLD 문자열이
공익위반
국제법 원칙하에 일반적으로
(Limited Public
Interest
받아들여지는 법적인 도덕 기준 및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Objection)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소하거나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리뷰를 거치게 됨
ICC의 ICE
(International
Center of
Expertise)

커뮤니티
이익침해
(Community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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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4장 신규 gTLD 생성 이후 분쟁해결절차

것은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상표권자는 일반대중의 코멘트(Public

제2부

신규 gTLD 신청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Comment forum)를 통하여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제4부

제1절 통일긴급정지제도(URS)

제3부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gTLD가 생성된 이후에도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표권 침해

통일긴급정지제도(URS :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17))란 신규 gTLD와

상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이다. URS는
기존 분쟁조정절차인 UDRP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1. 의의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결합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인을

신규 gTLD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ICANN이 채택한 URS 절차에

상표권자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도록 하기

제6부

따른 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URS는 신규 gTLD에 있어서 UDRP18)보다

위한 것이다. 즉 URS는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가 매우 많이 존재함에 반하여 기존의
UDRP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기존의 UDRP 절차에서는
부록

17) Guidebook,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URS), 19 Sep. 2011

18)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는 ‘.com’, ‘.net’, ‘.org’ 등 gTLD에 따른 도메인이름
등록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상표권자 등이 5개의 분쟁해결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는 절차이다. UDRP는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cybersquatting)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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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 이상의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
어진다. 이것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분쟁해결절차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도메인이름 등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도메인이름 등록의
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
70% 이상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UDRP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현재의 분쟁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집행
비용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방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상표권
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상표권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gTLD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URS이
다19). URS 절차는 상표권자가 URS 분쟁해결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도 URS 분쟁조정기관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청인의 증명책임
URS는 도메인이름 등록으로 인하여 상표권이 침해되어 상표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UDRP 절차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상표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증명책임은 UDRP 보다 강화된 것으로서, (ⅰ)등록된
도메인이름이 자신이 유효하게 등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법원절차에서 유효
하게 되었거나,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ⅱ)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나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ⅲ)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1.26)
신청인의 증명책임이 UDRP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은 첫째 요건에서 나타나는데
나머지 요건은 UDRP와 동일하다.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UDRP는 등록된 도메인이름
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19) ICANN Email Archives: [proposed-protection-mechanisms], Uniform Rapid Suspension (Anne E.
Aikman-Scal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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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UDRP § 4(a)(ⅰ) 곧 URS 절차에서는 UDRP

제1부

절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실체적 심사를 거친
이후에 등록되는 상표’로 한정해 놓은 셈이 된다. URS는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을 나타내는 예로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1.2.6.3), 이 4가지 요소는

제2부

UDRP가 규정하고 있는 것(UDRP § 4(b))과 동일하다.

3. 통지와 정지
제3부

URS 분쟁해결기관은 신청서가 방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전자우편으로
관리기관에게 분쟁해결신청을 통지한다. 관리기관은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통지 이후 24시
간 이내에 도메인을 ‘봉쇄(lock)’하게 되는데, 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삭제

한 관리기관은 즉시 URS 분쟁해결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URS § 4.1) 바로 이

제4부

등 등록관련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이 제한되나, 검색은 계속하여 가능하다. 봉쇄를

점이 기존의 UDRP와 완전히 다른 점이 된다. 도메인이름 봉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분쟁해결기관은 등록인에게 분쟁해결 신청을 통지하면서 신청서를 송달하고

효과를 통지한다.(§ 4.2) URS 분쟁해결기관은 등록대행자에 대해서도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기록을 통지한다.(§ 4.4)

4. 답변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봉쇄 상태를 알리며, 등록인이 신청에 대하여 답변과 방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등록인은 URS 제공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6부

5.1) 제출된 답변서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자료들이 분쟁해
결기관이 선임한 결정인(Examiner)에게 제출된다.(§ 5.6) 등록인은 답변서에 부정
한 목적의 등록을 부인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5.7), 이러한 부인 사유는 UDRP가

과 동일하다.
URS는 UDRP와 달리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부정한 목적의 사용
을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 도메인이름이 일반명칭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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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이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ⅱ) 해당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사이트가
정당한 사용으로 판명된 자나 기업을 위한 것이거나 비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경우,
(ⅲ)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보유하는 것이 분쟁 당사자가 체결하였고 여전히 유효한
서면합의의 명시적인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iv)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이 등록한 다
른 도메인이름들과 상당히 다른 유형이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유형이거나 일련의 남용적인 등록의 일부분이 아닌 경우 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8) 둘째, 결정인이 결정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거래하고 많은 숫자의 도메인이름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악의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는 해당 분쟁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남용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1) 또한
사이트 방문 횟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domain name parking20) 등)는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악의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행위는 해당 분쟁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남용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인은 (ⅰ)도메인이름의 성격, (ⅱ) 도메인이름과 관계되는 파킹 페이지의
광고 링크의 성격, (ⅲ) 도메인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등록인의 책임이
되는가를 고려한다.(§ 5.9.2)

20) 도메인이름 파킹(domain name parking)은 도메인이름 등록에 따른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래 이용하거나 타인이 무단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자신이 무단점유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대행자나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맡기고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게 된다. 도메인이름 자체가 타인의 상표이거나 상표와 유사하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고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의 일부분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분배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파킹에 의한 도메인이름 등록은 웹사이트 본래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Elizabeth M. Flanagan, No Free Parking: Obtaining Relief from
Trademark-Infringing Domain Name Parking, 98 TRADEMARK REP. 1160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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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기준 및 증명책임
제1부

URS가 UDRP와 다른 점은 결정기준 및 증명책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신청인
은 신청의 근거가 되는 3가지 사유를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21))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8.3) 상표권자인 신청인이 승리하는 결정

제2부

을 함에 있어서 결정인은 (ⅰ)신청인이 명칭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거나 (ⅱ) 등록인
이 명칭에 대하여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등 중대한 사실관계
에 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이 없다는 결정22)을 하여야

제3부

한다. 이것은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상표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주요 사실관계에 관한 진정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인은 적절한

하는 것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거나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제4부

신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8.4) 또한 해당 도메인이름을 이용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도 신청을 기각한다.(§ 8.4)

진정한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은 기각되고 URS 절차는 종료되는데, 신청이 기각
되었더라도 신청인은 UDRP 절차를 개시하거나 기타 법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5) 따라서 URS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
지 않으며 명확하게 상표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신청의 근거가 되는 3가지 요건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모두 충족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도메인이름 등록과 상표사용이 악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되고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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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미국의 소송에서는 한국에 없는 ‘summary judgement’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심리할 필요성이 없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summary judgement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어야 하며(중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쟁점이 없어야 함) 청구인이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6부

21) 영미법제에서 증명책임은 증명을 하여야 하는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balance
of probabilitie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 등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beyond reasonable doubt는 보통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는 가능성이
높거나 합리적인 측면에서 확실하다는(highly probable or reasonably certain)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보다는 높은 수준의 것이며,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beyond reasonable doubt보다는 낮은 수준의 것이다. URS는 상표권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대신
상표권자에게 강력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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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기각되지만, UDRP나 소송에 의한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신청
을 기각하게 된다.(§ 8.6)

6. 결정 및 구제수단
URS의 기본적인 취지는 UDRP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상표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S 절차에서의 결정은 1인 패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1) 또한 증거발견이나 심리절차가 없으며, 신청서와 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가
증거가 되며, 이러한 자료들이 패널이 사용할 모든 기록이 된다.(§ 9.1) URS 절차는
그 성격상 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14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종료하거나 답
변서를 실제로 제출한 경우(둘 중 빠른 것)에 결정절차가 시작되며, 원칙적으로 결정
절차가 시작된 후 3일의 거래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9.6)
신청인이 승리하는 경우 결정은 즉시 관리기관에 송달되며(§ 10.1), 관리기관은 잔여
등록기간동안 도메인이름을 정지시키고 해당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웹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URS 분쟁해결기관이 URS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이동
된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Whois는 원래의 등록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며, 도메인
이름이 등록기간 동안 이전, 말소,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10.2) 승리한 신청
인은 일반 상업적인 가격으로 1년을 추가하는 등록기간의 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 10.3)

7. 이의제기(항소)
URS 절차에서는 UDRP 절차와 달리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심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즉 각 당사자는 URS 절차 내에서 기록을 새로이
(de novo23)) 검토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할 권리를 가진다.(§ 12.1)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새로운 증거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존재하였던 것인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12.2)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도메인이름이 원래의 네임서버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12.3) 항소에 따른 URS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는 UDRP나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23) ‘de novo’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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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리기관에 관리위임 후 분쟁해결방식(PDDRP)
제1부

1. 의의

Resolution Procedure24))는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결합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제2부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 후 분쟁조정절차(PDDRP : Post-Delegation Dispute

및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인이 아닌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입된 분쟁조정절차이다. PDDRP 분쟁조정절차에는 ① 상표 분쟁조정절
분쟁조정절차(RRDRP : Registration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③ 공익

제3부

차(TM PDDRP : trade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② 등록제한
위배 분쟁조정절차(PICDRP : Public Interest Commitments Dispute Resolution
① 상표 분쟁조정절차(TM PDDRP) : 상표권자와 관리기관 간의 상표권 침해에

제4부

Procedure)가 있다.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이다. TM PDDRP에 해당하는 2가지 도메인
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이 ‘.shop’의 관리기관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와

(ⅱ) 차상위도메인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다.(예: ‘.shop’의 등록원

부 관리기관이 침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장려하거나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하
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② 등록제한 분쟁조정절차(RRDRP) : 커뮤니티 기반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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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유형에는 (ⅰ) 최상위도메인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예 : 상표 ‘shop’

리기관(Registry)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감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제6부

으로써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소속 단체와 관리기관 간의 감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이다.

③ 공익위배 분쟁조정절차(PICDRP) : 공익을 위배한 관리기관과 일반대중 간의
부록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이다.

24) Guidebook, Trade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rademark PDDRP), 19 Se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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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의 신청
TM PDDRP 분쟁해결절차는 신청인이 gTLD 관리기관에 의한 gTLD 운영이나 이용
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권(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포함)이 침해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신규 생성된 gTLD
자체에 대한 것과 gTLD의 2단계 도메인에 대한 것 2가지가 있다.
첫째, gTLD 자체에 의한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관리기관이 자신의 표지
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gTLD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의하여, (ⅰ)신청인의 표지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였거
나, (ⅱ) 신청인의 표지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ⅲ) 신청
인 표지와의 혼동가능성을 야기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서 gTLD의 문자열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고 관리기관이 이 상표가 제공하는 혜택
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PDDRP § 6.1)

둘째, 신규 생성된 gTLD에 따라 등록된 2단계 도메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가 관리기관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ⅰ) 관리기관이 상표를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정한 악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하고 (ⅱ) 해당 gTLD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체계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① 신청인의 표지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② 신청인의 표지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③ 신청인의 표지와 혼동가능성을 야기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PDDRP § 6.2) PDDRP는 신규 생성된 gTLD에 따라 2단계 도메인을
등록한 자가 아니라 관리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기관이 2단
계 도메인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gTLD
관리기관이 2단계 도메인을 제3자에게 등록하고 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적극적
이고 체계적으로 장려하거나 악의에 의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록자나 수익자로 활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PDDRP § 6.225)26))

25) 따라서 2단계 도메인이 관리기관의 gTLD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2단계 도메인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감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2단계 도메인이 관리기관과
연관되지 않은 주체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관리기관과 연관되는 주체를 직간접적으로 장려, 유도, 지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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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절차 및 구제수단
제1부

TM PDDRP는 상표권자가 gTLD 관리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분쟁조정절차와 다름이 없다. 곧 신청 → 신청자격 심사
진행된다. 다만 PDDRP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차이가 있다.

제2부

→ 답변 → 패널 선임 → 패널 결정 → 결정의 집행 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에 의하여

첫째, 신청인이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패널(Threshold

Review Panel)을 별도로 선임한다.(PDDRP § 9) 이 단계에서 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제3부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다.(§ § 9.3,

9.4)
둘째, TM PDDRP 절차는 상표권자가 신규 gTLD 하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가

름 등록의 말소, 이전, 유보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없으며(§ 18.1),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제4부

아니라 관리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구제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즉 도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18.2) 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패널은 관리기관

하거나, 패널이 결정한 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또는 일정한 정해진 시기까지 신규
도메인이름 등록을 중단시키는 것을 구제수단으로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8.3) 관리기관이 악의(malice)에 의하여 행위를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ICANN과의 관리기관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18.3.3) 신청인이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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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y)으로 하여금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하도록

신청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
거나, 합리적인 변호사비용 등 관리기관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영구적으로 신청을
제6부

금지시키는 것 등을 점진적으로 집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8.5)
셋째, TM PDDRP에 의한 절차는 그 절차 내에서 당사자가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종의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책임여부나 구제수

않고 등록되었거나, 일반 등록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PDDRP §6.2.
26) 상표 PDDRP는 2단계 도메인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2단계 도메인의 등록과 관련된 부정한 목적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특정 gTLD에 따라 등록된 2단계 도메인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상표 PDDRP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UDRP 등 기타의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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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de novo)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
20.2)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판단을 하며, 1차 판단에 참여한
패널의 구성원은 이의제기에 대한 패널에 참여할 수 없다.

4. 구제수단의 집행
패널이 결정하는 구제수단은 ICANN이 집행할 내용들이다. ICANN이 구제수단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간인 20일을 부여하며, 이의가 제기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ICANN은 집행을 보류하게 된다. 집행을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게
패널의 결정을 통지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 집행하게 된다. 다만 집행을 시작하기 전
10일의 기간 동안 관리기관이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ICANN과의 관리기관 계약에 따른 분쟁해결을 시작하여 구제수
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보류하게 된다.(§ 21.3)

5. 법원에 의한 소송과의 관계
TM PDDRP 절차의 패널 결정에 따라 ICANN이 구제수단을 부과한 경우 관리기관
은 관리기관 계약에 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리기관
계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을 시작하는 것에 의한다.(§ 21.4) 신규 생성된 gTLD에 의하
여 상표권을 침해받은 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TM PDDRP에 의한 절차만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M PDDRP 절차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TM
PDDRP 절차와 동일한 당사자 및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TM PDDRP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서비스 제공자는 절차를 중지하거나 종료시켜야
한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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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록제한 분쟁해결절차(RRDRP)
제1부

등록제한 분쟁해결절차(RRDRP : Registry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27))는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gTLD 관리기관이 관리기관 계약에서 규정하
제2부

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통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체와 관리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절차이
다. 관리기관은 ICANN과의 관리기관 계약에 의하여 RRDRP 절차에 참여하고 패널

를 특정 커뮤니티에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

제3부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RRDRP 절차에 응하게 된다. RRDRP는 gTLD

며,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커뮤니티나 그 커뮤니티의 조직이나 그룹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4부

RRDRP에 따라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주체는 gTLD 관리기관이 ICANN과의 관리기
관 계약에 규정된 등록제한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기관으로서, 해당
커뮤니티 gTLD와 관련된 제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커뮤니티와 계속 관계를

제기의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커뮤니티라는 것, (ⅱ) 이의제기
의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와 gTLD 문자열 간에는 강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ⅲ) TLD 관리기관이 ICANN과의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등록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 (ⅳ) 신청인과 커뮤니티에 산정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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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야 하며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RRDRP § 5) 신청인은 (ⅰ) 이의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6)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PDDRP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청,

제6부

RRDRP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고 다만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gTLD 관리

답변, 답변에 대한 반대주장, 패널의 선임, 심리, 구제수단의 제공, 항소, 법원소송과
의 관계 등에 있어서 PDDRP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록

27) Guidebook, Registry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RRDRP), 19 Se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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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신규 gTLD 분쟁조정제도
구분

URS

TM PDDRP

RRDRP

당사자

상표권자 vs
도메인이름 등록인

상표권자 vs
gTLD 관리기관

커뮤니티 소속 단체 vs
gTLD 관리기관

분쟁해결절차

신청→행정검토(2일)→
잠금 및 통지(1일)→
답변서 접수(14일 이내)
→패널선임→심리→
결정(3일 이내)→
이의제기(14일 이내)→
결정 확정

신청→행정검토(5일 이내)→
적격성검토(10일 이내)→
답변서 접수(45일 이내)→
반박문(10일 이내)→
패널구성→심리→
결정(45일 이내)→결정 확정

신청→행정검토(5일 이내)→
답변서 접수(30일 이내)→
반박문(10일 이내)→
패널구성→심리→
결정(30일 이내)→
이의제기(20일 이내)→
결정 확정

분쟁해결비용

$300 이상/신청인 부담

WIPO의 경우 :
$15,500(1인 조정),
$30,500(3인 조정)
/신청인 부담(승소하면
전액환불)

NAF의 경우 :
행정비용 + 시간당 패널비용

구제수단

도메인이름 등록기간동안
도메인 사용정지

도메인이름 등록 중단 또는
관리기관 계약종료

도메인이름 등록 중단 또는
관리기관 계약종료

이의제기

재심 신청, UDRP 신청,
법원 소제기

재심 신청, 법원 소제기

재심 신청, 법원 소제기

분쟁해결기관

ADNDRC, NAF

ADNDRC, NAF, WIPO

NAF

제4절 상표등록관리소제도(TMCH)
상표등록관리소제도(TMCH : Trademark Clearinghouse)는 상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
는 정보가 인증, 저장,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저장소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gTLD 신청자 가이드북에 따르면 모든 신규 gTLD사업자들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초기에 우선등록(Sunrise) 서비스와 상표권주장(Trademark Claims)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ICANN과의 계약에 의하여 TMCH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상표에
관계되는 정보를 인정, 인증, 유효화하고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TMCH는 (ⅰ)TMCH에 포함되어 있는 상표의 인증 및 유효화 기능과 (ⅱ) 우선등록 및
상표권주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gTLD 관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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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라는 2개의 주요한 기능을 분리한다.

제1부

TMCH 사업은 ‘Deloitte’와 ‘IBM’에 의해 2013년 3월 26일부터 사업 개시되었으며

우선등록 기간과 상표권주장 기간 중에 모든 신규 gTLD 사업자들이 사용할 상표권
정보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이들 서비스를 받기

등록된 상표 (ⅱ)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표지 (ⅲ)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보호된

제2부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ⅰ)국내 또는 해당지역에

표지 (iv) 기타 권리기간의 요구에 따를 기타 유형의 표지 (v) 상표등록은 적어도
제3부

국내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하며 TMCH 등록 신청시에 상표등록이 된 것이어야 한다.

1. 우선등록(Sunrise Period) 서비스

표권자들에게 30일 이내 우선등록(Sunrise)기간 중에 신규 gTLD의 차상위도메인이

제4부

신규 gTLD사업자는 일반대중에게 도메인이름 판매개시 전에 TMCH에 등록한 상

름(SLD : second level domain name)을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
여야 한다.

신규 gTLD 사업자는 일반 대중에게 차상위도메인이름 판매개시 후에도 최소 90일
이상 TMCH에 등록한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주장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TMC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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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주장(Trademark Claims) 서비스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는 차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해 타인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권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려
제6부

는 자에게도 해당 도메인이름과 일치하는 상표의 존재와 상표권 침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 도메인이름 등록관기관인 ‘Donuts’가 미화 3000 달러를 지불

고 있다28).

28) Donuts ‘Protected Marks List’, http://www.donuts.co/dp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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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2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준비
ICANN은 최근 제2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제1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제검토를 하고 있으며29), 2017년까지 모든 검토가
끝나고 새로운 정책수립이 완료되면 2018년경에 제2라운드 신규 gTLD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권리보호장치 검토와 상표등록관리소제도에 대한 검토
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4]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검토 일정

29) Revised Version of New gTLD Program Implementation Review
https://newgtlds.icann.org/en/reviews/implementation/program-review-29jan16-en.pdf
The Revised Report: Rights Protection Mechanisms Review (11 September 2015)
https://newgtlds.icann.org/en/reviews/rpm/rpm-review-11sep15-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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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권리보호제도에 관한 검토
제1부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새로운 형태의 권리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상표등
록관리소제도(TMCH : Trademark Clearinghouse), 통일긴급정지제도(URS :
제2부

Uniform Rapid Suspension), 관리위임 후 분쟁해결절차(PDDRP :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제도 검토를 통해 이들 제도가
의도했던 목표에 적중했는지 여부, 제1차 gTLD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들과 충돌되는

확인하는 것이다.

제3부

점은 없었는지 여부, 추가적인 정책개발이나 시행방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를

1. 상표등록관리소제도(Trademark Clearinghouse)에 관한 검토
제4부

ICANN은 정부간자문회의(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GAC)의 제안에
따라 상표등록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행하고 있다. 2013. 3월 처음

상표등록관리소에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의 상표들은 국내외 또는 특정지역에 등록된
상표였으며 관리신청건의 90% 정도가 상표등록관리소에서 인증되어 관리되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일반대중보다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라이즈 기간 서비스(Sunrise Period)와 관련하여 2013. 12월과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상표등록관리 신청을 받은 후 2015. 8. 4일 현재 120개 지역의 37,971개 상표가

2015. 5월 사이에 매월 평균 2,448건의 선라이즈 등록이 있었다. 선라이즈 기간 중에
이의제기를 받는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불만사항 중 하나는 유명 상표에 대해 일반 선라이즈

점에 관해서이다. 권리보호와 TLD 신청개시일에 대해 균형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6부

등록 보다 더 비싼 금액을 책정하거나 선라이즈 기간의 개시일과 요건에 대해 불분명한

상표권 주장(Trademark Claims) 기간 서비스는 선라이즈 기간 후 일반 대중에게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사실을 알려주어 상표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상표권의 존재와 침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알려주
는 서비스이다. ICANN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도한대로 잘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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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상표권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그간 통지한 기록을 누적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개선점으로 지적하였
다. ICANN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권자는 아직 한 건도 상표등록관리소 서비스
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알려지고 있다.

2. 통일긴급정지제도(Uniform Rapid Suspension)에 관한 검토
통일긴급정지제도는 상표권자가 사이버스쿼터들에 의해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제도이며 현재 전미중재원(NAF : National
Arbitration Forum)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USD300~500 달러 정도이며 2015.9월 말 현재 300건 정도가 URS 서비스 신청되었
다. URS 서비스 신청의 94% 정도가 도메인이름 등록정지에 성공하였으며 그중 68%
의 사건이 긴급정지 신청에 어떤 이의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URS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긍정적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는 URS 구제수단으로 오직 긴급정지만 시킬 수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길 선호
하지 않는다는 검토도 있었다. 또한 긴급정지가 풀릴 경우 또 다른 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상표권자들은 도메인이름을 이전 받기를 원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덧붙여 URS 분쟁해결절차에서 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시
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이 경우 절차에 불참한 당사자에게서 비용을 추심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3. 관리위임 후 분쟁해결절차(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관리위임 후 분쟁해결절차는 신규 gTLD 등록운영기관의 부정한 목적을 가진 행동
으로 잠재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등록운영기관의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이 분쟁해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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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5장 제2라운드
제2라운드 신규
신규 gTLD
gTLD 프로그램 준비

ICANN 외부의 자격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신청인이 정식신청서를
제1부

제출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할 특별의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분쟁해결
전문패널 (Expert Panel)은 등록운영기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 ICANN에 구제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

제2부

여 신청한 사건은 없으며 추후 사건이 접수될 경우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기타 권리보호 절차에 대한 검토
제3부

ICANN에게 위임받은 검토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운영기관이 제공하는 블로킹 장치
(blocking mechanisms)에 대해 많은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
블로킹 장치는 일반 도메인이름에 대해 상표를 보호하는데 유용하고 저비용으로도

호 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ICANN은 권리보호의 중요

제4부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므로 ICANN이 도메인이름 블로킹 장치를 강제적인 상표권보

장치에 관해 장래 정책개발 사항으로도 발전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ICANN은 제1라운드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신청서제출, 배경심사, 초기평가, 심
화평가,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절차(Obj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다툼해결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제2절 신규 gTLD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검토

(Contention Resolution), 등록관리위임 계약체결, 관리 위임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
에서 체험한 경험과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과정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ⅱ) 권리침해(Legal Right Objection) 분쟁에

제6부

에서 (ⅰ) 문자열혼동 분쟁에 관한 미국 중재원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중재조정센터(WIPO AMC) (ⅲ) 공익위배 및 커뮤니티
이익침해 분쟁에 관한 국제상공회의소의 분쟁해결센터(ICC ICE : International

30) 참조, Revised New gTLD Program Implementation Review Report (Jan.29, 2016)
https://newgtlds.icann.org/en/reviews/implementation/program-review-29jan16-en.pdf

391

부록

Center of Expertise)의 분쟁해결 사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30).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제3절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ICANN은 제1라운드 gTLD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검토 중이며 2017년 말까지 이에 관한 모든 검토를 기초로 제2라운드 gTLD 프로그
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1) 보안과 안정성에 관한 검토 (Security & Stability Reviews)
도메인이름체계의 보안과 안정성 검토는 도메인이름 루트존상에 신규 gTLD 프로
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예를 들면 DNS 루트존상에 새로운 TLD
도메인을 확장하기 전에 앞서 취해야 할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지속적
으로 도메인 확장할 경우 안정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다.
(2) 경쟁, 소비자 신뢰, 소비자 선택의 검토 (Competition, Consumer Trust
and Consumer Choice)
ICANN은 미국 상무성의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ICANN의 목표인 경쟁, 소비자 신
뢰, 소비자 선택을 장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이들 각 사항에 대해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자료수집, 분석, 매트릭스 확인을 한다.
(3) 도메인이름체제의 남용에 관한 검토 (DNS Abuse Review)
신규 gTLD 도입 이후 도메인이름체계상에 발생하는 남용 행위에 대한 최근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경쟁, 소비자 신뢰, 소비자 선택의 검토팀에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2016년 제56차 ICANN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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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6장 결어

제2부

2012. 1월부터 신청을 받아 2013년 말경부터 일부 사용하기 시작한 신규 gTLD의
도입은 기존의 gTLD 체계에 기초한 최상위도메인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시켜 gTLD
사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제3부

2016년 말 경에는 1,400여 개의 신규 gTLD가 사용될 전망이며 ICANN을 중심으로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갑자기 늘어난 최상위도메
인이름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신청자 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제4부

자 신규 gTLD 신청자를 위한 가이드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었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제1라운드 신규 gTLD 신청에서 우리나라 상표권

이후의 신규 gTLD 신청에서는 대기업체의 지적재산권부서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보
다 국제적인 안목에서 사업성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법조, 학계, 행정부처에서는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2016년
말에는 1,400여 개의 대규모의 신규 gTLD가 사용될 전망이므로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제5부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체계

자인 대기업와 인터넷 업계가 소극적인 참여에 그쳤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제2라운드

않지만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상표등록관리소제도(TMCH), 통일긴급정지제도
(URS), 위임후 분쟁해결제도(PDDRP) 등 관련 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한 노력도 필요
제6부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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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과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분쟁해결제
도로 나눌 수 있다. gTLD의 경우,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1999년부터 단일 분쟁해결제도인 통일도메인
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gTLD와 신규 gTLD의 모두에 적용된다.
반면 ccTLD는 ccTLD 관리기관별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다.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 ccTLD는 총 307개1)이다. 우리나라의 ‘.kr’ 및 ‘.한국’ 도메인에
대한 관리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인 것처럼 한 개의 관리기관이 복수의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약 252개의 관리기관이 존재한다.
이는 곧 약 252개의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내 A라는 상표권자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ccTLD 뿐만 아니
라 외국의 ccTLD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신청
하고자 할 경우, 상표권자는 몇 백 개의 분쟁해결제도를 파악해야 할지도 모른다.
본 백서에서는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상표분야 선진 5개 국가 협의체(TM5, Trademark 5)를2) 중심으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TM5 각각의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전 세계 ccTLD 분쟁해결제도를
유형을 파악하여 TM5가 어떤 분쟁해결제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ccTLD
분쟁해결제도는 크게 분쟁해결정책의 지역화와 분쟁해결기관의 독립화를 기준으로
분류(그림6-1 참고)할 수 있다.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인 분쟁해결정책의 지역화란

1) https://www.iana.org/domains/root/db(2016년 6월 기준).
2)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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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관

UDRP나 각국의 관련법으로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ccTLD
제1부

관리기관이 자체적인 분쟁해결정책을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지역화가
강하다는 것은 분쟁해결정책이 UDRP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분쟁해결 신청인
은 이를 파악하여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는 각국의 법원과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표권자 등은

제2부

분류의 두 번째 기준은 분쟁해결기관의 독립화로 분쟁해결기관이 ccTLD 관리기관

ccTLD별로 분쟁해결 통로가 단일인지 복수인지 파악하고 분쟁해결기관별 특성을
제3부

고려하여 해결기관을 선택해야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1] ccTLD 분쟁해결제도 유형

제4부
제5부

약한 분쟁해결제도로 자체 분쟁해결정책 보유 및 내부 분쟁해결기관을 운영하는
ccTLD이다. TM5 중 영국이 여기에 해당하며 도메인관리기관 내에 분쟁해결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각 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지역화는 강하나 독립화는

두 번째 유형은 지역화도 강하고 독립화도 강한 분쟁해결제도로 자체 분쟁해결정책
및 별도의 분쟁해결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즉 자체 분쟁해결정책을 마련하고

하여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화는 약하나 독립화는 강한 분쟁해결제도로 자체 분쟁해결정책
을 마련하는 대신 UDRP에 따라 gTLD 분쟁해결기관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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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하여 도메
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ccTLD들로, 스위스, 프랑스, 루마니아, 에콰도르, 멕시코,
필리핀 등 70여 개3)에 이르는 국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지역화와 독립화 모두 약한 분쟁해결제도로 별도의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
해결기관을 두지 않고 각국의 소송절차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이
다. 독일4), 오스트리아5),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ccTLD는 분쟁해결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 등이 대표적이다.
[표 6-1] TM5 ccTLD 분쟁해결기관
TM5 ccTLD

분쟁해결기관

한국(.kr, .한국)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미국(.us)

∙ 미국중재협회(AAA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전미중재원(NAF : National Arbitration Forum)

영국(.uk)

∙ 노미넷(Nominet UK)

유럽연합(.eu)

중국(.cn, .中国,
.中國)

∙ 체코중재법원(CAC : Czech Arbitration Court)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3) http://www.wipo.int/amc/en/domains/cctld/

4) 독일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인 ‘.de’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조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de’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5) 오스트리아는 과거 분쟁조정기관(Arbitration Board for .at-domains, http://www.streitschlichtung.at)을
두었으나 2008년 10월 31일 그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현재는 도메인이름 분쟁을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해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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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절 서론
미국의 국가도메인인 ‘.us’는 NeuStar, Inc6).에서 관리하고 있다. ‘.us’ 도메인이
(usDRP :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과 미국도메인 연계성분쟁정책

제3부

름 분쟁해결 정책에는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미국도메인 분쟁해결정책

(usNDP : usTLD Nexus Dispute Policy),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정지분쟁정책(usRS : usTLD Rapid Suspension Dispute Policy) 총 3개의 분쟁
제4부

해결정책7)이 있다, usNDP 및 usRS 분쟁해결 업무는 전미중재원(NAF : National
Arbitration Forum)이 담당하고 있으며, usDRP에 따른 분쟁해결 업무는 미국중재
협회(AAA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와 NAF에서 담당한다.

제5부

제2절 분쟁해결정책과 해결절차

가. 신청요건
usDRP는 UDRP와 매우 유사하여 UDRP와 동일한 분쟁조정 신청 요건 3가지를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1. 미국도메인 분쟁해결정책(usDRP :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

명시하고 있다. usDRP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인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
여야 한다8).

또는 유사하다는 것
6) http://www.neustar.us/
7) http://www.neustar.us/policies/
8) usDRP 4(a)(http://www.neustar.us/ustld-dispute-resolution-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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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ⅲ)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의 사용증거 및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9).
다만, usDRP는 UDRP 상의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피신청
인이 도메인이름과 일치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수혜자
(beneficiary)인 경우가 추가된 것과10) 분쟁해결신청의 세 번째 요건인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함에 있어 UDRP11)와는 다르게 usDRP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12). 이는 UDRP에 비해 신청인의 입증 부담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해결절차
usDRP의 분쟁해결절차는 UDRP 절차와 유사한 절차규칙(Rules for usDRP)과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Supplementary Rules)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 요건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서면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조정부(1인
조정부 또는 3인 조정부)에 맞게 분쟁해결 신청비용을 분쟁해결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분쟁해
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접수일 또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분쟁해결기관은 양 당사자에게 조정
부 구성에 따라 조정인 선임 후보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1인 조정부의 경우 분쟁해결
기관은 양 당사자에게 5명의 조정인 후보 명단을 3인 조정부의 경우 10명의 조정인
후보 명단을 양 당사자 제공해야 한다. 조정인 후보 명단을 받은 양 당사자는 명단
중 선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분쟁해결기관에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해결기
9) usDRP 4(b)(http://www.neustar.us/ustld-dispute-resolution-policy/)
10) usDRP 4(c) i.You are the owner or beneficiary of a trade or service mark that is identical to the
domain name
11) UDRP는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함
12) usDRP 4(a) ⅲ.Your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or is being used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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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양 당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조정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조정인은 예외적
제1부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만 사건을 심리하며13) 조정부 구성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조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따른 실행을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요청할 수 있다.

제2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조정결정에

다. 신청비용
제3부

분쟁해결 신청비용은 이하와 같다.
[표 6-2] usDRP 분쟁해결 신청비용(AAA14))

제4부

도메인 이름 개수

신청비용
3인

1 ~3개

2,000

4,500

4~6개

2,500

6,000

7 개 이상

협 의

협의

※ 화폐단위는 US 달러

제5부

1인

도메인 이름 개수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표 6-3] usDRP 분쟁해결 신청비용(NAF15))
신청비용
3인

1 ~2개

1,300

2,600

3~5개

1,450

2,900

6 ~ 10 개

1,800

3,600

11 ~ 15 개

2,250

5,000

16 개 이상

협의

협의

부록

1인

※ 화폐 단위는 US 달러
13) AAA Domain Name Disputes Supplementary Rules 10. In-Person Hearings.
14) AAA Domain Name Disputes Supplementary Rules 13. Fee Schedule.
15) NAF Supplemental Rules to the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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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차언어
분쟁해결절차 언어는 모두 영어로만 진행 된다16).

2. 미국도메인 연계성분쟁정책(usNDP : usTLD Nexus Dispute Policy)
가. 신청요건
미국은 ‘.us’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미국도메인 연계성분쟁정책(usNDP : usTLD

Nexus Dispute Policy)이라는 분쟁해결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분쟁해결정책은 미
국과의 연계성(nexus)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누구든
지 연계성 요건 불충족의 근거로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도메인이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usTLD의 연계성 요건은 usNDP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ⅰ) 피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ⅱ)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의 점유지 등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ⅲ)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에 우선적 주거지를 갖지 아니한 경우
(ⅳ)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에 설립된 단체 내지 조직이 아닌 경우
(ⅴ) 피신청인이 미국 또는 미국 점유지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내지 조직이 아닌 경우
(ⅵ) 피신청인이 미국 내에 사실상의 실체를 갖지 아니한 경우
나. 해결절차
usNDP는 UDRP와는 달리 분쟁조정기관에 의해서 초기 결정단계(Initial Provider
Decisions)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도메
인이름 등록인의 usTLD의 연계성요건 불충족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거절하고 이를 당사자 및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통지한다. 반면, 신청인이
등록인의 요건 불충족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록인에게 연계성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며, 등록인은 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일
로부터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분쟁해결기관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6) Rules for the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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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답변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분쟁해결
제1부

기관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경과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인을 선임한다. usDRP와
는 달리 1인 조정인으로만 구성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패널은 14일 이내에 등록인의 연계성 요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면 피신청인에게

제2부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연계성

추가로 30일 간의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을 치유기간

결함을 치유하였다고 조정인이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상태를

제3부

(Period to Cure)이라 한다. 피신청인이 치유기간 동안 답변을 제출하여 등록 요건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조정인이 등록인이 결함 치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은 말소된다.
제4부

다. 신청비용
분쟁해결 신청비용은 이하와 같다.
제5부

[표 6-4] usNDP 신청비용17)
신청비용

1 - 2개

900

3-5개

1,000

6 - 10 개

1,100

11 - 15 개

1,250

16 개 이상

협 의

※ 화폐단위는 US 달러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도메인이름 개수

부록

17) NDF Supplemental Rules to the usTLD Nexus Dispute Resolution Policy 17.
18) usRS Dispute Policy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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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차언어
분쟁해결절차 언어는 모두 영어로만 진행 된다.

3. 미국도메인 긴급정지정책(usRS : usTLD Rapid Suspension Dispute Policy)
가. 신청요건
미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분쟁해결정책인 국가도메인 긴급정지제도(usRS)

를 시행하였다. 이는 기존에 신규 일반도메인에 도입된 분쟁해결정책인 통일긴급정지제
도(URS,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을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다. 단지 URS
와의 usRS의 차이점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증명요건을 분쟁 대상 도메인이
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중 선택적
으로 한 가지만 증명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점은 기존 분쟁해결제도인 usDRP와 같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usRS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ⅰ) 해당 도메인 이름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18),

ⅱ)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나 이익이 없을 것19),

ⅲ)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을 것20)

나. 해결절차
usRP 분쟁해결 신청 및 답변 작성 및 제출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인은 NAF 홈페이
지상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분쟁해결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피신청인 역시 NAF 사건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답변서 작성 웹페이지(URL: uniform resource locator)만
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관은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이 분쟁해결
신청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지

19) usRS Dispute Policy 1.2.6.2.
20) usRS Dispute Policy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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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신청인은 분쟁해결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관에 답변서
제1부

를 제출해야 한다. 분쟁해결기관은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해당 사건의 행정 패널 선임하여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양 당사자에게 행정 패널 구성 사실을 통지한다. 행정 패널은 행정
패널 구성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고 사무국은 결정문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usDRP와 usNDP와 동일하게 조정결정일로부터

제2부

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양 당사자 및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에 통지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조정결
제3부

정에 따른 실행을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림 6-2] usRS 분쟁해결절차

제4부
제5부

[NAF, http://www.adrforum.com/URS]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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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05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다. 신청비용
분쟁해결 신청비용은 이하와 같다.
[표 6-5] usRS 분쟁해결 신청비용21)
비용 유형

신청비용

답변비용

재심사 비용(기한 내)
재심사 기한 연장비용

납부자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제기자
추가증거
있음

환불가능여부

도메인이름 개수

요금

1~14

375

16~50

400

51~100

450

101 ~

500

도메인이름 개수

요금

15~50

400

51~100

450

101 ~

500

불가

승리한 당사자에게
환불가능

200

피신청인

추가증거
없음
이의제기
비용

비용

100
조정인 수

요금

1

300

3

950

조정인 수

요금

1

450

3

1,300

불가

※ 화폐단위는 US 달러

21) NAF, Supplemental Rules to the usTLD Rapid Suspension System Procedure and Rul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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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절 서론
영국의 국가도메인인 ‘.uk’ 은 Nominet UK(이하 ‘Nominet22)’)가 관리하고 있다.
Service)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기관 내에 분쟁해결 부서를 두어 도메인이

제3부

Nominet은 1997년 이래 자체적인 분쟁해결제도(DRS : Dispute Resolution

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 Nominet은 분쟁해결 결과를 강제
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다. 다만 양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그 합의는 문서화
제4부

되고,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Nominet은 UDRP와 유사한 분쟁해결서비스정책(DRS Policy
: Dispute Resolution Service Policy) 및 분쟁해결서비스절차(DRS Procedure :

제5부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cedure23))를 새로 도입하여 분쟁해결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 조정(Informal Mediation)이 분쟁해결 절차상 선행되며
UDRP와는 달리 1인 패널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3인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패널에 의한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2절 분쟁해결정책과 해결절차
1. 신청요건
‘.uk’에 대한 분쟁해결 신청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남용적으로 등록한 경우에

22) http://www.nominet.uk/
23) 현재 적용되고 있는 DRS Policy와 DRS Procedure는 2008년 7월 29일 개정된 버전
DRS Policy : http://www.nic.uk/disputes/drs/?contentId=5239
DRS Procedure : http://www.nic.uk/disputes/drs/?contentId=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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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UDRP와 유사한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a. 다음과 같은 사실은 남용적인 등록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하의
사실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ⅰ. 도메인이름을 주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A.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경쟁자에게 서류로 입증된 대가 보다 초과한 금액으
로 판매, 대여, 이전하려는 목적인 경우
B. 신청인의 권리와 관련된 이름, 표시 등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경우 또는
C. 신청인의 사업을 불공정하게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ⅱ.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threatening to use)이 마치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거나, 연관된 자나 사업으로 혼동 또는 혼동가능성
을 일으키는 경우

ⅲ.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잘 알려진 이름이나 상표권과 관련된 권리가 없음에도
이와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증명하는 경우

ⅳ. 피신청인이 Nominet UK에 잘못된 연락 정보를 주었다고 확인된 경우; 또는

ⅴ. 도메인이름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에 의해서 등록된
경우, 이때 신청인은;
A. 도메인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B.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그리고 갱신 비용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b.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전자우편이나 웹사이트로 사용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남용적 등록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c. 만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신청이 접수되기 2년 전에 3개 이상의 남용적 등록으
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이는 남용적인 등록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제4조(a)(iv) 및 (c)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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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절차
제1부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정책(DRSP24))과 절차규칙(Rules for DRSP25))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 요건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부

DRSP에 의한 분쟁해결은 조정(mediation)과 전문가결정(expert decision)으로
나뉘며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에 의한 결정이 내려진다. 즉 UDRP
과 다르게 분쟁 전문가(패널) 결정에 앞서 조정인의 조정(mediation)이 먼저 이루어

제3부

진다.
분쟁해결 신청은 Nominet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Nominet은 신청서를
등록인에게 전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4부

제출해야 하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양 당사자는 무료 비공개 조정 서비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은

수 있다. 약식결정은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피신청인이 답변을

제5부

전문가 결정단계로 넘어 간다. 이때 신청인은 약식결정(summary decision)을 구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전문가결정은 도메인이름의 이전, 사용정지 또는 말소가 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역도메인이름무단점유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전문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결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도메인이름을 취득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한 경우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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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ispute Resolution Service Policy
(http://www.nominet.uk/wp-content/uploads/2015/11/DRS_Policy.pdf)
25)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cedure
(http://www.nominet.uk/wp-content/uploads/2015/11/DRS_Proced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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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uk 분쟁해결절차

3. 신청비용
조정은 무료이며 약식결정의 경우 분쟁해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정식결정
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표 6-6] .uk 분쟁해결 신청비용26)
신청 도메인 수

조정

1 ~ 5 개 또는
신청인 1인
6 개 이상 또는
신청인 2인 이상

전문가결정27)
정식결정

없음

200

750

3,000

없음

200

협의

3,000

※ 화폐 단위는 파운드이며 부가가치세 별도.

4. 절차언어
분쟁해결절차 언어는 모두 영어로만 진행된다.

26) Nominet UK’s DRS Procedure 21
27) https://eurid.e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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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제4장

제1부

제4장 유럽연합(.eu)

제2부

제1절 서론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28개 회원국의 통합 도메인인 ‘.eu’ 도메인은
여된 최초의 사례이며, 지난 1997년 미국이 지배하는 ‘.com’에 대항하자는 취지에서

제3부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EU 통합 도메인은 국가연합에 고유의 도메인이름이 부
2000년 10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식화되었다. ‘.eu’ 도메인의 관리는 유럽

인터넷도메인등록기구(EURid : European Registry of Internet Domain Names
제4부

)27)가 맡고 있는데, 이 기구는 EU 내 도메인 관리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EU
집행위와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구이다.

‘.eu’ 도메인이름 분쟁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많은 ‘.eu’ 도메인이름 분쟁이
제5부

독자적인 분쟁해결 절차인 EC규정28)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eu’ 도메인 분쟁해결은

체코중재법원(CAC : Czech Arbitration Court29))이 맡고 있으며30), 체코중재법원
은 모든 EU 공식 언어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신청요건
‘.eu’ 도메인이름 분쟁은 EC규정31) 제2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투기적이

29) http://eu.adr.eu/, CAC는 gTLD 분쟁해결기관이기도 함
30)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74/2004 of 28 April 2004 전문(前文) (17)은 관리기관(Registry)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분쟁조정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한다고 정한다.
31)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74/2004 of 28 April 2004 laying down public policy rul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and functions of the .eu Top Level Domain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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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ISSION REGULATION(EC) No 874/2004,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유럽연합의 규정은
여전히 유럽공동체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EU규정이 아닌 EC규정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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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쟁해결정책 및 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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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1(a)와 (b)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제21조에
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은 UDRP와 유사한데, 해당 규정에서는 등록인의 정당한 이익
과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투기적이고 남용적인 등록)
1. 국가(National) 또는 공동체법(Community law)에 의해 인정되거나 확립된 권
리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외의 절차나 재판절차에서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등록인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이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b)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1항 (a)의 정당한 이익은 다음과 같다.
(a) ADR 절차의 개시 전에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와 관련
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하여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사용을 준비한 경우
(b) 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가 없더라도 도메인이름으로 업무, 단체, 개인이
널리 알려진 경우
(c) 등록인이 혼동을 일으킬 의도가 없거나, 권리자와 관련된 이름의 명성을
해할 의도가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1항 (b)의 부정한 목적의 예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a) 도메인이름을 주로 정당한 권리자나 대중에게 팔거나, 대여하거나, 이전하
려는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획득한 경우
(b) 진정한 권리자나 대중이 그들의 상호와 일치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
하려는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ⅰ) 등록인의 그러한 등록의 패턴이 증명될 수 있거나,

ⅱ) 적어도 등록된 후부터 2년 동안 도메인이름이 사용된 적이 없거나,

ⅲ) ADR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권리자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관련된 방법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절차가 시작된 뒤로 6개
월 내에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한 경우
(c)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주로 경쟁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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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도메인이름을 등록이 주로 관련 웹사이트나 온라인상의 장소로 유인하여
제1부

인터넷 사용자를 끌어들이거나, 사업상의 이익을 얻으려거나, 권리자나 단
체의 이름과 혼동가능성을 일으키는 경우
(e)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등록인 이름의 연관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2부

2. 해결절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관은 EC규정 외에 절차규칙(.eu ADR Rules)과

절차진행의 언어의 경우 UDRP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EU의 공식적인 언어 중

제3부

보충규칙을 마련하여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eu’ 분쟁해결절차는 UDRP와 유사하다.
하나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약관상의 언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행정 패널의

제4부

에는 약관상의 언어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없이 신청인이 등록약관상

재량으로 절차 언어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인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분쟁해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신청인은 분쟁해
제5부

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로
분쟁해결 사건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분쟁해결 결정 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달력일 기준 30일)이 지나면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은 분쟁해결

분쟁해결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EU 역내에 거주
하거나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신청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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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비용
CAC의 분쟁해결 신청비용은 이하와 같다.

[표 6-7] .eu 분쟁해결 신청비용32)
신청 도메인 수

조정인수

체코중재법원의 행정비용

신청비용 총액

1인

3인

1인

3인

1인

3인

1 ~5 개

900

주조정인 : 1,200
부조정인 : 600

400

700

1,300

3,100

6 ~ 10 개

1,100

주조정인 : 1,500
부조정인 : 800

500

900

1,600

4,000

11 ~ 20 개

1,300

주조정인 : 1,800
부조정인 : 900

600

1,100

1,900

4,700

21 ~ 30 개

1,500

주조정인 : 2,100
부조정인 : 1,050

700

1,300

2,200

5,500

31 ~ 40 개

1,700

주조정인 : 2,400
부조정인 : 1,200

800

1,500

2,500

6,300

41 ~ 50 개

1,900

주조정인 : 2,700
부조정인 : 1,350

900

1,700

2,800

7,100

51개 이상

체코중재법원과 협의하여 결정

※ 화폐단위는 유로화
※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비용은 동일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당사자이며 동일한 분쟁해결절차 언어가 모든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4. 절차언어
분쟁해결절차 진행은 EU 공식 언어로 진행되어야 하고, 등록약관상의 언어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해당 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행정
패널의 재량으로 절차 진행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

32) 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ules B. Conduct of Proceedings 6,
http://eu.adr.eu/adr/fees/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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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5장 중국(.cn, .中国, .中國)

제2부

제1절 서론
중국의 국가도메인 “.CN, .中国, .中國”은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 :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CNDRP : CNNIC ccTLD Dispute Resolution Policy34))｣ 및

제3부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33))에서 관리하고 있다. CNNIC이 제정한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절차규칙(CNDRP Rules : Rules for the CNNIC ccTLD
Dispute Resolution Policy Rules35))｣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진다.

제4부

분쟁해결 업무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36))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37))가 맡고 있다.

제5부

제2절 분쟁해결정책과 해결절차

CNDRP는 2002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고 분쟁해결기관별로 보충규칙을 제정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CNDRP상 분쟁해결 신청이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 3가지 항목이다.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1. 신청요건

(ⅰ)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민사권익을 갖는 명칭 혹은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34)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령 제30호. 《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관리방법》은 2004년 9월 28일 신식산업부
제8차 부처회의에서 승인되고 2004년 11월 5일 공표되었으며,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 중임
35) http://www1.cnnic.cn/PublicS/fwzxxgzcfg/201208/t20120830_35740.htm
36) http://dndrc.cietac.org/
37) http://www.hkia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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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
(ⅱ)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혹은 그 주요부분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갖지 않는 경우
(ⅲ)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한 경우
2006년 2월 14일 CNDRP를 개정하면서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등록일로부터 2년
미만의 도메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3월 17일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UDRP와 유사하게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제10조)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ⅰ)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의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ⅱ)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그 도메인이름과 관련 있는 상표나 서비스마크 등의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확실한 평판(명성)을 구축한 경우
(ⅲ)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합리적 혹은 합법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 공중을 기망하여 상업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은 경우

2. 해결절차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신청서 제출하고 분쟁해결 도메인이름 수과 신청인
이 선택한 행정 패널 유형(1인 또는 3인)에 따른 분쟁해결 신청비용을 분쟁해결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8일 이내에 분쟁해결 신청비용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신청이 취소된다.
분쟁해결 신청 전이나 분쟁조정 과정 중, 또는 조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CNNIC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국 중재기구에 중재를 협의신청 할 수 있다38).

행정 패널이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 결정을 내린 경우, 최종 결정이 공표된
38)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CNNIC 소재지 법원’은 일반적으로 베이징(北京)소재의 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중재기구의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지칭하며,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은 해당 위원회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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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는 이를 집행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제1부

이 최종결정 이후 10일 내에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은 잠시 집행이 중단된다.

제2부

3. 신청비용
신청비용은 이하와 신청비용은 2개의 분쟁해결기관이 동일하다.

신청 도메인 수

조정부 구성

제3부

[표 6-8] .cn 분쟁해결 신청비용39)
행정비용

신청비용 총액

1인

3인

1인

3인

1개

4,000

주조정인 : 4,000
부조정인 : 2,000

4,000

6,000

8,000

14,000

2~5개

6,000

주조정인 : 6,000
부조정인 : 3,000

6,000

8,000

12,000

20,000

6~10개

8,000

주조정인 : 7,000
부조정인 :4,000

8,000

9.000

16,000

24,000

10개 이상

제5부

3인

제4부

1인

HKIAC에 의해서 결정

※ 화폐단위는 중국 위안화(RMB), 미국 달러로 납부 시에는 환율은 당일 환율에 근거하여 계산.

분쟁해결절차 언어는 중국어로 진행된다. 다만 행정 패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언어
로 진행할 수 있다40).

제6부 외국의 국가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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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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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IETAC, http://dndrc.cietac.org/cietac / HKAIC,
http://www.hkiac.org/ip-and-domain-name/domain-dispute-resolution/domain-name-dispute-reso
lution-services/cndrp#fee
40) the Rules for the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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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Ⅰ.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법규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부

제정 2004.1.29. 법률 제7142호
타법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2부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8호
타법개정 2009.4.22. 법률 제9637호
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2호

제4부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3부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
제5부

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제6부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
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부록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
설비･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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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과 인터넷진흥원
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란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
한 자를 말한다.

7.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란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
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
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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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2부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제3부

7.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터넷주
제4부

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5부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개정 2013.3.2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부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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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
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
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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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등
제1부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제2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부

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
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부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부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제6부

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

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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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
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
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
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
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

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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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제1부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제2부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인터넷

제3부

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부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부

[전문개정 2009.6.9]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6부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
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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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분쟁의 조정)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
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8조의2(판단기준)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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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부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신설 2009.6.9]

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

제2부

제19조(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제3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부

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제5부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제6부

증명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록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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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
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장 벌칙 <개정 2009.6.9>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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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부

명칭을 사용한 자

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9]
제2부

부칙 <제7142호, 2004.1.29>

제2조(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제3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부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제5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제6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
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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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 내지 <68>생략

부칙 <제8088호, 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7호, 2008.2.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
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
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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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부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2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637호, 2009.4.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제4부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부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부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
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부록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78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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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
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③(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2>까지 생략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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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부

제정 2004.7.24. 대통령령 제18487호
일부개정 2008.2.5. 대통령령 제20602호
타법개정 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

제2부

타법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2호
일부개정 2009.11.10. 대통령령 제21820호
일부개정 2013.6.17. 대통령령 제24602

제3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4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제5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6부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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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3.6.17.]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7.]
제6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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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서 이동

<2013.6.17.>]
제1부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2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3.6.17.>]
제8조(시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부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4부

[전문개정 2013.6.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3.6.17.>]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제5부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제6부

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13.6.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3.6.17.>]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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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3.6.17.>]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6.17.>]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
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6.17.>]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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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부

(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제2부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

제3부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부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6.17.>]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제5부

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6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6.17.>]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6.17.>]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
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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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6.17.>]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3.6.17.>]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6.17.>]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
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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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부

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제2부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6.17.>]
제3부

제20조(통지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
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제4부

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제5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
다.
제6부

[전문개정 2013.6.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3.6.17.>]

제21조(조정비용)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
비용을 내야 한다.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
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전문개정 2013.6.17.]
[제17조에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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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17.]
[제18조에서 이동

<2013.6.17.>]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9조에서 이동

<2013.6.17.>]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20조에서 이동

<2013.6.17.>]

부칙 <대통령령 제18487호, 2004.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를 "체성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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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0602호, 2008.2.5.>
제1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부

부칙 <대통령령 제20672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부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
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부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

제6부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록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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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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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3부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4부

부칙 <대통령령 제21820호, 200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부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6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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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02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2014년 8월 17일까
지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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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부

제정 2004. 12. 31.
개정 2005. 10. 24.
개정 2006. 9. 7.

제2부

개정 2006. 3. 13.
개정 2007. 2. 27.
개정 2007. 7. 5.
개정 2011. 3. 11.

제3부

개정 2009. 1. 12.
개정 2011. 12. 26.
개정 2013. 8. 07.

제4부

개정 2013. 12. 17.
개정 2014. 11. 04.
개정 2015. 07. 16.

제5부

제1장 총칙 <개정 2011.3.11>
제6부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말한다.

2. “등록인”이라 함은 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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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과 한국)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11.3.11.>

제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제4조(등록 조건) ①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제5조(등록 기준) ① 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3., 2011.3.11>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
야 한다.<개정 2011.3.11>

②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3.,
2011.3.11>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숫자와 하이픈만
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한다.<개정 2006.3.13, 2006.9.7> <개정
2006.9.7>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
야 한다.<개정 2011.3.11>

③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1.3.11.>
1.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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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한다.<신설 2011.3.11>
야 한다.<신설 2011.3.11>

제1부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아
제6조(등록인의 의무)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부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부

제7조(도메인이름 등록업무 대행) 진흥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
행자를 선정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이 정한 도메인이름

제4부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09.1.12.><개정 2013.8.7>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제5부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기타 진흥원 및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제6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등록증,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12.8.21> <개정 2013.8.7>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
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② 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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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제10조(등록 변경)①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
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
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7.16>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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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해당 도메인이름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1부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조치한다.

1.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제2부

2.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3.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부

제3장 도메인이름 수수료
제13조(수수료)①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등록대행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부

②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갱신 시 별표2의 수수료를 진흥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

제5부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2.26>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제6부

제14조(수수료 감면)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3.11>

제4장 등록대행자 선정, 관리 및 감독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4>

②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
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개정 2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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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①진흥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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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5, 2015.7.16>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등급을
BB이상 받은 자(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취약점의 분석･평가
의무대상자를 제외한다)일 것 <개정 2006.3.13.> <개정 2009.1.12.><개
정 2013.12.17.><개정 2014.11.4.>

③<삭제 2013.12.27>

제15조의2(선정절차 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4.>
1.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별표 3에서 정하는 신청비 납입 증명서

②진흥원은 제출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선정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등록대행자로 선정한다.<신설 2005.10.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과 등록계약을 체결해
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하는 등록대행계약 이행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4>
제16조(결격 사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대행자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5.10.24>
제17조<삭제 2005.10.24>
제18조<삭제 2005.10.24>
제19조<삭제 2005.10.24>
제20조(양수 및 합병 )①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양수받으려는 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인 법인을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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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부

한다.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4>
제22조(등록대행업무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①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제2부

제21조<삭제 2005.10.24>

등록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등록인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부

② 등록대행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진흥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제4부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2.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

제5부

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 등록대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대행자 또는 그 직원 등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때
중단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흥원에게 중단 사유 및 서비스 재개

제6부

4.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일정을 알리지 않은 때
5.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때
6. 도메인이름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때
7. <삭제 2006.3.13.>
9.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신설 2007.7.5.>
10.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개정 2011.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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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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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자에게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자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장 등록정보 및 시설의 보호
제24조(등록정보의 수집)①등록대행자는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등록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등록정보를 진흥원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진흥원 및 등록대행자는 제24조에 의해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1.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메인이름
2. 등록인 이름,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등록대행자 이름
6.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제26조(시설의 보호)진흥원은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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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2. 물리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 통제, 외부 침입의 감지/감시 등)

제1부

등)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 방지, 시스템 장애 방지
등)

제2부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인적 보안, 기록의 보관 등)

제6장 보칙
제3부

제27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준칙 시행에 필요하거나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부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5부

제2조(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도메인이름
등록을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름은 이 준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부

제3조(도메인이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 당시에 진흥원에 등록된 도메인

부 칙 <개정 2005.10.24.>

부 칙 <개정 2006.3.1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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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개정 2006.9.7.>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2.27.>
이 준칙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7.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된 등록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
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준칙을 시행할 당시 등록대행자의 경우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는 2008년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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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개정 2013.8.7>

제2부

부 칙 <개정 2013.12.17>

제1부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부

부 칙 <개정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부

부 칙 <개정 2015.7.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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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개정 2006.9.7, 2007.7.5, 2011.3.11>
구분

해당 영역

등록 자격

co

영리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
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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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등록대행자가 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개정 2007.2.27>

금액

종류

pe.kr 외

9,500원/연

등록/갱신

pe.kr

7,000원/연

등록/갱신

제2부

구분

제1부

(부가세 별도)

[별표 3] 등록대행자 선정관련 비용 <신설 2005.10.24>
금액

비고

신청비

1,000,000원/회

현금 납부
(부가세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원

현금 또는 증권 납부

제3부

구분

제4부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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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제정 2004. 10. 8.
개정 2009. 11. 13.
개정 2011. 11. 25.
개정 2011. 12. 13.
개정 2013. 12. 13.
개정 2014. 1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
다)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분쟁조정이 신청된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인터넷주소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한 사안을 말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6. “조정부”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명 또는 3명의 위원 합의체를 말한다.

7.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

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법 제9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
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8.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460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Ⅰ. 우리나라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법규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

제1부

9. “사무국”이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
10.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이란 신청서, 답변서 등 전자문서의 접수, 전달 및 보존 그
리고 조정인에 의한 심리 및 결정문 작성 등 조정을 위한 각종 전자문서의
<신설 2011.12.13.>

제4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 보유 또는 사용에 관한 분쟁에

제3부

제 2 장 조정신청

제2부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주소분쟁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부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2011.12.13.>

② 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5부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정 2014.11.21.>
2. 신청서가 근거하고 있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근거가 되는 등록사본
등 기타 증명서류

제6부

③ 제1항의 신청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
2. 3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4부 총 5부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
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등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영 제20조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⑥ 사무국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신청등에는 2개 이상의 인터넷주소가 포함될 수 있으나, 등록인이
상이하면 인터넷주소별로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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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답변서) ① 피신청인은 신청서등과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②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정 2014.11.21.>
2. 신청서에 기재된 진술과 주장에 대한 반론, 분쟁대상인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록사본
등 기타 증명서류

③ 제1항의 답변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1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
2. 3인 조정부의 경우 원본 1부, 사본 4부 총 5부

④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등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제출기한 연장요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 3 장 조정부의 구성 및 심리
제6조(조정부의 구성 등) ①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미리 작성된 위원 순번에 따라 조정부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법 제1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모든 연락은 사무국
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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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부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부

제8조(조정부의 심리) ① 조정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해당
제9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제2부

조정부에서 판단한다.

조정결정을 행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위 기간
예상되는 일자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부

내에 결정을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후 결정이
② 조정부는 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일 그리고 해당 조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조정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부

③ 3인 조정부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조정결정에
그 반대의견도 기재되어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의 수령 후 그 결정을 영 제20조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5부

제10조(기각결정에 따른 조치) 조정부가 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는 즉시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등록정보 유지 등 조정신청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부

제11조(조정내용의 실행)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 취하(취하간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2. 소 각하･청구기각 판결 또는 피신청인이 해당 인터넷주소를 계속 사용할
증명서
3. 중재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증명서
제12조(화해에 의한 종결)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소제기에 따른 조정의 중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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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당사자는 소제기후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제기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통보하고, 소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소송이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중지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판결이나 결정 등 소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4장 보 칙
제13조(분쟁조정절차상의 언어) ① 분쟁조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되는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주소 신고)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5조(송부시 자료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때에
는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 전체를 송부하고,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답변서를 제외한 관련 자료의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16조(조정비용) ① [별표1]에서 정하는 조정비용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신청인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정비용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그 조정신
청에 대하여 일체의 절차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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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부

는 신청인은 추가 조정비용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⑥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는 피신청인은 추가 조정비용을 답변서 제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피신청인
⑦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부 구성전에 종결되는 경우 [별표 2] 의 조정인

제2부

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절차는 1인 조정부에 의한다.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한다. <개정 2013.12.13.>

제3부

제17조(조정결정의 공개)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기관과 관리대행자의 분쟁에 대한 관여) 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제4부

있어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또는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면책)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법･영･이 세칙에 따른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제5부

지지 아니 한다.
제20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부

부 칙 (2009. 11. 13.)
이 세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 칙 (2011. 11. 25.)
이 세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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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1. 12. 13.)
이 세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세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1.)
이 세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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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조정비용
제1부

조정비용 (부가세 별도)
1인조정부

3인조정부

1개

80만원

160만원

2개 이상

기본 80만원+
개당 10만원추가

기본 160만원+
개당 20만원추가

제2부

인터넷주소 수

제3부

[ 별표 2 ] 조정인 수당
1인조정부

1개

70만원

2개이상

기본 70만원+
개당 10만원추가

3인조정부
주조정인 : 70만원
부조정인 : 35만원

제4부

인터넷주소 수

주조정인 : 기본 70만원+개당 10만원 추가
부조정인 : 기본 35만원+개당 5만원 추가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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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대상
인터넷주소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

(개인명)

호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주 소

신청인의
대리인

전화번호

휴대폰

성 명

전자우편주소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개인명)
피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취지

별지 작성

신청이유
조정부
선택

(1인/3인) 조정부를 선택하여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신청인은 기재한 내용이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
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대리인)

월

일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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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제1부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
사건번호 :

제2부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 :
신청인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제3부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 대행자 명 및 주소

제4부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라.
2. 피신청인은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를 말소하라.
)인 조정부

귀하(사)가 등록한 인터넷주소 (

제5부

신청인요청 조정부 구성방식 : (

)에 관하여 이전(또는 말소)를 구하는

통지합니다.

제6부

신청인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됨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

여 설립,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구체적인 조정절차의 진행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전되거나 말소될 수 있으며, 조정절차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기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인터넷주
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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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쟁조정대상 인터넷주소의 조정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구성되는 조정부

의 판단기준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숙지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서제출기한은 답변서제출요구통지서 및 신청서 1부(관련 자료 포함)
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인터넷주소 등록정보
(Whois)상의 주소로 동 서류들을 송부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우편으로 반송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답변서제출기한
을 기산함을 통지합니다.

귀하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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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제1부

분쟁대상

사건번호

인터넷주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답변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명)
피신청인

대표자성명
소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제4부

대리인

전자우편주소
제3부

주

제2부

기관명

휴대폰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개인명)

제5부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조정부

(1인/3인) 조정부를 선택하여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제6부

선택

휴대폰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피신청인은 기재한 내용이 피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피신청인

월

일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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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분쟁대상

사건번호

인터넷주소

답변서제출기한 연장요청서

연장사유

답변서
제출일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별지의 각 페이지마다 기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답변서 제출예정일

년

월

일을

년

월

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서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피신청인

월

일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답변서 최대연장기한은 1회(14일)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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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1부

법률· 시행령(발췌)
일부개정, 2016.1.27., 법률 제13844호

제2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제3부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제4부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

제5부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

제6부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부록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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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
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
하는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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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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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부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제2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
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3부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제4부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부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제6부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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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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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1부

타법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제2부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부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4부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부

[전문개정 2009.8.18.]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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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표법(발췌)
일부개정 2016.1.27. 법률 제13848호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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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

제1부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제2부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제3부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제4부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제5부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제6부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2011.12.2>

③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12.2>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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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1.12.2.,
2013.4.5.>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
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
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
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
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
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
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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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제1부

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5.>
제2부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따라 정하여 진다. <개정 2011.12.2>

제3부

②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
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개정 2001.2.3>
[제목개정 2011.12.2]

제4부

제55조(전용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제5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제6부

⑤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
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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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을 설정할 수 없다.

⑤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2>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2.2>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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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제1부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본다.<신설 2004.12.31, 2011.6.30>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제2부

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
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제3부

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

제4부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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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발췌)
일부개정 2015.12.1. 법률 제13523호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
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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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2002.1.~2009.10.)
제1부

※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규정의 변천
➩

②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2005.1.~2009.10.)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9.10.~)

제2부

①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2002.1.~2004.12.)

제3부

①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정 2002. 1. 3.

제4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와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원칙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청인”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를

제5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위원회”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6부

2. “피신청인”이란 분쟁조정이 신청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을 말한다.

5. “조정인”이란 해당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
다.

6. “조정부”란 특정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인의 조정인 또는 3인의
7. “등록대행자”라 함은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자
를 말한다.

8. “개시일”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및 조정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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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타인의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이전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서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조정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송부) ①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자료가 제출되고 조정수수료가
납입되면,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및 신청서 등의 송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규정의 세칙에서
정한다.
제5조 (답변서) ①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답변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답변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분쟁조정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조정부의 구성) ① 답변서가 접수되거나 답변서 제출 없이 답변서 제출기간
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인조정부 또는 3인조정부를 구성한다.
제7조 (조정인의 제척 및 기피) ① 조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조정의 조정부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조정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
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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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하였던 경우

제1부

3.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4.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제2부

5.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6. 조정인이 해당분쟁조정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인으로 선임요청을 받은 자 또는 선임된 자는 본인이 전항 각호 1의
한 사유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3부

사유로 조정인으로서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거나 기타 불가피
고지가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조정인을 다른 조정인으로 개임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제4부

제8조(조정부의 심리) ① 조정부의 심리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있다. 단, 이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률

제5부

③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6부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4.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경우

④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그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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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것이거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
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9조(병합심리) 동일한 당사자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최초의 조정부에게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조정부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모든 연락은 위원회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1조(조정결정문) ① 조정부는 그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행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결정을 위 기간 내에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그러한 사유와 추후 결정이 예상되는 일자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의 조정결정문은 조정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일시 그리고 해당 조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③ 3인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조정결정
문에 그 반대의견도 기재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결정문의 수령 후 조정결정문을 양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결정의 효력 등) ① 조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조정결정
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한 중재신
청을 하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편 당사자는 그 조정결정문을
등록대행자에게 제출하여 조정결정을 실행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된 당사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대행자가 전항의 조정결
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화해 등 다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종결)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 이전에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조정부가 분쟁조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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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쟁조정의 개시일부터 분쟁조정절차 종결일까지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제1부

제14조(도메인이름등록정보 변경제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관
과 등록대행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원하는

제2부

제15조(조정수수료) ① [별표1]에서 정하는 조정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추가조정수수료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수수료는 분쟁조정절차가 조정부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하지 아니한다.

제3부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조정부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환불

제16조(센터와 등록대행자의 분쟁에 대한 관여) 이 규정의 분쟁조정에 있어서
제17조(면책) ①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및 조정인은 이

제4부

센터 또는 등록대행자는 당사자나 참가자가 될 수 없다.

규정에 의거한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② 센터와 등록대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실행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제5부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세칙으
제6부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489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②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정 2005. 1. 27.
개정 2008. 12.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

리준칙(이하 “관리준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메인이
름에 관한 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분쟁 조정이 신청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안을 말한다.

5. “위원회“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6. “조정인“이란 당해 사건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7. “조정부“란 당해 사건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인의 조정인 또는
3인의 조정인 합의체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메인이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
원을 말한다.

9. “등록대행자“라 함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10. “개시일“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및 조정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 위원회가 당해 사건의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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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2장 조정의 신청
제3조(조정의 신청) ① 관리준칙 제12조에 의하여 타인의 도메인이름 등록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부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위원회에
②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규정이
③ 제2항의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함께 위원회에

제3부

정하는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 별도로 정한 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되고 조정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함

제4부

제4조(신청서의 송부) ① 신청서 및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과 동시에 신청서 등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답변서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부

②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확한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의하여
제1항의 통지 및 신청서 등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부의
구성 등 조정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6부

제5조(답변서의 제출) ① 피신청인은 신청서 등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답변서 및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적시하여 답변서의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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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정부의 구성
제6조(조정부의 구성) ① 답변서가 접수되었거나 답변서 제출 없이 답변서 제출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을 심리할 조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구성한다.

제7조(조정인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당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정부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조정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인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인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인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조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정부
구성과정에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심리
제8조(조정부의 심리) ① 조정부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 등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정부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당해
조정부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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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

제1부

제9조(판단기준) 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 말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제2부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②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제3부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이 그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제4부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명칭･상표･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5부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10조(병합심리) 동일한 당사자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제6부

당사자는 최초의 조정부에게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조정부는

제11조(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모든 연락은 위원회
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제5장 결정
제12조(결정문) ① 조정부는 그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행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위 기간 내에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와 추후 결정이 예상되는 일자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일시 그리고 당해 조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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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3인 조정부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결정문에
그 반대의견도 기재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결정문의 수령 후 결정문을 양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정의 효력)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관할법원에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② 피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 제1호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은
소가 취하(취하간주를 포함한다)되거나 피신청인이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
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대행
자로 하여금 그 결정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정부가 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당해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정보의 변경 제한 등 조정신청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화해 등에 의한 종결) ①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거나 양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② 조정부는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당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수수료 등) ① [별표1]에서 정하는 조정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수수료는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의하여 조정부 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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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당해 조정신청에
④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제1부

대하여 일체의 절차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2부

제6장 보칙

여, 조정절차의 개시일부터 조정절차 종결일까지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제3부

제16조(도메인이름등록정보 변경제한) 조정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관련하
등록대행자는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있어서 관리기관 또는 등록대행자는 당사자나 참가자가 될 수 없다.

제4부

제17조(관리기관과 등록대행자의 분쟁에 대한 관여)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에
제18조(면책) ①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및 조정인은 이
아니 한다.

② 관리기관 및 등록대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실행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제5부

규정에 의거한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지지 아니한다.
제6부

제19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2005. 1. 27.>
부록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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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조정 수수료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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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수

1인조정부

3인조정부

1개

80만원

160만원

2개 이상

기본 80만원+
개당 10만원추가

기본 160만원+
개당 20만원추가

Ⅱ.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분쟁 관련 규정

제1부

Ⅱ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규정

제2부
제3부
제4부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2.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절차규칙
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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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1999년 10월 24일,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승인
※ 규정의 내용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한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12-02-25-en>

1. 목적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약칭 정책)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인(약칭 등록인)이 동의한 등록약관 내에 포함되어 등록인에 의해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해 등록인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약칭 등록기관)을 제외
한 제3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4조에 따른 행정절차는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udrp-rules-2015-03-11-en에서 제공하고 있
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을 위한 절차규칙(약칭 절차규칙)과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2.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진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유지나 갱신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기
관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등록약관에 동의하면서 기재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b.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c.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d.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어떠한 준거 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록인은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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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이전 및 변경
제1부

등록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이전 또는 변경의 절차를
실행한다.
a. 등록인이나 그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이전 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부

변경의 청구를 서면이나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한 때. 단, 제8조에 해당하는
b. 특정 사건의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명령을 접수한 경우
된 분쟁조정절차에 있어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 또는 이전하라는 조정부의

제3부

c.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승인한 규정 또는 그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당사자가
결정문을 접수한 경우(제4조 (ⅰ) 및 (k)의 규정 참조)
도메인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인의 등록약관상의 조건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메인이름

제4부

의 등록을 말소, 이전, 변경할 수 있다.

4. 의무적 행정 절차
분쟁조정절차는http://www.icann.org/en/dndr/udrp/approved-providers.htm에서

제5부

동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 행정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열거하는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기관들(약칭 분쟁조정기관)중에서 한 분쟁조정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

제6부

a.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조정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
(ⅱ)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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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 (a)(ⅲ)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 도메인이름의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ⅰ)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
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ⅱ)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
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경우
(ⅲ)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ⅳ)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서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
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등록인의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등록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ⅱ)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ⅰ)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ⅱ)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ⅲ)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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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제1부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d. 분쟁조정기관의 선정
신청인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의해 승인된 분쟁조정기관들 중 어느 한 분쟁조정
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분쟁조정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인이 선

제2부

택한 해당 분쟁조정기관은 제4조 (f)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다.
e. 절차의 개시, 진행 및 조정부 구성
에서 정한다.

제3부

절차의 개시 및 진행 그리고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구성에 대하여는 절차규칙
f. 병합 심리
동일한 등록인과 신청인 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당사자 간에 계속 중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제4부

어느 일방 당사자는 하나의 조정부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병합심리를
조정부에서 해야 한다. 조정부는 만약 그러한 분쟁들이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의해 채택된 규정 또는 그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의 재량에

제5부

의하여 그러한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g. 비용
동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분쟁조정기관이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1인 조정부에서 3인 조정부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든 비용을

제6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절차규칙 제5조 (b)(ⅳ)의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h. 등록기관의 의무적 행정절차에의 관여
등록기관은 조정부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기관
은 조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록

i. 구제조치
조정부에서 행해지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등록인
의 도메인이름의 말소 요청 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요청에
한정된다.
j. 통지 및 공표
분쟁조정기관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그 등록된

501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도메인과 관련해서 조정부가 내린 모든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모든 결정문은 인터넷을 통해 전문 공표된다. 다만, 조정부가 부분적으로 변경･수
정하여 공표한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 사법절차의 가능성
의무적 행정절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인
또는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도 적법한 관할권
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정부가 등록인의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
등록기관은 해당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조정부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동안은 그 결정의 실행을 보류한다.
만약 해당 10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칙
제3조 (b)(xⅲ)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관할재판지는 등록기관의 주사무
소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후이즈 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xⅲ)의 규정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법원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의 사본과 같은 공식적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정을 실행한다.
해당 10영업일 이내에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의 실행을 중지하고 (ⅰ) 공증증서에 의한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
서, (ⅱ) 등록인이 제소한 해당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ⅲ) 해당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 또는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접수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5. 다른 유형의 분쟁 및 소송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의무적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모든 다른 유형의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기관
에서의 해결 또는 기타의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6. 등록기관의 분쟁에 대한 관여
등록기관은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어떠한 분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등록인은 등록기관을 분쟁당사자로 선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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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만일 등록기관이 분쟁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등록기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제1부

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변을 제기하고 등록기관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모든

7. 등록정보변경제한
제2부

등록기관은 동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의 말소, 이전, 사용가능조치, 사용불능조치,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3부

8. 분쟁 중 도메인이름의 이전
a. 새로운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 이전
등록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타인에게

제4부

이전할 수 없다.
(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의 계속 중 또는 종결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판결 또는 판정에 따른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제5부

(ⅱ)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해당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심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등록기관은 동조의 규정에 반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6부

가진다.
b. 등록기관의 변경
등록인은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대하여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록인은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계속 중 도메인이름 등록이 등록기관에 이전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
에 관한 분쟁은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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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 규정의 개정
등록기관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의 승인을 받는 경우 언제라도 동 규정을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 등록기관은 그 개정된 규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등록기관의<URL>상에 개정된
규정을 공개한다.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동 규정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그 절차의 개시당시 유효했던 규정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되고,
동 규정의 개정 이전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발생이 그 개정
규정의 발효일 전, 당일 또는 당일 후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된 규정은 모든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등록인에게 적용된다. 등록인이 동 규정의 개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등록기관에 지급된 어떠한 비용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등록기관에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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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절차규칙
제1부

2013년 9월 28일,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이사회 승인
<2015년 7월 31일 시행>
제2부

※ 규칙의 내용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한다.
<http://www.icann.org/en/dndr/udrp/uniform-rules.htm>

신청서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관(약칭 분쟁조정기관)에 제출된 모든 통일도메인이름분

제3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절차규칙(약칭 분쟁해결규칙)은 2010년 2월 28일 이후
쟁해결정책(분쟁해결정책) 절차에 대하여 시행된다. 개정 이전의 분쟁해결규칙은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서가 분쟁조정기관에 제출된 모든 절차에 적용되며
어 있다. 분쟁조정기관은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4부

http://www.icann.org/en/dndr/udrp/uniform-rules-24oct99-en.htm에 게시되
개정된 분쟁해결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채택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제5부

절차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를 진행하는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웹사이트에 게시)에
의하여 규율된다. 보충규칙이 분쟁해결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해결규칙이
우선한다.

제6부

1.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말한다.

“ICANN”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말한다.

피신청인이 등록인 정보와 등록기관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지
조치이나, 도메인이름 확인 또는 갱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동재판관할구역”은 (a) 등록대행자의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법원(도메인이름 보유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등록계약에서 이 법원으로 할 것으로 승낙한 경우)이나 (b) 신청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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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관에 제출되었을 시기에 등록대행자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이
름 보유자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조정부”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을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
이 선정한 조정부를 말한다.

“조정인”은 분쟁조정기관이 조정부의 구성원으로 선정한 개인을 말한다.
“당사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계류”는 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분쟁조정 결정이
이행되거나 분쟁조정 사건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분쟁해결정책”은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말한다.

“분쟁조정기관”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승인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분쟁조정
기관의 목록은 http://www.icann.org/ko/dndr/udrp/approved-providers-ko.htm에 공표
되어 있다.

“등록기관”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등록계약”은 등록기관와 등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분쟁해결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를 말한다.

“도메인이름 역무단점유”는 도메인이름 보유자로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탈취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정책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충규칙”은 분쟁해결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채택한 규칙을 말한다.
보충규칙은 분쟁해결정책이나 분쟁해결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비용･글자와
페이지 숫자 제한 및 가이드라인･파일의 크기 및 포맷형식･분쟁조정기관 및 패널과
연락하는 수단･표지의 형식 등을 규정한다.

“서면통지”는 분쟁조정기관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문서형태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기타 증명서
류 등을 분쟁해결규칙에 정해진 수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부하였다는 것을 명시한다.
서면통지는 문서형태의 신청서나 기타 증명서류 등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락
a.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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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피신청인에게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 분쟁조정기관은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제1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다음의 조치를 모두 취하는
(ⅰ)(A) 등록기관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나타나 있는
도메인이름 보유자, 기술담당자 및 운영담당자와 (B) 등록기관가 분쟁조정기관에

제2부

제공한 등록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로 신청서를 서면으로
모두 통지
(ⅱ)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류를 전자우편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다음의 주소로

제3부

모두 송부
(A) 기술, 등록 및 회계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B) postmaster@<분쟁대상 도메인이름>
(C) 도메인이름(또는 www.도메인이름)이 웹페이지(분쟁조정기관이 판단할 때 등록
름을 파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통상적인 페이지는 제외)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제4부

기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복수의 도메인이름 보유자들이 등록한 도메인이
웹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전자우편 주소나 전자우편 링크
(ⅲ)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류를, 피신청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쟁조정기관에 통지하였

제5부

던 전자우편주소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제3조 (b)(v)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제공한 기타 모든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
b.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해결규칙상의 모든 서면 연락[제2조 (a)항이
나(송부기록 이용가능)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각기 선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으

제6부

규정하고 있는 통지를 제외한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거
로 요청한 방법[제2조(b)(ⅲ) 및 제5조(b)(ⅲ) 규정 참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 분쟁조정기관이나 조정부에 대한 연락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수단 및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사물의 숫자를 포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d. 연락은 제11조에 규정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e. 각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관 및 등록기관에게 통지하여 자신의 연락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f. 분쟁해결규칙에 규정된 모든 연락은 다음 어느 하나의 일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분쟁해결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조정부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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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터넷에 의한 경우 발신이 이루어진 날(다만 발신일이 증명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ⅱ) 팩시밀리 송신의 경우 발신기록에 기재된 날
(ⅲ) 우편이나 택배에 의한 경우 접수증에 기재된 날
g.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때를 정하는 모든 기간은 제2조(f)의
규정에 따라 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날 중에서 가장 이른 날로부터 기산한
다.(동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h.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연락이 이루어지거나 분쟁 당사자가 연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락에 대한 사본이 각각 송달되어야 한다.
(ⅰ)어느 당사자에 대한 조정부의 연락은 분쟁조정기관과 상대방에게 그 사본을 송달하여
야 하고,
(ⅱ) 어느 당사자에 대한 분쟁조정기관의 연락은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ⅲ) 어느 당사자의 연락은 각 사안에 따라 상대방, 조정부 및 분쟁조정기관에 각각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i. 송부자는 송부의 사실 및 상황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검토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2(a)조 (ⅰ에 따라 분쟁조정기관
이 우편이나 모사전송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j. 연락을 한 당사자가 배달불능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조정부(조정
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이후의 연락 및 답변에 관한 후속절차는 조정부(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신청서
a.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국제인터넷주소기구
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중 어느 하나의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능력의 한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접수를 거부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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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청서와 기타 증명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ⅰ)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부

한다.
(ⅱ) 신청인 및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청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
의 성명, 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부

(ⅲ) (A) 전자적인 형태만의 자료 및 (B) 문서형태의 것(존재하는 경우)을 포함한 자료
각각에 대하여,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청인이 선호하는, 자신에 대한 연락방법(연락
담당자, 연락수단, 주소정보 포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것인가 여부를 정하고,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3인의 조정인 중 1인을 선정하기

제3부

(ⅳ)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3인 조정부를 선택할
위한 후보자 3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러한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 명부에서 찾을 수 있다)
정도로 상세하게, 피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과 연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쟁조정절

제4부

(ⅴ) 제2(a)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할 수 있을
차 이전의 연락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알고 있는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
의 명칭과 모든 정보(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와 전화 및 팩스 번호 포함)를 제공하여야

제5부

한다.
(ⅵ) 분쟁조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ⅶ) 분쟁조정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분쟁조정대상인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ⅷ) 분쟁해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기재하고 그 표장이 사용되는

제6부

등록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경우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표장을 장래에 사용할 의도가 있는 다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ⅸ)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유를 포함하여야

부록

한다.
(1)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유,
(2)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이 분쟁해결의 대상인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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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와 (3)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정책 제4(b)조와 제4(c)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소를 각각 주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문자나 페이지 숫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ⅹ)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구제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ⅺ)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인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개시되었거나 종료된 모든 법적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ⅻ)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말소나 이전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공동재판관할구역에 있는 법원에 신청인이 응소할 것임을
진술하여야 한다.
(xⅲ) 다음 사항을 진술한 후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모든 전자적 형태의)서명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신청 및 구제조치, 분쟁 또는 분쟁해결이
도메인이름 보유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a) 분쟁조정기관 및 조정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제외), (b) 등록기관, (c) 관리기관, (d) 국제인터넷주소기구와 이들의
이사, 임원, 종업원 및 대리인에 대한 모든 신청 및 구제조치를 포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등록인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또는 선의･합리적인 논거에 의하여 보완될 신청서상
의 주장이 분쟁해결규칙이나 해당 준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xiv)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에 적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정책의 사본과 신청의 기초가
되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 사본을 비롯한 서류나 기타 증거를 증거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c. 2개 이상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도메인이름 보유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신청인
은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서의 통지
a. 분쟁조정기관은 등록기관에 등록정보 확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정보
확인 요청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요청을 포함한다.
b.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의 등록정보 확인 요청을 수신한 날로부터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요청된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제한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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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등록정보 변경제한 상태가 적용된 이후에
정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비공개 또는 프록시 제공자의

제1부

피신청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제한 상태는 분쟁조
기본 고객 정보 공개 요청 등의 결과로서 피신청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결정 후 2일(영업일 기준) 이내 또는 등록기관이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고

제2부

분쟁조정기관에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확인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에 업데이트해
야 한다. 2일(영업일 기준) 이후에 수정된 피신청인의 정보는 패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지를 검토하고,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와 기타 증거를 피신청인과

제3부

c. 분쟁조정기관은 분쟁조정신청서가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해결규칙을 충족하였는
등록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대한 서면통지(분쟁조정기관
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설명표지와 함께)를 제2조(a)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부

방식에 따라, 제19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d.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에게 그 하자의 유형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5일 이내에 하자를

제5부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을 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철회로 인하여 신청인이 다시 분쟁조정신청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 한다.
신청을 철회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신청 절차가 철회되었음을 등록기관에 통지

제6부

e. 분쟁조정기관이 행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의 기각 또는 철회 통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1일(영
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f. 분쟁조정절차의 개시일은 제2조(a)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분쟁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책임을 이행한 날짜이다.
주소기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답변서
a.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관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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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에 답변하기 위한 4일의 추가 기한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자동으로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연장에 이어 규칙의 5(d) 항에 규정된 추가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c. 답변서와 기타 증명서류 등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고,
(ⅰ) 분쟁조정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주장의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명확하게 제기하고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이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답변서의 이 부분은 분쟁조정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수 또는 페이지수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피신청인 및 분쟁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성명, 우편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ⅲ) 분쟁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에 연락하는 방법으로서 (A) 전자적 자료와 (B) 문서형태
를 포함한 각종 자료(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선호하는 방법(연락
담당자, 연락수단, 주소정보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ⅳ) 신청인이 분쟁해결 신청서에서 1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제3조(b)(ⅳ)의 규정
참조], 피신청인이 1인 조정부 대신에 3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진술하여
야 한다.
(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3인의 조정인 중 1인으로
선정될 후보자 3인(이러한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의 조정인 명부에서 찾을 수 있다)의 성명 및 연락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ⅵ)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시되었거나 종료된 다른 모든 법적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ⅶ) 제2조(b)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 및 기타 증명서류의 사본이 신청인에게 송부되었거나
전송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여야 한다.
(ⅷ) 다음 사항을 진술한 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모든 전자적 형태의) 서명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피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신청인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답변서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또는 선의･합리적인 논거에 의하여 보완될 답변서
상의 주장이 분쟁해결규칙이나 해당 준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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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피신청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류나 기타 증거를 증거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d. 신청인은 1인 조정부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것을 선택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1부

한다.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3인 조정부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분쟁조정기관에

제2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은 1인 조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 분쟁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
것을 합의하고 분쟁조정기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다.

제3부

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연장할
f.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4부

6. 조정부의 선임과 결정일
a. 각 분쟁조정기관은 조정인과 그 자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b.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3인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제3조(b)(ⅳ) 및

제5부

한다.
제5조(b)(ⅳ)의 규정 참조), 분쟁조정기관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인 명부로부터 1인의 조정인을
c.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어느 한 당사자가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제6부

선임하여야 한다. 1인 조정부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e)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3인의 조정인을 선임한다. 3인 조정부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그 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d. 신청인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송달된 후 5일 이내에 3인 조정인 중 1인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3인의 성명
및 연락정보를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
주소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 명부에서 찾을 수 있다.
e.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분쟁조정기
관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 목록에서 각 1인의 조정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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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분쟁조정기관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 목록에서 통상의 조건에
따라 5일 이내에 조정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인의 조정인 중 마지막 1인은 분쟁조정기관이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5명의 후보자 명부에서 분쟁조정기관이 선임하며, 이 경우 분쟁조정기관이
5명의 후보자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후 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명시한 조정인 선호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f. 분쟁조정기관은 조정인이 모두 선임된 후 선임된 조정인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조정부가 신청서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분쟁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7. 공평성 및 독립성
조정인은 공평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정인 선임을 수락하기 전에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분쟁조정기관에 밝혀야 한다. 분쟁조정절
차 계속중에 조정인의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조정인은 즉시 분쟁조정기관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그 조정인을 대체할 새로운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8.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부와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사자와 조정부
또는 분쟁조정기관 사이의 모든 연락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해당 사건 관리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9. 조정부에 대한 서류의 송부
분쟁조정기관은 1인 조정부의 경우 그 조정인이 선임된 즉시, 3인 조정부의 경우 마지막
1인의 조정인이 선임된 즉시 사건 서류를 조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10. 조정부의 권한
a. 조정부는 분쟁해결정책과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b. 조정부는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각 당사자가 그 사건과 관련된 주장을
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14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Ⅱ.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규정

c.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부

한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분쟁해결규칙이나 조정부가
d. 조정부는 증거의 채택여부, 증거력, 요증사실 여부 및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부

e. 조정부는 어느 한 당사자가 분쟁해결정책과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복수의 도메인이
름에 관한 분쟁해결의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허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부

11. 절차진행 언어
분쟁조정절차에서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조정부는 분쟁
조정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제4부

권한을 가진다.
b.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언어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분쟁조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된 번역문도 제출토록

제5부

요구할 수 있다.

12. 추가 진술
조정부는 신청서 및 답변서 이외에 그 재량에 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6부

진술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신문
전화, 비디오 및 웹상 회의에 의한 심문을 비롯하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심문은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조정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재량으로 분쟁해결신청을 판단하기
부록

위하여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의무의 불이행
a. 당사자가 분쟁해결규칙이나 조정부가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규칙의 규정이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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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않거나 조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부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조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 추론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5. 조정 결정
a. 조정부는 제출된 진술과 문서를 토대로 하여 분쟁해결정책 및 분쟁해결규칙,
그리고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규칙과 법원칙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조정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에 따라 선임된 후 14일 이내에 분쟁해결
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을 분쟁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c. 3인 조정부의 경우 조정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d. 조정부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고, 결정일과 조정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 조정인의 결정 및 반대의견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글자
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대의견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과 함께 기재한다.
당해 분쟁이 분쟁해결정책 제4조(a)에서 정한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부가, 분쟁해결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거나 주로 도메인이름 보유자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라
고 판단한 경우, 조정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당해 신청이 분쟁조
정절차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결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당사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
a. 분쟁조정기관은, 조정부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후 3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결정의 전문을 각 당사자, 해당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결정을 수령한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책에 따른 본 결정의 실행일자를 각 당사자, 분쟁조정기관 및 국제인터넷
주소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b. 분쟁조정기관은, 조정부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분쟁해결정책 제4조 (j) 참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전문과 결정의 시행일을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신청이 악의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제
15조(e) 참조]에는 그 결정부분도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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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해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절차의 종결
제1부

a. 분쟁신청에 대하여 조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조정부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화해는 제17조(a)(ⅰ~제17
조(a)(vⅱ) 단계를 따라야 한다.
분쟁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부

(ⅰ) 조정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논의 중이므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ⅱ) 분쟁조정기관은 중지 요청에 대한 수신 사실을 인정하고 등록기관에 중지 요청과
예상 중지 기간을 통지한다.
양식을 분쟁조정기관에 제공한다. 표준 해결 양식은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3부

(ⅲ)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고 분쟁조정기관의 해결 규칙 및 양식과 함께 표준 해결
당사자 간의 개별 해결 계약에 대한 필수 조건을 요약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기관
은 완성된 표준 해결 양식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부

(ⅳ) 분쟁조정기관은 당사자 간의 사본을 통해 등록기관이 이행해야 할 조치와 관련한
해결 결과를 등록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ⅴ) 17(a)(iv) 항에 따라 통지를 수신한 후 등록기관은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정보
(ⅵ) 신청인은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해결이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이행되었

제5부

변경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음을 분쟁조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ⅶ) 분쟁조정기관은 합의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이익 없이 분쟁조정절차
b. 분쟁신청에 대하여 조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분쟁조정절

제6부

를 기각한다.
차를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없어지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분쟁조정절차의 종결을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부록

18. 재판절차의 효과
a.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분쟁해결신청
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하여 법적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 또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b.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분쟁해결신청의 대상이 된
517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 당해 당사자는 이를 즉시
조정부와 분쟁조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참조.

19. 비용
a.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금액의
비용을 분쟁조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제5조(b)(ⅳ)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3인 조정부에 대한 비용의 반을 분쟁조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c) 참조.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d)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부가 선임됨과 동시
에 분쟁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충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용의 적정한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b. 제19조(a)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할 때까지 분쟁조정기관이
당해 분쟁해결 신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c.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비용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분쟁해결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조정절차는 종료한다.
d. 당사자에 대하여 직접 심문을 개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조정기관은 양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
는 양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0. 면책
분쟁조정기관이나 조정인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규칙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작위･부작위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1. 개정
분쟁조정기관에 분쟁해결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에 유효하였던 분쟁해결규칙이 당해
분쟁해결규칙에 따라서 개시된 분쟁조정절차에 적용된다. 분쟁해결규칙은 국제인터넷주
소기구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개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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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제1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제2부

2015년 7월 31일 시행
※ 규정의 내용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한다.

제3부

<http://www.adndrc.org/mten/IMG/pdf/Supplemental_Rules_01-07-2015_en.pdf>

제1조 정의

제4부

1. “절차규칙”이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의해 2013년 9월 28일 승인된 통일도메인
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을 의미한다.

2. “정책”이란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의해 1999년 10월 24일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
3. “보충규칙”이란 절차규칙과 정책을 보완하는 규칙으로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한

제5부

분쟁 해결정책을 의미한다.

신청서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규칙에 따라 보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시아도메
인이름분쟁조정센터에 의해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의해 설립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를 의미한다. 북경사무소는 중국국제

제6부

4. “센터”란 2002년 2월 28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홍콩국제중재센터에
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사무소는 홍콩국제중재센터가 운영
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사무소는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5. “해당 사무소”란 경우나 문맥에 따라 센터의 북경사무소, 홍콩사무소, 서울사무소,
부록

쿠알라룸푸르사무소를 의미한다.
6. 규정과 절차규칙에 정의된 모든 용어는 보충규칙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범위
1. 보충규칙은 정책이나 절차규칙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적용된다.
2. 센터는 정책과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을 센터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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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당사자들과 센터간의 연락
1. 사전에 센터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규칙과 정책 및 보충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의 제출은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센터와의 모든 연락에는 다음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북경 사무소로 보낼 경우 : cietac@adndrc.org
홍콩 사무소로 보낼 경우 : hkiac@adndrc.org
서울 사무소로 보낼 경우 : kidrc@adndrc.org
쿠알라룸푸르 사무소로 보낼 경우 : klrca@adndrc.org

2. 해당 사무소는 절차규칙과 보충규칙에 의거, 수신 또는 작성한 모든 연락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서가 최초로 접수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1년이
경과한 문서들은 파기할 수 있다.

제4조 당사자와 조정부간의 연락
1.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에게 통신문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신청인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선택한 센터의 사무소를 수신인으로 지정해서 발송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필요한 경우 일반 우편 방식을 통해 해당
사무소와 연락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모든 통신문은 국내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
터 4일, 국제 우편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즉시 송부되
는 방법에 의한 모든 통신문은 전송 당일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신청서
1.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사무소로 북경 사무소, 홍콩사무소, 서울사무소,
쿠알라룸푸르사무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청인은 조정 신청서
를 접수할 때 사무소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2.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C를 작성한 후 동 보충규칙의 부속서 1에 규정되고 동시에

해당 사무소의 웹 사이트에 등재된 “신청서 전송문 표지(CTC)”를 첨부하여 자신이
분쟁조정절차를 주관하도록 선택한 사무소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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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6조 신청서 검토
1. 해당 사무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가 정책과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족한 사항을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2. 절차규칙 제4조(c)의 규정 및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는, 신청인으로부터

제2부

한다.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는 절차규칙 제4조(d)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제3부

3. 신청인은 해당 사무소가 지적한 부족사항을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를
것으로 간주한다.
4. 행정절차는 해당 사무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개시된 것으로

제4부

간주한다.

제7조 답변서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5부

1. 피신청인은 행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 R”의 답변서를 해당

2. 절차규칙 제5조(c)(vⅱ)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해당 사무소에 서면으로 연장을

제6부

3. 절차규칙 제5조(b) 및/또는 제5조(e)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인 선임
원하는 당사자는 웹사이트 http://www.adndrc.org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사무소
는 명단에 속한 조정인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행정절차에 적합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a. 분쟁의 성격
b. 조정인의 시간적 형편
c. 당사자들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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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e. 해당 등록 합의서에서 규정한 조항, 그리고
f. 절차규칙의 제6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보충규칙의 제8조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견

제9조 중립성과 독립성
1. 조정인은 항시 완전히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소송 기간
중 어느 한 당사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2. 조정인이 선임되기 전/후에, 조정부는 각 당사자들과 해당 사무소에 압력이나
편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제반
요인과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인 선임에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조정인은 해당 분쟁에서 조정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3. 임명된 조정인이 최종 결정을 내기기 전에 사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무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조정인을 대체할 조정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0조 조정 결정
1. 조정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설명되
어야 한다.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자를 기재하고 조정인
이 서명해야 한다.
2. 조정부는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을 해당 사무소에 전달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가 결정문을 송부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당사자들과 해당 등록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결정문 수정
1.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해당 사무소와 상대방에게 계산상 오류나
타자 입력 오류 및 이와 유사한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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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수정 내용은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이는 결정문의
2. 조정부는 자체적으로 제11조 제1항에 기재된 오류를 결정문이 송부된 날로부터

제1부

일부로서 효력을 지닌다.
7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오류가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되지

제2부

않았을 경우, 해당사무소는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 결정문 공표
당사자,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부가 달리 결정

제3부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의 결정문을 절차규칙과 정책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하지 않은 한, 해당 사무소는 결정문 전문을 아래와 같이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부

a. 분쟁 및 소송 대상인 도메인이름
b. 사건 번호
c. 절차규칙 제4조(f)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가 정식 개시된 일자

제5부

d. 절차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부가 내린 결정문

제13조 서면 진술의 자수 제한
1. 신청서와 답변서의 서면 진술의 자수는 절차규칙 제3조(b)(ix) 및 제5조(c)(ⅰ의
조정부는 임의 재량으로 이 제한을 초과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부

규정에 의거 3000 단어 이하로 제한된다.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반면,
2. 절차규칙 제15조(e)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부의 결정문에 단어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사건 담당자 선임
소송을 책임질 사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자세히 통지해야 한다.
2. 조정부와 당사자들 사이의 연락은 사건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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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수료
1.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르는 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신청 도메인
이름의 수

조정부 수수료
1인 조정부

1 ~ 2 개의
도메인이름

US$700

3 ~ 5 개의
도메인이름

US$900

6 ~ 9 개의
도메인이름

US$1,100

3인 조정부
주 조정인:US$1,000
각 부조정인:US$600
주 조정인:US$1,200
각 부조정인:US$700
주 조정인:US$1,400
각 부조정인:US$800

10 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행정 수수료

총 수수료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US$600

US$1,300

US$2,800

US$700

US$1,600

US$3,300

US$800

US$1,900

US$3,800

ADNDRC의 담당 사무국에서 결정

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보충규칙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해당
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을 수령자로 한다.

◦ 북경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수
령자로 하고, 또는

◦ 홍콩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수령자로 하고,
또는

◦ 서울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수령
자로 하고, 또는

◦ 쿠알라룸푸르사무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
"를 수령자로 한다.
모든 수수료의 지불은 US달러 혹은 해당 사무국에서 수취가 허용된 지역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
3. 신청인은 제시된 모든 비용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단,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수수료를 분담하여야
한다.
4. 수수료에는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해당 센터 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은 지불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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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적인 처리의 결함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수 있다. 다만, 조정부가 선임된 이후에 취하되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수수료는

제1부

취하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고유의 권한으로 지불되었던 수수료를 환불할
환불되지 않는다.

제2부

제16조 면책
1.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만이나 비리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조정부는 절차규칙과 정책 및 보충규칙에 따라 수행한 행정소송에 관련된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3부

일체의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 등록 기관 또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2.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만이나 비리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센터와 그 사무소 및 직원들은 절차규칙과 정책 및 보충규칙에 따라

제4부

수행한 행정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 등록
기관 또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단수로만 표시된 단어는 복수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제5부

제17조 기타
경우도 동일하다.
2. 남성으로 표시된 단어는 여성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제6부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18조 개정
절차규칙과 규정에 따라 센터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의 동의 하에 동 보충규칙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보충규칙은 센터의 웹페이지(www.adndrc.org)에
부록

게시일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해석
보충규칙에 관한 한 센터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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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우리나라 법원의 도메인이름 관련 판결 목록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1

chanel.co.kr

99가합41812 상표권등침해금지

판결

1999.10.8.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2

viagra.co.kr

99가합8863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판결 1999.11.18.

서울동부지법

원고패

3

rolls-royce.co.kr

99가합9363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결 2000.5.18.

창원지법

원고패

4

jooyontech.com
jooyon.com

2000가합1637 도메인네임등록말소등

판결 2000.6.16.

인천지법

원고패

5

mastercard.co.kr

2000가합6471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판결 2000.9.14.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6

ferragamo.co.kr

2000가합5188 상표권등침해금지
2000가합31156(병합) 상표권침해금지

판결 2000.9.22.

서울중앙지법

사용금지

7

sgs.net
sgsgroup.net

2000가합20965 결정취소및도메인sgs.net
소유권확인등

판결 2000.9.22.

서울중앙지법

소 각하

8

legokorea.co.kr

2000가합31286손해배상등

판결 2000.11.10.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9

himart.co.kr

2000고단5178 상표법위반

판결
2000.11.14.
(형사)

서울중앙지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

10

chanel.co.kr

99나61196 상표권등침해금지

판결 2000.11.15.

서울고법

등록말소

11

himart.co.kr

99가합88101 상표권등침해금지

판결 2000.11.17.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12

fedex.co.kr

2000가합37185 표장사용금지등

판결 2000.12.8.

서울중앙지법

원고청구
기각

13

internet-ebs.co.kr

2000가합75347 손해배상(지)

판결 2000.12.22.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14

iebs.co.kr
iebs.net

2000가합75323 손해배상(지)

판결

2001.3.2.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15

dow.co.kr

2000가합67452 손해배상(지)

판결

2001.3.11.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6

dongbusteel.com

2000가합86835 도메인네임사용금지등

판결 2001.3.23.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17

internet-ebs.com

2000가합75330 손해배상(지)

판결

2001.5.11.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18

amazon.ne.kr

2001가합1397 서비스표권등침해금지

판결

2001.7.6.

서울북부지법

등록말소

19

rolls-royce.co.kr

2000나13078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결

2001.7.27.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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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판결선고일

20

mastercard.co.kr

2000나51560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판결 2001.8.22.

21

speedo.co.kr

2001가합39225 상표권침해금지

판결

22

antistoo.net

2000가합86668 손해배상(기)

판결

23

dealway.co.kr
dealway.com

24

법원

결과
항소기각

2001.9.14.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2001.9.19.

서울중앙지법

기각

2000가합5176
인터넷도메인이름등록정보변경

판결 2001.9.28.

서울서부지법

(등록정보변
경청구)기각

부산상조.com

2001고단564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01.10.25.
(형사)

부산지법

벌금
1백5십만원

25

interpark.co.kr

2001가합19146 도메인이름등록말소

판결

2001.11.2.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26

kodak.co.kr

2001가합5123 상표권침해금지등

판결

2001.11.9

서울중앙지법

등록말소

27

viagra.co.kr

99나66719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판결 2001.12.11.

서울고법

원심파기,
등록말소

28

hpweb.com

2000가합67360 손해배상(지)

판결 2001.12.14.

서울지법

기각

29

altavista.co.kr
alta.co.kr

2000가합16709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등

판결

30

internetebs.co.kr

2001고단2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31

findoffer.co.kr
findoffer.com
kotec.net

32

서울동부지법

등록말소

판결
2002.1.22.
(형사)

서울지법

벌금
1백만원

2001가합4869 도메인네임등록자지위확인등

판결

2002.4.1.

수원지법

등록정보변
경

psktdom.com

2002고단10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02.5.22.
(형사)

부산지법

벌금
4백만원

33

sungrak.pe.kr등

2001가합3690 도메인네임사용금지등

판결 2002.5.23.

서울북부지법

34

kodak.co.kr

2001나72120 상표권침해금지등

판결 2002.5.28.

서울고법

등록말소

35

dongbusteel.com

2001나19884 도메인네임사용금지등

판결

2002.7.3.

서울고법

원고소 각하
(등록유지)

36

hpweb.com

2002나4896 손해배상(지)

판결 2002.9.25.

서울고법

각하

37

firstcall.co.kr

2001가합63075 상표서비스표침해금지등

판결 2002.10.18. 서울중앙지법

말소

38

hsbccard.com

2001가합25165 소유권확인

판결 2002.10.18. 서울중앙지법

기각

39

sonybank.com

2001가합35469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
소유권확인

판결 2002.10.18. 서울중앙지법

기각

40

altavista.co.kr
alta.co.kr

2002나9860 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판결 2002.10.30.

서울고법

등록말소

41

altavista.co.kr
alta.co.kr

2002다68492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등

판결 2003.3.27.

대법원

42

psone.com

2003가합4314 도메인이름소유자명의변경

판결 2003.5.13.

대구지법

제4부

2002.1.10.

제3부

서울고법

제2부

관련 도메인이름

제1부

연번

제5부

말소
제6부
부록

기각
원고승

527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43

littledisney.co.kr

2002가합77514 표지사용중지등

판결 2003.6.27.

서울중앙지법

말소

44

sex.biz

2002가합72847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3.9.19.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45

kaja.co.kr

2002가합4656(본소) 소유권확인
2002가합5970(반소) 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판결 2003.10.10. 서울동부지법

원고패

46

ccfhsbc.com
hsbcccf.com

2002가합35343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판결 2003.12.12. 서울중앙지법

기각

47

startv.co.kr

2002가합79664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판결 2003.12.26. 서울중앙지법

기각

48

morinaga.co.kr

2003가합24685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서울중앙지법

피고승

49

hpweb.com

2002다59788 손해배상(지)

판결 2004.1.27.

대법원

원고패

50

webplus.com

2002가합29744 등록권확인

판결 2004.1.30.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51

rolls-royce.co.kr

2001다57709 상표권
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결 2004.2.13.

대법원

52

kangwonland.co.kr

2003가합556(본소) 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2004가합140(반소) 상표등록말소

판결

53

viagra.co.kr

2002다13782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판결 2004.5.14.

54

kbsi.co.kr

2003가합9484 도메인이름사용권확인

판결

55

elpairs.com

2002가합5929 도메인등록권확인

판결

56

cebit.com

2003가합88245
도메인이름이전등청구권부존재확인

57

세콤(키워드)

58

2004.1.15.

법원

결과

상고기각

춘천지법
영월지원

원고패

대법원

원고승

2004.6.4.

서울남부지법

원고패

2004.7.8.

광주지법

원고패

판결 2004.8.19.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2004가합91385 부정경쟁행위등금지

판결 2004.8.26.

서울중앙지법

기각

imr.com

2003가단162320 도메인이름이전등 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 2004.9.24.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59

hsbccard.com

2002나68784 소유권확인

판결 2004.10.27.

서울고법

60

imbc.co.kr

2004가합2018(본소) 부정경쟁행위금지
2004가합3363(반소) 도메인이름보유권확인

판결 2004.11.11.

서울북부지법

61

harrypotter.co.kr

2003가합943 도메인이름말소금지청구

판결 2004.11.12.

대구지법
경주지원

원고패

62

hsbccard.com

2004다64562 소유권확인

판결

2005.3.11.

대법원

원고패

63

ecomist.co.kr

2005가합627도메인반화

판결

2005.7.5.

서울남부지법

원고패

64

imbc.co.kr

2004나91948(본소) 부정경쟁행위금지
2004나91955(반소) 도메인이름보유권확인

판결

2005.7.6.

서울고법

항소기각

65

luckyworld.com

2005가합1579 도메인이름등록자명의이전등

판결

2005.8.1.

대전지법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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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66

dongbusteel.com

2005가합3012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판결 2005.9.23.

서울동부지법

원고승

67

장수온돌.돌침대

2005가합8687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판결 2005.9.30.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68

hpweb.com

2005나23409 손해배상(지)

판결

2005.11.8.

서울고법

항소기각

69

ecomist.co.kr

2005나57792 도메인 반환

판결 2005.11.30.

서울고법

원고승

70

isetan.co.kr

2004가합9260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등

판결

2006.1.17.

광주지법

기각

71

fanuc.co.kr

2005가합20203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

판결

2006.1.17.

수원지법

원고승

72

luckyworld.com

2005나9461 도메인이름등록자명의이전등

판결 2006.3.24.

대전고법

항소기각

73

citrix.co.kr

2005가합2110 도메인이름등록말소

판결 2006.5.24.

서울서부지법

74

dongbusteel.com

2005나102258 도메인네임등록말소

판결 2006.6.07.

서울고법

항소기각

75

easterntelecom.com

2003가합4171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6.6.9.

청주지법

원고승

76

장수온돌.돌침대

2005나96124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판결 2006.6.27.

서울고법

항소기각

77

irgroup.com

2003가합35906
도메인이름이전등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6.9.15.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78

disneystore.co.kr

2006가합58818 도메인이름권리확인

판결 2007.4.13.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79

nvidia.co.kr

2006가합 86516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07.7.4.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80

myspce.com

2006가합53066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판결 2007.8.30.

서울중앙지법

일부인용

81

wes.com

2006가합74971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7.10.11.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82

pettersgrouppolaroid.com

2006가합12583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등

판결

83

pioneer.co.kr

2007가합31803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07.11.21.

84

mbf.com

2006가합10839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등

판결

85

ccfhsbc.com
hsbcccf.com

2004다72457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86

weddingritz.com

87

결과

제2부

원고승

제4부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2008.1.8.

대구지법

원고 승

판결

2008.2.1.

대법원

원고승

2004가합54560
도메인이름등록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8.3.7.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airchina.com

2007가합5745(본소)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2008가합372(반소)
도메인이름이전등록청구등

판결 2008.3.27.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고일부승

88

wellfargo.com

2007가합708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
확인

판결
2008.4.16.
(이송)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송

89

sens.co.kr

2007가합79720, 2008가합1236
도메인이름권리확인, 도메인이름등록말소

판결

부록

서울중앙지법

제6부

원고패

제5부

대구지법

2008.5.1.

제3부

2007.11.6.

법원

제1부

연번

원고패

529

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2008.5.8.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90

delonghi.co.kr

2006가합31110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등

판결

91

merck-serono.com
merckserono.com

2007가합5089(본소)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등
록이전청구권부존재
2007가합17037(반소)
인터넷도메인이름이전등

판결 2008.5.23.

인천지법

원고패

92

ifill.com

2007가합16978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 청구

판결 2008.6.19.

서울남부지법

원고패

93

ccfhsbc.com
hsbcccf.com

2008나21077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판결 2008.6.25.

서울고법

항소기각

94

herts.com

2007가합11141(본소)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
유권확인
2008가합6375(반소)도메인등록말소

판결

2008.7.3.

광주지법

원고패

95

inkel.com
inkelpa.com

2007가합23107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

판결

2008.7.11.

수원지법

원고승

96

장수온돌.돌침대

2006다51577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등

판결 2008.9.25.

97

pumagolf.co.kr

2008가합53053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08.10.17.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98

semicon.com

2008가합4867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8.10.30.

광주지법

원고승

99

hpweb.com

2005다75071 손해배상(지)

판결 2008.4.24.

대법원

파기환송

100 hpweb.com

2008나43015 손해배상(지)

판결

2009.1.21.

서울고법

항소기각

101 semicon.com

2008가합4867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8.10.30.

광주지법

원고승

102 pumagolf.co.kr

2008가합53053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08.10.7.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03 hpweb.com

2008나43015 손해배상(지)

판결

104 wellfargo.com

2008가합47119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본소)
2008가합81607 도메인이전(반소)

판결 2009.9.22.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105 oki.co.kr

2006가합7862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

판결 2009.11.12.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caselogic.co.kr
caselogic.kr
caselogickorea.co.kr
106
caselogickorea.kr
caselogicmall.co.kr
caselogicmall.kr

2008가합126340 도메인확인

판결 2009.11.13.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07 kbank.com

2008가합81607 도메인이전

판결 2009.5.22.

서울동부지법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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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제1부

108 hoar.com

2007가합8157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
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9.6.4.

수원지법
안산지원

109 thephonehouse.com

2007가합105698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

2009.8.11.

서울중앙지법

각하명령

110 autopromotec.com

2007가합14784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판결 2009.1.23.

대구지법

각하명령

111 thomson-reuters.com

2008가합1457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판결

2009.1.16.

대구지법

각하명령

112 wall-mart.com

2008가합2092
도메인이름이전등록청구권부존재

판결

2009.6.9.

대구지법

원고일부승

113 cobega.com

2009가합5708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판결 2009.8.10.

대구지법

소장각하명
령

114 viatour.com

2008가합62484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09.9.16.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15 fruitella.com

2009가합11978 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판결

2010.1.14.

광주지법

원고승

116 zocbom.com

2009가합67844 도메인이름말소등록

판결

2010.2.17.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2009가합15059 사용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등

판결

2010.4.8.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고패

118 celluarsouth.com

2009가합132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판결

2010.4.21.

청주지법
영동지원

원고패

119 usa300.com

2009가합3055
도메인이름이전등록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10.7.16.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20 addidas.com

2010가합45031(본소)
도메인이름이전등록청구권등 부존재확인
2010가합64681(반소) 도메인이름이전등록

판결

2010.8.13.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21 nca.com

2009가합11550
도메인이름 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판결

2010.8.17.

대구지법

원고패

122 bullsex.com

2009가합12414 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판결 2010.8.26.

광주지법

원고승

123 k2.co.kr

2010가합43684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등

판결

2010.9.17.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24 ktlogis24.co.kr

2010가합142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판결 2010.10.15.

서울중앙지법

피고승

125 iboss.com

2009가합18527 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판결

2010.11.4.

서울남부지법

원고승

126 ehwa.com

2010가합6550 부정경쟁행위금지

판결 2010.12.23

서울서부지법

원고승

127 hpweb.com

2009다15596 손해배상(지)

판결

2011.5.26.

대법원

128 nutripack.com

2010카합2692 도메인이름이전금지가처분

판결

2011.7.7.

서울중앙지법

129 마하몰.한국

2010도7088 상표법위반

판결

2011.8.25.

대법원

상고기각

130 flexa-korea.com

2011가합729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결

2011.8.25.

수원지법

이전 등록

제3부
제4부

onstyle.co.kr,
onstyle.kr

제2부

117

원고승

제5부
제6부
부록

상고기각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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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분쟁백서
2016

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2011.8.25.

서울고법

원고승

131 ehwa.com

2011나13496 부정행위 금지

판결

132 verision.com

2011가합55899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11.11.22.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33 katana.co.kr

2010나115746 상표사용금지 등

판결 2011.11.30.

서울고법

원고패

134 flexa-korea.com

2011나80953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결

2012.2.2.

서울고법

피고패

135 flexa-korea.com

2011나80953 부정경쟁행위금지등

판결 2012.2.23.

서울고법

항소기각

136 tablenjoy.com

2011가합17718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

판결

2012.4.3.

서울남부지법

일부인용

137 ktdom.com

2010가합8669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판결

2012.4.6.

서울중앙지법

일부인용

138 cafe24.net

2012가합505940 도메인 분쟁

판결

2012.7.10.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39 homedepo.com

2011가합118653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등

판결 2012.7.24.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40 kangnampoly.com

2012가합5597 상호사용금지 등

판결 2012.8.29.

서울동부지법

원고승

141 citycard.com

2011가합98322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42 iptime.com

2012가합4002(본소)
판결 2012.9.25.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2012가합8240(반소) 도메인이름이전등록말소

대구지법

원고패

143 amway.co.kr

2012가합10121
인터넷주소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12.9.26.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44 총리실.한국

2012가합2267 도메인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판결 2012.9.26.

서울중앙지법

소 각하

145 burtsbeesmall.com

2012카합11543
인터넷주소이전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12.12.11.

서울고법

항소기각

146 kangnampoly.com

2012나72973(본소) 상호사용금지등
2012나94447(반소)가맹점운영권존재확인

판결

2013.1.31.

서울고법

원고패

147 armanihotel.com

2012가합2927(본소) 소유권확인
2012가합12191(반소) 소유권확인

판결

2013.2.1.

서울서부지법

원고패

xstrataglencore.com
glencore-xstrate.com
148 glencorexstrataintern
ational.com
glencorexstrata.com

2012가합71096
도메인네임사용금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판결

2013.4.12.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49 k2.co.kr

2011다64836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판결 2013.4.26.

대법원

150 richardgreen.com

2012가합16552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등

판결 2013.5.23.

서울남부지법

원고패

151 gaspari.com

2012가합74439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등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52 iptime.com

2012나5804(본소)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등
2012나5811(반소) 도메인이름이전등록말소

판결 2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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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2013가합27713
인터넷주소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13.8.30.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o2soft.com,
155 o2-media.com,
o2sport.com

2012가합5609
도메인소유권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판결

2013.9.5.

서울북부지법

원고승

156 팝리니지

2013가합2128 부정경쟁행위중지

판결

2013.9.10.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고패

157 nca.com

2011다57661 도메인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판결

2013.9.12.

대법원

158 crowngene.co.kr

2012가합14853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2가합23338(병합) 손해배상

판결 2013.9.26.

서울남부지법

원고승

159 ford.co.kr

2013가합33503 소유권재확인

판결 2013.12.13.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60 icoupons.co.kr

2013허6622 등록취소

판결

2014.2.6.

특허법원

원고패

161 eleader.com

2012가합5827 도메인이전결정 취소 및
소유권확인

판결

2014.2.14.

서울서부지법

원고승

162 twitter.co.kr

2013가합537227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 2014.2.20.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63 iceberry.com

2012나93659 서비스표 사용금지 등

판결

2014.4.10.

서울고법

164 digue.co.kr

2014가합506565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소

판결

2014.4.11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54

aveda.co.kr,
aveda.kr

상고기각

제4부

항소기각

sonjabee.co.kr,
sonjabee.kr

2013가합9837(본소)
인터넷주소이전등부존재확인,
2014가합196(반소) 인터넷주소등록말소

판결 2014.4.24.

대전지법

원고패

166

aveda.co.kr,
aveda.kr

2013나59175 인터넷주소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14.5.8.

서울고법

항소기각

2013가합87838(본소)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 부존재확인,
2014가합1497(반소) 손해배상 등

판결

2014.5.16.

서울중앙지법

부록

windowgame.com,
windowsgame.com,
windowazure.com,
window7.com,
window8.com,
window9.com,
167 window10.com,
windowxp.com,
windowphones.com,
window7xp.com,
window7.net,
windowsnow.com,
microsoftbazaar.com

제6부

165

제5부

벌금
3백만원

제3부

인천지법

제2부

판결
2013.8.29.
(형사)

제1부

2012노3734 상표법위반

153 e-lgcapotal.co.kr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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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168 ewha.com

2011다77269 부정경쟁행위금지

판결

2014.5.16.

대법원

169 mkcandle.com

2013가합79639 도메인이전청구 등

판결

2014.7.4.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70 imediway.com

2014가합2943
소유권이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판결

2014.7.16.

서울동부지법

원고패

171 crowngene.co.kr

2013나71687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판결 2014.7.24.

서울고법

172 katana.co.kr

2012다6035 손해배상금

판결 2014.8.20.

대법원

173 모모코.net

2013가합55243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판결 2014.8.28.

서울중앙지법

2014다38654 인터넷주소말소의무부존재확인

판결

2014.9.5.

대법원

상고기각

windowgame.com,
windowsgame.com,
windowazure.com,
window7.com,
window8.com,
window9.com,
175 window10.com,
windowxp.com,
windowphones.com,
window7xp.com,
window7.net,
windowsnow.com,
microsoftbazaar.com

2014나2018184(본소)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확인,
2014나2018191(반소) 손해배상 등

판결

2014.9.18.

서울고법

항소기각

176 philair.co.kr

2013가합560050 손해배상(기)

판결

2014.9.19.

서울중앙지법

177 twitter.co.kr

2014나2008453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

판결 2014.9.25.

서울고법

178 voskin.co.kr

2013가합67643 손해배상

판결 2014.9.26.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2013가합52626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판결

2014.10.8.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180 macpat.com

2013가합68585 양도무효확인 및 반환양도

판결 2014.11.14.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81 skiworld.co.kr

2013가합563486 물품대금

판결

2014.11.21

서울중앙지법

원고패

182 kgic.co.kr

2014가합9381 도메인이름 말소등록 등

판결

2015.1.27.

서울남부지법

원고패

183 milkystore.co.kr

2014가단8924 매매대금반환

판결

2015.2.4.

광주지법

원고승

184 longrich.co.kr

2014가합105118 상호 등 침해금지

판결

2015.2.11.

서울동부지법

원고일부승

185 waffleuniversity.co.kr

2014가합35933 상호사용금지 등

판결

2015.2.13.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186 ssro.ac

2014가합518766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

2015.2.13.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187 voskin.co.kr

2014나49823 손해배상

판결

2015.2.17.

서울고법

174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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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관련 도메인이름

사건번호

종류

판결선고일

법원

결과

판결

2015.4.1.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89 clarotv.com

2012가합10465
도메인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판결

2015.4.2.

서울북부지법

원고패

190 mkcandle.net

2014나38502 도메인이전청구 등

판결

2015.4.9.

서울고법

항소기각

ssro.ac
ssro.co.kr

2015나2016772 상표권침해금지 등

판결

2015.7.16.

서울고등법원

원고일부승

192

milkydress.com
tokyolovesoap.co.kr

2014가합515705 상표권 침해금지 등

판결 2015.7.24.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193 electrolube.co.kr

2015가합506302 도메인등록이전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승

194 marlene.co.kr

2014가단5281697 물품대금

판결 2015.10.30.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195 enha.kr

2014가합44470 저작권 침해금지

판결 2015.11.27.

원고일부승

2015.8.21.

서울중앙지법

제3부

191

제2부

2014가합15564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제1부

188 gamescom.com

제4부
제5부
제6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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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제1부

및 결정 목록

사건 수

이전

42건

말소

48건

기각

12건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18건

수수료 미납 등에 의한 취하

6건

총 건수

126건

제3부

처리결과

제2부

∎ 처리 현황

제4부

∎ 결정 목록
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1인

이전(2002.3.28.)

KR2002-0002

cartier.co.kr

2002.1.29.

1인

이전(2002.3.28.)

KR2002-0003

nescafe.co.kr

2002.2.4.

1인

이전(2002.3.28.)

KR2002-0004

logitech.co.kr

2002.2.27.

3인

이전(2002.5.6.)

KR2002-0005

eureka.co.kr

2002.3.8.

3인

기각(2002.4.11.)

KR2002-0007

intesabci.co.kr

2002.3.19.

1인

이전(2002.5.17.)

KR2002-0010

michelin.co.kr

2002.4.13.

1인

이전(2002.5.23.)

KR2002-0011

samsungeverland.co.kr

2002.4.16.

3인

이전(2002.5.9.)

KR2002-0012

allianz.co.kr/allianzlife.co.kr

2002.4.24.

3인

이전(2002.6.28.)

KR2002-0013

kaja.co.kr

2002.4.24.

1인

이전(2002.6.10.)

KR2002-0015

bayerkorea.co.kr

2002.5.9.

1인

이전(2002.6.17.)

KR2002-0017

yahoosex.co.kr

2002.5.15.

1인

이전(2002.7.3.)

KR2002-0019

bestwestern.co.kr

2002.5.18.

3인

이전(2002.7.13.)

KR2002-0020

decopanel.co.kr

2002.5.20.

1인

기각(2002.7.4.)

KR2002-0021

shiseido.co.kr

2002.6.10.

3인

이전(2002.7.29.)

KR2002-0022

rolex.co.kr

2002.6.18.

1인

말소(2002.8.7.)

부록

2002.1.22.

제6부

ziebart.co.kr

제5부

KR20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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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KR2002-0023

rolexclub.co.kr

2002.6.18.

1인

말소(2002.8.16.)

KR2002-0024

usedrolex.co.kr

2002.6.18.

1인

말소(2002.7.27.)

KR2002-0025

sungrak.co.kr

2002.6.27.

1인

이전(2002.9.6.)

KR2002-0027

visa.co.kr

2002.7.18.

3인

기각(2002.11.9.)

KR2002-0028

yahootour114.co.kr

2002.7.9.

1인

이전(2002.8.14.)

KR2002-0029

toshiba.co.kr

2002.8.6.

3인

말소(2002.9.9.)

KR2002-0031

kidsrus.co.kr

2002.8.13.

3인

말소(2002.9.19.)

KR2002-0032

toysrus.co.kr

2002.8.13.

3인

말소(2002.9.19.)

KR2002-0033

organon.co.kr

2002.8.13.

3인

이전(2002.9.17.)

KR2002-0036

startv.co.kr

2002.9.13.

3인

이전(2002.11.14.)

KR2002-0038

nikeshop.co.kr

2002.9.27.

3인

이전(2002.12.13.)

KR2002-0039

ebay.co.kr

2002.9.27.

1인

기각(2002.11.11.)

KR2002-0040

dkny.co.kr

2002.10.4.

1인

말소(2002.10.21.)

KR2002-0041

coffeemate.co.kr

2002.10.10.

1인

기각(2002.11.5.)

KR2002-0042

pfizer.co.kr

2002.10.14.

3인

이전(2002.11.14.)

KR2002-0043

playboytv.co.kr

2002.10.14.

3인

말소(2002.12.14.)

KR2002-0044

timberland.co.kr

2002.10.18.

3인

이전(2002.12.30.)

KR2002-0045

oakley.co.kr

2002.10.18.

1인

기각(2002.11.20.)

KR2002-0046

disney.co.kr

2002.11.6.

3인

이전(2002.12.30.)

KR2002-0047

wal-mart.co.kr

2002.11.15.

1인

말소(2003.1.15.)

KR2002-0048

compuware.co.kr

2002.11.15.

1인

말소(2002.12.31.)

KR2002-0049

nespresso.co.kr

2002.12.2.

3인

말소(2003.1.27.)

KR2002-0050

bichumi.co.kr

2002.12.13.

3인

기각(2003.1.25.)

KR2002-0051

kitty.co.kr

2002.12.20.

3인

말소(2003.2.20.)

KR2002-0052

kittykorea.co.kr

2002.12.20.

3인

말소(2003.2.20.)

KR2003-0001

wooricard.co.kr

2003.1.10.

1인

이전(2003.4.10.)

KR2003-0003

tamiya.co.kr

2003.1.28.

1인

이전(2003.3.12.)

KR2003-0004

coffeemate.co.kr

2003.2.8.

3인

이전(2003.3.29.)

KR2003-0005

starshot.co.kr

2003.2.10.

1인

말소(2003.3.14.)

KR2003-0006

worldcybergame.co.kr

2003.2.21.

3인

말소(2003.3.28.)

KR2003-0007

morinaga.co.kr

2003.2.24.

3인

말소(20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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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03.3.25.

1인

이전(2003.4.28.)

KR2003-0010

psone.co.kr

2003.4.1.

3인

말소(2003.5.27.)

KR2003-0011

koreacasio.co.kr

2003.4.4.

3인

말소(2003.5.30.)

KR2003-0014

kangwonland.co.kr

2003.4.22.

1인

이전(2003.6.2.)

KR2003-0015

ubisoft.co.kr

2003.5.7.

1인

말소(2003.6.11.)

KR2003-0017

casiowatch.co.kr

2003.5.20.

3인

말소(2003.6.21.)

KR2003-0018

casiopia.co.kr

2003.5.22.

3인

기각(2003.6.26.)

KR2003-0019

milaschon.co.kr

2003.5.23.

3인

이전(2003.6.17.)

KR2003-0020

yezac.co.kr

2003.5.22.

3인

기각(2003.7.11.)

KR2003-0021

casiokorea.co.kr

2003.5.22.

3인

이전(2003.6.21.)

KR2003-0022

gshock.co.kr

2003.5.23.

3인

말소(2003.8.26.)

KR2003-0023

5425.co.kr

2003.5.28.

3인

이전(2003.7.5.)

KR2003-0024

kbsi.co.kr

2003.6.11.

1인

이전(2003.7.9.)

KR2003-0025

lacoste.co.kr

2003.6.11.

1인

말소(2003.7.11.)

KR2003-0026

alfreddunhill.co.kr/alfred-dunhill.co.kr

2003.6.24.

3인

말소(2003.7.18.)

KR2003-0027

bacardi.co.kr

2003.6.24.

3인

이전(2003.8.8.)

KR2003-0028

coffeemate.co.kr

2003.6.11.

3인

이전(2003.8.4.)

KR2003-0029

pentax.co.kr

2003.7.30.

3인

말소(2003.9.5.)

KR2003-0030

abercrombieandfitch.co.kr

2003.7.31.

1인

말소(2003.9.3.)

KR2003-0031

sisatoeic.co.kr

2003.7.31.

3인

이전(2003.9.30.)

KR2003-0032

lespo.co.kr

2003.8.4.

1인

이전(2003.10.14.)

KR2003-0033

samchulylespo.co.kr

2003.8.4.

1인

이전(2003.10.4.)

KR2003-0034

volkswagen.co.kr

2003.9.30.

3인

말소(2003.11.24.)

KR2003-0035

morganstanley.co.kr

2003.8.13.

1인

말소(2003.12.19.)

KR2003-0036

koland.co.kr

2003.8.26.

1인

이전(2003.9.29.)

KR2003-0037

harrypotter.co.kr

2003.9.3.

1인

말소(2003.11.11.)

KR2003-0038

samsclub.co.kr

2003.9.4.

1인

기각(2004.10.6.)

KR2003-0039

wallmart.co.kr

2003.9.4.

1인

말소(2003.9.23.)

KR2003-0040

walmartkorea.co.kr

2003.9.4.

1인

말소(2003.9.23.)

KR2003-0041

walmartstore.co.kr

2003.9.4.

1인

말소(2003.10.31.)

부록

yahoolotto.co.kr

제6부

KR2003-0009

제5부

말소(2003.4.19.)

제4부

3인

제3부

2003.3.7.

제2부

playstationbb.co.kr

제1부

KR200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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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42

walmartstores.co.kr

2003.9.4.

1인

말소(2003.10.31.)

KR2003-0043

morningwell.co.kr

2003.9.17.

1인

이전(2003.10.13.)

KR2003-0044

dermalogica.co.kr

2003.9.17.

3인

말소(2004.2.6.)

KR2003-0045

vw.co.kr

2003.11.7.

1인

말소(2004.3.8.)

KR2003-0046

agnona.co.kr

2003.11.20.

1인

말소(2003.12.5.)

KR2003-0048

samsungprinter.co.kr

2003.12.19.

1인

이전(2004.2.12.)

KR2003-0049

dinersclub.co.kr

2003.12.22.

1인

말소(2004.1.31.)

KR2004-0001

gore-tex.co.kr

2004.1.16.

3인

말소(2004.3.6.)

KR2004-0003

orix.co.kr

2004.4.1.

1인

말소(2004.6.25.)

KR2004-0004

kevin.co.kr

2004.3.15.

3인

이전(2004.4.26.)

KR2004-0006

grundfospumps.co.kr

2004.3.17.

3인

말소(2004.4.26.)

KR2004-0007

imbc.co.kr

2004.3.26.

3인

이전(2004.5.22.)

KR2004-0008

3mtouch.co.kr

2004.3.31.

3인

말소(2004.6.21.)

KR2004-0009

tartineetchocolat.co.kr

2004.4.13.

1인

이전(2004.5.31.)

KR2004-0011

isetan.co.kr

2004.5.13.

1인

기각(2004.9.1.)

KR2004-0012

koreaisetan.co.kr

2004.5.13.

1인

말소(2004.7.1.)

KR2004-0013

yohoo.co.kr

2004.5.4.

1인

이전(2004.6.24.)

KR2004-0015

thesportsauthority/sportsauthority.co.kr

2004.5.7.

1인

말소(2004.7.9.)

KR2004-0016

vuitton.co.kr

2004.6.9.

1인

말소(2004.8.2.)

KR2004-0019

burberry.co.kr

2004.6.30.

1인

말소(2004.8.30.)

KR2004-0020

ups.co.kr

2004.6.30.

1인

말소(2004.8.6.)

KR2004-0021

upsbank.co.kr

2004.6.30.

1인

기각(2004.8.6.)

KR2004-0022

butler.co.kr

2004.7.26.

1인

말소(2004.8.27.)

KR2004-0023

burberrys.co.kr

2004.7.30.

1인

말소(20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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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제1부

및 결정 목록
∎ 처리 현황
137건

말소

238건

기각

25건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60건

수수료 미납 등에 의한 취하

18건

소제기로 인한 조정절차 중지

1건

총 건수

479건

제4부

이전

제3부

사건 수

제2부

처리결과

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제5부

∎ 결정 목록
결정내용(결정일)

2005.3.2.

1인

기각(2005.5.27.)

D2005-A00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2.24.

-

취하(2005.3.25.)

D2005-A003

burberrymall.co.kr

2005.3.14.

1인

말소(2005.4.12.)

D2005-A004

uniqlo.co.kr

2005.3.14.

3인

말소(2005.6.8.)

D2005-A005

saint-gobain.co.kr

2005.3.15.

1인

이전(2005.6.16.)

D2005-A006

hanglass.co.kr

2005.3.23.

3인

이전(2005.5.31.)

D2005-A007

misterdonut.co.kr

2005.3.25.

1인

말소(2005.4.29.)

D2005-A008

burberryshop.co.kr

2005.3.30.

1인

말소(2005.5.23.)

D2005-A009

dknymall.co.kr

2005.4.1.

1인

말소(2005.5.6.)

D2005-A010

emporioarmani.co.kr

2005.4.14.

1인

말소(2005.6.21.)

D2005-A011

samsclub.co.kr

2005.4.19.

1인

말소(2005.5.25.)

D2005-A012

harrypotter.co.kr

2005.5.11.

3인

말소(2005.6.24.)

D2005-A013

porsche.co.kr

2005.6.2.

1인

말소(2005.8.1.)

D2005-A014

sonypictures.co.kr

2005.6.20.

3인

말소(2005.8.10.)

부록

rasara.co.kr

제6부

D2005-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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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5-A015

chrysler.co.kr

2005.8.3.

1인

이전(2005.10.14.)

D2005-A016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 8.3.

-

취하(2005.9.9.)

D2005-A01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6.22.

-

취하(2005.6.27.)

D2005-A01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7.19.

-

취하(2005.8.31.)

D2005-A019

samsung.or.kr

2005.7.19.

1인

이전(2005.9.23.)

D2005-A020

samsung.pe.kr

2005.7.19.

1인

말소(2005.9.23.)

D2005-A021

burberrybaby.co.kr

2005.7.5.

1인

말소(2005.8.16.)

D2005-A022

nburberry.co.kr

2005.7.11.

1인

말소(2005.8.16.)

D2005-A023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8.26.

-

취하(2005.9.5.)

D2005-A024

ram-mount.co.kr
rammount.co.kr

2005.7.29.

1인

말소(2005.9.16.)

D2005-A025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05.8.22.)

D2005-A026

samsumgall.co.kr

2005.9.14.

1인

말소(2005.10.31.)

D2005-A027

taeus.co.kr

2005.9.22.

3인

기각(2006.1.6.)

D2005-A028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D2005-A029

hanglass.pe.kr

2005.11.7.

3인

말소(2005.12.16.)

D2005-A030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11.9.

-

취하(2006.1.11.)

D2005-A031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5.11.10.

-

취하(2005.11.21.)

D2005-A032

bottegaveneta.co.kr

2005.11.11.

1인

말소(2006.1.4.)

D2005-A033

antisec.co.kr

2005.11.29.

1인

이전(2005.12.23.)

D2005-A034

samsungportal.co.kr

2005.12.1.

1인

이전(2006.1.10.)

D2005-A035

nextbase.co.kr

2005.12.7.

1인

말소(2006.1.13.)

D2005-A036

samgsunganycall.co.kr

2005.12.27.

1인

이전(2006.2.14.)

D2005-A037

hauzenshop.co.kr

2005.12.29.

1인

이전(2006.2.2.)

D2005-A038

babybjorn.co.kr
babybjorn.or.kr
babybjorn.pe.kr
babybjorn.ne.kr

2005.12.29.

3인

말소(2006.3.13.)

D2005-A039

walmart.co.kr

2005.12.29.

1인

말소(2006.2.9.)

D2005-A040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6.1.4.

-

취하(2006.2.1.)

D2005-A041

tetris.pe.kr

2006.1.4.

1인

말소(2006.2.6.)

D2006-A001

lenovo.co.kr

2006.1.5.

1인

말소(2006.3.7.)

D2006-A002

delonghi.co.kr

2006.1.9.

1인

말소(2006.3.23.)

542

취하간주(2005.11.8.)

Ⅳ.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조정신청사건 처리
처리 현황
현황 및
및 결정 목록

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06.2.13.

3인

말소(2006.5.2.)

D2006-A005

seiko.co.kr

2006.2.15.

3인

말소(2006.4.7.)

D2006-A006

yahoomall.co.kr
yahoomart.co.kr
yahootv.co.kr

2006.3.7.

1인

이전(2006.4.10.)

D2006-A007

disneystore.co.kr

2006.3.31.

1인

이전(2006.6.22.)

D2006-A008

mcm.co.kr

2006.4.6.

1인

기각(2006.8.2.)

D2006-A009

windowsmedia.co.kr

2006.4.21.

1인

말소(2006.5.18.)

D2006-A010

samsungav.co.kr

2006.4.24.

1인

이전(2006.6.5.)

D2006-A011

samsungcnc.co.kr

2006.4.24.

1인

이전(2006.6.5.)

D2006-A012

haut.co.kr

2006.4.28.

1인

이전(2006.6.8.)

D2006-A013

wooribank.co.kr

2006.4.28.

1인

이전(2006.8.1.)

D2006-A014

imom.co.kr

2006.5.8.

1인

기각(2006.6.7.)

D2006-A015

did.co.kr

2006.5.10.

1인

기각(2006.6.12.)

D2006-A016

interpark.pe.kr

2006.5.19.

1인

기각(2006.7.6.)

D2006-A017

interpark.ne.kr

2006.5.19.

1인

이전(2006.6.30.)

D2006-A01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6.5.19.

-

취하(2006.6.2.)

D2006-A019

liveabc.co.kr

2006.6.12.

1인

기각(2006.8.8.)

D2006-A020

sanrio.co.kr

2006.6.29.

3인

이전(2006.8.22.)

D2006-A021

gap.co.kr

2006.6.30.

1인

이전(2006.8.23.)

D2006-A022

babygap.co.kr

2006.6.30.

1인

이전(2006.8.23.)

D2006-A023

bananarepublic.co.kr

2006.6.30.

1인

이전(2006.8.18.)

D2006-A024

oki.co.kr

2006.7.3.

1인

말소(2006.8.24.)

D2006-A025

월마트.kr

2006.7.5.

1인

말소(2006.8.14.)

D2006-A026

seminis.co.kr

2006.7.6.

1인

이전(2006.8.16.)

D2006-A027

rnagolf.co.kr

2006.7.21.

3인

말소(2006.10.19.)

D2006-A028

nvidia.co.kr

2006.7.28.

1인

말소(2006.9.27.)

D2006-A029

epsonstore.co.kr

2006.8.14.

1인

이전(2006.9.25.)

D2006-A030

eurohair.co.kr

2006.8.18.

1인

이전(2006.9.28.)

D2006-A031

ucybos.co.kr
u-cybos.co.kr

2006.9.20.

1인

이전(2006.11.22.)

부록

rexam.co.kr

제6부

D2006-A004

제5부

말소(2006.3.2.)

제4부

1인

제3부

2006.2.3.

제2부

e-burberry.co.kr

제1부

D2006-A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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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6-A032

benq.co.kr

2006.9.26.

1인

이전(2006.11.21.)

D2006-A033

pumpkinpatch.co.kr

2006.11.8.

1인

말소(2006.12.12.)

D2006-A034

cass.co.kr

2006.11.9.

1인

이전(2006.12.22)

D2006-A035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06.11.24.)

D2006-A036

citigroup.co.kr

2006.12.4.

3인

말소(2007.2.5.)

D2006-A037

subwaykorea.co.kr

2006.12.13.

1인

말소(2007.2.28.)

D2006-A038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07.1.4.)

D2006-A039

officedepot.co.kr

2006.12.29.

1인

말소(2007.3.26.)

D2006-L001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07.1.8.)

D2007-A001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4.

-

취하(2007.4.11.)

D2007-A002

tumi.co.kr

2007.1.10.

3인

말소(2007.2.23.)

D2007-A003

barneys.co.kr

2007.1.11.

3인

말소(2007.2.21.)

D2007-A004

kolonsports.co.kr

2007.1.15.

1인

이전(2007.3.26.)

D2007-A005

esprit.co.kr

2007.2.13.

1인

말소(2007.3.15.)

D2007-A006

pioneer.co.kr

2007.2.22.

1인

말소(2007.4.2.)

D2007-A007

loccitane.co.kr

2007.3.6.

1인

이전(2007.4.25.)

D2007-A008

mustela.co.kr

2007.3.7.

1인

말소(2007.4.16.)

D2007-A009

royalcanin.co.kr

2007.3.30.

3인

이전(2007.5.26.)

D2007-A010

jpmorgan.co.kr

2007.4.3.

3인

말소(2007.5.28.)

D2007-A011

webex.co.kr

2007.4.5.

1인

말소(2007.5.21.)

D2007-A012

louisvuitton.co.kr
louis-vuitton.co.kr

2007.4.10.

1인

말소(2007.5.9.)

D2007-A013

skiworld.co.kr

2007.4.11.

1인

이전(2007.6.18.)

D2007-A014

withcapital.co.kr

2007.4.26.

1인

말소(2007.6.26.)

D2007-A015

paperone.co.kr

2007.5.14.

3인

말소(2007.6.14.)

D2007-A016

samsungtechwin.kr

2007.5.22.

1인

이전(2007.7.5.)

D2007-A01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5.31.

-

취하(2007.6.5.)

D2007-A018

educar.kr

2007.6.5.

1인

이전(2007.8.6.)

D2007-A019

sens.co.kr

2007.7.2.

1인

이전(2007.8.29.)

D2007-A020

jeilbank.co.kr

2007.7.5.

3인

기각(2007.9.18.)

D2007-A021

passone.co.kr

2007.7.25.

3인

기각(2007.9.27.)

D2007-A022

psynet.kr

2007.8.16.

1인

이전(2007.10.29.)

544

Ⅳ.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조정신청사건 처리
처리 현황
현황 및
및 결정 목록

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07.8.23.

1인

말소(2007.10.5.)

D2007-A025

skinrx.kr

2007.8.29.

1인

이전(2007.10.2.)

D2007-A026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9.12.

-

취하(2007.11.7.)

D2007-A02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1.2.

-

취하(2007.12.5.)

D2007-A028

ssart.kr
pharmon.kr

2007.11.9.

1인

이전(2008.1.7.)

D2007-A029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1.26.

-

취하(2007.12.18.)

D2007-A030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2.4.

-

취하(2007.12.24.)

D2007-A031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2.4.

-

취하(2007.12.24.)

D2007-A03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2.4.

-

취하(2008.1.28.)

D2007-A033

rootscanada.co.kr
루츠캐나다.kr

2007.11.29.

1인

말소(2008.3.10.)

D2007-A034

screwpull.co.kr

2007.12.13.

1인

이전(2008.3.10.)

D2007-A035

lecreuset.co.kr

2007.12.13.

1인

이전(2008.3.3.)

D2007-A036

lego.co.kr
lego.kr

2007.12.31.

3인

말소(2008.2.25.)

D2007-A037

legoland.co.kr
legoland.kr

2007.12.31.

3인

말소(2008.2.11.)

D2008-A001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8.1.14.

-

취하(2008.2.18.)

D2008-A002

puma.co.kr

2008.3.19.

1인

말소(2008.4.29.)

D2008-A003

pumagolf.co.kr

2008.3.19.

1인

말소(2008.5.20.)

D2008-A004

sonicwall.co.kr

2008.3.31.

1인

말소(2008.6.20.)

D2008-A005

rosee.co.kr

2008.4.8.

1인

말소(2008.6.17.)

D2008-A006

megatv.co.kr
megatv.kr

2008.4.11.

1인

기각(2008.6.5.)

D2008-A007

olitalia.co.kr

2008.5.7.

1인

말소(2008.6.10.)

D2008-A008

haier.co.kr

2008.6.2.

1인

이전(2008.7.7.)

D2008-A009

engadget.kr

2008.6.26.

1인

이전(2008.8.6.)

D2008-A010

samsungpos.co.kr

2008.7.9.

1인

이전(2008.8.20.)

D2008-A011

chupachups.co.kr
chupachups.kr

2008.7.14.

1인

말소(2008.8.20.)

D2008-A012

medijob.kr
medijob.co.kr

2008.7.18.

1인

기각(2008.8.26.)

부록

louisvuitton.kr

제6부

D2007-A024

제5부

말소(2007.11.14.)

제4부

3인

제3부

2007.8.16.

제2부

youtube.kr

제1부

D2007-A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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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건번호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D2008-A013

caselogic.kr
caselogic.co.kr
caselogickorea.kr
caselogickorea.co.kr
caselogicmall.kr
caselogicmall.co.kr

2008.7.23.

3인

말소(2008.12.2.)

D2008-A014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8.7.22.

-

취하(2008.8.22.)

D2008-A015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8.7.22.

-

취하(2008.8.29.)

D2008-A016

lg-nortel.co.kr

2008.7.28.

1인

이전(2008.9.22.)

D2008-A017

alcon.co.kr

2008.7.28.

3인

말소(2008.8.29.)

D2008-A018

goople.co.kr

2008.8.5.

3인

말소(2008.10.22.)

D2008-A019

xterra.co.kr

2008.8.14.

3인

말소(2008.10.13.)

D2008-A020

ballantines.kr

2008.8.14.

1인

말소(2008.10.7.)

D2008-A021

esamsungmall.kr

2008.8.22.

1인

이전(2008.9.23.)

D2008-A02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8.9.11.

-

취하(2008.9.30.)

D2008-A023

silit.kr

2008.9.11.

1인

말소(2008.10.15.)

D2008-A024

massive.co.kr
massive.kr
massivekorea.co.kr
massivekorea.kr
massiveincorporated.co.kr
massiveincorporated.kr

2008.9.9.

1인

기각(2008.11.3.)

D2008-A025

igoogle.co.kr
igoogle.kr

2008.9.10.

3인

이전(2008.10.13.)

D2008-A026

knol.co.kr
knol.kr

2008.10.2.

3인

기각(2008.11.5.)

D2008-A027

samsungvpn.co.kr

2008.10.6.

1인

이전(2008.11.17.)

D2008-A028

chevrolet.co.kr
chevy.co.kr

2008.10.20.

1인

말소(2008.12.19.)

D2008-A029

google.or.kr

2008.10.30.

1인

말소(2008.12.10.)

D2008-A030

pingusenglish.co.kr

2008.11.3.

3인

말소(2009.1.6.)

D2008-A031

mentos.kr

2008.11.7.

1인

말소(2009.1.12.)

D2008-A032

lgdacom.co.kr
lgdacom.kr

2008.12.1.

1인

이전(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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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08.12.24.

3인

말소(2009.1.30.)

D2008-A035

kohler.co.kr
kohler.kr

2008.12.31.

1인

말소(2009.2.16.)

D2009-A001

rinnai.kr

2009.2.3.

1인

이전(2009.3.16.)

D2009-A002

duobag.co.kr

2009.2.19.

1인

말소(2009.4.1.)

D2009-A003

geforce.co.kr

2009.3.2.

1인

말소(2009.4.27.)

D2009-A004

nvidia.co.kr

2009.3.16.

1인

말소(2009.5.13.)

D2009-A005

freegine.kr

2009.5.13.

1인

말소(2009.6.16.)

D2009-A006

samsungpavv.co.kr

2009.5.14.

1인

이전(2009.6.26.)

D2009-A007

burberry.kr

2009.5.25.

1인

말소(2009.6.22.)

D2009-A008

nestle.kr

2009.5.27.

3인

말소(2009.6.30.)

D2009-A009

cadillac.co.kr

2009.6.30.

1인

말소(2009.8.5.)

D2009-A010

mariagefreres.co.kr

2009.7.13.

1인

말소(2009.9.14.)

D2009-A011

mariagefreres.kr

2009.7.15.

1인

말소(2009.10.20.)

D2009-A01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9.7.22.

-

취하(2009.7.28.)

D2009-A013

duracell.kr

2009.7.30.

3인

말소(2009.9.7.)

D2009-A014

danon.co.kr
danonekorea.co.kr
danonkorea.co.kr

2009.8.3.

1인

말소(2009.9.4.

D2009-A015

cognex.kr

2009.8.24.

1인

말소(2009.9.28.)

D2009-A016

the39clues.co.kr
the39clues.kr
39clues.co.kr
39clues.kr

2009.8.24.

1인

이전(2009.11.3.)

D2009-A017

onstyle.co.kr,
onstyle.kr

2009.9.10.

3인

말소(2009.10.12.)

D2009-A018

osram.kr

2009.9.24.

1인

말소(2009.10.26.)

D2009-A019

alibaba.kr

2009.12.3.

1인

말소(2010.2.3.)

D2009-A020

k2.co.kr

2009.12.14.

1인

이전(2010.2.18.)

D2009-A021

adidasshop.co.kr
adidasshop.kr

2009.12.16.

1인

이전(2010.1.21.)

D2009-A022

kogas.co.kr

2009.12.22.

1인

말소(2010.3.29.)

부록

loreal.kr

제6부

D2008-A034

제5부

말소(2009.1.28.)

제4부

1인

제3부

2008.12.19.

제2부

autobase.co.kr
autobase.kr

제1부

D2008-A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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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D2009-A023

eider.co.kr

2009.12.29.

1인

이전(2010.2.12.)

D2009-A024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9.12.31.

-

취하(2010.1.19.)

D2009-A025

marriott.co.kr
marriott.kr

2009.12.31.

1인

이전(2010.3.9.)

D2010-0001

buzznet.co.kr
buzznet.kr

2010.1.28.

1인

말소(2010.4.15.)

D2010-0002

sktrans.kr

2010.2.3.

1인

말소(2010.4.6.)

D2010-0003

k2korea.co.kr

2010.2.12.

1인

이전(2010.3.23.)

D2010-0004

feelway.co.kr

2010.2.22.

1인

이전(2010.4.6.)

D2010-0005

hanskin.co.kr

2010.3.3.

3인

말소(2010.6.17.)

D2010-0006

legoshop.co.kr

2010.3.5.

1인

말소(2010.5.3.)

D2010-000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0.3.8.

-

취하(2010.6.17.)

D2010-0008

nikestore.co.kr

2010.3.25.

1인

이전(2010.4.30.)

D2010-0009

solvay.kr

2010.3.31.

1인

말소(2010.5.13.)

D2010-0010

givenchy.co.kr
givenchy.kr

2010.4.5.

1인

말소(2010.5.11.)

D2010-0011

koreaalibaba.co.kr

2010.4.20.

1인

말소(2010.6.16.)

D2010-0012

alibabakorea.co.kr
alibabakorea.kr

2010.4.16.

1인

말소(2010.7.7.)

D2010-0013

glaxosmithkline.co.kr
glaxosminthkline.kr

2010.5.18.

1인

말소(2010.8.19.)

D2010-0014

redcaptour.co.kr
redcap.kr

2010.5.27.

1인

말소(2010.8.20.)

D2010-0015

convatec.co.kr

2010.6.21.

1인

말소(2010.8.3.)

D2010-0016

ocn.co.kr
ocn.kr

2010.6.21.

1인

이전(2010.8.26.)

D2010-0017

vodafone.co.kr
vodafone.kr

2010.6.22.

1인

말소(2010.8.31.)

D2010-0018

ustream.kr

2010.7.1.

1인

말소(2010.8.16.)

D2010-0019

bcbg.co.kr

2010.7.26.

-

취하(2010.8.3.)

D2010-0020

megatoeic.co.kr

2010.7.30.

-

취하(2010.8.18.)

D2010-0021

xboxtv.co.kr

2010.8.6.

1인

말소(2010.11.8.)

D2010-0022

samsungled.kr

2010.8.10

1인

이전(2010.9.28.)

D2010-0023

toefl.co.kr
toefl.kr

2010.8.23.

1인

말소(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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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10.9.15.

-

취하(2010.10.27.)

D2010-0026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0.9.15.)

D2010-0027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0.9.15.)

D2010-0028

si.co.kr

2010.11.17.

1인

기각(2011.1.24.)

D2010-0029

cnnews.co.kr

2010.12.6.

1인

말소(2011.2.11.)

D2010-0030

이티에스.kr
토플시헙.kr
토익시험.kr

2010.12.15.

-

취하(2011.1.12.)

D2011-0001

everpuremall.co.kr

2011.1.19.

1인

진행중

D2011-0002

ikea.co.kr
ikea.kr

2011.2.11.

1인

말소(2011.3.25.)

D2011-0003

gsk.co.kr
gsk.kr

2011.2.7.

1인

말소(2011.7.4.)

D2011-0004

caffevergnano.kr

2011.2.11.

1인

말소(2011.4.4.)

D2011-0005

intel.co.kr

2011.2.14.

1인

말소(2011.5.13.)

D2011-0006

adidasgolf.kr

2011.2.16.

1인

이전(2011.4.20.)

D2011-0007

intelcomwire.co.kr

2011.2.21.

1인

기각(2011.4.20.)

D2011-000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3.29.

-

취하(2011.3.31.)

D2011-0009

tassimo.co.kr
tassimo.kr

2011.4.6.

1인

말소(2011.7.4.)

D2011-0010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4.11.

-

취하(2011.8.11.)

D2011-0011

camper.co.kr
camper.kr

2011.4.18.

1인

말소(2011.9.20.)

D2011-001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4.18.

-

취하(2011.5.20.)

D2011-0013

구찌가방.kr

2011.4.18.

1인

말소(2011.7.4.)

D2011-0014

msdvaccines.co.kr

2011.5.11.

1인

이전(2011.7.4.)

D2011-0015

ikea.kr

2011.5.16.

1인

말소(2011.7.18.)

D2011-0016

3dworks.co.kr

2011.5.3.

1인

말소(2011.7.19.)

D2011-0017

redbull.co.kr

2011.5.4.

1인

말소(2011.7.11.)

D2011-001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4.28.

-

취하(2011.8.26.)

D2011-0019

samsungbio.co.kr

2011.5.11.

1인

이전(2011.7.13.)

D2011-0020

stxmarineservice.co.kr
stxms.co.kr

2011.5.30.

1인

이전(2011.8.19.)

부록

취하로 인한 비공개

제6부

D2010-0025

제5부

말소(2010.11.10.)

제4부

1인

제3부

2010.9.1.

제2부

epson.co.kr

제1부

D20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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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1-0021

omron.kr

2011.7.26.

1인

말소(2011.9.6.)

D2011-0022

livingsocial.co.kr

2011.7.15.

1인

말소(2011.10.10.)

D2011-0023

samsunghospital.co.kr

2011.7.15.

1인

이전(2011.9.15.)

D2011-0024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1.7.25.)

D2011-0025

wellaprofessionals.co.kr

2011.8.2.

1인

말소(2011.9.15.)

D2011-0026

bottegaveneta.kr

2011.8.8.

1인

말소(2011.9.20.)

D2011-0027

guccikorea.kr

2011.8.11.

1인

말소(2011.9.15.)

D2011-0028

yale-explore.co.kr

2011.8.26.

1인

말소(2011.10.12.)

D2011-0029

samsungn.co.kr

2011.8.30.

1인

이전(2011.10.13.)

D2011-0030

microsoftskype.co.kr
microsoftskype.kr

2011.9.1.

1인

말소(2011.10.10.)

D2011-0031

vocabible.kr
vocabible.co.kr

2011.9.15.

1인

기각(2011.11.9.)

D2011-0032

nioxin.co.kr

2011.9.28.

1인

말소(2011.11.1.)

D2011-0033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10.5.

-

취하(2011.10.18.)

D2011-0034

rakuten.co.kr

2011.10.13.

3인

말소(2011.11.29.)

D2011-0035

airmacau.co.kr
airmacau.kr

2011.10.28.

1인

이전(2011.12.17.)

D2011-0036

오씨아이.한국

2011.11.8.

1인

이전(2011.12.14.)

D2011-0037

총리실.한국

2011.11.8.

1인

이전(2011.12.27.)

D2011-003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11.18.

-

취하(2011.12.29.)

D2011-0039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11.18.

-

취하(2011.11.30.)

D2011-0040

whitecompany.co.kr

2011.11.21.

1인

말소(2012. 2.10.)

D2011-0041

amway.kr

2011.11.17.

1인

이전(2012.1.16.)

D2011-0042

amway.co.kr

2011.11.17.

1인

이전(2012.1.16.)

D2011-0043

disneykorea.co.kr

2011.11.21.

1인

말소(2011.12.22.)

D2011-0044

pooh.co.kr

2011.11.22.

3인

기각(2012.2.20.)

D2011-0045

mickeymouse.co.kr

2011.11.22.

1인

말소(2012.1.20.)

D2011-0046

버츠비.kr
버츠비몰.kr
burtsbeesmall.co.kr

2011.11.30.

1인

말소(2012.1.1.6)

D2011-004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12.8.

-

취하(2011.12.13.)

D2011-0048

hyundaecard.co.kr

2011.12.13.

3인

이전(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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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결정일)

2011.12.19.

-

취하(2012.2.14.)

D2011-0051

와이솔.한국

2011.12.21.

1인

기각(2012.2.1.)

D2011-0052

kracie.co.kr

2011.12.21.

3인

말소(2012.1.26.)

D2011-0053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2.12.29.

-

취하(2012.3.6.)

D2011-0054

monsterenergy.kr

2012.1.6.

3인

이전(2012.5.2.)

D2011-0055

monsterenergy.co.kr

2012.1.6.

3인

이전(2012.3.16.)

D2011-0056

studor.co.kr
studor.kr

2012.1.6.

3인

이전(2012.3.8.)

D2012-0001

78ontherise.co.kr

2012.1.6.

1인

말소(2012.3.2.)

D2012-0002

learn21.kr
learn21.co.kr

2012.1.19.

1인

이전(2012.3.30.)

D2012-0003

taobaokorea.co.kr

2012.1.9.

1인

말소(2012.3.8.)

D2012-0004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2.2.9.)

D2012-0005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2.2.20.)

D2012-0006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2.2.20.)

D2012-0007

kakaotalk.co.kr

2012.1.27.

1인

이전(2012.2.24.)

D2012-0008

versace.kr
versace.co.kr

2012.1.26.

1인

말소(2012.4.5.)

D2012-0009

mahindra.kr

2012.2.7.

1인

말소(2012.3.30.)

D2012-0010

mahindra.co.kr

2012.2.7.

1인

말소(2012.3.30.)

D2012-0011

보테가베네타.한국

2012.2.7.

1인

말소(2012.3.19.)

D2012-0012

두산그룹.한국

2012.2.17.

1인

이전(2012.3.29.)

D2012-0013

brava.kr

2012.2.29.

1인

이전(2012.8.23.)

D2012-0014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2.2.22.)

D2012-0015

brava.co.kr

2012.2.29.

1인

이전(2012.8.23.)

D2012-0016

bravashop.co.kr

2012.2.29.

1인

말소(2012.8.23.)

D2012-0017

kbrava.co.kr

2012.2.29.

1인

말소(2012.8.23.)

D2012-0018

ebrava.co.kr

2012.2.29.

1인

이전(2012.8.23)

D2012-0019

nutella.co.kr

2012.2.29.

1인

말소(2012.4.12)

D2012-0020

두산엔진.한국

2012.3.29.

1인

이전(2012.5.2)

D2012-0021

두산지게차.한국

2012.3.29.

1인

이전(2012.5.2)

부록

취하로 인한 비공개

제6부

D2011-0050

제5부

취하(2012.1.30.)

제4부

-

제3부

2011.12.13.

제2부

취하로 인한 비공개

제1부

D20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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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2-0022

두산타워.한국

2012.3.29.

3인

이전(2012.5.22)

D2012-0023

안티두산.한국

2012.3.29.

1인

이전(2012.5.2)

D2012-0024

구찌가방.한국

2012.3.16.

1인

말소(2012.5.7)

D2012-0025

구찌빽.한국

2012.3.16.

1인

말소(2012.5.7)

D2012-0026

구찌지갑.한국

2012.3.16.

1인

말소(2012.5.7)

D2012-0027

구찌백.한국
구찌신발.한국

2012.3.16.

1인

말소(2012.5.7.)

D2012-0028

ets.or.kr

2012.3.16.

1인

말소(2012.4.24)

D2012-0029

samsungssd.co.kr

2012.4.2.

1인

이전(2012.9.4)

D2012-0030

tempur.co.kr

2012.4.10.

1인

이전(2012.9.4)

D2012-0031

kgc.co.kr

2012.4.25.

1인

이전(2012.7.11.)

D2012-0032

kgcshop.co.kr

2012.4.25.

1인

이전(2012.7.10.)

D2012-0035

lpgsystems.co.kr
lpgsystems.kr

2012.5.24.

1인

말소(2012.7.2.)

D2012-0036

토익.한국

2012.5.29.

1인

말소(2012.7.5.)

D2012-0037

redbullracing.co.kr

2012.6.29.

1인

말소(2012.7.3.0)

D2012-0038

samsung-capital.co.kr

2012.7.2.

1인

이전(2012.8.17.)

D2012-0039

securitas.co.kr

2012.7.11.

3인

말소(2012.9.6.)

D2012-0040

취하로 인한 비공개

-

-

취하(2012.10.5.)

D2012-0041

ikeakorea.kr
ikeakorea.co.kr

2012.7.13.

1인

말소(2012.8.31.)

D2012-0042

ustreamkorea.co.kr

2012.8.30.

1인

이전(2012.10.29.)

D2012-0043

baccarat.kr
baccaratkorea.kr
baccaratkorea.co.kr

2012.8.13.

1인

이전(2012.9.19.)

D2012-0044

fluor.co.kr

2012.8.20.

1인

이전(2012.9.20.)

D2012-0045

barrisol.kr

2012.8.31.

1인

말소(2012.10.8.)

D2012-0046

취하 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2.10.5.)

D2012-0047

dkny.kr

2012.9.4.

1인

말소(2012.10.9.)

D2012-0048

iswatch.co.kr

2012.9.20.

1인

말소(2012.11.12.)

D2012-0049

cimon.co.kr

2012.10.11.

1인

이전(2012.12.11.)

D2012-0051

tommeetippee.co.kr

2012.10.24.

1인

말소(2012.12.11.)

D2012-0050

belviq.co.kr
belviq.kr

2012.10.23.

3인

말소(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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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1인

말소(2013.1.3.)

D2012-0055

pirelli.co.kr
pirelli.kr

2012.11.15.

3인

말소(2013.3.26.)

D2012-0056

aveda.co.kr
aveda.kr

2012.11.19.

3인

말소(2013.3.26.)

D2012-0057

lululemonkr.co.kr

2012.11.23.

1인

말소(2013.1.14.)

D2012-0058

lululemon.co.kr

2012.11.23.

1인

말소(2013.1.14.)

D2012-0059

lululemon.kr

2012.11.26.

1인

말소(2013.1.14.)

D2012-0060

expeda.co.kr
expeda.kr
expedis.co.kr
expedis.kr
expesia.co.kr
expesia.kr

2012.12.12.

1인

이전(2013.1.28.)

D2012-0061

godiva.co.kr

2013.1.3.

1인

말소(2013.4.3.)

D2012-0062

neweracap.co.kr

2013.1.3.

1인

말소(2013.3.14.)

D2012-0063

ford.co.kr

2013.1.22.

1인

말소(2013.4.12.)

D2012-0064

ford.kr

2013.1.22.

1인

말소(2013.3.6.)

D2013-0001

microsoftware.co.kr
microsoftware.kr

2013.1.7.

1인

기각(2013.2.19.)

D2013-0002

마이크로소프트.한국

2013.1.7.

1인

말소(2013.2.19.)

D2013-0003

decathlon.co.kr

2013.1.8.

1인

이전(2013.2.13.)

D2013-0004

ilgu.co.kr

2013.1.21.

1인

이전(2013.3.5.)

D2013-0005

newstudy.co.kr

2013.1.22.

1인

기각(2013.3.4.)

D2013-0006

motorola.co.kr

2013.2.7.

1인

말소(2013.5.2.)

D2013-000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3.2.13.

-

취하(2013.3.6.)

D2013-0008

hare.co.kr

2013.3.5.

1인

이전(2013.4.19.)

D2013-0009

prada.kr

2013.3.28.

1인

말소(2013.5.15.)

D2013-0010

miumiu.kr
miumiu.co.kr

2013.3.28.

1인

말소(2013.5.15.)

D2013-0011

harvardis.kr

2013.4.8.

1인

말소(2013.5.13.)

D2013-0012

twitter.co.kr

2013.4.8.

3인

말소(2013.7.18.)

D2013-0013

twitter.kr

2013.4.15.

1인

말소(2013.7.16.)

부록

chupachup.co.kr
chupachup.kr

제6부

D2012-0054

제5부

말소(2013.1.30.)

제4부

1인

제3부

2012.11.6.

제2부

grainger.co.kr

제1부

D20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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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3-0014

리빙소셜.한국

2013.4.11.

1인

말소(2013.5.16.)

D2013-0015

clarisonic.co.kr
clarisonic.kr

2013.4.19.

1인

말소(2013.6.17.)

D2013-0016

cymera.co.kr

2013.5.2.

1인

말소(2013.5.10.)

D2013-0017

bebeconfort.co.kr

2013.5.9.

1인

말소(2013.6.13.)

D2013-0018

williams-sonoma.co.kr

2013.5.30.

1인

말소(2013.6.26.)

D2013-0019

potterybarnkids.co.kr

2013.5.30.

1인

말소(2013.6.26.)

D2013-0020

potterybarn.co.kr

2013.5.30.

1인

말소(2013.6.27.)

D2013-0021

jungang.re.kr

2013.6.14.

1인

이전(2013.8.23.)

D2013-0022

navercorp.co.kr

2013.6.12.

1인

이전(2013.7.29.)

D2013-0023

osramled.co.kr

2013.6.14.

1인

말소(2013.7.31.)

D2013-0024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3.6.14.

-

취하(2013.7.19.)

D2013-0025

jurlique.co.kr

2013.7.8.

1인

말소(2013.8.16.)

D2013-0026

areva.kr

2013.7.15.

1인

이전(2013.8.20.)

D2013-0027

pbteen.co.kr

2013.7.18.

1인

말소(2013.8.19.)

D2013-0028

jbrand.co.kr

2013.7.24.

1인

말소(2013.8.26.)

D2013-0029

motorola.kr

2013.7.26.

1인

말소(2013.10.14.)

D2013-0030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3.8.15.)

D2013-0031

hugoboss.kr

2013.8.16.

1인

말소(2013.9.26.)

D2013-0032

sonjabee.co.kr
sonjabee.kr

2013.8.22.

1인

말소(2013.11.12.)

D2013-0033

coachfactory.co.kr

2013.9.9.

1인

말소(2013.10.17.)

D2013-0034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3.10.15.

-

취하(2013.10.25.)

D2013-0035

uggkorea.co.kr

2013.11.25.

1인

말소(2013.12.27.)

D2013-0036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3.12.10.)

D2013-0037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3.12.17.)

D2013-0038

huffingtonpost.co.kr

2013.12.26.

1인

말소(2014.2.3.)

D2013-0039

lavazza.kr

2013.12.31.

1인

말소(2014.2.19.)

D2013-0040

lavazza.co.kr

2013.12.31.

1인

말소(2014.2.19.)

D2014-0001

officeteam.co.kr

2014.1.7.

1인

말소(2014.2.22.)

D2014-0002

lavazzamodomio.co.kr

2014.1.27.

1인

말소(2014.3.10.)

D2014-0003

czechairlines.co.kr

2014.2.7.

1인

말소(2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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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내용(결정일)
취하간주(2014.4.2.)
이전(2014.4.16.)

D2014-0006

kingtaco.co.kr
kingtaco.kr

2014.3.28.

1인

말소(2014.4.30.)

D2014-0007

jabrakorea.co.kr

2014.3.31.

1인

말소(2014.5.7.)

D2014-0008

airdefense.co.kr

2014.4.2.

1인

기각(2014.6.3.)

D2014-0009

medigatenews.kr

2014.4.7.

1인

이전(2014.6.8.)

D2014-0010

moncler.or.kr

2014.4.9.

1인

말소(2014.5.8.)

D2014-0011

velcro.kr

2014.4.15.

3인

말소(2014.5.8.)

D2014-0012

jetblack.co.kr

2014.4.18.

1인

말소(2014.5.25.)

D2014-0013

avayait.co.kr

2014.4.22.

1인

말소(2014.6.9.)

D2014-0014

cobay.co.kr
cobay.kr

2014.5.26.

1인

기각(2014.7.7.)

D2014-0015

skencarmall.co.kr

2014.5.22.

1인

이전(2014.7.8.)

D2014-0016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5.19.

1인

취하(2014.5.28.)

D2014-001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6.5.

1인

취하(2014.7.15)

D2014-001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7.10.

1인

취하(2014.8.6)

D2014-0019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7.3.

3인

취하(2014.9.4.)

D2014-0020

b2balibaba.co.kr
b2balibaba.kr

2014.8.5

1인

말소(2014.11.14.)

D2014-0021

converse.co.kr

2014.8.19

1인

말소(2014.10.31.)

D2014-002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8.21

1인

취하(2014.9.18)

D2014-0023

converse.kr

2014.9.2.

1인

말소(2014.10.31.)

D2014-0024

yanolza.kr

2014.9.2

3인

말소(2014.11.10.)

D2014-0025

elandmall.co.kr

2014.9.15

3인

이전(2014.10.30.)

D2014-0026

mitchellandness.co.kr

2014.9.12

1인

말소(2014.10.27.)

D2014-002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9.15

1인

취하(2014.12.15.)

D2014-002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4.9.16

1인

취하(2014.10.6)

D2014-0029

milipolkorea.co.kr
milipolkorea.kr
milpolkorea.co.kr
milpolkorea.kr

2014.10.2

1인

말소(2014.11.26.)

D2014-0030

monclereyewear.co.kr

2014.10.15

1인

말소(2014.12.3.)

D2014-0031

candycrushsaga.co.kr

2014.10.22

1인

이전(2014.12.12.)

부록

3인

제6부

2014.3.18.

제5부

lmscorp.co.kr

제4부

D2014-0005

제3부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제2부

D2014-0004

제1부

절차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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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4-0032

candycrush.co.kr

2014.10.22

1인

이전(2014.12.12.)

D2014-0033

toeicscore.co.kr

2014.10.28

1인

말소(2014.12.8.)

D2014-0034

wellapro.co.kr

2014.11.28

1인

말소(2015.1.22.)

D2014-0035

wella.kr

2014.11.28

1인

말소(2015.1.15.)

D2014-0036

kebhana.co.kr

2015.1.7

3인

이전(2015.2.20.)

D2014-0037

greenpeace.or.kr

2015.2.24

3인

이전(2015.4.15.)

D2015-0001

iboss.co.kr

2015.1.9

1인

기각(2015.2.12.)

D2015-0002

line.co.kr

2015.1.21

1인

말소(2015.4.20.)

D2015-0003

farfetch.co.kr

2015.2.3

1인

말소(2015.3.26.)

D2015-0004

hanwhathales.co.kr

2015.2.4

3인

말소(2015.4.7.)

D2015-0005

hanwhatechwin.co.kr

2015.2.4

3인

말소(2015.4.7.)

D2015-0006

koist.re.kr

2015.3.5

1인

이전(2015.4.7.)

D2015-0007

terex.kr

2015.2.24

1인

기각(2015.6.12.)

D2015-000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3.3.

3인

취하(2015.11.20.)

D2015-0009

moomin.kr

2015.3.6

1인

말소(2015.4.24.)

D2015-0010

boombeach.kr

2015.3.16

1인

말소(2015.4.30.)

D2015-0011

powernike.co.kr

2015-03-20

1인

이전(2015.4.29.)

D2015-0012

nikeone.co.kr

2015-03-20

1인

이전(2015.4.29.)

D2015-0013

nikemarket.co.kr

2015-03-20

1인

이전(2015.4.29.)

D2015-0014

nikejoa.co.kr
nikekorea.co.kr

2015-03-23

1인

이전(2015.4.23.)

D2015-0015

happynike.co.kr

2015-03-20

1인

이전(2015.4.30.)

D2015-0016

go2nike.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11.)

D2015-0017

nikegirl.co.kr

2015-03-20

1인

이전(2015.4.29.)

D2015-0018

nikemall.co.kr

2015-03-20

1인

이전(2015.4.29.)

D2015-0019

nikemania.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6.)

D2015-0020

nikei.kr

2015-03-23

1인

말소(2015.4.30.)

D2015-0021

nikei.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20.)

D2015-0022

nike1004.co.kr

2015-03-24

1인

이전(2015.5.19.)

D2015-0023

hinike.co.kr

2015-03-24

1인

이전(2015.6.16.)

D2015-0024

nike1.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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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15-03-20

1인

이전(2015.5.14.)

D2015-0027

nikenara.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14.)

D2015-0028

nikefactory.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14.)

D2015-0029

nikeclub.co.kr

2015-03-20

1인

이전(2015.5.14.)

D2015-0030

csnike.co.kr

2015-03-20

1인

말소(2015.5.28.)

D2015-0031

samsungfinance.co.kr

2015-03-30

1인

이전(2015.5.29.)

D2015-0032

samsunghealthcare.co.kr
samsunghealthcare.kr

2015-04-06

1인

이전(2015.5.29.)

D2015-0033

inmobi.co.kr
inmobi.kr

2015-04-06

1인

기각(2015.7.21.)

D2015-0035

clashofclans.kr

2015-04-23

1인

말소(2015.6.18.)

D2015-0036

toeic.or.kr

2015-04-17

1인

말소(2015.6.22.)

D2015-0037

nvidia.kr

2015-04-27

1인

말소(2015.6.3.)

D2015-003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6.1

1인

취하(2015.7.8.)

D2015-0039

moncler.kr

2015.5.19

1인

말소(2015.7.7.)

D2015-0040

posteria.co.kr

2015.5.20

1인

이전(2015.7.7.)

D2015-0041

milipol.kr

2015.6.5

1인

말소(2015.7.14.)

D2015-004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6.5

1인

취하(2015.6.18.)

D2015-0043

neopor.kr

2015.6.8

1인

말소(2015.7.16.)

D2015-0044

upluscar.co.kr

2015.6.4

1인

이전(2015.8.4.)

D2015-0045

cmeplus.co.kr
ironcme.co.kr

2015.6.15

1인

말소(2015.7.24.)

D2015-0046

commscope.kr
commscope.co.kr

2015.6.22

1인

이전(2015.8.6.)

D2015-0047

hanwhatotal.co.kr

2015.7.13

1인

이전(2015.8.12.)

D2015-004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7.15

1인

취하(2015.8.12.)

D2015-0049

magnoliabakery.kr
magnoliabakery.co.kr

2015.7.17.

1인

말소(2015.10.12.)

D2015-0050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7.22

1인

취하(2015.8.11.)

부록

nikelunar.co.kr

제6부

D2015-0026

제5부

이전(2015.5.19.)

제4부

1인

제3부

2015-03-20

제2부

culturenike.co.kr

제1부

D20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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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D2015-0051

pampers.kr
pampers.co.kr

2015.7.24

1인

말소(2015.11.4.)

D2015-0052

lotterental.co.kr

2015.8.12

3인

이전(2015.11.6.)

D2015-0053

lotterent.co.kr
lotterentacar.co.kr

2015.8.12

3인

이전(2015.12.1.)

D2015-0054

starwars.co.kr
starwars.kr

2015.8.17

1인

말소(2015.10.26.)

D2015-0055

sonax.kr

2015.8.27

1인

말소(2016.1.7.)

D2015-0056

moomincafe.co.kr
moomincafe.kr

2015.8.31

1인

말소(2015.10.6.)

D2015-0057

jejuair.co.kr

2015.9.7

3인

이전(2015.11.16.)

D2015-0058

akjejuair.co.kr
akjejuair.kr

2015.9.9

1인

이전(2015.11.2.)

D2015-0059

buanmall.co.kr

2015.10.13

3인

이전(2015.11.18.)

D2015-0060

word-press.co.kr

2015.10.6

1인

말소(2015.11.16.)

D2015-0061

thetoefl.co.kr
thetoeic.co.kr

2015.10.16

1인

말소(2015.12.11.)

D2015-006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10.19

1인

취하(2015.12.24.)

D2015-0063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6. 2. 2)

D2015-0064

alamocarrental.kr
alamorentacar.kr
almocarrental.co.kr
nationalcarhire.co.kr
nationalcarhire.kr

2015.11.6

1인

말소(2015.12.23.)

D2015-0065

panamajack.co.kr

2015.11.16

3인

말소(2016.2.5.)

D2015-0066

franckmuller.kr

2015.10.30

1인

말소(2016.1.22)

D2015-006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11.11

1인

취하(2016.1.6.)

D2015-0068

취하로 인한 비공개

-

1인

취하(2015.12.2.)

D2015-0069

samsungsds.kr

2015.11.30

1인

이전(2016.1.25.)

D2015-0070

winix.co.kr

2015.12.3

1인

말소(2016.3.4.)

D2015-0071

vermicular.co.kr

2015.12.10

1인

말소(2016.3.4.)

D2015-0072

ibt.co.kr

2015.12.15

1인

말소(2016.2.14.)

D2015-0073

cnn25.co.kr
cnn25.kr

2015.12.22

1인

말소(2016.3.18.)

D2015-0074

bankofamerica.kr

2015.12.23

1인

말소(20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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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
조정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결정 목록

제1부

Ⅴ

제2부

∎ 처리 현황
이전

102건

말소

1건

기각

5건

당사자 이전 합의에 의한 취하

19건

수수료 미납 등에 의한 취하

6건

소제기로 인한 조정절차 중지

0건

총 건수

133건

제4부

사건 수
제3부

처리결과

제5부

∎ 결정 목록
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2006.6.29

1인

이전(2006.9.19)

KR-060002

lineage3.com

2006.8.14

1인

이전(2006.10.31)

KR-060003

epsonmall.com

2006.8.24

1인

이전(2006.10.31)

KR-060004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6.8.24

1인

취하(2006.10.30.)

KR-060005

daishin.com

2006.9.4

1인

이전(2006.10.31)

KR-060006

samsungultra.com

2006.9.8

1인

이전(2006.11.07.)

KR-060007

samsungsecurity.com

2006.9.14

1인

이전(2006.11.27.)

KR-060008

samsungtonershop.com

2006.9.18

1인

기각(2006.12.29)

KR-060009

cybos.com

2006.9.25

1인

이전(2006.11.23.)

KR-060010

ucybos.com
u-cybos.com

2006.9.18

1인

이전(2006.11.29.)

KR-060011

maekyung.com

2006.10.24

1인

이전(2006.12.18.)

부록

dongbusteel.com

제6부

KR-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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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KR-060012

choyangho.com
yanghocho.com
choyang-ho.com
yang-hocho.com

2006.10.20

1인

이전(2006.11.30.)

KR-060013

dvs-korea.com

2006.11.28

1인

이전(2007.1.18.)

KR-070014

lotte.net

2007.1.18

1인

이전(2007.4.23.)

KR-070015

kolonsport.com

2007.1.26

1인

이전(2007.3.21.)

KR-070016

넷피아주소.com
넷피아한글인터넷주소.com

2007.2.13

1인

기각(2007.5.29.)

KR-070017

epson-ink.net

2007.4.6

1인

이전(2007.6.8.)

KR-070018

gseshop.com

2007.5.4

3인

이전(2007.9.4.)

KR-070019

hansol.com

2007.7.18

3인

이전(2007.9.17.)

KR-070020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7.12.5

1인

취하(2007.12.24.)

KR-070021

uniqlokorea.com
uniqlochina.com
uniqlo.org

2008.1.4

3인

이전(2008.3.13.)

KR-0800022

sktelecom.org

2008.1.30

3인

이전(2008.3.27.)

KR-0800023

dassaultaviation.com

2008.3.3

1인

이전(2008.4.23.)

KR-0800024

epsonx.com

2008.4.16

1인

이전(2008.6.20.)

KR-0800025

megapasstv.com

2008.4.16

1인

이전(2008.6.20.)

KR-0800026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8.6.17

1인

취하(2008.7.7.)

KR-0800027

e-chupachups.com

2008.9.2

1인

이전(2008.11.5.)

KR-0800028

특허청.com

2008.9.8

1인

이전(2008.11.3.)

KR-0800029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08.9.8

1인

취하(2008.9.25.)

KR-0800030

hanwha.com

2008.10.1

1인

이전(2008.11.18.)

KR-0900031

cabal2.com

2009.3.2

1인

이전(2009.5.9.)

KR-0900032

cabal3.com

2009.3.3

1인

이전(2009.5.9.)

KR-0900033

konadeep.net

2009.9.18

1인

이전(2009.11.27.)

KR-0900034

samsungict.com

2009.12.7

1인

이전(2010.3.3.)

KR-0900035

addidas.com

2009.12.17

1인

이전(2010.2.11.)

KR-0900036

adidasshop.com
adidasshop.net

2009.12.21

1인

이전(2010.3.3.)

KR-0900037

삼성.name

2010.1.11

1인

이전(2010.3.12.)

KR-100003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0.3.11

-

취하(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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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

-

취하간주(2010.5.25.)
이전(2010.7.26.)

KR-1000041

toeicnet.com

2010.7.7

1인

이전(2010.9.8)

KR-1000042

samsungled.net

2010.7.16

1인

이전(2010.9.4.)

KR-1000043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0.7.28

1인

취하(2010.8.17.)

KR-1000044

antiets.com
antiets.net

2010.11.22

1인

이전(2011.3.29.)

KR-1000045

atlantica2.com

2010.1.15

1인

이전(2011.4.4.)

KR-1000046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0.12.30

1인

취하(2011.1.17.)

KR-1100047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2.1

1인

취하(2012.7.9.)

KR-1100048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1.3.28

-

취하(2011.3.31.)

KR-1100049

samsungb2b.com

2011.3.28

1인

이전(2011.7.29.)

KR-1100050

구찌.com

2011.3.28

1인

이전(2011.9.21.)

KR-1100051

토플.com
토익.com

2011.7.15

1인

이전(2011.10.27.)

KR-1100052

elimnet.com

2011.9.2

1인

이전(2011.11.28.)

KR-1100053

stxmarineservice.com

2011.7.15

1인

이전(2011.11.11.)

KR-1100054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2011.7.20.)

KR-1100055

guccishop.com

2011.9.2

1인

이전(2011.11.4.)

KR-1100056

guccikorea.com

2011.9.1

1인

이전(2011.11.4.)

KR-1100057

iswatch.com

2011.11.15

1인

이전(2012.1.13.)

KR-1100058

cafe24.net

2011.12.9

1인

이전(2012.2.10.)

KR-1100059

burtsbeesmall.com

2011.12.12

1인

이전(2012.1.31.)

KR-1100060

skplanet.com

2011.12.19

3인

이전(2012.3.14.)

KR-1200061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2.1.19

-

취하(2012.2.24.)

KR-1200062

hyundaecapital.com

2012.1.19

1인

이전(2012.3.6.)

KR-1200063

hyundai-capital.com

2012.1.25

1인

이전(2012.3.13.)

KR-1200064

iptime.com

2012.2.3

1인

이전(2012.4.2.)

KR-1200065

hyundai-capital.net

2012.2.16

1인

이전(2012.4.4.)

KR-1200066

acercloud.com

2012.2.28

3인

기각(2012.4.27.)

KR-1200067

kangarooskorea.com

2012.3.19

1인

이전(2012.4.26.)

부록

1인

제6부

2010.6.3

제5부

ikeab.com

제4부

KR-1000040

제3부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제2부

KR-1000039

제1부

절차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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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KR-1200068

party-su.com
partysu.net

2012.5.08

1인

이전(2012.6.25.)

KR-1200069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2.5.10

-

취하(2012.5.15)

KR-1200070

medigate.com

2012.6.21

1인

이전(2012.8.10.)

KR-1200071

ikeakorea.com

2012.7.19

1인

이전(2012.8.29.)

KR-1200072

ikeakorea.net
ikeakorea.org
ikeakorea.biz

2012.7.19

1인

이전(2012.8.29.)

KR-1200073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2.8.2

1인

취하(2012.9.13.)

KR-1200074

두산중공업.com

2012.8.3

1인

이전(2012.10.12.)

KR-1200076

biokorea.org

2012.10.12

3인

이전(2013.2.27.)

KR-1200077

toefldog.com

2012.12.7

1인

이전(2013.4.25.)

KR-1300078

newerabaseball.com

2013.1.9

1인

이전(2013.3.12.)

KR-1300079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3.4.8

-

취하(2016.6.4.)

KR-1300080

tvlogic.net

2013.3.28

1인

이전(2013.6.12.)

KR-1300081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3.3.18.)

KR-130008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3.3.13

-

취하(2013.4.12.)

KR-1300083

todaian.com

2013.3.25

1인

기각(2013.05.08.)

KR-1300084

koreaautoparts.com

2013.5.23

1인

이전(2013.8.26.)

KR-1300087

naturerepublic.com

2013.6.5

1인

이전(2013.8.5.)

KR-1300088

abb-13.com

2013.6.28

1인

이전(2013.8.19.)

KR-1300089

navercorp.net

2013.6.26

1인

이전(2013.8.12.)

KR-1300090

jurlique-korea.com

2013.7.9

1인

이전(2013.8.26.)

KR-1300091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3.10.4

-

취하(2014.10.2.)

KR-1400092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4.3.1.)

KR-1400093

wapop.com

2014.3.21

1인

기각(2014.5.27.)

KR-1400094

medigatenews.com

2014.4.10

1인

이전(2014.7.15.)

KR-1400095

skhynix.company

2014.5.29

1인

이전(2014.7.28.)

KR-1400096

milpolkorea.com
milpolkorea.net
milpolkorea.org
milipolkorea.com
milipolkorea.org
milipolkorea.net

2014.7.2

1인

이전(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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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3인

취하(2014.9.4.)

KR-1400098

b2balibaba.com

2014.8.5

1인

이전(2014.11.25.)

KR-1400099

lgstudio.com

2014.8.11

1인

이전(2014.10.23.)

KR-1400100

allytoeic.com

2014.9.12

1인

이전(2014.11.14.)

KR-1400101

samyoungmachinery.com

2014.12.11

1인

이전(2015.2.25.)

KR-1400102

boryung.com

2014.12.11

1인

이전(2015.2.3.)

KR-1400103

kebhana.com

2015.1.8

3인

이전(2015.3.30.)

KR-1400104

hanakeb.com

2015.1.8

3인

이전(2015.3.30.)

KR-1500105

hanwhatechwin.com,
hanwhathales.com

2015.2.6

3인

말소(2015.4.8.)

KR-1500106

go2nike.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07

nikejoa.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2015.3.25

1인

이전(2015.6.8.)

KR-1500109

nikedanawa.com
nikezon.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0

nikebebe.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1

nikecrew.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2

nenike.net

2015.3.25

1인

이전(2015.6.2.)

2015.3.25

1인

이전(2015.6.8.)

KR-1500114

nikepump.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5

nikeseason.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6

nikemoa.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7

nikeplex.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8

nikekwang.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19

nikejoin.com

2015.3.25

1인

이전(2015.6.8.)

KR-1500120

jumpnike.com

2015.3.25

1인

이전(2015.6.2.)

KR-1500121

shilla-hotel.com

2015.3.25

1인

이전(2015.6.3.)

KR-1500122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5.6

-

취하(2015.5.26.)

KR-1500123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5.5.14.)

KR-1500124

취하로 인한 비공개

2015.6.8

-

취하(2015.7.8.)

KR-1500125

upluscar.com

2015.6.9

1인

이전(2015.9.14.)

KR-1500126

filenor.com

2015.7.14

1인

이전(2015.9.14.)

부록

nikeholic.com

제6부

KR-1500113

제5부

nikepromax.com

제4부

KR-1500108

제3부

2014.7.3

제2부

취하로 인한 비공개

제1부

KR-14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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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분쟁 도메인이름

절차개시일

조정부 구성

결정내용(결정일)

KR-1500127

filerori.com

2015.7.14

1인

이전(2015.9.14.)

KR-1500128

hanwhatotal.com

2015.7.15

1인

이전(2015.9.22.)

KR-1500129

취하간주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5.8.4.)

KR-1500130

lotterentacar.com
lotterent.com

2015.8.19

3인

이전(2015.11.25.)

KR-1500131

lotterental.com

2015.8.19

3인

이전(2015.12.8.)

KR-1500132

취하로 인한 비공개

-

-

취하간주(2015.9.9.)

KR-1500133

misenscene.com

2015.9.3

1인

이전(2015.11.10.)

KR-1500134

konecranesterex.com

2015.12.9

1인

이전(2016.3.18.)

KR-1500135

konecranes-terex.com
konecranesterexplc.com

2015.12.9

1인

이전(2016.3.18.)

KR-1500136

lirikos.com

2016.1.7

1인

이전(20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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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6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편집 및 집필위원회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남호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
위

원 강경호 특허청 운영지원과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준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이덕재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동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김종윤 특허법인 신세기 대표변리사

장덕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

장문철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남상봉 KT 법무실장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두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윤홍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

서정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교수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진흥팀장

조철현 우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안상배 와이에스장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훈 제이에이치허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집필위원회
위 원 장

장문철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제5부

부위원장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부

위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제2부

이덕재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제4부 제1장, 제3장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제4부 제2장, 제4장

이정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연혁, 세미나

김정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선임연구원

제6부

서아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구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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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편집후기
제2부

2016년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를 발간하면서 이번에도 2년 전 분쟁백서 집필
당시 고민하였던, 홍보적 책자의 성격과 이론 및 실무적 책자의 성격을 분리하
여 두 권의 책자로 발간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었으며 다음과 같은 점
첫째, 백서의 체계상 일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화와 도

제3부

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어로 된 용어를 한국어로 표기함에 있어 적절한 문구 선정의 어려움과

제4부

약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부에 주요 용어 및 약어를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해를 거듭할수록 백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방대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축소하였습니다. 대신 과거 백서에서 다루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다루

제5부

지 않은 주요사항은 ‘00년도 백서 00페이지 참고’라고 표기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백서 집필위원 사이에서 백서 제목의‘도메인이름’을 인주법상 표현에 맞추

표현은 한국만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 인터넷주소 중에서도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만 다루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라는 표현을 유지하기

제6부

어 ‘인터넷주소’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이라는

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백서 집필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WIPO
Overview(WIPO에서 발행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결정 분석집)와 같이 .kr 및 .한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kr 및 .한국 도메인에 대한
Overview를 별도 제작·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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