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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품종인 “보물섬 감로배”를 허가받지 않고 재배한 농가에 대해, 

법원은 대만화폐 52 만원의 배상 명령 판결 

 

농업에 종사하는 유신권(劉申權)씨는 20 여년간 배의 새로운 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힘써왔다. 그는 2000 여종의 교배 우수품종 가운데 대만의 

정원배(晶圓梨)1)와 일본품종과 대만품종의 교잡종인 신흥배(新興梨)2)를 

이용하여 더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고 이런 신품종을 보물섬 

감로배(寶島甘露梨)3)라고 명명했다. 대만 전역에서는 현재 200 여호의 

농가가 대만화폐 5 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품종의 재배에 허락을 받고 

있지만 다른 600 여호의 농가는 허락없이 무단으로 해당 품종의 배 

수목을 접목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그 불법 면적은 적어도 1000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개발자 유(劉)씨는 2 년 전에 대만 후리(后里)지역의 과일 

농가인 왕명원(王明源)씨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지재법원은 1 심에서 대만화폐 52 만원과 연 5%의 이자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은 상소할 수 있다. (2021.02） 

 

역주: 

1) 정원배는 중국어 晶圓梨의 역주 

2) 신흥배는 중국어 新興梨의 역주 

3) 보물섬 감로배는 寶島甘露梨의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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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객실 디자인 모방과 관련힌 소송, Queena Sheraton 이 3 심에서 역전 

승소 

 

LDC1)는 Queena Sheraton 2)이 운영하는 Sheraton Taitung Hotel3)의 객실 

장식과 배치가 LDC 가 경영하는 Palais de Chine Hotel4)과 매우 유사하며, 



 

 

 

2 

 

저작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Queena Sheraton 회사를 제소했다. 

1 심과 2 심 재판에서 Queena Sheraton 이 패소하고 대만화폐 500 만원의 

지불 및 권리 침해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Queena 

Sheraton 은 이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 

원판결을 파기하고, 지재산권 법원에 본건을 환송하였다. 

 

LDC 는 그 산하에 있는 Palais de Chine Hotel 의 객실 가구, 실내 배치 및 

실내 디자인에, 프랑스 루이 16 세 스타일과 현대 오리엔탈풍을 융합시킨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예술 또는 

미감의 표현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eraton Taitung Hotel 의 객실 디자인은 Palais 

de Chine Hotel 의 각 방 유형별 실내 디자인을 모방하였고 이를 약간만 

조정한 것으로, 모방의 정도는 높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나 각 호텔 예약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설계와 인테리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디자인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관광 호텔 업계 또는 호텔 거래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제소했다. 

 

이에 대해 Queena Sheraton 은 LDC 가 주장하는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객체가 아니어서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지 않고, 게다가 Queena 

Sheraton 은 디자이너를 초빙, 임용하여 디자인하였고, 모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Palais de Chine Hotel 의 객실 (디자인)과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의 

장식 및 배치는 업계에서 범용되고 있는 배치를 참고하여 완제품을 조달한 

것으로, 그 가구의 모양, 선택, 크기, 채광 조명, 동선의 어레인지등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가구 카탈로그의 증명서, 책, 교통부 관광국의 

호텔 등급 표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지재법원의 1 심과 2 심 재판에서는 모두 건축물의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이유로 Queena Sheraton 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Queena Sheraton 이 제출한 방어 방법과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Palais de Chine Hotel 객실 

(디자인)과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의 장식과 배치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축 저작물이다라고 인정한 점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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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Queena Sheraton 이 Palais de China Hotel 의 방 유형별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래 질서에 영향을 줄만한 속임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 행위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Queena Sheraton 의 항변과 

증거를 참작하지 않았고 단순히 추론하여 Queena SHeraton 에 불리한 

인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판결에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해야한다고 판결했다. （2021.02） 

 

역주: 

1) 중국어명 雲朗観光股份有限公司, 영어명 LDC Hotels & Resorts (LDC) 

2) 중국어명 桂田璽悅酒店股份有限公司, 영어명 Queena Sheraton Hotel 

(Queena Sheraton), 영어명은 의역임. 

3) 중국어명 台東桂田喜來登酒店, 영어명 Sheraton Taitung Hotel 

4) 중국어명 台北君品酒店, 영어명 Palais de Chin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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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형사 경찰국에 의한 불법셋톱박스와 범행 통신 거점 대청소 작전에서 

큰 성과 

 

대만 내무부 형사 경찰국의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최근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 셋톱박스 (OTT)1)가 대량으로 나돌고 있고 

이들은 무료 국내 위성 방송, 케이블 TV 방송, 미국 한국 일본 및 대만 

국내 영화, 드라마 내지 연속 TV 프로그램을 무료 시청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범죄 그룹이 국내 통신 기계실에 네트워크 서버를 설치하여 각 주요 

방송국의 방송 (콘텐츠) 신호를 해독하고, 인터넷을 통해 ISD 에 보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대만 국내와 일본 등에 있는 많은 방송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중화민국 위성 TV 방송사업 협회」2)와 「일반 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3)등을 통하여 대만 당국의 정보통신대대와 보안경찰 

형사대대 4)에 이와 관련한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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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국의 방송 신호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 

경찰국은 2021 년초 특별 프로젝트를 출범하여 ISD 와 범행 거점인 통신 

기계실 (범행 통신 거점) 소탕작전을 실시했다. 1 개월 이상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대만내 신베이(新北)시, 타오위엔(桃園)시, 타이중(台中)시 등 18 개 

대리점, 통신 기계실을 각각 수색하고 총 778 대의 ISD와 9 대의 네트워크 

서버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권리 침해 추정 금액은 대만화폐 10 억여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1.02） 

 

역주: 

1) OTT 는 Over The Top 

2) 중국어 中華民國衛星廣播電視事業商業同業公會, 영어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Association ROC, (STBA)」를 의역 

3) 중국어 一般社團法人內容產品海外流通促進機構, 영어 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를 의역 

4) 중국어電偵大隊 및 保安警察第二總隊刑警大隊를 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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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Largan Precision 은 AOET 와 화해하고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취하 

 

플라스틱 비구면렌즈 설계 및 생산업체인 Largan Precision1)과 광학 렌즈 

제조 및 공급업체인 AOET2)는 2021 년 3 월 5 일 동시에 중대한 정보 

공고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화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Largan Precision 은 

화해 계약의 조항에 따라 AOET 관련 사건에 관한 집행 손해 배상 청구와 

고소를 취하키로 하였다.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당사자 간의 기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Largan Precision의 영업 비밀이 이직한 직원과 AOET가 공모하여 불법으로 

절취 사용되었고, 게다가 불법 절취된 기술이 실용 신안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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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되어 허가된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지적 재산권 법원이 2021 

년 1 월 28 일에 2 심 재판에서 AOET 및 기타 피고가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 1 심 견해를 유지하고 AOET 및 기타 피고는 Largan 

Precision 에게 대만화폐 총 15 억 2247 만 639 원을 연대 배상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2021 년 3 월 5 일 양측은 중대한 정보 

공고를 통하여 해당 사건은 이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오랜 

소송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2021.03) 

 

역주: 

1) 중국어는 大立光電股份有限公司, 영어는 Largan Precision Co., Ltd. 

(Largan Precision) 

2) 중국어는 先進光電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는 Ability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AO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