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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6월에 특
허청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큰 쟁점 사안은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과, 2010년 개정안에서 신설되었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제43조2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이 특허청의 심사, 업계 실무에 미
치는 영향, 저작권 등 타 법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
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를 분석하고,
그래픽 심벌의 정의 및 외연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개정안에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은 2차원적 시각디자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그래픽 심벌을 물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이 도입될 경우, 그래픽 심벌
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 및 물품의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2010년 개정안 제43조2항을 삭제한 태도가 유
지된다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과의 관
련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래픽 심벌에 관하여는 2012년 개
정안 제2조의 규정 취지상 물품과의 관련성이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래
픽 심벌의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모든 물품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래픽 심벌들간의 유사판단 및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의 유사관
계⋅신규성⋅창작비용이성⋅침해관계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2차원적 시각디자인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물품성의 완화라고 표현되는 그래픽 심벌의 도입이 개정안에 포
함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기존 디자인보호법의 기본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심
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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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ubstantial amendment for Design Protection Act is being made and in June
201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roposed an overall amendment of
Design Protection Act (draft). The biggest issues of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that the scope of articles that is the protected subject matter
contains graphic symbols and that clause 2 of article 43 on the protection scope
of registered design which was established in 2010 amendments has been deleted.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effect of such amendment on the practice of the
design industry,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relation with other laws such
as copyright law and to devise solution if any problem induced thereby is
expected.
To this end, the class 32 of Locarno Classification that the 2010 amendment
proposed is analyzed, and the definition and extension of graphic symbols is
obtained. Consequently, it is deemed that graphical symbols which the 2012
amendments included in the scope of article represent the two-dimensional visual
design.
In addition, if the regulations that include the graphical symbols in the scope of
articles are introduced, whether the articl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determination of protection scope of graphical symbols is
studied. If the manner that clause 2 of article 43 in 2010 amendments has been
deleted is maintained, it is deemed that determining the protection scope of design
right, Design Protection Act does not exclude the relevance to the article.
However, as for the graphic symbol, the relevance to the article shall be excluded
for the purpose of article 2 in 2012 amendmen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scope of the design right of graphical symbols reach all the
articles.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similarity between graphic symbols,
the similarity between graphic symbol and three-dimensional design, novelty,
originality, and infringement.
Today, the protection of two-dimensional visual design is very lacking compared
to its importance. Consequ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graphical symbols
expressed as so-called the relief of article requirements was included in the
amendment, and in-depth research will be needed so that these changes shall
harmonize with the base system of the existing Desig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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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우리나라의 디자인 환경
오늘날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제품의 품
질은 갈수록 평준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요소로서 차별화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야말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WIPO1)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내외 디자인 출원건수가
57,187건2)으로서 중국, EU에 이어 세계 3위이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
자인 통계조사3)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규모는 7조 900억원 수준으
로 2008년 대비 약 36% 상승하였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 제품디자인에서 시각디자인으로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자인 트렌드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중심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는 시각디자인(Graphic Design, Visual

Disign)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 따르
면 2010년 국내 일반기업의 디자인 활용분야에서 시각디자인이 49.4%(중복응답기
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

2. 보호대상 확대의 필요성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2) 이중 국외 출원건은 6.3%를 차지하며, 1위 중국(421,273건)과 2위 EU(76,865건)의 국외출
원건 비율은 각각 2.9%와 22.7%이다. 또한 4위 일본(31,756건)과 5위 미국(29,059건)의 국
외출원건 비율은 각각 11.6%와 42.5%이다.
3)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90쪽
4) 아래의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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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
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5) 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에게
는 디자인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사
적 보호 측면), 제 3자에게는 그 공표된 디자인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물품 수요증대
에 이바지하도록 하여(공적 보호 측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 관련법을 지배하는 원칙으로써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디자인 창작자에게 산업재산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효과적
이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외 디자인 창작자
들의 창작활동, 기존 디자인 활용 및 심사실무에 장애가 될 정도로 등록디자인에 과
도한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용한 도구로서의 디자
인보호법은 양자의 적합한 이익형량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
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책상, 의자 등 3차원적인 형태인 물품의 외관만을 디
자인보호법이 보호해 준다면, 최근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2차원적인 형태인 시각디자인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디자
이너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산업디자인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인 물품
의 외관이 아니더라도 보호해 주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디자인 트렌드의 변화와 업계의 요구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등의 미적․기
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
인,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한다. 앞서의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 따르
면 최근 2008년과 2010년의 산업디자인 활용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디자인보다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디자인 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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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8년 디자인 활용 분야

[그림 2] 2010년 디자인 활용 분야

ⓑ 여기서 시각디자인(Graphic Design, Visual Disign)이란 시각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효과를 내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아이덴티티 디자인(로고, BI6), C

I7)등),

웹디자인,

인쇄물,

광고등의

분야에

사용된다.

또한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이란 건축, 조경, 실내디자인등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형성하
는 것과 관련된 디자인을 의미하며,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실내인테리어디자인,
상점디스플레이디자인등을 포함한다.

ⓒ 오늘날 One Source & Multi Use, 즉 창작된 하나의 디자인 소스를 다수 물품에
응용하고자하는 디자인 업계의 트렌드 변화의 중심은 그래픽 심벌 등과 같은 시각디
자인이다.

ⓓ 국제적으로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흐름은 창작디자인의 보호 및 무단 편승행위의
6) Brand Identity(브랜드 아이덴티티)
7) Corporate Identity(기업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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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해 물품성을 완화시키고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
어, 영국은 2001년 12월 9일의 개정 디자인법에서 타이프 페이스, 컴퓨터⋅데스크
탑, 아이콘8), 로그 상표도 등록가능하도록 하였다9).

ⓔ 이와 같이 디자인 트렌드가 새로운 디자인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제조업 중심에
서 컨텐츠 중심으로 이동해 나감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디자인 환경에 대응하여
시각 디자인 등 비교적 새로운 디자인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법제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디자인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3)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가입준비와 로카르노협정 가입
우리 특허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10)에 가입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하게 되면 하나의 언어
로 된 하나의 출원을 통해 그 체약국 여러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된다는 점에서 출원인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외 디자인권 취득방법
이 될 것이다. 2012년 4월 13일 현재 정부간기구로서 EU와 OAPI11)를 포함하여 총

45개 국가와 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가입해 있지 않
다.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라 국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국
제분류에 따라 출원하여야 하며,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할 경우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이 강제된다.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12)(이하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하여 2011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현재 5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동 협정의 요지는 디자인을 구현
하는 물품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의 대분류(Class)와 소분류(Sub-Class)의 분류
번호를 그 기탁 또는 등록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카르노 분류중 일
부는 기존 우리 법에 따른 분류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8) 영국디자인법상 아이콘은 디자인 정의의 그래픽 심볼에 포함된다.
9) 이명숙 2005년 “디자인 보호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69쪽
10)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11)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
12)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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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및 최근 개정안
디자인 환경의 중요성과 빠른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제의 중추인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의장법이 제정된 이후로 2012년 5월 현재 총 31번의 개정
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디자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또한 로카르노 협정가입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디자인 보호대상과 보호범
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13)을 마련하여 2010년 7월 7일
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수정보완하고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이행법안을 포함
하여 2011년 6월 1일에 입법예고(지경부 공고 2011-272호) 하였다.
이 입법예고에 따라 2011년 9월 6일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14)이 국회에 제출되
었으나, 개정안에는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이행에 관한 절차적인 조항만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상기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2010년 7월 7일의 개정안과 비교해보면, 보
호대상 확대(안 2조 1호)는 유지하였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안 43조 2항)
는 삭제되었으며, 1디자인 복수물품 기재 허용(안 11조 2항 후단)이 새로이 추가되
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상기의 두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2012년 5월로 종
료되어 모두 폐기되었으며, 2012년 6월에“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
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재검토되고 있다.

4. 2010년 7월 7일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
13) 제안일자 2010년 7월 7일 의안번호 1808811
14) 제안일자 2011년 9월 6일 의안번호 18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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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편의를 증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등을 들고 있
다.

(2) 주요내용
▪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안 제2조제1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
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함.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안 제43조제2항) - 신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
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함.

▪ 이밖에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안 제28조의2 신설 등) 등이 있다.

5. 2011년 6월 1일 입법예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이행법안이나, 2010년의 개정안중 중요한 내용
에 대하여 삭제와 수정을 가하였다. 개정이유로서는,

▪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보호받고 국제출원방
식에 대한 출원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디자인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인 ‘헤
이그협정 제네바법’을 반영한 특례규정 신설

▪ 디자인의 보호대상영역과 도면의 범위를 확대 등을 통한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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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적극 대응

▪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 디자인등록출원일 보완 제도의 도입, 1디자인 1출원주의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 증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등을 들고 있
다.

(2) 2010년 개정안에 대한 2011년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변화
▪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안 제2조제1호) - 유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
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함.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안 제43조제2항) - 삭제
▪ 1디자인 1출원주의 개선(안 제11조제2항후단 신설) - 신설
디자인 출원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복수
의 물품을 동시에 적을 수 있도록 후단 신설.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복
수의 물품 기재를 허용한 조문으로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복수물품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세부 내용을 한정하도록 함.

▪ 이밖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반영 – 신설 / 디
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 신설 / 디자인 창작성 요
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 유지 /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 유지 /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 유지 / 디자
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 유지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안 제9조의2 신설) - 유지 /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
제4항 등) - 유지 /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안 제28조의2 신설 등) - 유지

6. 2012년 6월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안 )의 주요내용

10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1)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
포괄적인 “물품”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인 그래픽심벌
등으로 보호대상을 확대(안 제2조제2호)

[표 2] 2012년 6월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안) 제2조 제2호

* (안 제2조 제2호)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제품의 부분(제43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
다], 글자체, 그래픽 심벌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한다.
(2) 그 외 주요내용
▪ 한 벌 물품 등록요건 완화
한 벌 물품의 구분을 삭제하여 한 벌로써 동시에 사용되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통
일성이 있는 경우 모두 한 벌 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삭제)

▪ 헤이그 협정[제네바 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헤이그 협정(제네바 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
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출원 절차의 도입

▪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
공지디자인 결합이나 국내의 주지의 형상 등만 아니라 공지디자인 단독이나 국외의
주지의 형상 등으로부터의 용이창작도 디자인등록을 거절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
지로 규정(안 제92조)

▪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유사디자인제도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7. 앞으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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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0년과 2011년의 개정안이 모두 폐기
되었고, 가장 최근의 2012년 6월 전부개정(안)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차후의 입법예고나 개정안의 내용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2012년 6월 전부개정

(안)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논의의 범위가 이로부터 벗어날 때에는 필요
에 따라 그때마다 그 취지를 밝히기로 한다.

8. 연구의 목적과 방향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그래
픽 심벌이 포함될 경우 우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그 밖의 관련 문제점을 논의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향
본 연구는 로카르노분류 중에서 제32류(그래픽 심벌 및 로고, 표면문양, 장식15))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제32류의 물품16) 중에서 겟-업, 겟-업 [실내인테리어의 배
치]17) 는 여타 제32류와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그래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 그래픽 심벌(캐릭터), 로고, 장식, 표면
문양18) (이하 “그래픽 심벌 등”) 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로카르노분류 제32류의 분석
▪“그래픽 심벌 등”과 관련하여 여타 주요국의 디자인보호법제 개관 및 우리법제와
의 비교

15)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16) 겟-업 / 겟-업 [실내인테리어의 배치] / 그래픽디자인(2차원) / 그래픽 심벌 / 그래픽 심
벌(캐릭터) / 로고 / 장식 / 표면문양
17) Get-up / Get-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18)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 Graphic symbols / Graphic symbols [comic figures]
/ Logos / Ornamentation / Surfac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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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심벌 등”의 도입에 따른 심사실무, 업계의 변화와 문제점 검토 및 이에 대
한 해결방안 제시

▪“그래픽 심벌 등”의 도입이 갖는 의의 및 이에 따른 우리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 검
토

▪“그래픽 심벌 등”의 보호에 있어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간의 중첩 및 충돌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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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의 내용
제 1절 개정안에 의하여 확대되는 디자인의 보호대상
1. 현행법상 디자인의 보호대상
(1) 현행 디자인의 정의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형
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강학상 “형태”로 지칭하며, 따라서 디자인이
란 시각적으로 심미성을 갖는 물품의 형태(또는 외관)이라고 볼 수 있다.

(2)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원칙적으로 디자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에 화체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며, 이
것을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
인의 정의규정19)에서 도출되며, 판례20)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3) “그래픽 심벌 등”의 모양은 디자인인가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 등”의 모양과 같은 2차원적, 추
상적 모티브 그 자체는 물품에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현행 물품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상 현재 물품에 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학설 및 판례21)
는 물품을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심
사기준상22)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
19)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생략]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
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후1901 등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
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2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외
22) 디자인심사기준(2011. 12. 30 특허청 예규 제 64호) 제2조 ② 1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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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학설, 판례 및 심사실무상 물품성의 요건은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거래통념상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
품의 부분이나 합성물의 구성각편,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 추상적인 모티브, 일
정한 형체가 없는 무체물, 및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없다.

(5) “그래픽 심벌 등”은 물품인가
“그래픽 심벌 등”과 같은 2차원적, 추상적 모티브 그 자체는 물품성인 유체성 및
동산성이 없으므로 현행 판례 및 심사실무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물
품으로 의제하거나 물품에 해당되도록 물품의 정의를 법정하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한다.
상기 물품의 정의와 합치하지 않지만 보호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디자인보
호법상 물품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있었는데,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물품의
부분을 물품에 포함시켰으며, 2005년법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글자체를 물품에 포
함시켜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2010년 3월 29일 디자인보호법 입법예고23)에서는 제2조 제1호의 3에 다
음과 같이 물품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었다.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구체적인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상기 물품의 정의규정은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행 디자인
의 정의규정에 물품의 범위를 추가하여 명시하는 규정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수정
되어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2. 개정안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1) 개정안 제2조 1호
2010년 7월 7일 제안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의 정의규정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있다.

23) 지경부 공고 제 201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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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행 및 개정안의 제2조1호 비교

현 행

2010년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

품의 부분 (제 12조를 제외한

분(제12조는 제외한다), 글자체

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

하 같다]의 形狀ㆍ模樣ㆍ色彩

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에서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

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

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법에서 정하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인 물품의 범위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채용하게
되었다.

(2)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로카르노 협정은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조인되어 1971년 4월 27
일에 발효되었고, 1979년 10월 2일에 개정되어 그 개정안이 1981년 11월 23일자로
발효되었다. 로카르노협정은 디자인 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
들어진 것으로, 2012년 4월 13일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프리카지식재
산권기구(OAPI),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

(BOIP), 유럽 공동체 상표 디자인청(OHIM) 등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단체들이 이
협정에 따른 로카르노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52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분류방식을 로카르노분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부터 분류심사에 착수하는 출원에 대하여 그 공보에 한국
분류와 함께 로카르노분류를 병기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1월 17일자에 동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동년 4월 17일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디자인 정보와 자료획득을 위하여 로카르
노분류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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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화체되는 물품에 관한 국제분류인 로카르노분류는 무심사주의를 전제로
구성되어24) 심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정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로카르노분류
는 물품의 기능에 따른 포괄적 분류체계로서 디자인 컨셉의 보호에 더 효율적이고
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디자인
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대에 맞는 분류체계이기도 하다. 외국의 디자
인 정보와 자료획득이 용이하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반면, 물품의 동일⋅유사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때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므로 검색 및 심사부담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심사주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한 나라중에 영국과 호주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더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3) 로카르노 협정의 주요내용
동맹국들은 로카르노분류의 채택이 강제되며, 로카르노분류는 다음 사항들로 구성
된다. ◆ Class 및 Sub-Class의 목록 ◆ Class 및 Sub-Class 표시와 함께 산업디자
인이 포함된 알파벳순의 물품 목록 ◆ 주석25)
로카르노분류는 행정적 성격만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분류의 법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에 디자인에 부여된 보호의 성질과 범위에 관련하여 회원국을
기속하지 않는다. 회원국의 관청은 디자인의 기탁 또는 등록을 위한 공문서를 공고
할 경우 해당 간행물에 디자인이 구체화된 물품이 속하는 로카르노협정의 Class 및

Sub-Class 표시를 기재할 것이 강제된다.26)

(4) 헤이그협정
헤이그 협정은 3개의 다른 법으로 구성되는데, 1) 1999년 7월 2일에 채택되고

2003년 12월 23일에 발효된 제네바법 2) 1960년 11월 28일에 채택되고 1984년 8
월 1일에 발효된 헤이그법 3) 1934년 6월 2일에 채택되고 1939년 6월에 발효된 런
던법이 그것이며, 이에 따른 공통규칙과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여 헤이그 시스템이라
한다. 헤이그 협정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

24) 특허청 2010 “로카르노 협정 가입에 따른 디자인 물품의 특성 및 유사범위에 관한 연
구”34쪽
25)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제1조
26)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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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의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여러 체약국에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가능
성을 주는 것이며, 헤이그 시스템은 다른 여러 국내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일련의 출
원을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대체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디자인공보를 공표한다.
헤이그 시스템은 단순함과 경제성의 필요에서 탄생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디자인권자는 최소한의 형식과 비용으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를 받으려는 각각의 체약국에 별개의 국내출원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으로부터 해방되고,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절차에서 비롯되는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또, 디자인의 소유자는 다양한 언어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하나의 언어를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만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된다.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 절차를 제공하는 PCT제도는 지정국에 대한 출원일 부여효
과만을 가질 뿐이며, 체약국에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해당 체약국의 국내단계
에 진입하여 심사를 받고 또한 각 나라별로 등록을 해야한다. 이에 비하여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헤이그 시스템은 단지 국제사무국에 단일 등록을 통하여
지정된 각 체약국에서 일정한 효과를 누리게 하고, 존속기간갱신 등 디자인의 관리
도 국제사무국에서의 국제등록부를 통하여 일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율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27)

(5)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외교회담에서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새로운 법(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이 제정
되었다. 동 법은 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가입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였다.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은 2012
년 4월13일 현재 EU 및 독일과 프랑스등 45개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들이 가입해 있
으나,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는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제5조는 출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디자인을 구성
하거나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물품(또는 물품들)의 규정된 바에 따른 표시28)”를 필
수내용으로 하고 있고, “규정된 바와 같은 요건들을 조건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은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음29)”을 나타내며, 서식에 관한 주석 40에서는
27)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6쪽
28) an indication of the product or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as prescribed;

29)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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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산업디자인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의 (하나의) Class를 표시할 수 있다.
동일한 국제출원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
은 Class에 속하여야 한다.30)” 고 되어 있다.

(6)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및 로카르노협정과 개정안 제2조 제1호의 필
요성의 관계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다만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등록시 로카르노분류를 표시하여
출원하는 것이 강제되며, 복수디자인 출원시 모든 디자인들이 로카르노분류의 같은
대분류(Class)에 속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헤이그협정이나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로카르노분류를 주분류
로 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로카르노협정은 체약국 관청이 디자인에 관한 공보등 공식문서에 이 협정이 정한
대분류(Class), 소분류(Sub-Class)를 표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제등록절차의 통
일 및 검색의 편의등을 꾀하기 위한 조약으로써 관리적⋅행정적 성격만 가진다. 따
라서, 로카르노분류를 채택한다고 하여도, 로카르노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을 체
약국의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31), 이것은 체약국의 개별 입
법사항이다.
다만, 로카르노분류의 범위와 우리 디자인분류를 일치시킬 경우 우리나라 국민 및
체약국 국민이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복수디자
인의 범위가 국내법과 일치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고려된다는 이점이 있다.

3. 로카르노분류와 한국 디자인분류의 비교
(1) 로카르노분류

include two or more industrial designs.

30) The applicant may also indicate the (single) class to which those industrial designs
beolong. In the case of several designs included in the same international application,
all those designs must belong to the sam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31) 중국은 1996년부터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했고 로카르노분류를 주분류로 채택하고 있지
만, 화상디자인, 글꼴디자인, 그래픽 심벌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제도 연구” 261,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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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는 5년마다 개정판이 공표되며 현재 로카르노 분류는 제 9판으로서

2009. 01. 01부터 시행되고 있다. 로카르노분류는 일반적인 정보정리에 사용하기 위
한 것으로, 물품을 목적(기능)별로 정리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무심사주의를 전제
로 구성됨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제품의 부속품을 구성하는 물품에 대해 특정 분류
가 없는 경우 통상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속품을 구성하는 제품
과 같은 Class(대분류) 및 Sub-Class(소분류)로 분류한다. 다목적 조합 가구를 제
외한 다목적 조합 물품의 부분 물품은 각 부분 물품의 의도된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모든 Class 및 Sub-Class로 분류한다.

[표 4] 로카르노 분류체계의 특징 예시
Class

17

MUSICAL INSTRUMENTS(악기)

Sub-Class

17-01

KEYBOARD INSTRUMENTS(건반악기)

세부 물품

A0017

Accordions(아코디언)

제9판에는 32개의 Class(대분류)와 219개의 Sub-Class(소분류)로 7024개의 물
품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 제9판의 Class는 다음과 같으며, 32류에 속하는

Sub-Class(32-00)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표 5]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 현행 제9판(9th edition)
대분류

제품의 표시 (영 문)

Class 1

FOODSTUFFS
ARTICLES
OF
CLOTHING
AND
HABERDASHERY
TRAVEL GOODS, CASES, PARASOLS AND
PERSONAL
BELONGINGS,
NOT
ELSEWHERE SPECIFIED
BRUSHWARE
TEXTILE PIECEGOODS, ARTIFICIAL AND
NATURAL SHEET MATERIAL
FURNISHING
HOUSEHOLD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TOOLS AND HARDWARE
PACKAGES AND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R HANDLING OF GOODS
CLOCKS AND WATCHES AND OTHER
MEASURING INSTRUMENTS, CHECKING
AND SIGNALLING INSTRUMENTS
ARTICLES OF ADORNMENT
MEANS OF TRANSPORT OR HOISTING
EQUIPMENT FOR PRODUCTION,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Class 7
Class 8
Class 9
Class 10
Class 11
Class 12
Class 13

제품의 표시
(국 문)32)
식품
의류 및 잡화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
니하는 여행용품, 케이
스, 파라솔 및 신변품
브러시 제품
섬유 제품, 인조 및 천
연 시트직물류
가구 및 침구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
니하는 가정용품
공구 및 철물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
장 및 용기
시계, 휴대용시계, 그
밖의 계측기구, 검사기
구 및 신호기구
장식용품
운송 또는 승강 수단
전기의 발전, 공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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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15
Class 16
Class 17
Class 18
Class 19
Class 20
Class 21
Class 22

Class 23
Class 24
Class 25
Class 26
Class 27
Class 28
Class 29
Class 30
Class 31
Class 32

Clas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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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R TRANSFORMATION OF
는 변류를 위한 장치
ELECTRICITY
RECORDING, COMMUNICATION OR
저장, 통신 또는 정보
INFORMATION RETRIEVAL EQUIPMENT 검색 장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
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니하는 기계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AND 사진촬영기, 영상촬영
OPTICAL APPARATUS
기 및 광학기기
MUSICAL INSTRUMENTS
악기
PRINTING AND OFFICE MACHINERY
인쇄 및 사무용 기계
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문방구, 사무용품, 미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S 술재료, 교재
SALES AND ADVERTISING EQUIPMENT, 판매 및 광고장치, 표
SIGNS
지판
GAMES, TOYS, TENTS AND SPORTS 게임, 완구, 텐트 및
GOODS
스포츠용품
ARMS, PYROTECHNIC ARTICLES,
무기, 화약제품, 사냥,
ARTICLES FOR HUNTING, FISHING AND
낚시 및 살충용품
PEST KILLING
FLUID DISTRIBUTION EQUIPMENT,
유체공급기, 위생, 난
SANITARY, HEATING, VENTILATION AND
방, 환기 및 공기조절
AIR-CONDITIONING EQUIPMENT, SOLID
기, 고체연료
FUEL
MED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의료 및 실험실용 기구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건축 유닛 및 건설 자
ELEMENTS
재
LIGHTING APPARATUS
조명기기
TOBACCO AND SMOKERS’ SUPPLIES
담배 및 흡연용품
PHARMACEUTICAL AND COSMETIC
의약품 및 화장품, 욕
PRODUCTS, TOILET ARTICLES AND
실⋅미용용품 및 기기
APPARATUS
DEVICES AND EQUIPMENT AGAINST FIRE
소방, 사고방지 및 구
HAZARDS, FOR ACCIDENT PREVENTION
조용 장치 및 기구
AND FOR RESCUE
ARTICLES FOR THE CARE AND
동물 보호 및 사육용품
HANDLING OF ANIMALS
MACHINES AND APPLIANCES FOR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
PREPARING FOOD OR DRINK, NOT
니하는 음식 또는 음료
ELSEWHERE SPECIFIED
조리용 기계 및 기기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그래픽 심벌, 로고, 표
PATTERNS, ORNAMENTATION
면문양 및 장식
표면문양/ 표면문양[실
Get-up / Get-up [arrangement of the
내 인테리어 배치] /
interior of a room] / Graphic designs
32
그래픽디자인[2차원] /
[two-dimensional] / Graphic symbols /
-0
그래픽 심벌 / 그래픽
Graphic symbols [comic figures] /
0
심벌[캐릭터형] / 로고
Logos / Ornamentation / Surface
/ 표면문양 및 장식 /
patterns
패턴33)
Miscellaneous
기타

32) 특허청 2010.6.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제 9판 영⋅한대역본” 45쪽이
하
33) 32-00의 품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번역용어가 국내 관련 자료들에서 주로 쓰이며, 이것
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하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겟-업 / 겟-업 [실내인
테리어의 배치] / 그래픽디자인(2차원) / 그래픽 심벌 / 그래픽 심벌(캐릭터) / 로고 /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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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디자인 분류체계
우리나라 디자인 분류체계는 기능과 용도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3400여개의 소분
류와 475개의 형태분류로 세분화되어 있어 심사제도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용도 중심의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동일 기능의 물품이 서로 다른
소분류에 분류되어 오늘날과 같이 디자인 컨셉이 부각되는 시대에 디자인 보호에 부
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오분류가 많은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컨버전스 제품의 출현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
국 디자인 분류체계는 이러한 제품을 용도와 기능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는 물품의 용도개념을 우선으로 하여 분류하며, 필요에 따라
기능의 개념을 사용한다. 예컨대‘장갑’의 경우 방한용 장갑은 B2-51, 주방용 장갑은

C6-222, 검도용 장갑은 E3-02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또한 물품의 세부 전개가 필
요한 경우에는 형태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방한용 장갑 중에서도 다섯손가락형
장갑의 경우에는 B2-51A, 벙어리형 장갑의 경우 B2-51B로 분류한다.

[표 6] 한국 디자인 분류의 구성 예시
군

B

의복 및 신변품

분류

B2

복식품

중분류

B2-60

모자 등

소분류

B2-61

모자

B2-61A

모자-챙일체형

형태분류

현행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34)의 [별표 4]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범위를 군과 분류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현행 한국 디자인 분류표35)는 이를
세분화하여 군, 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전개되고 필요에 따라 소분류 하위에 형태분
류를 설정하며, 총 13개 군 및 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 표면문양
34) 특허청령 제228호
35) 2011년 3월 고시 20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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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 (군별)
군

군의 표시

군

A

제조식품 및 기호품

H

B

의복 및 신변용품 등

J

기구
일반기계기구

C

생활용품

K

산업용기계기구

D

주택설비용품

L

토목건축용품

E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M

기초제품

F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G

운수 또는 운반기계

N

군의 표시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

다른 군에 속하지 않는 그 밖
의 물품

(3)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와 로카르노 분류체계의 비교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와 로카르노 분류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사주의와 무심
사주의라 할 수 있다. 로카르노 분류는 무심사주의를 위한 분류체계로서 오직 관리
적인 성격만을 갖고 있으며,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분류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무심사주의가 일부 포함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에 심사의 편의를 위해 물품의 용도, 기능 중심으로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다.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는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3,400여개의 소분류로 세분화되
어 있어 심사에 적합한 반면,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좁고 오분류의 발생빈도가 많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로카르노 분류체계는 기능을 중심으로 219개의 Sub-Class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디자인의 컨셉보호 및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확장에 장
점이 있는 반면, 동일⋅유사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심사에 부적합하다.

[표 8] 우리나라 분류와 로카르노분류의 비교
우리나라 분류
특징

장점

단점

로카르노 분류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219개의

3400여개의 소분류로 세분화

Sub-Class 로 포괄적으로 분류

심사에 적합
디자인권 보호범위가 좁으며
디자인 컨셉보호가 어려움

디자인 컨셉보호 및 디자인권
보호범위 확장에 유리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심사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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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카르노분류의 채용에 의해 추가되는 물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36) 2조1호가 시행될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범위에 로
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다.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디
자인의 국제분류는 우리나라의 물품분류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제32류 등 몇몇
분류는 로카르노분류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의 디자인 분류체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카르노 분류의 Class 와

Sub-Class 및 해당 물품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전체): 겟-업(get-up),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그
래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그래픽심벌(comic figures:
캐릭터), 로고(logos), 장식(ornamentation), 표면문양(surface patterns)

▪ 로카르노분류 제25류(25-03): 가옥(houses), 건축물(building)
▪ 로카르노분류 제19류(19-08): 건축설계도(architects' plans)
▪ 로카르노분류 제14류(14-04): 화면표시 및 아이콘(Computer Screen Layout
and Icons)
▪ 로카르노분류 제12류(12-16): 운송기용 내부인테리어(Interior linings for
vehicles)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여타의 분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으므로, 이하에서 제32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다.

36) 제안일자 2010년 7월 7일 의안번호 18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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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로카르노 분류 제 32류
1. 논의의 방향
(1) 로카르노 분류에 제32류가 도입된 경위
로카르노분류는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며 5년마다 개정판이 공표된다. 현재 로카르
노분류는 제 9판이 2009.01.01.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 9판에서는 32류의 대분류와

219개의 소분류로 하여 7,024개의 물품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장식 등을 정의하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는 제 8판이후 제 9판의 개정과정에
서 도입된 것이다. 제32류의 도입은 덴마크와 영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덴마크는 제99류(Miscellaneous)에 겟-업(Get-up),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또는 실내, 매점, 기차 등의 내부 배열), 장식(Ornamentation), 그래픽 심
볼과 로고(graphic symbols and logos)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37).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하여

로카르노

분류를

포함한

유로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를 분류체계로 구성한 유럽연합의 분류 상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로카르노 분류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안은 2005년 11월 개최된 로카르노 동맹 전문위원회에서 영국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은 로고, (2차원) 그래픽 디자인, 포장용 그
래픽 디자인, 의류에 적용되는 로고, 표면에 적용되는 장식, 표면 문양(surface

patterns)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 디자인을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의회･이사회

디자인지침의‘디자인’정의에는

장식

(ornamentation)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의 정의에는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이 포함되어 있는데, 로카르노 분류에는 이에 해당하는 분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만일 제99류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새로운 대분류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이들 2차원 디자인은 제8판의 제99류(기타)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32류를
도입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결국 로카르노 협정의 국제디자인분
류 상에 제32류가 도입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유럽의회･이사회 디자인
지침의 ‘디자인’ 및 ‘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8).

37) 2005.11.14.~18. 전문가 협의회 제9차 회기 회의록 Annex II 참고
38) 박성호 2011.08.29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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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격적인 논의 대상에서 겟-업(get-up)의 제외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는 32-00라는 하나의 Sub-Class를 가지며, 전체가 우리나
라의 디자인 분류체계에는 생소한 것이다. 이에 속하는 물품에는 겟-업(get-up),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그래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그래픽 심벌(comic figures:캐릭터), 로고(logos), 장식(ornamentation),
표면문양(surface patterns)이 있다. 이중에 겟-업(get-up), 겟-업(실내인테리어
의 배치) 은 2차원적, 시각적 모티브에 해당하는 분류가 아니며, 따라서 그밖의 32
류의 물품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정의 및 등록예만을 살피고 본격적인 논의에서
제외한다.

(3) “그래픽 심벌 등”
그래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그래픽

심벌(comic

figures:캐릭터), 로고(logos), 장식(ornamentation), 표면문양(surface patterns) 은
2차원적, 추상적 모티브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하에서 잠정적으로 “그래픽 심벌
등” 으로 총칭하여 자세히 살핀다.

2. 겟 -업 (get-up; 상품의 외관 )
(1) 정의
유럽 공동체디자인법(CDR)의 제품의 정의를 보면 ⌜“제품”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
는 수공업적 물품을 말하며, 특히 복합제품에 조립되는 제품, 포장, 겟-업(get-up),
그래픽 심벌, 및 글자체를 포함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39)⌟라고 하
고 있다.
겟-업(get-up)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산업디자인 국제분류 제9판 영한대역본
에서는‘표면 문양’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사전적 의미로는 겉모습, 외양, 차림새, 의
복, 양식, 스타일 등을 말한다.40) 겟-업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trade-dress 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39)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 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40) 이혜원 2011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해결 방안 연구”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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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표현인 trade-dress란 “상품외장”으로 번역되며 제품의 용기, 포장, 전체
적인 외관, 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무형
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trade-dress 란 제품의 구성형태

(product configuration), 제품의 외형적인 느낌이나 분위기(the“look and feel”of
products), 서비스시설의 외형적인 느낌이나 분위기(the“look and feel”of service
establishments) 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
져 만들어진 무형의 느낌이나 이미지라는 점이 상표와 다르다.
영국 특허청 홈페이지41)의 겟-업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겟-업이란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진, 그러나 하나의 물품(item)으로 판매되는 제품들(products)의 전체 외
관이며, 예를 들면 퍼즐조각으로 구성된 보드게임, 또는 포장 속에 들어 있는 제품이
있다. 겟-업은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 세트의 물품을 제외하며, 이에는 식기
세트 또는 가구세트가 있다.42)”라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겟-업이란 거래통념상 1물품으로 취급되는 여러 물건들의 배치나
스타일링 또는 제품의 용기⋅포장의 외관에 있어서 타인의 것과 구분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용기⋅포장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43)에서나마 겟-업 또는 trade-dress 와 관련하여 보
호규정을 두고 있다.44)45)

(2)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를 보면 겟-업이라는 제품명에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
41) http://www.ipo.gov.uk/types/design/d-about/d-whatis.htm
42) In respect of 'get-up', protection may be granted to the overall presentation of those
products which comprise multiple components but which are sold as one single item, eg.
a board game complete with playing pieces, or a product in its packaging. 'Get-up'
does not include sets of items which may be bought individually, such as cutlery or
suites of furniture.
43) 제한된 범위라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국내 주지의) 경우에만 보호하며, 상품의 용기
⋅포장에 한하여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4) 이수완 중앙일보 2010년 09월 11일 033면 사설/칼럼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하는
지식정책 펴자”
45) 조혜지 2007 “포장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
로-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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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등록한 예가 보이며, 이것으로 보아 겟-업은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와
어느 정도 혼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겟-업
(여러 물건들의 배치나 스타일링의 전체외관)
디자인 번호

001854753-0002

출원일

11.04.21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디자인 번호

001138317-0058

출원일

09.05.1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장식

디자인 번호

001138317-0002

출원일

09.05.1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장식

디자인 번호

001138317-0028

출원일

09.05.1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장식

디자인 번호

001986191-0001

출원일

12.02.03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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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겟-업
(제품의 용기⋅포장의 전체외관)
디자인 번호

001638651-0001

출원일

09.11.20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디자인 번호

001638651-0002

출원일

09.11.20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디자인 번호

001639840-0002

출원일

09.11.25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표 11]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겟-업
(실내인테리어가 혼용된 것으로 보이는 예)
디자인 번호

001842535-0002

출원일

11.03.2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디자인 번호

001854753-0004

출원일

11.04.2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디자인 번호

001986191-0003

출원일

12.02.03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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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겟 -업 [실내인테리어의 배치 ]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1) 정의
산업디자인의 분류에서 전형적인 환경디자인에 속하는 실내인테리어를 의미하며,
건물이나 영업점의 내부인테리어가 포함된다.

(2)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표 12]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겟-업 (실내인테리어의 배치)
디자인 번호

001260905-0001

출원일

11.02.17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겟-업

디자인 번호

001963976-0010

출원일

11.12.16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디자인 번호

001968256-0001

출원일

11.12.23

로카르노분류

32.00
식당 레이아웃,

제품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34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디자인 번호

001710690-0001

출원일

10.05.21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디자인 번호

001791351-0001

출원일

10.12.0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4. 그래픽디자인 [2차원 ] (Graphic designs[two-dimensional])
(1) 정의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헌과 자료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
리고 있지만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그 공통요소를 추출하기도 쉽지 않
다. 이하에서는 여러 자료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래픽디자인의 정의를 살펴본다.

ⓐ “그래픽디자인”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는 창조적인
프로세스이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
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로 작업한다46). 그래픽디자인에는 이미지-기반 디
자인, 활자-기반 디자인, 이미지와 활자의 결합, 그리고 심벌⋅로고⋅로고타입47)이
포함된다.

ⓑ “그래픽디자인”은 특정메시지(혹은 컨텐츠)와 이를 전달하려는 대상자에게 걸맞
46) Graphic design is a creative process that combines art and technology to communicate
ideas. The designer works with a variety of communication tools in order to convey a
message from a client to a particular audience. The main tools are image and
typography. - AIGA(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
http://www.aiga.org/guide-whatisgraphicdesign/ 3번째 문단 이하
47) Image-based design, Type-based design, Image and type, & Symbols, logos and
logotypes - AIGA(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
http://www.aiga.org/guide-whatisgraphicdesign/ 3번째 문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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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체(인쇄물, 웹사이트, 동영상 등)를 선택하여 표현 또는 제작하는 창의적인 과
정이며 주로 의뢰인의 프로젝트를 디자이너가(선택한 매체에 따라 제 3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완성하는 관계로 성립된다. ‘그래픽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더 넓게는 여러
시각 디자인(visual communication)에 종사하는 예술적 혹은 전문적 활동과 연구영
역을 지시할 때 쓰이며, 그래픽디자인 영역을 통틀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communication design)'이라고도 지칭한다. 특정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언어, 기호, 그림 등의 조합을 사용하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 중에
는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레이아웃(page layout) 등이 있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작업 과정과 더불어 그 디자인의 최종결과물 자체 또한 그래픽디자인이라 일컫는다.
그래픽디자인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로는 아이덴티티(identity) 디자인(로고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 등), 웹 디자인, 인쇄물(잡지, 신문, 책 등), 광고
와 포장 디자인(product packaging) 등이 있다48).

ⓒ “그래픽디자인”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표현⋅제작되는 디자인이며, 포스터, 신문·
잡지의 광고, 카탈로그, 책 표지, 포장 등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의 대부
분이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상업 디자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나, 그래픽디자인이라 말할 때에는 인쇄의 특성을 살린 표현에 중점을
둔다는 방법상의 문제의식이 따른다.
일러스트레이션·사진·레터링49), 또는 레이아웃·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등의 영역
이 그래픽디자인의 요소가 되고, 이것이 종합되어 하나의 표현이 이루어진다50).

ⓓ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s)”이란, ⌜이미지, 활
자, 심벌, 또는 로고 등을 이용하여 인쇄물, 웹사이트와 같은 매체를 통해 표현⋅제
작되는 디자인의 최종결과물 또는 그 작업과정⌟이라고 이해된다.

(2) [2차원]([two-dimensional])의 의미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래픽디자인 뒤에 표시된 [2차원]([two-dimensional])은
그래픽디자인의 지시대상(referent)51)이 2차원적인 것에 제한됨을 의미한다고 생각
된다.
48)
49)
50)
51)

http://ko.wikipedia.org - 그래픽디자인
lettering - 광고 따위에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자를 도안하는 일. 또는 그 문자.
http://www.doopedia.co.kr - 그래픽디자인
아래 “그래픽 심벌의 정의“에서 ”심벌의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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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IM의 홈페이지상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검색창52)에서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the product) 에

그래픽디자인[2차원]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가 포함된 예는 2012년 8월3일 현재 총 480건이며, 이 중에서 도면이 명암법에 의
해 표시되거나 여러 도면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3차원적 지시대상(referent)을 나타
낸 경우는 아래의 3건이였다. 아래의 경우들은 그래픽디자인[2차원]을 제외한 다른
제품의 표시53)들은 3차원적 지시대상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서, 하기의 3차원적 지
시대상은 이것들에만 관련되고, 그래픽디자인[2차원]과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표 13]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제품의 표시에
그래픽디자인[2차원]을 포함하면서 3차원적 지시대상을 나타낸 경우
디자인 번호

001310270-0001

출원일

11.12.04

로카르노분류

19.06, 19.07, 19.08,
32.00
Paint shade cards,
Paints, Teaching

제품

materials, Characters,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디자인 번호

001822438-0001

출원일

11.02.17

로카르노분류

32.00
Logos,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제품

Decorative designs,
Graphic representations,
Graphic symbols

52) http://oami.europa.eu/RCDOnline/RequestManager
53) 첫 번째와 세 번째 예의 Paint shade cards, Paints, Teaching materials, Characters 또는
두 번째 예의 Logos, Decorative designs, Graphic representations, Graphic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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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57432-0001

출원일

11.12.04

로카르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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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19.07, 19.08,
32.00
Paints, Teaching
materials, Paint shade

제품

cards, Figures,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the product) 가

그래픽디자인[2차원]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단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3차원적 지시대상을 나
타내지 않았다. 하기의 예는 캐릭터의 모양을 갖추어 마치 3차원적 지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면이 하나 뿐이며, 명암법 등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2차
원적 지시대상이다.

[표 14]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그래픽디자인(2차원)
디자인 번호

001716077-0003

출원일

10.06.07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the product)에 “3D” 또는 “Three-dimensional” 를 포
함하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은 2012년 8월 3일 현재 각각 140건과 119건이며, 이 중
그래픽디자인[2차원]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을 포함하는 것은 없었
다.

ⓓ 소결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여타 분류들은 3차원적 지시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54). 그런데, 유독 그래픽디자인에 관하여만 그 지시대상을 [2차원]으로 제
한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로카르노 협정 또는 OHIM의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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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그래픽디자인[2차원]은 그래픽 심벌
에 비하여 좁은 외연을 가지며, 그래픽 심벌이 보다 넓고 포괄적인 외연을 가지게 되
는 것으로 보인다.

(3) 관련분야
그래픽디자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이에 포함되는 분야에 대해서
도 자료와 문헌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다
음과 같다.

▪ 일러스트레이션 : 삽화(揷畵) 또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도해(圖解)라
고도 하며, 특히 서적(사본, 인쇄본 등), 잡지, 신문, 광고 등에서 문장 내용을 보충
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하는 그림을 말한다. 또는 직접 이 목적 때문에
만든 그림은 아니더라도 문장에 관련을 가지고 인용된다면 삽화의 역할을 한다. 문
장에 첨부되면서 직접 그 내용에 관계가 없는 경우는 삽화라기보다 오히려 장식화에
해당된다55).

[그림 3]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예

▪ 레이아웃디자인 : 책이나 신문, 잡지등에서 글이나 그림 따위를 효과적으로 정리
하고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편집디자인을 말한다.

54) 아래 “그래픽 심벌의 정의”에서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지시대상이 3차원적 지시
대상(referent)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참조
55) http://ko.wikipedia.org/ -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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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레이아웃디자인의 다양한 예

▪ 타이포그래피 : 전통적으로 활판인쇄술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으나, 현대적 의
미로는 시각적 전달의 한 수단으로서 활자의 서체나 글자의 배치 따위를 기능적, 미
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편집디자인을 말하며,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56).

[그림 5]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예

56) http://ko.wikipedia.org/ - 타이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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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표 15]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그래픽디자인[2차원]
디자인 번호

001886474-0001

출원일

11.07.04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디자인[2차원]

디자인 번호

001886631-0002

출원일

11.07.04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디자인[2차원],
캐릭터, 아이콘

디자인 번호

001932419-0001

출원일

11.10.14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디자인[2차원]

디자인 번호

001945437-0001

출원일

11.11.10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디자인[2차원]

디자인 번호

001954355-0006

출원일

11.11.28

로카르노분류

32.00
그래픽디자인[2차원],

제품

캐릭터, 그래픽 심벌,
로고,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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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픽 심벌 (Graphic symbols)
(1) 심벌(symbol)의 정의
ⓐ 심벌의 정의
그래픽 심벌의 정의를 위하여 우선 심벌(symbol)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심벌은 그리스어 Symbolon(=Contract, Token, Insignia, Identification)이 어원
으로서, 사인(Sign)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물이나 생각 등을 대표하는 기호
나 형상을 의미한다. 건물위에 있는 십자가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기독교를 나
타내며 그 건물과 교회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일정한 사항과 뜻을 전달하고 있
다57). AIGA(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58) 의 설명에 따르면 심벌

(symbol)과 로고(logo)는 특수하고 고도로 압축된 정보 형태 또는 표시이며, 심벌은
특정한 아이디어나 아이덴티티의 추상적인 표현이다59)60).

ⓑ 심벌 기호과정61)의 구조
심벌(symbol)의 기호과정의 구조는 다음 Ogden & Richards의 기호삼각형

(semiotic triangl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개념설62)에서 언어와 사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 아래 의미를 ‘개념, 관념, 사고’ 등으로 정의하기 위
한 도식이다.

57) 이윤수⋅진원재 1990.12 “그래픽심볼의 개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논문
집 제32집 129쪽
58)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
59) Symbols and logos are special, highly condensed information forms or identifiers.
Symbols are abstract representation of a particular idea or identity.
60) http://www.aiga.org/guide-whatisgraphicdesign/ 10번째 문단 이하
61) 기호 작용(semiosis) 이라고도 한다. 기호학(Semiotics)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 내는 행위를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 하고 기호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
다.
62) 의미를 개념이라고 보는 이론. 곧 언어표현과 지시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 아니라 ‘개념, 관념, 사고’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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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gden & Richards 의 기호삼각형

위의 그림에서 referent 는 지시대상이며, reference 는 해석자의 referent 에 관
계되는 개념(image)으로서, 즉 심벌(symbol)이 표시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referent 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거나, 또는 반드시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추상적인 존재, 관념일 수 있으며, reference 는 해석자의 뇌에 형성되는 개념, 관념,
사고이다. 심벌(symbol) ⇢ referent 가 점선으로, 심벌(symbol) → reference →

referent 가 실선으로 결합하는 이유는, 심벌(symbol)이 심리적 인과관계로서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은 referent, 현실에 존재하는 지시대상이 아닌, 그것의 대리가 되는
지시대상의 관념, 즉 reference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referent 가 현실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도 심벌(symbol)은 reference 를 매개로 referent 에 가상적으로 결
합한다는 것이 가능하다63).
상기 reference를 thought와 바꿔쓸수 있다고 보아‘사고, 지시’로 번역하여 설명하
는 경우64)도 있으며, 이에 따르면 심벌(symbol)은 referent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구조 속에 있는 개념인 ‘사고, 지시’를 통하여 연결된다
고 봄으로써, ‘사고, 지시’의 뜻을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의 정의에 관한 논의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이라는 용어 또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는 그래픽 심벌의 정의를 살펴본다. 여
기서 아래의 Ⓐ, Ⓑ는 시각디자인 분야 관련 문헌에서 내린 정의이며, Ⓒ, Ⓓ, Ⓔ는
디자인보호법 분야 관련 문헌에서 내린 정의이다.

Ⓐ 그래픽 심벌은 전달하려는 내용의 형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63) 정인미 1987 “기호론에 의한 시각전달 디자인 메시지 분석” 24쪽
6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국어교육학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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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시각적 이미지로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려는 그림기호”로서 시각심벌

(Visual Symbol)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래픽 심벌은 인간 서로의 의사전달을 정확하
고 빠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절대적인 목적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글자를 구성하는 선들, 숫자, 음악적 기호들은
모두 그래픽 심벌이다. 사실 손으로 그린 것은 넓은 의미에서 전부 그래픽 심벌이라
할 수 있다. 사과를 그린 그림은 사과의 묘사일 뿐이지 사과 자체일 수 는 없다. 즉
선이나 색깔로 사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그래픽 심벌임을 의미한다. 그래픽 심벌의
역사는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런 초기의 그래픽 심벌은 그
후 문자의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초기의 사실적 표현은 차츰 단순화, 양식
화 되가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바뀌고 이윽고는 문자로 진화되었다. 형태와 색채에
의해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래픽 심벌은 비언어적 심벌(Non Verbal Symbol)로서 음
성심벌(Phonetic Symbol), 문자심벌(Literal Symbol)과 구별된다. 역사를 통해 문
자심벌, 음성심벌만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
한 것 같이 고대문자는 물체의 형상을 그려 의미를 전달하는 그래픽 심벌에서 출발
했다65).

Ⓑ 인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매개체를 기호
라 하며, 기호를 그림이나 도형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을 그래픽 심벌이라고 한다.
즉, “어떤 사물,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기호나 마크”를 말한다66).

Ⓒ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67)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68)에 따르면,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의 범위에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신

“그래픽 심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 “그래픽 심벌”
을 적극적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래픽 심벌”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는 i) 그림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 ii) 일반적인 문자나 사물의 사실적인 표현
은 포함되지 않을 것, iii) 2차원(two-dimensional)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등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이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기호
나 표시”를 말하며69), 도안, 캐릭터, 변형된 정도에 따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글자
배열, 아이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70).

65) 이윤수⋅진원재 1990.12 “그래픽심볼의 개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논문
집 제32집 129쪽
66) 신정은 2012.2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래픽심볼 디자인 개발 연구“ 7쪽
67) 제안일자 2010년 7월 7일 의안번호 1808811
68)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철 201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4쪽
69) 상기 보고서의 각주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3차원적인 입체디자인을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형상(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
는 윤곽)’부분을 제외하면 논리적으로 2차원적인 평면디자인을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
70)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철 201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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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에 관해 최근 특허청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안) 주요내용7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래픽 심벌이란 “어떤 사물이
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의 의미 전달이나 연상의 목적으로 그림기호나 도형 등 시각
적인 이미지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2010년의 특허청 용역보고서72)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이란, “그림적 요소를 포함
하는 기호나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흔히, 도안, 캐릭터, 변형된 정도에 따
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글자배열, 아이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그래픽 심벌의 정의
ⓐ 상기 논의의 정리
상기 그래픽 심벌의 정의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 -“시각적 이미지로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려는 그림기호”
상기 Ⓑ -“어떤 사물,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기호나 마크”
상기 Ⓒ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기호나 표시”
상기 Ⓓ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의 의미 전달이나 연상의 목적으로
그림기호나 도형 등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시한 것”
상기 Ⓔ -“그림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호나 표시”

ⓑ 각 정의에 포함된 개념요소
상기 정의들에 포함된 개념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71)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72) 특허청 2010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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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그래픽 심벌의 개념요소

상기 Ⓐ

symbol

표현방식

아이디어

그림기호

시각적 이미지

기호나 마크

X

어떤 사물,

상기 Ⓑ

추상적인 개념

상기 Ⓒ
상기 Ⓓ

referent

X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상기 Ⓔ

X

기호나 표시

모양⋅색채(2차원

)

그림기호나 도형

시각적 이미지

기호나 표시

그림적 요소

ⓒ 개념요소의 분석
◆ referent 는 앞서 Ogden & Richards의 기호삼각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시대상을
의미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 존재가 referent 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
하나,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이더라도 referent 에 해당될 수 있다. 시각 커뮤니케
이션을 중시하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아이디어⋅의미의 표
현 내지 전달)의 목적”이라는 개념요소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73). 그러나, 디자
인보호법에서 디자인 보호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용어로서 그래픽 심벌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아이디어⋅의미의 표현 내지 전달)의 목적”의 존부로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되는 그래픽 심벌과 그렇지 않은 2차원이미지를 구분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목적성이 디자인창작자의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면 명확해야 할 법률용어의 정의로 보기에는 법적 안정성에 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픽 심벌로부터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지시대상으로 해석한다면 법
적 안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기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타내기 위해” 라는 개
념요소를 채택하기로 한다. 다만, 그래픽 심벌의 지시대상이 2차원적인 것에 제한되
는지 3차원적인 것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
다. 또한, 그래픽 심벌의 지시대상이 유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항을 바꾸어 살펴
보기로 한다.

73) 이윤수⋅진원재 1990.12 “그래픽심볼의 개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논문
집 제32집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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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은 상징, 기호 또는 그대로 심벌이라고 번역되며, “사물이나 생각 등을 대
표하는 기호나 형상74)”이라고 정의하거나, “무엇인가를 대리로 나타내는 표시75)”라
고 정의하기도 한다. symbol 로부터 기호나 표시, 또는 마크라는 개념요소를 추출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용어는 문자심벌(Literal Symbol)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림기호나 도형”이라는 개념요소를 채택하기로 한다.
◆ 표현방식 – graphic symbol
모양과 색채에 의해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래픽 심벌은 비언어적 심벌(Non Verbal

Symbol)로서 음성심벌(Phonetic Symbol), 문자심벌(Literal Symbol)과 같은 언어
적 심벌(Verbal Symbol)과 구별된다. graphic symbol 의 표현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76). i) 시각적 요소로 구성되고, 특히 그림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ii) 일반적인 문자나 사물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구성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iii) 2차
원(two-dimensional)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픽 심벌의 표현방식이 2차원에 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항을 바
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4)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의 표현방식이 2차원에 한정되는지
여부 - 적극
ⓐ 그래픽의 어원
그래픽(graphic) 이라는 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graph)는 ‘새
기다, 긁다(carve, scratch)’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라파인(graphein)에서 나왔으
며, 그래픽(graphic)은 ‘쓰다’를 의미하는 그라피코스(graphikos)에 어원을 두고 있
다. 사전적 정의는 “그림이나, 도형,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형상이나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77)”또는 “어떠한 표면에 보여줄 시각 표현78)”이다.

ⓑ 오늘날의 의미
즉, 어원상 그래픽은 표면상의 2차원적 시각표현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74) 이윤수⋅진원재 1990.12 “그래픽심볼의 개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논문
집 제32집 129쪽
75) 이소연 2003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심벌마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성에 관한 연구” 5
쪽
76)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철 201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4쪽
77)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037100
78)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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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어 평면적인 시각적 효과 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환경, 뉴
미디어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최
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그래픽(three-dimensional graphic) 의 영역으로 그
의미가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 3차원적 지시대상(referent)을 2차원적으로 표현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3차원 그래픽이라 하여도 그
지시대상(referent)이 3차원적일 뿐, 그 표현은 2차원적인 컴퓨터 모니터 또는 표면
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원적 표면에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
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는 투시법, 명암법이 대표적이며79), 또한 우리 디자인보호
법의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같이 여러 이미지에 의해 입체적 형상
이 파악되도록 하는 표현방법이 있다.

ⓓ 소결
그래픽 심벌의 표현방식은 2차원적 표현방식에 한정된다. 그래픽 심벌은 주로 2차
원적 지시대상(referent)을 표현하나, 3차원적 지시대상(referent)도 표현할 수 있
다. 그래픽 심벌이 2차원디자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표현방식이 2차원적이라는 것
을 의미할 뿐이며, 지시대상까지 2차원적인 것에 한정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
픽 심벌로 3차원적 지시대상을 표현할 경우 이를 2차원적 표현방식으로 나타내기 위
하여 투시법, 명암법 또는 여러 도면을 이용하는 방법80) 등을 사용하게 된다.

(5)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지시대상이 3차원적 지시대상(referent)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적극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지시대상이 3차원적 지시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해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 3차원적 지시대상의 등록 예 – 명암법의 사용
아래의 표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 3차원적 지시대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이다. 하기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도면으로서 명암법으로
표시된 하나의 도면만을 제출하였다.
79) 김의열 2007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한 점선면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34쪽
80) 예를 들어,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의 표현방법이 있다.

48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표 17]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3차원적 지시대상 (명암법)
디자인 번호

001269575-0001

출원일

11.04.06

로카르노분류

32.00
캐릭터, 3D캐릭터,
애니메이션용 캐릭터,

제품

마스코트, 코믹 피겨

ⓑ 3차원적 지시대상의 등록 예 – 여러 도면의 이용
아래의 표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 3차원적 지시대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이다. 하기 등록공동체디자인들은 3차원적 지시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도면을 제출하였다.

[표 18]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3차원적 지시대상 (여러 도면)
디자인 번호

001778283-0001

출원일

10.11.0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캐릭터

디자인 번호

001805649-0001

출원일

11.01.14

로카르노분류

32.00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용

제품

캐릭터, 그래픽

디자인 번호
출원일
로카르노분류

심벌[캐릭터]
001861451-0004
11.05.10
32.00
애니메이션용 캐릭터,

제품

피겨,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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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17685-0001

출원일

11.02.07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3D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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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래픽 심벌81)의 지시대상(referent)은 유체성이 있는지 여부 - 소
극
그래픽 심벌의 지시대상(referent)은 유체성이 없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디자인
자체, 모티브 자체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시대상이 2차원 모티브인 경우와 2차원적 유체물인 경우의 비교
아래 2개의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는 서로 모양은 차이가 있으나 제품의 종류에
는 차이가 없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위의 예는, 지시대상이 유체성이 없는

2차원 모티브 자체인 경우로서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그래픽 심벌, 로고에 해당한
다. 둘 중 아래의 예는, 지시대상이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인 직물지로서 로
카르노 분류 제05-05의 Textile fabrics 에 해당한다.

[표 19] 지시대상이 2차원 모티브인 경우
디자인 번호

001253512-0001

출원일

11.01.06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로고

81) 여기서 그래픽 심벌은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서 그래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
(graphic symbols), 그래픽 심벌(comic figures:캐릭터), 로고(logos), 장식(ornamentation), 표
면문양(surface patterns)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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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지시대상이 2차원 유체물인 경우
디자인 번호

001244560-0006

출원일

10.11.12

로카르노분류

05.05

제품

직물지(Textile fabrics)

ⓑ 지시대상이 3차원 모티브인 경우와 3차원적 유체물인 경우의 비교
아래 등록공동체디자인들의 예는 형상이나 모양은 차이가 있으나 제품의 종류에
는 차이가 없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위의 예는, 지시대상이 유체성이 없는

3차원 모티브 자체인 경우로서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캐릭터에 해당한다. 둘 중
아래의 예는, 지시대상이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인 인형으로서 로카르노 분
류 제21-01의 Dolls 에 해당한다.

[표 21] 지시대상이 3차원 모티브인 경우
디자인 번호

001778283-0001

출원일

10.11.0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캐릭터

[표 22] 지시대상이 3차원 유체물인 경우
디자인 번호

001285670-0001

출원일

11.07.08

로카르노분류

21.01

제품

인형(D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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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 결 – 그래픽 심벌의 정의
ⓐ referent에 관하여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타내기 위해” 라는
개념요소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 symbol 에 관하여 “그림기호나 도형”이라는 개념요소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 그래픽 심벌의 표현방식에 관하여 2차원적, 시각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살펴보
았으며, 그렇다고 하여도 그 지시대상은 3차원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확인해보
았다. 나아가 그래픽 심벌의 지시대상은 유체성이 없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디자
인 자체, 모티브 자체 라는 것을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
라 표현방식에 관하여 “2차원적 이미지” 또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림기호나 도형이라는 용어에 이미 “시각적 이미지”라는 개념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굳이 이를 중복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2차원적 이
미지”라는 개념요소를 채택하기로 한다. 또한, 그림기호나 도형으로 구성된 전체적 2
차원적 이미지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으로 표현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래픽 심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기호나 도형으로 표현한 2차원적 이미지⌟를 말한다.

(8) 그래픽 심벌의 분류
M.Krampem은 그래픽 심벌을 로고그램(Logogram)이라는 용어로 분류하고 그 특
성에 따라 다음 3종류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대상물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는 영상심벌(Image-Related Logofram)이
다. 이러한 심벌들은 보는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지각되므로 사전학
습이 없이도 국제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영상심벌의 예로
는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가 국제적 표준화를 목적으로 만든 아이소타입

(Isotype)이나 공공장소, 국제적 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픽토그램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지각심벌(Concept-Related Logogram)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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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도형화하는 것이다.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학습이 필요하지만 배우기 쉽고 기
억하기도

쉬운

특징이

있다.

블리스(Charles.K.Bliss)가

만든

시맨토그래피

(Semantography), 화살표 방향 등은 대표적인 지각심벌이다. 셋째로는 임의의 심벌
(Arbitrary Symbol)로서 대상물의 형태나 개념과는 관련이 없이 학습을 통해 암기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심벌이다. 이런 심벌들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하므로 배
우고 기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 -, ˟, ÷ 같은 수학적 부호, 제도법, “, ?, 숫자들
은 임의의 심벌이다82).

(9) 관련개념
▪ 캐릭터 : 아래 그래픽 심벌[캐릭터]의 정의 참조
▪ 사인(sign) : 기호, 신호, 간판물을 의미하며, 간판 즉(Sign board)의 준말로도 쓰
인다. 간판이란, 상점·회사·영업소·기관 등에서 그 이름·판매상품·영업종목 등을 써서
사람 눈에 잘 띄도록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말한다. 기호학 분야에서 사인

(sign)은 기호로 번역하며, 행위기호로 파악된다. 이와 대비되는 심벌(symbol)은 상
징으로 번역하며, 비행위기호(非行爲記號)로 파악된다83).

▪ 시맨토그래피(semanto graphy) : 호주의 블리스(C. K. Bliss)가 발명하였으며,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블리스심벌릭스(Blissymbolics) 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인 의미
글자이다. 이 체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몇 개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론적이기도 하다. 시맨토그래피는 본질적으로 글자
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림인 그래픽 심벌과는 구별되나,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
하다는 유사점이 있다.

82) 이윤수⋅진원재 1990.12 “그래픽심볼의 개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논문
집 제32집 130쪽
83) 정인미 1987 “기호론에 의한 시각전달 디자인 메시지 분석”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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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맨토그래피의 다양한 예

▪ 아이소타입(ISOTYPE) : 일정한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상징적 도형이나 정해진 기호를 조합시켜 보다 시각적⋅직접적으로 나타내
는 방식이다. 오스트리아의 사회교육학자인 O.노이라트가 1920년대에 제창한 것으
로 간략화된 도형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특히 교육용으
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노이라트는 이 그림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을 확립시키
기 위하여 2000개 이상의 기호를 수록한 시각사전과 기호의 문법을 만들었다. 1930
년대에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에도 통계도표나 교과서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
며, 표지⋅심벌마크의 표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림 8] 아이소타입의 다양한 예

▪

픽토그램(pictogram)

:

사물⋅시설⋅행위⋅개념

등을

상징화된

그림문자

(pictograph)로 나타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상징문자이다.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이다. 그림문자의 일종으로, 사물·시설·행위·개념 등을 상징적 그림문자로 나
타내 대상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이자
상징문자이다. 상형문자 이전의 초기 단계의 그림문자를 픽토그래프라고 하여 다시

54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달리 픽토그램은 문자의 사용이 고도화·체계화된 현
대에 등장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자 일종의 언어체계이다. 픽토그램은 대상의 의
미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그림언어이다. 따라서 인종과 언
어를 뛰어넘어 누구라도 픽토그램을 보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픽토그램은 국가적·국제적 약속체계·기호체계·상징체계
이자 규칙이다.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대회 종목의 픽
토그램과 같은 국제표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추
진되고 있다. 보통 화장실·관광안내소·지하철·교통표지판 등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많이 이용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픽토그램 표지판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한국에서도 화장실·식당·엘리베이터·지하철도·버스정류장 등 각종 공공시설 픽토
그램을 이미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 9] 국제표준(ISO)으로 채택된 우리나라 픽토그램의 예

▪ 엠블럼(emblem) : 문장(紋章)이라고도 하며 도덕적 진리와 같은 개념, 왕, 성인
같은 인물, 또는 국가나 단체, 브랜드 등을 상징하는 추상적 또는 구상적인 이미지이
다. 상징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나 상징보다 특수하게 제한된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규모있는 행사에서 일정기간 홍보의 효과를 내기 위해 행사명과 어울려 쓰도록
상징적인 그래픽을 고안해 냈다면 이를 보통 엠블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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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엠블럼의 다양한 예

(10)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등록공동체 디자인의 예를 살펴보면 그래픽 심벌은 그림기호나 도형만으로 표시
되거나 또는 여기에 문자가 포함되어 구성된다.

[표 23]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그래픽 심벌
디자인 번호

001266092-0001

출원일

11.03.1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디자인 번호

001270052-0001

출원일

11.04.0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디자인 번호

001270052-0004

출원일

11.04.0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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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번호

001285712-0001

출원일

11.06.16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디자인 번호

001320428-0043

출원일

12.03.30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그래픽요소

6. 그래픽 심벌 [캐릭터 ] (Graphic symbols[comic figures])
(1) 정의
ⓐ 사전적 정의
캐릭터(character)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양
식”으로서 바꿔 말하면 “특성, 특질, 인격, 인성, 품성, 역할, 신분 등의 등장인물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뜻한다. 또한 사전적으로 “글자, 문자”라는 뜻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캐릭터의 원래적 개념은 이와 같이 다양하다.

ⓑ 상업적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시각전달 매체
본래 캐릭터라 함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문학이나 만화, 연극, 영화 등 예술적 영역
에서 탄생된 말이지만 최근들어 법률의 영역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관용적으
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상품화함으로써 상업 또는 영업상의 주
요한 경쟁수단이며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84) 캐릭터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본개념은
효과적인 시각전달 매체로서 강한 이미지를 통하여 감정적 정서를 제공한다는 기본
이념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85).

84) 추승호 2009 “캐릭터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5쪽
85) 손현아 2008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개발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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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디자인과 관련된 관용적 쓰임
오늘날 상기와 같은 상업적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특히 시각
적 디자인과 관련하여 캐릭터의 의미가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국어사전을 참조하여 보면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
미지가 부여된 존재.86)”

“소설이나 연극, 만화 등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소설이나 만화, 극 따위에 등
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87)”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관용적으로 쓰이는 시각적 디자인으로서의 “캐릭터

(character)”란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부여된 인물 또는 존재⌟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러한 의미로 캐
릭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캐릭터의 분류88)
캐릭터의 분류는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캐릭터와 팬
시를 위한 캐릭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 캐릭터는 코퍼레이트(Corporate), 브랜드(Brand), 이벤트(Event),
캠페인(Campaign), 프로모션(Promotion)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다.

◆ 코퍼레이트(Corporate) 캐릭터
기업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머셜 캐릭터로서 캐릭터의 이미지와 기
업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캐릭터는 여
러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 캐릭터로 삼성생명의

‘비추미’, 국민은행의 ‘큰 사람’ 등이 있다.

86)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602400
87) 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88) 손현아 2008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개발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7-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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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성생명 ‘비추미’

◆ 브랜드(Brand) 캐릭터
브랜드의 이미지나 친근감 제고를 위해 캐릭터가 제품의 심벌, 즉 브랜드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현재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 간의 균등화 현상으
로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대표적 캐릭터로 코카콜라의 ‘쿠우’, 유한킴벌리의 ‘뽀
삐’ 등이 있다.

[그림 12] 유한킴벌리 ‘뽀삐’

◆ 이벤트(Event) 캐릭터
캐릭터가 각종 기획행사의 이미지 부각 및 축제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
이다. 대표적 캐릭터로 97 광주 비엔날레 ‘비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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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광주 비엔날레 ‘비두리’

◆ 캠페인(Campaign) 캐릭터
캠페인은 포괄적인 범위의 개념으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계획적인 활동이며, 캠페인 캐릭터는 캠페인을 위해 사회계몽과 공익광고의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를 말한다. 대표적 캐릭터로 ‘호돌이’가 있다.

[그림 14] 88서울올림픽 ‘호돌이’

◆ 프로모션(Promotion) 캐릭터
캐릭터가 상품의 이미지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로
서 역할을 하는 판매 촉진을 위한 캐릭터를 말한다. 대표적 캐릭터로 치토스의 ‘체스
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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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오리온 치토스 ‘체스터’

ⓑ 팬시 캐릭터는 상품, 만화, 애니메이션, 스타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다.

◆ 상품 캐릭터(오리지널 캐릭터)
팬시 제품을 위해 디자인 및 개발되며, 다양한 스토리와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
발하는 팬시상품 캐릭터이다. 이러한 캐릭터는 주로 일본의 산리오사나 국내의 바른
손, 모닝글로리, 영아트 같은 팬시 전문 캐리터업체에서 제작되어 지고 있다. 대표적
캐릭터로는 헬로키티, 부비, 블루베어, 푸키 등이 있다.

[그림 16] 모닝글로리 ‘블루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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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캐릭터(출판 캐릭터)
코믹스(Comics)같은 만화책 형태의 출판물을 통해 알려진 캐릭터를 팬시 제품으
로 다시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미국 디즈니사의 미키
마우스와 국내의 둘리, 광수생각 등이 있다.

[그림 17] 광수생각

◆ 영화 캐릭터(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다양한 이야기 소재들을 영화로 만들어 그 속에서 탄생하는
캐릭터들이다. 영화라는 매체는 오리지널 캐릭터이건 출판 캐릭터이건 모든 분야의
소재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홍보 및 인지도 면에서 대중들에게 접근
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포켓몬이 있다.

[그림 18] 포켓몬스터의 ‘피카츄’

◆ 스타 캐릭터

62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인기있는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와 같은 인지도 높은 인물을 캐릭터화하여 라이선
싱 되는 캐릭터이다. 이러한 스타캐릭터는 특정의 캐릭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명의 스타에 몇가지의 캐릭터가 동시에 개발될 수 있다는 것과 스타의 인기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예측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찬호,
동방신기 등이 있다.

[그림 19] 동방신기

◆ 온라인 및 플래쉬(Flash) 캐릭터
인터넷에서 발표되는 캐릭터 및 플래시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캐릭터들이다. 대표적
인 캐릭터로는 마시마로, 뿌까, 졸라맨 등이 있다.

[그림 20] 뿌까

ⓒ Graphic symbols[comic figures]의 번역의 문제
Graphic symbols[comic figures]는 로카르노분류 영⋅한 대역본89)에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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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캐릭터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이것을 “캐릭터”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
다90). 이 [comic figures]의 번역과 관련하여 일부 책91)에서는, ⌜이것은 2차원적인
그래픽 심벌의 일종으로서“comic figures”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92)⌟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omic figures]라는 것은‘만화 등장인물’ 또는 ‘카툰 캐릭
터’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93). 또한 ⌜“캐릭터”자체가 마치 하나의 물품

(article)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주

내용에는

⌜OHIM

홈페이지상

디자인의

제품

구분이나

그

등록례를

“Character(캐릭터)”로 입력하면 실제로 아무런 결과도 검색되지 않는다.⌟고 한
다94). 그런데,“캐릭터” 자체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상
기 각주의 내용은 오해가 아닌가 한다. OHIM 홈페이지상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검색
창95)에서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the product) 란에 “Character”를 입력하면 결
과가 거의 검색되지 않지만, “Characters”라고 뒤에“s”를 붙여서 검색하면 많은 수의
등록공동체디자인이 검색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중에는 “Characters”가 글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만큼 글자체(set of characters)의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
각적으로 파악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부여된 인물 또는 존재”로서의 “캐릭터”디자인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11년 8월3일부터 2012년 8월3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Characters”를 제품의 표시로 하여 검색한 결과 총 121건의 등록공동체디자
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부여된 인물 또는 존재”로서의 “캐릭터(Characters)” 디자인은 총 85건이 검색되었
다.

[표 24] “캐릭터(Characters)”를 제품의 표시로 한 등록공동체디자인
디자인 번호

001956764-0001

출원일

11.12.02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Characters

89) 특허청 2010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제9판 영⋅한대역본” 541쪽
90) 특허청 2010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71쪽
91) 박성호 201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54-82쪽
92) 박성호 201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66쪽
93) 박성호 201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67쪽
94) 박성호 201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67쪽
95) http://oami.europa.eu/RCDOnline/Request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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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카르노분류 제32류에서“Graphic symbols”외에 별도로“Graphic symbols

[comic figures]”이라고 Graphic symbols에 괄호를 두어“comic figures”를 명시하여
병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기의 [comic figures]는 캐릭터의 다양한 개념 중
특히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부여된 인물 또는 존재”로서의 캐릭터
전부에 대한 예시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것을 “만화 등장인물“ 또는 ‘카툰 캐
릭터’로 번역하는 것은, 캐릭터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상기에서 살펴본 캐릭터의 분류 중 만화 캐릭터(출판 캐릭터)로 지나치게 한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시각적 디자인과 관련하여 캐릭터의 의미가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고, [comic figures]라는 용어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
한 로카르노 분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캐릭터’라고 번역한다고 해도 다른
오해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phic symbols[comic figures]”를“그래픽 심벌[캐릭터]”
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표 25]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그래픽 심벌(캐릭터)
디자인 번호
출원일

001284046-0001
11.01.01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캐릭터),
마스코트, 캐릭터

디자인 번호

001960170-0003

출원일

11.12.0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캐릭터)

디자인 번호

001251896-0001

출원일

10.12.24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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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21760-0001

출원일

11.02.15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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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고 (Logos)
(1) 정의
로고(logo) 란 일반서체와 구별되게 쓰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디자인된 브랜드명
으로서의 글자 혹은 회사명96)으로서의 글자를 의미한다. 본래 로고는 글자로만 디자
인을 했기 때문에 로고타이프(Logotype)나 워드마크(Word Mark)로 불리기도 했으
나 점차 그림도 그 범주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즉 “로고(logo)”는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독특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처럼 사용되는 글자체 또는 그림⌟이다.

(2) 관련개념
▪ BI(Brand Identity) :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
별화를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 경영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다(多) 브
랜드 추세에 발 맞추기 위하여 CI보다 BI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CI(Corporate

Identity)

: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가리키며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이라고도 한다. 주로 시각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
는 기업로고나 심벌마크를 통해 나타난다.

(3)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표 26]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로고

96) 또는 단체 등 특정 주체의 명칭

디자인 번호

001277578-0001

출원일

11.05.23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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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번호

001285324-0001

출원일

11.07.12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로고

디자인 번호

001290399-0004

출원일

11.08.22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로고

디자인 번호

001253512-0001

출원일

11.01.06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로고

디자인 번호
로카르노분류

001247266-0001
10.11.29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로고

출원일

8. 장식 (Ornamentation) / 표면문양 (Surfacepattern)
(1) 정의
ⓐ “장식(Ornamentation)”은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으로서,
건축물이나 물건에 달린 개개의 장식, 그 형식이나 모티브⌟를 말한다. 유럽공동체
디자인심사지침(Examination Guidelines Community Design) 8.3에 따르면 장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식(ornamentation)이란 윤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 제품의 표면에 부가되는 장식적 요소이다.97)“
영어의 데코레이션(decoration)과 오너먼트(ornament)를 우리말로는 장식이라 번
역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코레이션은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장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
면, 궁전의 실내를 회화와 조각, 벽걸이와 깔개, 가구와 장식물 등으로 장식할 경우
97) Ornamentation is an additional and decorative element capable of being applied to the
surface of a variety of products without significantly affecting their con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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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장들 전체를 데코레이션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특정 사물의 표면을 치장하고
꾸미는 장식 모양은 오너먼트라고 부른다98).

ⓑ “표면문양(Surfacepattern)”은 ⌜여하한 제품의 겉에 나타나는 장식무늬⌟를 말
하며, 전통적으로 직물과 편물의 표면무늬에서 비롯되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영국 특허청 홈페이지99)의 설명에 따르면 “제품에 표시될 문양(pattern)과 같은 2
차원장식(two-dimensional ornamentation) 자체를 등록할 수 있100)”으며, 이러한
설명 및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로 보아 표면문양은 2차원장식에 포함되거나 또는
서로 혼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표 27]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장식
디자인 번호

001297543-0001

출원일

11.10.13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장식

디자인 번호

001301808-0004

출원일

11.11.14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옷감(용 장식)

디자인 번호

001298772-0001

출원일

11.10.17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화장지(용 장식)

98)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3309&categoryId=1389
99) http://www.ipo.gov.uk/types/design/d-about/d-whatis.htm
100) You can register (생략) two-dimensional ornamentation alone, eg. a pattern intended
for display upon a product, (생략)

68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디자인 번호
출원일
로카르노분류

001302657-0001
11.11.18
32.00

제품

장식

디자인 번호

001305684-0001

출원일

10.12.0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직물(용 장식)

[표 28]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 표면문양
디자인 번호

001875444-0002

출원일

11.06.0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표면문양

디자인 번호

001875444-0009

출원일

11.06.09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표면문양

디자인 번호
출원일
로카르노분류

001887605-0001
11.07.06
32.00

제품

표면문양

디자인 번호

001899048-0012

출원일

11.08.01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장식

디자인 번호

001914664-0003

출원일

11.09.08

로카르노분류

32.00

제품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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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유럽의 공동체디자인법(CDR)을 보면 제품(product)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서 제품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을 말하고, 특히 복합제품

(complex product)에 조립되는 부품, 포장(packaging), 겟-업(get-up), 그래픽 심벌
(graphic symbols) 및 글자체(typographic typefaces)를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
함하지 않는다.101)”
한편, 위에서 살펴본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를 보면 그래픽 심벌, 로고가
모두 제품으로 표시된 경우102),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장식이 모두 제품으로
표시된 경우103)도 발견된다. 이러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로 보아 유럽의 경우 유
로로카르노분류 제32류에 포함되는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104)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105)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원적 시각디자인을 대표하여 그래픽 심벌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Graphic symbols, Graphic symbols[Comic figures], Logos 등의
정의는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경우 이러한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
음.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Graphic symbols만 조문에 표현되더라도 2차원적인 시각
디자인 대부분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게 됨.⌟
로카르노분류 제32류의 각 용어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s)”이란, ⌜이미지, 활자, 심벌, 또는 로고 등을 이
용하여 인쇄물, 웹사이트와 같은 매체를 통해 표현⋅제작되는 디자인의 최종결과물
또는 그 작업과정⌟이다.

◆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기호나 도형으로 표현한 2차원적 이미지⌟이다.

101)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102) 디자인번호 001954355-0006, 001253512-0001, 001247266-0001 등
103) 디자인번호 001899048-0012, 001914664-0003 등
104) 제안일자 2010년 7월 7일 의안번호 1808811
105)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철 201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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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심벌(캐릭터)(Graphic symbols[comic figures])”란, ⌜시각적으로 파악
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부여된 인물 또는 존재⌟이다.

◆ “로고(Logos)”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독특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처럼
사용되는 글자체 또는 그림⌟이다.

◆ “장식(Ornamentation)”이란,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으로
서, 건축물이나 물건에 달린 개개의 장식, 그 형식이나 모티브⌟이다.

◆ “표면문양(Surfacepatterns)”이란, ⌜여하한 제품의 겉에 나타나는 장식무늬⌟이
다.
상기의 정의 및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들을 살펴보면 로카르노분류 제32류에 속
하는 2차원적 시각디자인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진다. ① 그림
적 요소 ② (문자만으로 표현될 경우) 일반서체와 구별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문자

③ 2차원적 디자인 ④ 시각적 디자인.
이러한 개념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다른 용어들의 정의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상기 용어들 중에서 “그래픽 심벌”이라고 판단된다106).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로카
르노분류 제32류에 속하는 시각적 디자인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그래픽디자인(2차
원), 그래픽 심벌, 그래픽 심벌(캐릭터), 로고, 장식, 표면문양107)”을 대표하는 용어
로 “그래픽 심벌 등” 대신 “그래픽 심벌”을 사용하기로 한다108).

106) 그래픽 심벌이 대표적인 2차원 마크라는 취지로, 松井宏記, 共同體商標と共同體意匠の
世界,パテント, Vol.62 No.11 (2009), 39면.
107)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 Graphic symbols / Graphic symbols [comic figures]
/ Logos / Ornamentation / Surface patterns
108) 이러한 입장은 본 연구에서 다시 살피겠지만 입법론적으로 보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물품 정의규정 중에 “그래픽심벌 등”과 같이, “등”이라는 개방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 관련업계 등의 지적과 거부감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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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미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1. 미국의 디자인보호법제 개요
(1) 미국법상 디자인의 취급
미국법상 디자인은 특허권의 일종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미국법에 따른 특허는 기
술특허(utility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의 크게

3 가지로 나뉘며, 미국법상 디자인권은, 특허권의 일종으로서 특허에 관한 법률과 규
정에 따르게 된다.
미국의 법률(U.S.C.)109) 중 특허를 규율하는 법은, 35 번째 법률(35 U.S.C.)이며,
이것을 흔히 미국특허법이라 칭한다. 미국특허법의 하위
규정으로는 37 번째 연방규정(C.F.R.)110)이 존재하고, 이것을 흔히 미국특허규칙이
라 칭한다. 따라서, 미국법상 디자인은 이 미국특허법(35 U.S.C.)과 미국특허규칙

(37 C.F.R.)에 의해 규율된다.
미국특허법 및 미국특허규칙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111) 내의 업무처리
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서, 특허심사절차 매뉴얼 (MPEP)112)이 있다. 미국
특허심사관들은 이 MPEP 규정에 따라 디자인을 포함한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2) 미국법상 디자인 관련 특칙
ⓐ 미국특허법(35 U.S.C.) 상 디자인 관련 특칙
미국법상 디자인특허는 기술특허와 함께 미국특허법(35 U.S.C.)의 규율을 받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미국 특허법에는 디자인특허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존재한다.
이 중 171조는 미국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디자인특허에도 적용됨을 규정함과 아
울러, 특허법상 디자인의 실체적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109)
110)
111)
112)

Unites States Codes
Code of Federal Regulation
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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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미국특허법(35 U.S.C.)상 디자인 관련 특별규정
제 171조 디자인에 대한 특허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
람은,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 172조 우선권
제119조(a)로부터(d)까지 규정되고 있는 우선권 및 제102조(d)에 지정한
기간은, 디자인의 경우는 6월로 한다. 제119조(e)에 의해서 정해진 우선
권은, 디자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173조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
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일부터 14년으로 한다.
제 289조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판
매를 위하여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여하한 물
품에 적용하거나, (2)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적용한 여하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최소한 250불 및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을가지는 여하한 미국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는, 침해된
특허권자가 이 법에 따라 가지는 다른 배상 받을 권리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나,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
여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다.

ⓑ 미국특허심사기준(MPEP)상 디자인 관련 특칙
미국특허심사기준(MPEP)상 디자인 관련 특별 규정들은 “Chapter 1500 Design

Patent”의 제목 아래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미국특허법과 미국특허규칙에 정
해진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목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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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미국 디자인특허 심사기준

제 1500장 디자인특허
1501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
1502 디자인의 정의
1502.01 디자인특허와 기술특허의 구분

1503 디자인특허 출원의 요소
1503.01 명세서
1503.02 도면

1504 심사
1504.01 디자인의 법정 대상
1504.01(a) 컴퓨터‐생성 아이콘
1504.01(b) 여러 물품 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 (Design Comprising Multiple Articles or

Multiple Parts Embodied in a Single Article)
1504.01(c) 장식성의 흠결(Lack of Ornamentality)
1504.01(d) 모방(Simulation)
1504.01(e) 모욕적인 주제(Offensive Subject Matter)

1504.02 신규성(Novelty)
1504.03 비자명성(Nonobviousness)
1504.04 35 U.S.C. 112에 따른 고려
1504.05 한정(Restriction)
1504.06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1504.10 35 U.S.C. 119 (a)‐(d)에 따른 우선권
1504.20 35 U.S.C. 120에 따른 이익
1504.30 조기심사(Expedited Examination)

1505 등록결정 및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
1509 디자인특허의 재발행(Reissue)
1510 재심사(Reexamination)
1511 이의신청(Protest)
1512 디자인특허, 저작권, 및 상표 사이의 관계
15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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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디자인보호법제 내용 113)
(1) 심사주의
미국의 디자인 출원은, 통상의 특허출원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된다.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며,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된다. 디자인특
허의 심사에서는, 출원서와 이에 첨부된 명세서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
된 디자인의 신규성, 비자명성 등 실체적 사항까지 모두 심사한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Grace Period)
출원 전이면 권리자에 의한 공지라도 신규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서, 일종의 출원의 유예를 허용 이런 의미에서 유예되는 기간을 "grace period"라 한
다.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전 디자인이 공개되었던 경우라도 그 공개일로부터 1 년
이내라면 그 공개로 인해 디자인 특허출원이 거절되지 않는다.

(3) 부분디자인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참고적인 부분을 점선으로 도시하여 출원함으
로써,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4) 공고 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의 원칙적 불허
한국과 일본 디자인보호법제에는 비밀디자인/비밀의장이라고 하여, 등록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을 공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공고의 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 라 하며, 미국의 경우 특허 연기 신청인 37

C.F.R. §1.314 규정을 기초로 공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특허의
발행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필요충분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5) 복수디자인 / 유사디자인 제도의 부존재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출원제도는 미국디
자인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디자인 특허출원은 하나의 디자인만
을 포함하여야 한다.

113)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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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출원/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해당 디자인과 관련하
여 출원/등록받는 것을 허여하는 것을 한국법상 유사디자인 제도라 한다. 이러한 유
사디자인 제도도 미국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표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이라면 별도로 특허될 수 없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면 별개의 디자인특허로 등록
될 수 있다.

(6) 여러 물품 또는 한 물품에 화체된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 물품이 여러 개의 물품이거나, 또
는 한 물품이라도 여러 부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복수 구성물/부품이 결합하여 하
나의 물품을 형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성립요건
미국특허법 171조는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여, 특허법상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되기 위한 요건(디자인
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과

장식성

(ornamentality)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
및 독창성(originality)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조물품성
ⓐ 제조물품성의 의의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관하여 35 U.S.C. 171은 제조물품의 디자인이라 하지
않고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114)이라 하고 있다.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에서
청구되는 대상은 물품에 화체되거나 적용된 디자인이며, 물품 그 자체가 아니다115).
114) not to the design of an article, but to the design for an article
115) In a design patent application, the subject matter which is claimed is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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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그 적용된 물품과는 불가분이며 표면 장식(surface ornamentation)의 경우
와 같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116). 미국특허심사기준(MPEP) 1504.01에서
구체화하는 35 U.S.C. 171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a) 제조물품에 적용되거나 화체된 장식, 인상, 인쇄, 또는 그림에 대한 디자인117)
(표면표시)118);
(b) 제조물품의 형상이나 형태에 대한 디자인119)120) 및
(c) 위 두 범주의 조합.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표현되는 물품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으므로, 디자인특허
출원시에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정해져야 한다. 디자인 그 자체나 그림/도안 자체
로는 특허받을 수 없으며, 특허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될 것이 필요하다.

ⓑ 제조물품의 의의
이러한 미국특허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은 사람
에 의하여 만들어진 만질 수 있는 대상(man-made tangible object)이어야 한다. 이
와 같이 물품 내지 제조물품 (artic1e of manufacture) 이란 기본적으로는 유체물을
가리킨다고 해석되지만， 그 범위는 넓게 해석되고 있다. 물품이기만 하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고정적으로 표현되거나 일시적으로 표현되거
나를 가리지도 아니한다. 물품이면 그 물품의 전체 디자인이든 부분 디자인이든 상
관없다121).
요컨대， 미국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는 물품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이러한 물품성은 매우 넓게 해석되는 결과，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
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22).

(3) 장식성

embodied in or applied to an article of manufacture (or portion thereof) and not the
article itself. [MPEP 1502]
116) Design is inseparable from the article to which it is applied and cannot exist alone
merely as a scheme of surface ornamentation. [MPEP 1502]
117) 형상이 없고 모양과 색채만으로 구성된 2차원디자인
118) a design for an ornament, impression, print, or picture applied to or embodied
in an article of manufacture (surface indicia)
119) 형상을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120) a design for the shape or configuration of an article of manufacture;
121)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31쪽
122)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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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성이란 심미적(esthetically pleasing)일 것이 요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새기
는 일부 판례123)도 있으나, 대개의 판례124)는 물품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닐 것이라
는 소극적 의미로 새기며, 즉, 디자인특허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능만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닌 장식적 외관(ornamental appearance that is not dictated by

function alone)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물품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의 디자인은 기능적
인 것이라기보다는 장식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125)의 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기능에 관해 발명 특허가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에 관해 디자인
특허가 가능하게 된다.
디자인은 장식적이어야 하므로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
서,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디자인은 장식성이 결여된 것으로 거절된다.

4.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의 등록요건
(1) 디자인의 등록요건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

(non-obviousness) 및 독창성(originality)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규성(novelty)
ⓐ 의의
신규성이란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볼 때, 출원된 디자인은 각각
의 공지 디자인의 외관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공지된 특정의 디자인과 동
일한 디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지 여부는 평균적 관찰자의 시각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 특허법상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통상의 관찰자가 보아서
123) Wabern Packaging Indus., Inc. v. Cut Rate plastic Hangers, Inc., 652 F.2d 987, 210
USPQ 777 (2nd Cir. 1981)
124) Bonito Boats, Inc. v. Thunder Craft Boats, Inc., 489 US 141, 148, 9 USPQ2d 1847, 1851
(Fed. Cir. 1989)
125) A. Gear, Inc. v. Thom McAn Shoe Co., 988 F.2d 1117, 1123, 25 USPQ2d 1913, 1917
(Fed. Cir. 1997), Best Lock Corp. v. Ilco Unican Corp., 94 F.3d 1563, 1566, 40 USPQ2d
1048, 1049-50 (Fed. Cir. 19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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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과 실질적으로 통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법 제 102조 (b) 항
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원일로부터 1 년 이상 이전에 미국내 또는 외국에서 디자인이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나， 미국 내에서 공지되거나，실시된 경우에는 디자인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 판단기준
신규성 판단기준으로는 Gorham' s test126)가 있다. 즉 통상인 (ordinary

observer) 을 기준으로 동일한 선행기술의 디자인 (prior art) 또는 인용례
(reference) 로 출연된 디자인라든지， 실질적 동일성 (substantially the same) 의
외관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양자의 절대적 동일성까지는 필요
하지 않다. 또 양자를 대비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용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Gorham' s test
Gorham Co. v. White, 81 U.S. 511, 528 (1871) 판례에서 사용된 Gorham' s
test 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 력을 기울여 통상의 관찰자(ordinary observer)의 눈으로
보아서 두 개의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 그 유사성이 그와 같은 관찰자
를 기망하여， 일방을 타방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부추기는 경우에는 침해가 긍정된
다.

② the point up of novelty test
Gorham' s test를 보완하는 기준으로 Liton Sysems Inc. v. Whirlpool Corp., 728
F.2d 1423, 221 USPQ 97 (Fed. Cir. 1984). 판례에서 사용된 the point up of
novelty test 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상의 관찰자의 눈으로 보아 두 가지 디자인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침해
대상물품이 특허된 물품의 신규성 있는 부분 즉 선행디자인으로부터 구별하는 부분
을 도용하지 않는다면 침해로 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미국의 판례에서는 신규성 판단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태도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통상의 관찰자로서 통상의 지
성(ordinary intelligence) 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업계의 전문가(industry
126) 또는 통상의 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s test) 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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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를 고려함으로써， Gorham Co. v. White 사건의 Gorham' s test 의 판시를
번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7).

(3) 비자명성(non-obviousness)
ⓐ 기술특허(utility patent)에 있어서의 비자명성 요건
미국 특허법 저11103조 (35 U.S.C. 제103조) 에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한 비자명성 요건은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비자명성 (non-obviousness) 이란 출원된 디자인이 관련된 물품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에게 그 디자인은 자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 기술
에서 출원디자인으로의 암시, 동기 유발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한 비자명성은 인
정된다. 즉， 비자명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과의 차이가 창
작시에 있어서 당업자에 의하여 자명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판단기준
비자명성의 판단기준은 기술특허 (utility patent) 와 마찬가지로 Graham v. John

Deere Co. 사건 에서의 Graham’s Factor를 고려 하여 야 한다. 즉， 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Scope and Content of Prior Art)을 결정한다. ② 선행기술과 당해 청
구된 발명의 차이(Difference Between Prior Art and Claimed Invention)를 확인한
다. ③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수준(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결
정한다. ④ 2차적 고려요소의 증거 (Evidence of Secondary Consideration)를 평가
하여야 한다. 부차적 고려요소에는 상업적 성공, 오랫동안 기다려졌던 필요성, 타인
의 실패, 모방, 실시권의 설정, 전문가의 비판 등이 있다128)
이러한 Graham' s Factor와 같은 비자명성 판단기준은 현재까지도 미국 하급심판
례에서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Graham' s Factor와 달리 최근 비자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판단하는 연방항소법원의 이른바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교시, 암시, 동기부여) 테스트는 그 적절성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KSR 사건129) 에서 종래 Graham’s Factor의 판단기준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요컨대 ， 미국의 비자명성 요건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 요건에 대비된다.
127) Perry J. Saidmann, "The Crisis in the Law of Designs", The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JPTOS), Volume 89, No.4, April 2007, pp.l3-18.
128) 성인영 2007 “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의 판단기준”6쪽~8쪽
129) KSR lnternational Co. v. Teleflex lnc., 550 US 39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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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발명이 신규한 것이더라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자명하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종래 미국의 비자명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Graham Test 에 의
하여 선행기술과의 대비에 의한 판단에 더하여 상업적 성공 등 2차적 고려사항도 부
가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선행기술의 결합이나 조합에 관한 발명에 관해서는 그 동
기부여에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2차적 고려사항을 중시하는 이른바

TSM Test가 최근까지 미 연방항소법원 (CAFC) 의 판단기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TSM Test는 발명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제적인 특허보호시스템의 보호태도에 어
울리지 않는다는 등 미국 내부사회로부터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
에 즈음하여 TSM Test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종래의 대법원 판결의 Graham

Test 기준 즉 Graham's Factor도 여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판시한
KSR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특허의 비자
명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래와 달리 국제적인 태도에 한결 가깝게 접근하였다.

ⓒ 디자인특허에 있어서 기술특허의 비자명성 요건의 논의 적용여부
이러한 기술특허 (utility patent) 를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연방대법원 판결
의 Graham Test 기준 즉 Graham's Factor를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에도 그대
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즉 비자명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기술특허의 경
우보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보다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술
특허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가져오는 개선효과나 기대
하지 않았던 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비자명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 그
다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물품의 외관에 대하여 특허성을 부여하는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비자
명성 판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어떤 과제
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형상들을 참고하여 이들보다 더 좋
은 디자인 물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을 비롯한 디
자인의 경우 기능적으로 유용한 일반적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특허에 적용되는

Graham‘ s Factor가 그대로 비자명성 판단기준으로 인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견해130)가 있다.

(4) 독창성(originaltiy)
출원된 디자인이 독창적일 것을 요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물건을 모방하는 디자
인에 대하여는 특허가 부여될 수 없고, 발명자가 아닌 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대법원은, 주지의 유명한 건물을 장난감 등에 모방하
130) 이상정 1995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136쪽

제 3장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

83

는 것은 전혀 발명이라 할 수 없다131)고 하였으며, 자연물 형태의 것을 자연물의 모
양대로 본뜬 것은 발명을 구성하지 않는다132)고 보았다. 이와 같이 주지된 대상이나
자연물을 본뜬 물품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거절된
다.

5.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과 물품의 관계
(1)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35 U.S.C. 271, 35 U.S.C. 284)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 유도 침
해(Actively Inducing Infringement),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등으로
나누어 35 U.S.C. 271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는 35 U.S.C. 284133) 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실시료상당
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실질손해를 입
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전보적 손
해배상의 목적이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실질손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평
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는 로열티 상당액(reasonable royalty)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미국 특허법은 로열티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최소한
도의 손해배상액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

(2) 디자인특허에 대한 적용
ⓐ 특허의 침해 관련 규정 적용

131) Bennage v. Phillippi, 1876 C.D. 135,9 O.G. 1159 (Comm’r Pat. 1876)
132) In re Smith, 25 USPQ 359, 1935 C.D. 565,566 (CCPA 1935)
133) 35 USC § 284(Damages)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the court.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In either event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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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역시 특허의 일종이므로,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35 U.S.C. 271)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규정(35 U.S.C. 284)은 디자인특허에도 적용된
다.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실시료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
상이 본질이므로, 산정된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실질손해를 초과할 수 없다. 그와 함
께, 미국 특허법은 악의의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실손해액보다 손해배상액이
증액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실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35 USC§ 284). 악의의 침해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고 그
행위의 재발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일반 사법에서 널리 수
용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법상의 징벌적 손
해배상액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특허법에는 실손해의 3배까지 그 배상액을 제한한다
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드러난다134).

ⓑ 35 U.S.C. 271 (a)항
35 U.S.C. 271 (a)항은 ⌜본법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특허된 발명을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제의하거나, 판매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135)⌟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을 디자인특허에 적용하면 ⌜본법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미국 내에서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
동되는 디자인을 채용하는 물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를
제의하거나, 판매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자는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새
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자에 대하여 디자인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6).

ⓒ 미국 특허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물품이 미치는 영향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 판단은 청구항을 기초로 정하여지는데, 이는 물품의명칭,
그리고 도면과 설명을 기초로 정하여짐을 말한다. 물품의 분류는 보호범위 판단에
영향이 없다. 특허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대비는, 특허디자인의 공지디자인에
익숙한 일반관찰자의 관점에서 구매의사에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특허디자인의

134) 류은주 2008 “현행 특허법에 있어서 미국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 여
부에 관한 연구“ 5쪽
135)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136)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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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품의 명칭은 청구항에 “TITLE”의 일부로 포함되어 기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
품의 명칭은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특허
의 직접침해에 관한 35 U.S.C. 제271조에 따르면, 도시되고 설명된 특허디자인이 적
용된 제조물품을 생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 청구항에 기재된 TITLE이 참고가 되므로, 직접 침해 또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물품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137).
다만, 미국법상 물품이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U.S.C. 289에서는 여하한 물품에 특허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침해로 보고,
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디자인특허 특유의 배상의무(35 U.S.C. 289)
상기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특허침해 및 배상원리 외에도 35 U.S.C. 289는 디자인
특허에 특유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판매를 위하여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
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여하한 물품에 적용하거나, (2)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
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적용한 여하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최소한 250불 및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138)⌟ 본 규정에 따르면,
설령 물품이 달라서 35 U.S.C. 271 에 따른 디자인특허의 침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
우라도,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이라면 여하한 물품에 적용하는 것도 디자인특
허의 침해로 보아 침해자가 얻는 수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게 된다139).

(4) 소결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 그 자체로 보호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에 기
재된 물품은, 단지 직접침해 또는 문언침해(35 U.S.C. 271)인가, 아니면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특별배상 규정(35 U.S.C. 289)에 따른 침해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으로서,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의 차이만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청구항에
137)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43쪽
138)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 .
139)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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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디자인을 침해한 경우에는 미국특허법 제284 조에
따른 로열티 상당액(reasonable royalty)과 미국특허법 제 289 조에 따른 침해자의
수익반환 중 유리한 것을 배상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여하한 물품에 특허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미국특허법 제 289 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2차원디자인에 관한 미국의 디자인특허 공보
(1)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특허의 예

[표 31] 미국등록디자인특허의 예 – 아이콘
특허 번호

US D660,868 S

등록일

12.05.29

로카르노분류

14-04

미국특허분류

D14/489

타이틀

ICON FOR DISPLAY
SCREEN OR PORTION
THEREOF

특허 번호

US D660,315 S

등록일

12.05.22

로카르노분류

14-04

미국특허분류

D14/489

특허 번호
등록일
로카르노분류

ICON FOR A PORTION
OF A DISPLAY SCREEN
US D631,892 S
11.02.01
32-00

미국특허분류

D14/490

타이틀

ICON FOR A MOBILE
PHONE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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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고에 관한 디자인특허의 예
[표 32] 미국등록디자인특허의 예 – 로고
특허 번호

US D630,026 S

등록일

11.01.04

로카르노분류

05-02

미국특허분류

D5/63; D5/26

타이틀

LOGO FOR CLOTHING

특허 번호

US D613,156 S

등록일

10.04.06

로카르노분류

09-07

미국특허분류

D9/434; D11/184

타이틀

PACKAGE WITH LOGO

(3) 표면장식(surface ornamentation)에 관한 디자인특허의 예
[표 33] 미국등록디자인특허의 예 – 표면장식
특허 번호
등록일
로카르노분류
미국특허분류
타이틀

US D649,079 S
11.11.22
10-07
D10/123; D10/126
SURFACE
ORNAMENTATION FOR
WATCHES AND WATCH
DIALS

특허 번호

US D624,818 S

등록일

10.10.05

로카르노분류

09-01

미국특허분류

D9/434; D9/661; D9/667

타이틀

SURFACE
ORNAMENTATION FOR
A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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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번호

US D601,889 S

등록일

09.10.13

로카르노분류

09-07

미국특허분류

D9/434
SURFACE

타이틀

ORNAMENTATION FOR
A CONTAINER

(4) 표면문양(surface pattern)에 관한 디자인특허의 예
[표 34] 미국등록디자인특허의 예 – 표면문양
특허 번호
등록일
로카르노분류

US D651,559 S
12.01.03
13-02

미국특허분류

D13/102

특허 번호

SURFACE PATTERN OF
A SOLAR CELL
US D623,423 S

등록일

10.09.14

로카르노분류

05-06

미국특허분류

등록일

D5/59
SURFACE PATTERN OF
A PAPER PRODUCT
US D592,068 S
09.05.12

로카르노분류

09-01

미국특허분류

D9/616

타이틀

SURFACE PATTERN FOR
CAN FOR PACKAGING
FOOD

타이틀

타이틀
특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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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유럽공동체의 디자인 보호대상
1. 유럽공동체의 디자인보호법제 개요 140)
(1) 공동체디자인법(CDR)141)
유럽연합(EU)은 EU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의 통일화와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의회⋅이사회 디자인지침”과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EU 공동체디자
인 보호제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유럽 각료 이사회 규
정”(이하 “공동체디자인법)”)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체디자인법”은 유럽 공동
체의 제네바협정 가입에 따라 2006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등록공동체디자인(RCD)142)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143)
공동체디자인법은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
하고 있다. 즉, 출원 등록절차를 취하는 것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최대 25년간 보호되
는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등록에 의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최초로 유럽지역 내에서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3년간 보호되는 ”미등록공
동체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3)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악의의 모방을 금지할 수 있
는 권한만 주어지며,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4)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출원,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EU
상표디자인청(OHIM) 에서 공동체디자인등록을 받도록 시행되었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소위 차단효가 주어지며, 그 보호요건은 그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신규하고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디자인의 요건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할 뿐 실체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규성과 개성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권리행사 시에도 추정되므로, 등록공동체디자인 권리자는 등록권리를 기초로
140)
141)
142)
143)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57-159쪽
CDR; Community Design Regulation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UCD;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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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권리행사 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5) 보호 법 체계 및 적용범위
공동체디자인법(CDR)의 부속 규정으로, 공동체디자인시행규칙(CDIR)이 있으며,
미등록공동체 디자인의 보호 방식과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출원/등록/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공동체디자인제도는 각 나라별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효율화/집중화
한 취지를 넘어서서, 하나의 권리를 동맹국 전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디자인법(CDR)에 따라 OHIM에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은, 각 나라의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디자인법(CDR)에 의해
해석되는 디자인권으로서 동맹국 전역에 미친다.

2.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요건 – 제품성 , 외관성 및 장식

성 144)
(1) CDR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
“디자인(design)”이란 제품 자체 및/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및/
또는 재질의 특징에서 얻어지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한다145)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은, 제품에 화체될
수 있을 것(제품성), 외관을 형성할 것(외관성), 장식적일 것(장식성) 이다.

(2)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요건 – 제품성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품에 화체(incorporate)될 수 있는 디자
인이어야 한다. 제품에 화체될 수 있기만 하면 제품성은 만족된 것으로 본다. 제품에
화체될 수 있기만 하면 되고, 보호범위가 그 제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146)147).

144)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69-172쪽
145) CDR 제3조(a):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s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146) 공동체디자인법 제 36 조(6): 이 조의 제(2)항[주: 제품의 표시] 및 제(3)항(a)[주: 도면의
설명]와 (d)[제품의 분류]에 언급된 요소에 포함된 정보는 그 자체로는 디자인의 보호범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7)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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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범위
여기에서 “제품(product)”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을 말하고, 특히 복합제품(complex product)에 조립되는 부품,
포장(packaging), 겟-업(get-up),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및 글자체

(typographic typefaces)를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148)

(4) 유럽의회⋅이사회 디자인지침의 ‘디자인’ 및 ‘제품’에 대한 정의 규
정의 평가
ⓐ ‘디자인’ 및 ‘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
유럽의회･이사회 디자인지침은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으로
서, 제품 자체 및/또는 그 장식(ornamentation)의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texture)

및/또는

소재에서

유래하는

외관”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제

품’(product)이란 “모든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제품을 말하고, 특히 복합제품

(component product)에 조립되는 것이 의도된 부품, 포장, 겟-업(get-up), 그래픽
심벌, 타이프 페이스를 포함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정의한다149). 유
럽공동체 디자인규정상의 ‘디자인’(design)과 ‘제품’(product)의 정의 내용도 위 지
침의 그것과 동일하다150).

ⓑ ‘제품’ 개념의 사용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법제가 로카르노 분류 제32류
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 내용, 즉 ‘디자인’에는 제품의 장식(ornamentation) 등이 포
함되며, 또 디자인의 ‘제품’(product)에는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등이 포함된
다고 정의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디자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물품이 아닌 제품

(produc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품’ 개념의 의의와 그래픽 심벌
이러한 ‘제품’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 일본 실무가 중에는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148)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149) Art. 1 of the Directive.
150) Art. 3 of the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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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물품’(article)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제품’(product)의 디자인이라는 관
점으로 일대 입법적 전환을 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151). 이러한 견해의
취지는, ‘제품’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하는 그래픽 심벌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래픽 심벌이란 대표적인 2차원 마크로서152)
이것은 물품성이 완화되거나 결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유체동산을 전제로 하
는 ‘물품’이라는 개념보다는 ‘제품’이라는 좀 더 넓은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153). 이러한 유럽연합 디자인 보호 법제의 태도는 디자인을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는 현대 디자인 산업의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
도록 ‘디자인’의 개념을 폭 넓게 정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회･이사회
디자인지침 등의 정의 규정에서는 ‘제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외된다고 규정하
고 있지만, 아이콘이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154)155).

(5) 유로로카르노 분류
공동체디자인이 화체되거나 적용될 제품은 유로로카르노분류에 의해 분류되며, 공
동체디자인 출원시 제품의 표시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에서 선택할 것이 강력히 권장
되는데, 이는 유로로카르노분류가 각 동맹국 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어 출원인 및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강제되지는 않는다. 유로로카르노분류는 공동체디자
인의 출원과 등록에서 표시된 제품의 분류를 목적으로 EU 상표디자인청(OHIM)이
로카르노분류를 토대로 제정하였으므로 그 분류는 거의 동일하다.

[표 35] 유로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 현행 제9판(2009.01.)
대분류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제품의 표시 (영 문 )
FOODSTUFFS
ARTICLES
OF
HABERDASHERY

제품의 표시 (국 문 )
식품

CLOTHING

AND

의류 및 잡화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TRAVEL GOODS, CASES, PARASOLS AND
아니하는 여행용품, 케
PERSONAL BELONGINGS, NOT ELSEWHERE
이스, 파라솔 및 신변
SPECIFIED
품
BRUSHWARE
브러시 제품
TEXTILE PIECEGOODS, ARTIFICIAL AND 섬유 제품, 인조 및 천

151) 靑木博通, 歐州における新しい意匠制度-物品の意匠から製品の意匠への大轉換-,パテント
Vol.55 No.5(2002), 69면 참조.
152) 松井宏記, 共同體商標と共同體意匠の世界,パテント, Vol.62 No.11 (2009), 39면.
153) 靑木博通, 위의 논문, 70면.
154) 靑木博通,知的財産權としてのブランドとデザイン (2007), 387면.
155) 박성호 2011.08.29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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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6
Class 7
Class 8
Class 9
Class 10
Class 11
Class 12
Class 13

NATURAL SHEET MATERIAL
FURNISHING
HOUSEHOLD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TOOLS AND HARDWARE
PACKAGES AND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R HANDLING OF GOODS
CLOCKS AND WATCHES AND OTHER
MEASURING INSTRUMENTS, CHECKING AND
SIGNALLING INSTRUMENTS
ARTICLES OF ADORNMENT
MEANS OF TRANSPORT OR HOISTING
EQUIPMENT
FOR
PRODUCTION,
DISTRIBUTION OR TRANSFORMATION OF
ELECTRICITY
RECORDING,
COMMUNICATION
OR
INFORMATION RETRIEVAL EQUIPMENT

연 시트직물류
가구 및 침구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가정용품
공구 및 철물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
장 및 용기
시계, 휴대용시계, 그
밖의 계측기구, 검사기
구 및 신호기구
장식용품
운송 또는 승강 수단
전기의 발전, 공급 또
는 변류를 위한 장치

저장, 통신 또는 정보
검색 장치
다른 류에 명기되지
Class 15 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아니하는 기계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AND 사진촬영기, 영상촬영
Class 16
기 및 광학기기
OPTICAL APPARATUS
Class 17 MUSICAL INSTRUMENTS
악기
Class 18 PRINTING AND OFFICE MACHINERY
인쇄 및 사무용 기계
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문방구, 사무용품, 미
Class 19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S
술재료, 교재
SALES AND ADVERTISING EQUIPMENT, 판매 및 광고장치, 표
Class 20
SIGNS
지판
게임, 완구, 텐트 및
Class 21 GAMES, TOYS, TENTS AND SPORTS GOODS
스포츠용품
ARMS, PYROTECHNIC ARTICLES, ARTICLES 무기, 화약제품, 사냥,
Class 22
FOR HUNTING, FISHING AND PEST KILLING 낚시 및 살충용품
FLUID
DISTRIBUTION
EQUIPMENT, 유체공급기, 위생, 난
Class 23 SANITARY, HEATING, VENTILATION AND 방, 환기 및 공기조절
AIR-CONDITIONING EQUIPMENT, SOLID FUEL 기, 고체연료
의료 및 실험실용 기
Class 24 MED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구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건축 유닛 및 건설 자
Class 25
ELEMENTS
재
Class 26 LIGHTING APPARATUS
조명기기
Class 27 TOBACCO AND SMOKERS’ SUPPLIES
담배 및 흡연용품
PHARMACEUTICAL
AND
COSMETIC
의약품 및 화장품, 욕
Class 28 PRODUCTS, TOILET ARTICLES AND
실⋅미용용품 및 기기
APPARATUS
DEVICES AND EQUIPMENT AGAINST FIRE
소방, 사고방지 및 구
Class 29 HAZARDS, FOR ACCIDENT PREVENTION
조용 장치 및 기구
AND FOR RESCUE
ARTICLES FOR THE CARE AND HANDLING 동물 보호 및 사육용
Class 30
OF ANIMALS
품
다른 류에 명기되지
MACHINES
AND
APPLIANCES
FOR
아니하는 음식 또는
Class 31 PREPARING FOOD OR DRINK, NOT
음료조리용 기계 및
ELSEWHERE SPECIFIED
기기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그래픽 심벌, 로고, 표
Class 32
PATTERNS, ORNAMENTATION
면문양 및 장식

Clas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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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99 Miscellaneous

기타

(6) 외관성(appearance)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외관을 형성하는 디자인이어야 한
다. 따라서 색상 자체, 향기와 냄새, 단순한 글자 나열, 음향과 소리는 외관을 구성하
지 않으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7) 장식성(ornamentality)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장식적인 면이며, 기능적인 면은 보호 대상이 아니
다.

3. 유럽공동체의 디자인특허 실무
(1) 보호요건
공동체디자인으로서의 보호의 요건은 CDR 제4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먼
저, CDR 제 4 조(1)에서는 “디자인은 신규하고 개성을 가지는 한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novelty)이란,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동일
한 디자인이 없는 것”을 말하고, 개성(individual character) 이란, informed user 에
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 이 여타의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형
성되는 것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등록 또는 다른 것에 의해 공개·전시·거래에서 사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표된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부문의 전문적인 집
단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156).
신규성과 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디자인이라도, 기술적 기능만에 따른 제품의 외
형적 특징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공공정책에 반하거나 공인된 도덕
성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2) 무심사주의
156)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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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체디자인 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i)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흠결의 여부, (ii) CDR 제 3 조(1)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iii) CDR 제 9 조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가의 여
부만을 심사한다. 따라서,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이 위 세가지 외의 보호요건을 갖추
었는가의 여부는 무효사유로 다투어지게 된다157).

(3) 무효사유
공동체디자인의 무효사유는 CDR 제25조(1)에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러한 무효 사유중 제 25 조(1)(b)는 신규성과 개성, 기술적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표시”가 주요한 작
용을 하게 된다158).

157)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78쪽
158)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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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CDR 제25조(1)에 따른 무효사유

제25조 무효사유
(1) 공동체디자인은 다음의 경우에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a) 디자인이 제 3 조(a)에 따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제 4 조 내지 제 9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c) 법원 결정에 의하여, 권리자가 제 14 조에 따라 공동체디자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d) 공동체디자인이 출원일(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공동체디자인의
우선일)후에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되고 다음에 의하여 그 출원일(우선일)
이전의 날로부터 보호되는 선행디자인과 저촉되는 경우
(i) 등록공동체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 출원, 또는
(ii) 동맹국의 등록 디자인권, 또는 그 권리를 위한 출원, 또는
(iii) 1999 년 7 월 2 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이사회 결정 954/2006
에 의해 승인되어 공동체 내에서 발효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이하 “제네바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디
자인권, 또는 그 권리를 위한 출원
(e) 식별력 있는 표지가 후행 디자인에 사용되고, 그 표지에 관한 공동체법
또는 동맹국 법령이 표지의 권리자에게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f) 그 디자인이 동맹국의 저작권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의 권한 없는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
(g) 그 디자인이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
이라 한다)의 제 6 조의 3 에 열거된 항목이나 제 6 조의 3 에 포함되지
않고 동맹국에서 특정한 공공의 이익을 가지는 뱃지(badge), 엠블럼
(emblem), 문장(escutcheon) 중 어느 하나의 부당한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

(4) 신규성과 제품
등록공동체디자인이 신규성이 부정되려면, “출원일(우선일) 전에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부문의 전문적인 집단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 즉,
신규성을 상실케 하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출원일 전에 “관련된 부문에서 알려진
디자인”인 것이다. 공지여부를 따질 때 “관련된 부문”(sector concerned)에서 알려졌
는가를 판단하게 되고, 이 “관련된 부문”의 판단에는 “제품”(product)이 영향을 끼치
게 된다. 즉, 제품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규성에 관하여 관련된 부문(sector concerned)을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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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성(individual character)과 제품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이 개성이 있다는 것은, informed user 가 보았을 때 공지된
디자인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다르다는 것이다159). 개성
의 판단에 있어서 등록공동체디자인은 제품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여하한 선행디자
인과도 전체적인 인상이 다를 것이 요구된다. 즉, 선행디자인은 같은 제품이나 분야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란 차이점을 분해해서 대비하여 결론
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로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160).
개성 판단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는 주체적 기준인 informed user
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제품”이 영향을 미친다. Informed user 란, 수리공이나 디자
인 창작자를 의미하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최종소비자(end user)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최종소비자는 아니며, 디자이너나 제품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생산자, 거
리의 문외한, 당업자도 아니며, 상표에서 말하는 평균소비자(average consumer)도
아닌 것이다. 판례161)에 따르면, “기존의 디자인(existing design corpus)을 알고,
디자인에 관해 민감하며, 상표의 평균 소비자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상표의 평균소
비자보다 불완전한 회상(imperfect recollection)에 덜 의지하여 등록디자인과 침해
품을 서로 대비할 수 있는 자이다162).

(6)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의 비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물품의 표시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고 여러 물품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등록된 그래픽 심벌에 기초하여 이를 3차원으로 형상화한 제품에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또는 등록된 3차원디자인에 기초하여 그래픽 심벌에 권
리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OHIM 실무자는 등록디자인이 3차원이거나 2차원이거나, 대비대상
디자인이 3차원이거나 2차원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면 권
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63).
유럽공동체의 경우 공동체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구체화되거나 적
159)
160)
161)
162)
163)

CDR 제6조(1)
Green Paper para 5.5.8.2
Proctor & Gamble v. Reckitt Benchiser [2007] EWCA Civ 936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184쪽
2010.06.11. OHIM에서 실무자 미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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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제품을 특정하는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164). 또한 공동체디자인의 출원에는
그 분류를 표시할 수 있으나165), 이러한 사항은 그 자체로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66). 즉, 디자인 적용 제품과 그 분류의 표시는 단지 출원의 효
율적 처리와 제 3자의 검색을 위한 정보일 뿐으로서 권리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의 비교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의 분류와 무관하게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동일하다면 권리범위
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167)168).

(7)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 출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출원서에는 디자인이 화체되거나 적용될 제품을 특정하는 정보(제품의 표시;

indication of product)가 포함되어야 한다169). 이 정보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그 자체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70).

ⓑ 제품의 표현 방식
제품은 제품의 속성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각 제품
이 로카르노 분류 중 하나의 분류만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로카
르노 또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의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171). 로카
164) 공동체디자인법 제36조(2) “The application shall further contain an indication of the
products in which the design i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intended
to be applied.”
165) 공동체디자인법 제36조(3)(d) “In addition, the application may contain:”...“the
classification of the products in which the design i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intended to be applied according to class;”
166) 공동체디자인법 제36조 6.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167) 2012.7.20 현재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 비교에 관련된 유럽공동체 판례⋅심결례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oami.europa.eu/ows/rw/pages/RCD/caseLaw/caseLaw.en.do
168)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10쪽
169) CDR 제36조(2): The application shall further contain an indication of the products in
which the design i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intended to be
applied.
170) CDR 제36조(6):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171) CDIR 제3조(3): The indication of products shall be worded in such a way 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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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분류의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럽 동맹국 각국 언어로의 공보
발행이 편리해지기 때문이다172).

ⓒ 심사관에 의한 직권변경
유럽공동체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원인
이 사용한 표현을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동등한 표현으로 변경한다. 명백한 경우
의 예로는, 미국식 영어와 유럽식 영어 사이의 변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은
출원인의 표현을 더욱 구체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173).

ⓓ 제품의 표시의 흠결과 보정
제품의 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OHIM은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
령한다. 이 기간 내에 흠결이 보정되지 않은 경우 OHIM은 출원을 거절한다174).

(8) 복수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 복수 제품의 표시
출원시 제품의 표시는 복수 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출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의 수는 5개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복수
로 표시되는 제품이 반드시 하나의 로카르노 분류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175).

indicate clearly the nature of the products and to enable each product to be classified
in only on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preferably using the terms appearing in
the list of products set out therein.
172)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권장되
는 사항일 뿐이고, 유로로카르노 분류 내의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심결로는, Cash Register case;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1421/2006-3 (2007.07.05.)
173) Examination Guidelines 6.1: The examiner will in straightforward cases substitute ex
officio the wording used by the applicant in order to indicate a product with an
equivalent term belonging to the Locarno Classification. Straightforward examples are
synonyms American/English such as jewelry – jewellery, trunk – boot, sidewalk pavement, nightshifts – nightshirts, garbage – rubbish etc. However, the examiner will
refrain from replacing the applicant’s wording with a more specific term.
174) Examination Guidelines 6.3: In case the application does not contain an indication of
products the examiner notifies the applicant of the deficiency in the examination report
and sets a time limit of two months from receipt of the notification to allow remedy of
the deficiency. If the deficiency is not remedied before the time limit expires, the
application is rejected.
175)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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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디자인 출원(multiple application)과 복수 제품의 표시
공동체디자인에서 복수디자인출원을 통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는 디
자인들은 로카르노 분류상 하나의 분류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176). 따라서, 공동체
디자인 출원에 표시된 복수의 제품이 서로 다른 로카르노 분류에 관한 것인 경우, 이
출원은 다른 디자인과 복수디자인출원으로 출원될 수 없다.
다만, 장식(ornamentation)의 경우 하나의 분류에 포함되는가를 따지지 않으므
로177), 하나의 분류 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제품과 장식을 제품으로 표시한 디자인은
같은 분류 내의 다른 디자인과 복수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178).

4. 등록후 권리관계 179)
(1) 권리의 범위 및 행사
등록 디자인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실시에는 디자인이 화체된 제품의 제조, 제공, 유통, 수입, 수출, 사용
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제품을 비축하는 것을 포함한다180).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
자에게는, 디자인의 “복제”에 한하여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허용된
다. 공고가 연기된 등록공동체디자인은 공고시까지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과 같은 권
리만을 갖는다.
등록공동체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 년간 보호되나 매 5 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25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출원시 지정된 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등록공동체디자인권은 유럽 전역에 걸친 권리로서, 국가별로 분할하여 양
도하거나 라이센싱 할 수 없다181).

176) Examination Guidelines 8.2: Except in cases of ornamentation (see below) all products
indicated for each and every design in a multiple application must fall in the sam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177) Examination Guidelines 8.2
178)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83쪽
179)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12-214쪽
180)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shall confer on its holder the exclusive right to use it
and to prevent any third party not having his consent from using it. The
aforementioned use shall cover, in particular, the making, offering, putting on the
market, importing, exporting or using of a product in which the design is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applied, or stocking such a product for those purposes.
181)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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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에 대한 다툼 - 무효 청구(request for invalidity)
공동체디자인 권리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이라면 개별국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침해 소송 반소로서 무효확인
을 구하여야 한다182).
등록공동체디자인에 관하여는 ① 원칙적으로 OHIM 에 무효 청구183)를 해야하며,

② 이미 침해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그 법원에 반소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OHIM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
공동체디자인등록에 관한 OHIM 의 결정, 그리고 무효 청구에 관한 OHIM 의 결
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내에 OHIM의 항
고심판부(Board of Appeal)에 항고할 수 있다.

5. 공동체디자인 관련 소송구조와 절차 184)
(1) 유럽법원(European Court)조직
유럽에는 나라별로 별도의 법원조직이 있을 것이나, 유럽공동체 법령이 통일적으
로 유럽전역에 작용하도록 유럽대법원(ECJ)185)을 상급심으로 하는 유럽법원

(European Court)조직이 성립되어 있다. 유럽법원조직의 하급심으로는 제1심법원
(CFI)186)이 있어, 유럽법원조직은 2심제로 구성된다. 유럽 제1심법원(CFI)은 사실
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으며, 유럽대법원(ECJ)은 법률문제만을 다룬다.
유럽대법원의 판단은 유럽전역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체약국 내의 다른 법원을
기속한다. 공동체디자인과 관련하여 유럽 제1심법원(CFI)은, 공동체디자인법(CDR)
에 관한 항고심 법정의 역할을 하여 OHIM 의 항고심판부(the Boards of Appeal)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받는다.

(2) 공동체디자인법원 조직
182)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13쪽
183) OHIM 의 디자인부에 의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은 아니며, OHIM 의 디자인부
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심판부(Board of Appeal)에 항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84)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15-217쪽
185) European Court of Justice
186) Court of First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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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라별로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원을 지정하
고 있고, 이를 공동체디자인법원이라고 한다. 공동체디자인법원은 체약국의 일반법
원조직과 별도로 구성된 조직은 아니며, 체약국의 법원 중 특정한 법원을 공동체디
자인법원으로 정하여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디자인법원의 심급은 해당 체약국의 법원의 심급에 따르게 된다. 공동체디자
인법원은, 공동체디자인의 침해소송, 미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등
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counter

claim)에

대한

전속관할

(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진다. 이러한 공동체디자인 법원은 중간적 금지명령
(interim injunction), 손해배상(damages), 기타 다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무효절차와 침해절차의 구분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쟁송절차는 크게,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에 관한 절차와,
침해에 관한 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4) 공동체디자인의 무효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에 관하여는, OHIM 의 무효심판부(invalidity division)
에 무효선언을 청구할 수 있다. OHIM 의 무효심판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OHIM 의
항고심판부(Board of Appeal)에 항고 할 수 있는데, OHIM 의 항고심결에 대하여는
유럽 제1심법원(CFI)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유럽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
우 유럽대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상고 할 수 있다.

(5) 침해소송
공동체디자인에 기초한 침해소송은 공동체디자인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어느 나
라의 공동체디자인법원에 제소할 것인가는, ① 피고의 주소 또는 사무소, ② 원고의
주소 또는 사무소, ③ 모두 없다면 스페인의 순서로 관할이 결정된다. 공동체디자인
법원의 하급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의 공동체디자인법원에 의한 판결이든지, 그 판결의 효력은 유럽 전역에 미친다. 따
라서 한 번의 판결로서 각 동맹국에서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왕에
침해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고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를 그 침해소
송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반소는 침해와 함께 판단되고, 같은 불복 절
차를 따라 종국적으로 판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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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럽공동체디자인 판례 /심결례 연구
아래에서는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유럽공동체 판례/심결례를 조사⋅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1) ‘방향제’ 등록디자인 무효심결 187) - [2012. 3. 14.]
ⓐ 주제 및 관련 조문
청구인 JULIUS SAMANN LTD.은 CDR 4부터 9조 및 25조 (1)(c), (d), (e), (f)
또는 (g), 특히 후속디자인의 식별력 있는 표지(distinctive sign)의 사용에 관한

CDR 제25조 (1)(e) 규정을 근거로 무효선언을 구하고 있다. 즉, 선행 상표등록과
후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과의 저촉 여부 판단에 관한 심결이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은 Roline d.o.o.이며, 다툼이 있는 디자인(이하 RCD)은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표 37] 피청구인의 등록공동체디자인

[등록공동체디자인 :
000182357-0002]
물품명 : 방향제[장치 제외]
등록일 : 2004년 5월 25일
디자인권리자 : Roline d.o.o.

SLOVENIA

ⓒ 사실관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년 8월 17일에 무효선언을 청구하였고, 자신이 소유
한 상표에서 발췌한 것(extracts)을 증거로서 제출했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다.

- “방향제”(클래스 5)용 공동체 상표 제000091991호(이하 D1)의 발췌로서,
187) 심판번호 : ICD 0000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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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29 공동체 상표 Bulletin에 공표되고 다음(좌측)과 같이 표시되었다:
- “방향제“(클래스 5)용 국제 상표 제328915호(이하 D2)의 발췌로서, 67.1.1 에 공
표되고 다음(우측)과 같이 표시되었다:

[그림 21] 청구인의 등록상표

ⓓ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
무효성 주장의 근거로서 청구인은 RCD가 밖으로 뻗은 가지와 톱니모양의 옆면과
매우 짧은 줄기를 가진, 그리고 화분역할을 하는 보다 넓은 부분의 위에 위치한 나무
의 형태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
인은 선행 디자인과 RCD의 차이가 세부적이고 미미하며, 따라서 informed user에게
구별되는 전체적인 인상(different overall impression)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
다. 청구인은 방향제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정한 형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방향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디자이너의 자유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RCD에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RCD가
자신이 소유한 식별력 있는 표지(distinctive sign)에 사실상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
하며, 이에 따라 상기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체 및 스페인 법은
자신에게 이러한 사용을 제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신규성(Novelty)
① CDR 5조에 따르면, RCD는 그 출원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대중에 공표되었을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디자인들은 그 특징이 비본질적(immaterial)인 세부사항에
서만 다를 경우 동일(identical)하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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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CD와 선행 디자인들은 장치가 아닌 방향제에 관한 것이다. RCD와 선행 디자
인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 그것들은 둘다 밖으로 뻗은 가지와 톱니모양의 옆면을 가진 나무의
형태를 가진다.

- 왕관의 삼각형 실루엣
- 짧고 넓은 줄기 (왕관에 비례하여)
- 나무가 고정된 직사각형 화분
ⓕ 무효심판부의 판단 – 신규성 여부
① RCD와 선행디자인은 다음 특징에 있어 다르다.
- RCD는 곡선형 모서리를 가진 보다 꽉찬 왕관모양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보다 날
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보다 삼각형 형태인 왕관모양이다.

② RCD와 선행 디자인들간의 차이는 비본질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RCD와 선행
디자인들은 CDR 제5조의 관점에서 동일(identical)하지 않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개성 (individual character)
CDR 제6조에 따르면, RCD는 informed user에게 생성시키는 전체적인 인상
(overall impression)이 그 RCD의 출원이나 우선권 출원전에 대중에게 공표된 디자
인이 informed user 에게 생성시키는 전체적인 인상과 같을(same) 경우 개성이 결
여된다. RCD의 개성을 평가할 때, 디자인 개발에 있어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고려대
상이 된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개성 여부
① 상기 informed user는 RCD가 관련된 제품, 즉 비-장치 방향제의 기본 특징에
익숙하다. 상기 informed user는, 향기로 불쾌한 냄새를 완화하거나 상쇄하는 비-장
치 방향제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형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형태
와 치수를 가진 매우 다양한 비-장치 방향제가 존재할 수 있다.

② 본 사안에서, 선행디자인과 RCD는 둘 다 나무 형태의 사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
기 때문에, 특히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그러한 형태를 채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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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었기 때문에, 양자에 의한 전체적인 인상은 같다. 나아가 선행디자인과 RCD
양자는, informed user에게 같은 인상을 주는 왕관의 삼각형 실루엣, 짧고 넓은 줄기
및 나무가 고정되어 있는 직사각형 화분 등 그외 특징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③ 선행디자인과 RCD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RCD가 보다 둥근 모서리를 가진 다
소 꽉찬 왕관모양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나머지 공통점과 비교할
때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따라서, RCD는 선행 디자인과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며, CDR 제6조
의 개성이 결여되어 있다.

ⓘ 결정
RCD는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 결여되어 CDR 25(1)(b)을 근거로 무효로 선
언되어야 한다.

ⓙ 시사점
개성(individual character)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고려대상으로
한다.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특별한 형태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즉,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무제한적인 경우)에는 양자의 전체적인 인상이 같다
고 볼 여지가 커진다.

(2)

“michałki” 등록디자인 무효심결 188) - [2012.01.25.]

ⓐ 주제 및 관련 조문
청구인 “Śnieżka – Invest” Sp. z o.o. 은 CDR 4부터 9조 및 25조 (1)(c), (d),

(e), (f) 또는 (g) 규정을 근거로 무효선언을 구하고 있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HANKA 1923 SŁODYCZE POLSKIE KOPCZYŃSCY SPÓŁKA
188) 심판번호 : ICD 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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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NA이며, 다툼이 있는 디자인(이하 RCD)은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표 38] 피청구인의 등록공동체디자인
[등록공동체디자인 :
001752999-0001]
물품명 : Packaging (part of - )

Labels (포장 라벨)
등록일 : 2010년 9월 9일
디자인권리자 : HANKA 1923

SŁODYCZE POLSKIE
KOPCZYŃSCY SPÓŁKA JAWNA

ⓒ 사실관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년 12월 9일에 RCD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무효선언의
청구를 제출하였다.
증거로서 청구인은 폴란드어 단어 등록상표 “michałki” R-162781 (“sweets”중에
서 Nice 분류 30클래스의 상품을 지정하여 2002년 6월 5일에 출원되고 2005년 7월

27일에 등록된)의 사본(이하 D1)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은 RCD가 (폴란드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 선행 단어 상
표 “michałki”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CDR 25(1)(e) 규정을 근거로 RCD
는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며, RCD는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
피청구인은 RCD가 그 창작자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포장용으로 등록되었고, 선
행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단어 “michałki”의
식별성(distinctiveness)은 그 단어를 구현한 많은 상표의 등록으로 인해 낮다고 주
장하였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식별력이 있는 표지(Distinctiv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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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DR 5조에 따르면, RCD는 그 출원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대중에 공표되었을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디자인들은 그 특징이 비본질적(immaterial)인 세부사항에
서만 다를 경우 동일(identical)하다고 간주된다.

② 2000년 6월 30일자 폴란드 산업재산법 120(1)조는 “상표는 그 표지가 한 상
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지을 수 있다면 그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하한 표지로 구
성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 상표 R-162781의 표지가 회원
국, 즉 폴란드의 상표로 등록되어 통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CDR 제25조(1)(e)의 식
별력이 있는 표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③ 청구인의 상표 R-162781은 Nice 분류 30 클래스의 상품에 관해 등록되었다.
D1의 상표표지는 단어 “michałki”로 구성된다. 폴란드 산업재산법에 296(1) 과
296(2) 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제3자가 그의 동의없이 그 상표를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 동일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중에게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표지, 이것은 상기 표지와 상기 상표간의

혼란을

특정한 연관 위험

성을 내포한다.

④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선행 상표 “michałk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
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⑤ 아래 두 조건이 만족될 경우 RCD는 선행 상표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
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첫째로 RCD는 표지라고 인식되는 특징을 포함한다.
둘째로 그 표지는 상기 상표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⑥ 디자인은 식별적 특성(distinctive character)이 있을 경우에만 표지로서 인식
될 수 있다.

⑦ 본 사안에서, RCD는 그 안에 특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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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표지, 즉 단어 “michałki”로 구성된 표지로 인식된다.

⑧ RCD에 사용된 표지 “michałki”은 선행 상표의 표지와 동일하다. RCD의 포장이
일반적으로 상기 상표의 상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RCD내 상기 표지의 사용은 상기
상표의 상품과 관련된다. 디자인을 등록하는 목적은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RCD에 상기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⑨ 따라서, 상기 표지와 상품의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청구인은 RCD내 “michałki”
표지를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 결정
RCD는 CDR 25(1)(e)을 근거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 시사점
선행 등록상표권자는 제3자가 그의 동의 없이 그 상표를 거래에 있어 일정하
게189)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등록디자인이 표지(sign)라고 인식되는 특
징을 포함하고, 그 표지가 선행상표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이에 해당하
게 된다.

(3) ‘병라벨’ 등록디자인 무효심결 190) – [2010.10.21.]

ⓐ 주제 및 관련 조문
청구인 Brnenska spravcovska a.s. 은 CDR 제25조(1)(b) 및 CDR 제25조(1)(e) 규

189) ◆ 동일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중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표지,
이것은 상기 표지와 상기 상표간의 특정한 연관 위험성을 내포한다.
190) 심판번호 : ICD 0000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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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근거로 무효선언을 구하고 있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Fleret Trade s.r.o.이며, 다툼이 있는 디자인(이하 RCD)은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표 39] 피청구인의 등록공동체디자인

[등록공동체디자인 :
000591110-0001]
물품명 : Bottle labels(병 라벨)
등록일 : 2006년 9월 11일
디자인권리자 : Fleret Trade s.r.o.

ⓒ 사실관계
이에 대하여 2010년 3월 16일, 청구인은 RCD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무효선언의 청
구를 제출하였다.
증거로서, 청구인은 체코 등록상표 제210694호(이하:“TM”)와 관련된 체코 상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입수한 사본을 제출하였다. TM은 제33류, 즉 증류주 및 과일
증류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1998년 6월 29일에 등록되고 1998
년 3월 18일에 공개되었다. TM의 외관은 하단의 이미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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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청구인의 상표

등록번호 : 제 210694호
등록처 : 체코 상표청
등록일 : 1998년 6월 29일

ⓓ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
청구인의 청구 이유서에서 청구인은 RCD에 포함되어 있는 라벨이 TM과 “매우 유
사”하여 RCD는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식별력이 있는 표지(Distinctive sign)
① CDR 제25조(1)(e)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후속 디자인에 사용될 경우 공동체
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공동체 법규 또는 상기 표지를 규율
하는 회원국은 표지의 권리자에게 이러한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를 부여한다.

② 2003년 12월 3일자 체코 상표법 제441/0023호의 제1조에 따르면,“상표는 구
체적으로 사람의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색채,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 또는 그 포
장의 형상을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임의의 표지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지
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
다.”

③ 결국, 어느 표지가 체코 공화국의 국내 상표로 등록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면, 그 상표는CDR 제25조(1)(e)에서 의미하는“식별력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사용 금지권
① 청구인의 TM은 니스 분류의 제33류, 특히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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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3년 12월 3일자 체코 상표법 제441/0023호의 제8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권
자는 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모든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결국, 청구인은 TM의 권리자로서 TM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관련된 상품과 관
련하여 업으로서 선행 상표의 표지와 동일한 표지의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를 갖는
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RCD에 사용된 표지
① RCD가 이하의 두 가지 조건, 즉 (1) RCD가 표지로서 인식되는 특징을 포함하
는지 여부, (2) 그 표지가 상표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충족한다면 선
행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지가 식별력 있는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면 RCD는 표지로서 간주될 수 없다.

② 본 사안의 경우, RCD는 라벨의 형상, 선 및 윤곽을 나타내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표지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표지 및 상품의 동일성
① RCD에 사용된 표지는 RCD에 사용된 표지가 컬러인 반면 TM의 표지가 흑백이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TM의 표지와 동일하다. 하지만 TM이 흑백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모든 상표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RCD에 사용된 표지는 체코상표법 제441/2003호의 제8조(2)(a)에서 의미
하는 TM의 표지와 동일하다.

② RCD는 병 라벨에 대해 등록되었다. 병 라벨은 증류주의 병 포장에 사용되는 것
이다. 따라서, RCD의 표지가 사용되는 상품은 TM이 등록된 지정상품의 목록에 포
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 RCD의 표지의 사용은 업으로서의 사용이며, 따라서 디자인 등록의 목적은 그
표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것이다.

ⓘ 결정
① 청구인은 RCD에 사용된 식별력 있는 표지의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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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RCD는 CDR 제25조(1)(e)를 근거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② CDR 제25조(1)(e)를 근거로 RCD의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CDR 제25조
(1)(b)를 근거로 하는 무효선언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시사점
등록디자인이 이하의 두 가지 조건, 즉 (1) 등록디자인이 표지로서 인식되는 특징
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그 표지가 상표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충족
한다면, 선행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지가 식
별력 있는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면 등록디자인은 표지로서 간주될 수 없다.

(4) ‘직물’ 등록디자인 무효심결 191) – [2006.02.08.]

ⓐ 주제 및 관련 조문
청구인 Burberry Ltd. 는 CDR1 제25조(1)(b) (CDR 제4조 또는 제7조에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및 CDR 제25조(1)(e) (청구인 소유의 식별력 있는 선행
표지를 사용하였음)을 근거로 무효선언을 구하고 있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Creaciones Camal, S.L.이며, 다툼이 있는 디자인(이하

RCD)은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191) 심판번호 : ICD 0000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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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피청구인의 등록공동체디자인
[ 등 록 공 동 체 디 자 인
:000286430-0001]
물품명 : 직물(용 장식)
등록일 : 2005년 1월 27일
디자인

:

권리자

Creaciones

Camal, S.L

ⓒ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주장
①이에 대하여 2005년 9월 28일, 청구인은 RCD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무효선언을
청구하였다.

② 공동체상표 제377580호와 제3950037호 사이에 동일함에 가까운 유사함이 존
재하며,“BURBERRY CHECK”라고 알려진 스페인상표 제1074150호, 제1074151호,
제1074152호 및 국제상표 No 732879는 갈색이나 베이지색의 배경색에 흰색, 검은
색 및 붉은색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색상과 사이즈의 십자형 밴드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하단 이미지 참조), 상기 RCD는 시장에서 상당한 혼동 가능성 없이는 공존하
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표에서 보호되는 상기 그림들은 잘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상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③ 1993년 12월 20일자 공동체상표(CTMR)의 이사회 규정(EC) No 40/94의 제9
조(1)(b) 및 스페인 상표법령(17/2001)의 제34조(2)(b)에 따라서 그러한 상표의
소유권자는 상기 RCD에 있는 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더욱이, 상기 RCD
와 상기 상표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 이 상표에 의하여 상기 RCD는 공지된
것이므로 상기 RCD는 신규성과 개성이 없는 것이다. 상기 RCD는 본질적으로 상기
상표들을 복사하는 수준이고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단지 중요
하지 않은 미세한 부분에서만 다르다.

[표 42] 청구인의 등록공동체디자인

[공동체상표 제377580호]
물품명 : BURBERRY CHECK
디자인

권리자

:

BUR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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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공동체상표 제3950037호]
물품명 : BURBERRY CHECK
디자인

권리자

:

BURBERRY

LTD.

[스페인상표 제 1074150호,
제 1074151호, 제 1074152호]
물품명 : BURBERRY CHECK
디자인

권리자

:

BURBERRY

LTD.

[국제상표 No 732879]
물품명 : BURBERRY CHECK
디자인

권리자

:

BURBERRY

LTD.

④ 청구인은 3자에 의하여 출원되고 공지된 근거로 거절된 다른 디자인과 상표등
록에 관한 스페인특허상표청(OEPM)에서의 다양한 결정들을 언급하였다. 보다 명확
하게 말하면 청구인은 2003년 5월 16일 공개되었고 거절되었던 스페인 산업디자인

No 28416 (C)와 상기 RCD는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상기
RCD의 등록을 시도하는 권리자의 악의를 호소했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 근거 CDR 제25조(1)(b)
① 신규성 위반에 관한 주장에서 상기 RCD의 출원 전에 후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공지는 증명되었다. 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기 RCD와 스페인 산업디자인 No

28416(C)은 서로 동일하다. 스페인 산업디자인 No 28416(C)은 스페인 공식 지적
재산 공보에 2003년 5월 16일자로 공개되었으며, 어두운 배경에 연결점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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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얽힌 밴드들과 밝은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나누는 라인들로 구성
되며, 그것에 평행하거나 수직한 다른 얇은 밴드들을 포함한다. 상기 디자인등록이

OEPM에서 결국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스페인 디자인이 상기 RCD의 출원일 전에 공
개되었다는 결론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② 따라서, CDR 제25조(1)(b)를 기초로 한 무효사유가 성립된다. 이러한 사유는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나머지 무효사유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 결정
상기 공동체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족한 것으로 선언되므로 상기 청구는 인용한다.

ⓕ 시사점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단지 중요하지 않은 미세한 부분에서
만 다른 경우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은 동일(identical)하며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에 해당된다. 공지디자인이 출원되어 등록거절되었다는 사실은 공지되었다는 결
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MIDAS 사건: R 609/2006-3 - [2007.05.03.]192)
ⓐ 주제 및 관련 조문
CDR 제25조(1)(e)에 관련된다. 즉, 선행 상표등록과 후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과
의 저촉 여부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디자인은, 권리자 Honeywell Analytics Limited(이하,

Honeywell이라 함)의 RCD 162425-0004로서,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192) 특허청 2010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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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oneywell의 등록공동체디자인

Honeywell은 위 디자인을 “Logos”(로고)를 제품의 표시로 하여 2004. 04. 02.자
로 출원하여 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 받았다.

ⓒ 사실관계
이에 대하여 Hee Jung Kim은 2005.09.12.자로 아래와 같은 선등록 상표를 기초
로 CDR 제25조(1)(e)를 근거로 무효심판부에 무효선언을 청구하였다. 아래의 선등
록 상표는 여러 상품류에 걸친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것이다.

[그림 23] Hee Jung Kim이 제출한 선등록상표

ⓓ 무효심판부의 판단: ICD 1501 (2006.03.01. 심결)
상표가 동맹국에 상표로서 등록된 경우에는, CDR 제25조(1)(e)에서 말하는 “식
별력 있는 표지”로서 보호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m”, “I”, “d”, “a”, 및 “s”를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midas”를 형성하는 것은 그 국제등록과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
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부는 등록공동체디자인 RCD

162425-0004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 항고심판부의 판단: R 609/2006-3 (2007.05.03. 심결)
등록공동체디자인 권리자(Honewell)는, 디자인 출원만으로는 상행위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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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권자는 “상표”로서의 사용을 막을 수 있을 뿐이므로, 디자
인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등록공동체
디자인은 전체로 보아 상표와 유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항고심판부는, 이 건의 경우에 “midas”는 디자인의 주된 요
소이고, 따라서 디자인은 “midas”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디자인의 사용이 상표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항고심판부는, 특히 2
차원 도안 로고의 경우, 디자인이 제품 특히 그 포장 등에 사용되었을 때 상표적 표
지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항고심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항고심판부의 심결은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다.

ⓕ 시사점
등록공동체디자인이 선등록 상표를 포함하고 있으면 무효되는 것이고, 선등록 상
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포함이라는 것은, 선등록 상표 그대로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출처
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자상표를 디자인적으로 일부 변형하여 디자인으로 등록 받더
라도, 이러한 변형이 그 출처표시 기능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라면 후등록공동체디자
인은 무효될 수 있다.

(6) DANONE 사건 – 제25조(1)(e) 및 일부포기193)
ⓐ 주제 및 관련 조문
CDR 제25조(1)(e)에 관련된다. 즉, 선행 상표등록과 후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과
의 저촉 여부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디자인은, 권리자 Zygmunt Piotrowski(이하 “Zygmunt”
193) 특허청 2010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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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의 RCD 339312-0003로서,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그림 24] Zygmunt의 등록공동체디자인

Zygmunt는

2005.02.07.자

폴란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05.05.05.자로 위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았고, 2005.05.31.자로 공고되었다. 제
품의 표시는 “Containers”(용기) 및 “packaging”(포장)이다.

ⓒ 사실관계
이에

대하여

Compagnie

Gervais

Danone(이하

“Danone사”이라

함)는

2006.07.17.자로 OHIM에 무효선언을 청구하였다. CDR 제25조(1)(e)를 포함한 여
러 조항을 이유로 하였으며, 이건 등록디자인의 등록 전에 등록된 상표들

“DANONE”, “DANVIVA”를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표지의 표시형태를
제시하였다.

[그림 25] Compagnie가 제출한 선등록상표

ⓓ 무효심판부의 판단: ICD 2954 (2006.12.20. 심결)
무효심판부는, Danone사의 표지는 등록된 상표로서 식별력 있는 표지에 해당하고
형태적 표지 “DANONE”은 이건 등록디자인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이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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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행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공동체디자인의 등록을 무
효로 선언하였다.

ⓔ 항고심판부의 판단: R 137/2007-3 (2007.09.18. 심결)
항고심판부는 무효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특히, 다툼이 있
는 디자인은 여하한 포기선언도 없으므로, 모든 도면에서의 특징에 권리보호를 요구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본 것이다.

ⓕ 시사점
출원의 취지는 카드보드를 접어서 만드는 병 집개를 청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
나, 도면에는 예시적인 병이 도시되어 있고 이 병에 식별력 있는 표지가 포함되어 있
었다. 그 병은 부분포기(partial disclaimer)되지도 않았으므로, 타인의 선행상표와
저촉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도면에서 예시적인 목적으로 포함된 특징에서 타인의 선행 권리를 사
용하고 있는 경우 부분 포기(partial disclaimer)를 통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FLEX 사건 – CDR 제25조(1)(e)에서 선행 도안상표194)
ⓐ 주제 및 관련 조문
CDR 제25조(1)(e)에 관련된다. 즉, 선행 상표등록과 후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과
의 저촉 여부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디자인은, 권리자 The Procter & Gamble Company(이
하 “P&G”라 함) 의 RCD 473251-0001 및 RCD 473251-0004로서,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194) 특허청 2010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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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G의 등록공동체디자인

P&G는 2006.02.02.자로 위 디자인들을 출원해 등록받았고, 2006.03.07.자로 공
고되었다. 이들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표시는 “Ornamentation”(장식)이다.

ⓒ 사실관계
이에 대하여 FLEX EQUIPOS DE DESCANSO, S.A.(이하 “FLEX사”라 함)는,

2006.06.14.자로 OHIM에 무효선언을 청구하였다. CDR 제25조(1)(e)를 포함한 여
러 조항을 이유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선행표지(CTM)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림 27] FLEX사의 제출증거 (CTM)

FLEX사는 “F”, “L”, “E”, “X” 글자들이 이건 등록디자인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
므로, 식별력 있는 표지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

카르노 분류 제99류에 해당하는 Ornamentation은 물품에 무관한 것이라, 이건 선행
상표의 상품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 무효심판부의 판단: ICD 2756 및 ICD 2764

(2007.07.26. 심결)

위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제출된 증거는 도안상표이고 굵은 이탤릭체의 빨간색 글
씨와 정형화된 백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등록공동체디자인에서는 이 도안과 유
사한 형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할 수 없
는 것으로 보았다.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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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표지가 비록 문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도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도안 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툼이 있는 디자인과의 대비에서 문자가 포함
된 것을 기초로 판단하지 않고 표지와 동일한 도안의 포함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

(8) Orange 사건 – CDR 제25조(1)(e)에서 선행 문자상표195)
ⓐ 주제 및 관련 조문
CDR 제25조(1)(e)에 관련된다. 즉, 선행 상표등록과 후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과
의 저촉 여부 판단에 관한 것이다.

ⓑ 다툼이 있는 디자인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디자인은, 권리자 Vrumona B.V.(이하 “Vrumona”라 함)
의 RCD 934989-0014로서, 아래 도면으로 표시된다. 제품의 표시는 “Graphic

representation”(그래픽 표현물)이다.
[그림 28] Vrumona의
등록공동체디자인

ⓒ 사실관계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Ltd.(이하

“Orange사”라

함)는

2008.08.05.자로 OHIM에 무효선언을 청구하였다. 문자상표 “ORANGE”로 이루어진
선행표지(CTM)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CDR 제25조(1)(e)를 포함한 여러 조항을 이
유로 하였다.
195) 특허청 2010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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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부의 판단: ICD 5650 (2008.12.19. 심결)
디자인을 등록하는 목적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사용은 거래과정에서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그래픽 표현물
은 모든 종류의 물품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과 서비스의 동일성이 만족한다고
하면서, 이건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 시사점
선행상표가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비록 그 문자에 장식을 가하여 도안의 요소가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문자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제32류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선행상
표의 상품에 무관하게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제 3절 중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1. 중국의 디자인보호법제 개요 196)
(1) 전리법
중국에서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4 년 전
리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전리라 통칭하며 전리
법이라는 하나의 통합 법률로 규율한다.

(2) 디자인 보호에 관한 중국의 실무 – 무심사주의
중국은 디자인 등록에 대해 무심사주의를 취하며, 디자인 등록출원은 초보심사

(즉, 한국의 방식심사에 상당함)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된다. 또
196)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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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96년부터 로카르노협정에 가입하여 로카르노분류를 활용하고 있으며, 헤이그
협정 제네바법에는 현재 가입해 있지 않다.

2. 중국 전리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
전리법 제2조는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 43] 전리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
전리법 제2조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또는 색상과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미감이 있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이에따르면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심미성, 및 산
업상 이용성이다.

ⓐ 물품성과 형태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전리
법상 물품성은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요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형태성 역시
제품과 결합된 형상, 도안, 색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요
구하는 형상, 모양, 색채와 같다고 해석된다.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및 색
체와 형상, 모양의 결합. 색채는 단독으로 디자인을 이룰 수 없으나, 색채의 변화 자
체가 모양을 형성한 경우에는 전리법상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 심미성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심미성을 높이 요구해서는 안된
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미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하고 또 예술적인 각
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이다. 그래서 대중이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
회의 미덕과 공공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심미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심미성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심미성요건을 디자인의 실질적 요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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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197)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 美는 일종의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사람들의
평가도 통일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이 아름다운지 여부는 사람마다 각자
의 심미관 교육배경 취미 심지어 성격과 시대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서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추(醒)하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디자인은 전
리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법률， 공중공덕 또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중
국 디자인특허심사와 무효선고에서도 이 심미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을 수여하
지 않거나 디자인특허권이 무효라고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산업상 이용성
디자인은 산업상 이용성을 구비해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산업상
이용하여 대량생산한다는 것은 디자인의 대량복제를 통한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
다. 만약 대량생산복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디자인특허신청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디자인의 산업상 이용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순수미술작품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한다.

제 4절 일본의 디자인 보호대상
1. 일본의 디자인보호법제 개요 198)
(1) 의장법의 목적과 의장의 정의
일본의 현행 의장법에서는 제1조(목적)에서“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는것에
의하여，의장의 창작을 장려함으로써，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법 제2조 제1항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동조 제2항에서는“전항에 있어서 물품의 부분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는 물품의 조작(당해 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의 이용에 이바지 하는 화상으로서，당해 물품
197) 庸俐， “從外觀設計專利的授與和保護談專利法的相關修改, 重慶工學學報， 2006年6
期， 26면 ，
198)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65쪽,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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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것과 일체로 하여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
정하였다. 상기 제1항에 따르면 의장의 성립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이다.

(2) 의장의 성립요건
ⓐ 물품성
의장이란 물품에 관한 것이고 물품의 예시는 의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
다. 또한， 물품의 부분 즉 부분의장도 보호대상이 되므로， 물품의 부분의 형상을
창작한 때는 특히 그 부분의 형상을 보호한다.
완성품이든， 부품이든 그것이 ① 호환성을 가지고， ②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
여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면 의장법상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본의 통설
및 판례199)의 입장이다. 예컨대 자동차용 타이어는 완성품인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파악할 수 있지만 자동차용 타이어는 호환품이 복수의 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
고 있고， 자동차의 거래시장과는 별개로 자동차용 타이어의 독립한 거래시장이 존
재하므로，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품 ‘자동차용타이어’의
디자인은 물품 ‘자동차’ 의 디자인과는 별개로 의장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면 종류는 상관없다. 산업디자인 이외에，텍스타일 디자인,
패션디자인，보석 디자인，서적이나 포스터，포장지 등도 보호의 대상으로 된다. 여
기서 물품이란 운반 가능한 동산을 의미하지만，조립 가옥은 구성부품이 공업적으
로 생산되고 운반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에 해당한다.
물품이 특정되지 않는 추상적인 디자인，예를 들어 서체，심볼마크 또는 상표，
쇼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환경 디자인 등도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외에도
부동산，무체물，고체 이외의 것，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및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 등도 일본 의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형태성
의장이란 형상，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것이다. 이 들 을 총칭하
여 형태라 한다. 형상이란 공간에서 한 가지 물품을 만든 윤곽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이므로，물품은 그것이 개념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모양이란 물품을 만든 형상 이외에 표현된 선 등에서 이루어진 것 이므로， 주로 형
199) 東京高載 昭和53年7月26日 判決 無体集10卷2号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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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장식이 더해진 것이다. 색채란 전술한 형상 또는 모양 위에 칠하여진 색이다.

ⓒ 시각성
의장이란 시각을 통하여 보는 것이다 이 의미는 단지 생리적으로 육안을 통하여
물건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물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외관상의 표현을 만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의미를 감지
하는 것이다. 즉，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을 하는 때에 당해 의장의 창작의 요부(要

部)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바로 의장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과 그 의미가
통한다.

ⓓ 심미성
의장이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시각을 통하여 물품의 외관형태를 볼 때，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아름다운 느낌을 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
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감의 의미는 막연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물품의
형태 를 볼 때에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미감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의장법에서 말
하는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장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거절사정되는 경우도 있다.

(3) 심사주의
일본 의장법은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 등록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심사관이
방식적 내용외에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4) 부분의장
물품 전체가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에 관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분의장의 의장권도 통상의 의장권처럼 동일 또
는 유사한 디자인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화상의장
일본에서 화상을 포함하는 의장은 일반적으로 의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즉, 물품전체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물품의 액정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에 대하여 의장권의 대상
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그 물품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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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비추어 불가결한 것. ⓑ물품의 액정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그 물품 자
체가 갖는 기능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것. ⓒ물품의 액정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
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화의 태양이 특정한 것.

2. 의장의 등록요건
(1) 개요
일본 의장법 제3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으로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
작비용이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선원주의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
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의장으로서 창작한 것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기본적으로는 공업
적 수단에 따라 양산된 물품에 표현한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 의장법인 것을 의미한
다. 사회통념상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을 물품이라고 해석하면，정착
한 이후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더라도， 정착 전에 공업적으로 양산되는 물품
은 의장법의 보호대상으로 된다. 예를 들면，조립한 가옥，조립한 차고，욕실，계
단，베란다，문，철탑 등을 말하고，선박이나 항공기도 포함한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것이더라도， 통일한 의장을 양산하는 것이 가능하면，의장법에 의하여 보호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3) 신규성
의장법은 사람이 공업상 이용 가능한 의장을 창작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창
작성이 있는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의장법 제 3조 제 1 항).
신규성이 있는 의장이란，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의장을 말한다. i) 의장등록출원전
에 일본국내 또는 외국에 있어서 공연히 알려진 의장，ii) 의장등록출원 전에 일본국
내 또는 외국에서，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에 이용가능하게 된 의장，iii) 前2호에 게재한 의장에 유사한 의장 등이다.

(4) 창작비용이성
의장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을 창작하여 출원하고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
되더라도， 나아가 그 의장이 창작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요구한다(의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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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창작력이 있는 의장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장을 말한다. i) 그 의장
이 속한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라고도 한다)가， ii) 일본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하여，

iii) 용이하게 의장의 창작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

(5) 부등록사유
출원의장이 의장법 제 3조 제 1 항 및 2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더라도，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i)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장，ii

)타인의 업무에 관련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장， iii) 물품의 기능
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의장이다.

제 5절 보호대상과 관련된 디자인 법제의 주요국 간 비교
1. 물품성
(1) 물품성의 의의
물품성이란,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디자인이 물품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으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디자인은 원칙적
으로 물품에 표현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idea)
나 모티프 (motif)만으로는 디자인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 또，디자인이 물품을 떠
나서는 성립할 수 없지만 모든 물품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2) 주요 5개국의 물품성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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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주요 5개국의 물품성
국가

물품성

규정

유럽

물품(글자체 포함)의 디자인
법 제2조
제조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design for an article
35 U.S.C. 171
of manufacture)
제품(글자체 포함)의 디자인
CDR 제3조(a)

중국

제품의 디자인

일본

물품(글자체 제외)의 의장

한국
미국

전리법 제2조
일본의장법 제

2조제1항

(3) 주요 5개국의 물품성
◆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하
지 않는다. 여기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한
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이 화체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대량생산，운반이 가능하여야 하고，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 일정한 형태가 있어
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증대의 기능을 위하여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부동산，열，기체，액체，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과 설탕 등과 같은 분상
물，미상물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 될 수 없다.

◆ 미국은 제조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을 요구하며, 따라서 디자인특허 출원시 디
자인에 관한 물품이 정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품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
어진 만질 수 있는 대상(man-made tangible object) 이어야 한다. 디자인 그 자체
나 그림/도안 자체로는 특허받을 수 없으며, 특허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
될 것이 필요하다.

◆ 유럽공동체는 디자인의 성립에 있어서 제품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
서 요구되는 정도로 물품성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완화되어 있다. 즉, 제품의
정의규정 속에 2차원적 마크인 그래픽 심벌이나, 무체물성을 전제로 하는 타이프페
이스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품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중국에서 디자인은 제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의 실무상 디자인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제품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보통의 소비자를 판단주체로 하며， 전체관찰을 행하고 있으며， 동일
한 미감을 구비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일본에서 의장이란 물품에 관한 것이고, 물품의 예시는 의장법 시행규칙 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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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 또한 물품의 부분 즉 부분의장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물품의 부분
의 형상을 창작한 때는 특히 그 부분의 형상을 보호한다. 물품이 특정되지 않는 추상
적인 디자인，예를 들어 서체，심볼마크 또는 상표，쇼윈도우의 디스플레이，환경
디자인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외에도 부동산，무체물，고체 이외의
것，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및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 등도 일본 의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글자체디자인 (Typeface)
(1) 글자체디자인의 의의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2) 주요 5개국의 글자체디자인 보호여부

[표 45] 주요 5개국의 글자체디자인 보호여부
국가

글자체 보호여부

규정
법 제2조 제1호
아이콘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

한국

물품으로서 보호

미국

디자인으로서 보호

유럽

제품으로서 보호

라인(1995. 10. 05)
CDR 제3조(a)

중국

보호하지 않음

전리법 제2조

일본

보호하지 않음

일본의장법 제2조제1항

(3) 소결
글자체 자체를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물품성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곤란하
나,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적인 보호의 필요성
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공동체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은

1842년부터 Typeface를 디자인으로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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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한 글자의 배열
(1) 의의
한 벌의 글자꼴인 글자체가 아닌 단순한 글자의 배열이 보호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글자에 모양을 가하여 스타일을 부가한 것이라면, 그래픽 심벌이나 로고로 따
질 것이나, 여기서의 글자의 배열은 스타일을 부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주요 5개국의 단순한 글자의 배열 보호여부
[표 46] 주요 5개국의 단순한 글자의 배열 보호여부
국가

단순한 글자의 배열 보호여부

한국

보호하지 않음

미국

보호하지 않음

유럽

보호하지 않음

중국

보호하지 않음

일본

보호하지 않음

(3) 소결
그래픽 심벌, 로고의 범주에 들지 않으며, 글자체로도 볼 수 없는 단순한 단어/글
자의 배열은 주요 5개국 모두에서 보호되지 않고 있다.

4. 화상디자인
(1) 의의
ⓐ 정의
화상디자인이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
해서 인식되는 2차원적 화상⌟으로 정의되는 창작물을 말한다. 화상디자인은 선, 도
형, 색, 아이콘, 픽토그램, 캐릭터, 문자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간의
조합이 활용되기도 한다200). 화상디자인에는 아이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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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그래픽이미지 등이 있다. 2차원디자인이지만 전기가 흐를 때 일시적으로 물
품의 표시부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여타 2차원디자인과 구별된다. 화상디자인의 구성
은 선, 도형, 색, 아이콘, 픽토그램, 캐릭터, 문자의 1차 구성요소와 1차 구성요소의
배치, 조합, 시간적⋅공간적 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GUI, 버튼, 윈도우, 스크롤바
등의 2차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 화상디자인의 물품성
디자인등록을 고려한 의미에서의 화상디자인은 앞서의 정의외에 추가적인 고려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화면 표시장치 상에 표현된 화상에 의해 구성된 특정한 디
자인 형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물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
건으로서, 화면 표시장치의 물리적 구조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상 표시장치라고 하는 유체물의 형상 및 구조 그 자체가
불가역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로서, 어떤 디자인 형상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부터의 특정한 지령이 화상 표시장치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 실현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주요 5개국의 화상디자인 보호여부
[표 47] 주요 5개국의 화상디자인 보호여부
국가

화상디자인 보호여부

한국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서 보호

미국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서 보호

유럽

제품으로서 보호

중국

보호하지 않음

일본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디자인으로서 보호

(3) 주요 5개국의 화상디자인 보호
◆ 한국은 화상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은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의 모양으로서 그
물품(즉, 화면 표시장치)과 일체가 되어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었다. 다
만 실무상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
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그런, 부분디자
200) 고희승 2006“글자체 및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57쪽

134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인제도의 도입으로 화상디자인이 보다 유연하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포섭
되게 되었다.

◆ 미국은 1996년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아이콘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함으로써 이에 의해 컴퓨터 아이콘(computer-generated icon)은 그 자체는 표
면장식에 해당하는 2차원의 화상에 지나지 않지만 컴퓨터의 화면 등 또는 그 일부에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 보호대상이 되게 되었다. 예를들어, “아이콘”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을 수반하는 컴퓨터 화면”을 등록하는 것이다. 이후 광범위한 화상디
자인이 디자인특허로서 등록되고 있다.

◆ 유럽공동체의 경우 CDR 제3조(b)에서 제품(product)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을 말하고, 특히 복합제품

(complex product)에 조립되는 부품, 포장(packaging), 겟-업(get-up), 그래픽 심
벌(graphic symbols) 및 글자체(typographic typefaces)를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
램은 포함하지 않는다201).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그래픽 심볼에 아이
콘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 물품에 전기가 흐른 후 표시되는 모양, 예를들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에 표시되는 모양은 전리법상 디자인보호를 하지 않는다202).

◆ 일본의 경우
일본특허청(JPO)은 물품 전체가 다음의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물품
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에 대하여 의장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
다203).

<요건 1>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그 물품의 성립성에 비추어
불가결한 것 (ex. 손목시계의 시각 표시)

<요건 2>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 이 그 물품 자체가 갖는 기능
(표시 기능)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것 (ex . 스톱워치 기능을 내재하는 손목시계
의 시간 계측 표시)

<요건 3>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 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화의 태양이 특정한 것

201)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202)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35쪽
203) 액정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부분의장 대응판 (20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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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픽 심벌
(1) 의의
그래픽 심벌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기
호나 도형으로 표현한 2차원적 이미지⌟를 말한다. 로카르노분류 32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2차원디자인에 해당한다.

(2) 주요 5개국의 그래픽 심벌 보호여부
[표 48] 주요 5개국의 그래픽 심벌 보호여부
국가

그래픽 심벌 보호여부

한국

디자인으로서 보호(부분디자인 또는 전체디자인의 일부)

미국

디자인으로서 보호(부분디자인 또는 전체디자인의 일부)

유럽

제품으로서 보호

중국

디자인으로서 보호(전체디자인의 일부)

일본

디자인으로서 보호(부분디자인 또는 전체디자인의 일부)

(3) 소결
유럽공동체는 그래픽 심벌을 제품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한국, 미국, 일본
은 디자인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다. 주요 5개국
모두에서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는 전체 물품의 디자인은 보호가 가능하다. 그래픽
심벌은 대표적인 2차원 마크로서204), 이것은 물품성이 완화되거나 결여된 것으로 이
해되고 있고 개념상 ‘물품’보다 넓은 ‘제품’이라는 광의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205)가 있다.

204) 松井宏記, 共同體商標と共同體意匠の世界,パテント, Vol.62 No.11 (2009), 39면.
205) 靑木博通, 歐州における新しい意匠制度-物品の意匠から製品の意匠への大轉換-,パテント
Vol.55 No.5(2002),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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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요 5개국의 현행 디자인 법제 비교
한국
물품성
법체

디자인의

형태성

성립요건

시각성

계

심미성

중국
물품성

제조-

물품성

형태성

물품성

외관성

심미성

장식성

장식성

산업상대량생산성

일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별개의

특허의

별개의

전리의

별개의

관계

권리
무심사물

일종

권리
동일류에

일종
동일물품

권리

가능
불가

서 가능
가능
불가

에서 가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부분디자인
유사디자인
글자체디자
인
단순한
여부

유럽

특허와의

복수디자인

보호

미국

글자의

품만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배열
일정요건
화상디자인

분류
방식

여부

심사/
등록

디자인으

제품으로

로서 보호

로서 보호

서 보호

불가

만족시
디자인으

그래픽

디자인으

디자인으

제품으로

디자인으

로서 보호
디자인으

심벌

로서 보호

로서 보호

서 보호

로서 보호

로서 보호

한국물품

미국특허

로카르노

로카르노

일본물품

분류

분류

국제분류

국제분류

분류

표시

표시

표시

표시

표시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심사

무심사

무심사

심사

출원일부

출원일부

터10년

터20년

분류
로카르노
국제분류
로카르노

가입

디자인으

협정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심사/무심

심사 +

사

무심사

존속기간

등록일부

특허일부

터 15년

터 14년

최초5년

5년씩
4회연장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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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보호대상 확대가 심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그래픽 심벌의 도입 의의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1. 그래픽 심벌과 물품성의 정합성
(1) 물품성의 의의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포함하나, 상기 법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에 화체되고 형태성을 가지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시각적 디자인만을 의미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디자
인이기 위해 물품에 표현되어야 하는 성질을 물품성이라고 한다206). 현행 판례와 심
사실무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
다.

ⓑ 물품성의 존재 의의
이러한 물품성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보았
듯이 주요 5개국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질에 물품성을 포함하고 있다.

(2) 그래픽 심벌과 물품성의 정합성
ⓐ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경우
기존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해 물
품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과 서로 모순된다.

206) 윤지홍 2004 “화상디자인 보호 방안의 연구”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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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디자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성이 요구되며, 여기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인데, 이러한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은 물품성 요건이 결여되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디자인에 해당되
지 않는다. 또한 그래픽 심벌이 상기 물품의 정의에 포섭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물품
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품성 요건을
완화⋅배제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물품성 요건을 배제하는 입법적 해결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디자인은 물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나
라들이 일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207), 이것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디자
인보호법 제1조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품성 요건을 배제하는
입법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적 해결
그래픽 심벌을 물품(또는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그래픽 심벌에 관하여 물
품성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으로서,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보호
법상 디자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디자인(design)”이란 제품
자체 및/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및/또는 재질의 특징에서 얻어지
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한다208)⌟ 라고 규정하여 제품성 요건은 배
제하지 않고 있으나, ⌜“제품(product)”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을 말하고, 특히 복합제품(complex product)에 조립되
는 부품, 포장(packaging), 겟-업(get-up),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및 글자
체(typographic typefaces)를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209)⌟
라고 규정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3) 소결
물품성을 유지하면서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
인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207) 특허청 2011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제도 연구” 4쪽
208) CDR 제3조(a):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s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209)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제 4장 보호대상 확대가 심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141

위하여 물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제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고 있다.

2. 그래픽 심벌이 물품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
(1) 현행 물품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상 현재 물품에 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학설 및 판례210)
는 물품을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심
사기준상211)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
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학설, 판례 및 심사실무상 물품의 요건은 독립성, 구체성, 유
체성, 동산성으로 구성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독립성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 독립거래의 대상
이 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물품의 부분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물품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와달리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분리가능하고 호
환성이 있으며 그것만으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품이라고 하여 물품의 정
의에 합치된다. 판례에 따르면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성은 현실적으로 그러할 필
요가 없으며 그러한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212).

ⓑ 구체성(정형성)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기간 일정의 형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외
관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유체성

210)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외
211) 디자인심사기준(2011. 12. 30 특허청 예규 제 64호) 제2조② 1호 전단
212)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
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
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
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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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물(物)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대별되고 유체물은 다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지는바,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에 한한다.

ⓓ 동산성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은 유체물 중에서도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2) 물품의 범위에 관한 법 개정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물품의 부분을 물품에 포함
시켰으며, 2005년법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글자체를 물품에 포함시켜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며 글자체는 유체성 및 동산성이
없으나, 법에 의해 물품에 포함되어 그 밖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3) 그래픽 심벌의 의의
앞서 보았듯이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은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기호나 도형으로 표현한 2차원적 이미지⌟로 정의되
며, 그래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그래픽 심벌(comic

figures:캐릭터), 로고(logos), 장식(ornamentation), 표면문양(surface patterns) 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래픽 심벌은 2차원적, 추상적 모티브나 이미지 그 자체이며, 따
라서 유체성과 동산성이 없으므로 현행 판례 및 심사실무상으로는 물품으로 인정되
지 아니한다.
그 밖에 로카르노분류의 채택으로 차후에 우리 법제에 포함될 수 있는 물품들 중
겟-업(실내인테리어의 배치), 가옥, 건축물, 운송기용 내부인테리어는 동산성이 없
으며, 건축설계도, 화면표시 및 아이콘은 유체성이 없어서213) 현행 판례 및 심사실
무상으로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물품의 정의 규정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는 물품의 정의 규정이 없으며 디자인의 정의 규정(법 제2조

1호)에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의 정의는 학
213) 화면표시 및 아이콘은 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물품성의 요건중
구체성(특정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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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르면 물품이란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
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5) 물품의 정의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
ⓐ 2010년 3월 29일 디자인보호법 입법예고214)에서는 제2조 1호의3에 다음과 같이
물품의 정의215)를 명시하고 있다.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물품
으로 구체적인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상기 조항의 전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이라 하여 독
립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업 또는 수공업 제품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규정한
다. 기존의 판례 및 디자인심사기준 상 물품의 정의에 포함되었던 독립성과 구체성
은 포함되어 있으나, 유체성과 동산성은 제외되어 있다.
상기 조항 후단의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물
품⌟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16)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
적되었다.

⌜출원인이 보호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217)가 있음. 또
한, 개정안은 로카르노 분류가 수정·삭제·추가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물품’의 범위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식도 문제218)라고 판단됨.⌟
이에 따라 대안으로서 “그래픽 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제시되었다.

ⓑ 상기 입법예고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물품의 정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새로운 개정안219)으로 제시되고 있다.

214) 지경부 공고 제 2010-117호
215) 그러나 이 물품의 정의규정은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216) 문병철 2011.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2쪽
21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을 찾아봐야 하고, 조약원문은 외
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
218) 로카르노 국제분류는 전문가 협의회(매년)를 거쳐 5년마다 개정되므로 우리나라도 협의
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의견 등을 제시하고 분류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론적으로 물품범위가 자동으로 변경된다는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임
219)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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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
호법 전부개정(안)
ⓐ 디자인보호범위 확대에 대한 규정
본 개정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디자인보호범위 확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표 50] 디자인 및 물품의 정의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第2
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이라 함은 물품[
물품
의 부분(
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의 形狀·
模樣·
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
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
이란 물품의 형상·
모
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
美感)
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
다.

2.“물품”
이란 독립적으로 거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
는 수공업제품[
제품의 부분(
제
43
조는 제외한다)
을 포함한
다]
,글자체,그래픽 심벌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2조제2호 – 그래픽 심벌이 물품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
① 상기 개정안은 물품에 독립적 거래가능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업 또는 수공업제
품, 글자체, 그래픽 심벌 등을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다.

②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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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를 하위법령인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③ 상기 규정만으로는 글자체와 그래픽 심벌이 물품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또는 물
품으로 의제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기 규정의 해석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개정안의 기본방향
상기 개정안의 ⌜II. 전부개정의 기본방향220)⌟을 살펴보면 상기 조항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51] 2012.6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안 ⌜II. 전부개정의 기본방향⌟
1.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호대상을 신축적 확대
◻ 디자인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보호대상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물품”의 개념 정립

◻ 새로운 한 벌(세트) 물품 디자인 출현에 대비, 한정적 열거주의
폐지

ⓓ 개정안 주요개정 내용
또한 상기 개정안 ⌜III. 주요개정 내용221)⌟의 (1)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에 관
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① 포괄적인 “물품”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제
품디자인에 한정하지 않고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인 그래픽 심벌 등으로 보호대상을
확대(안 제2조제2호)하고 있고, ② 보호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위임함으로써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보호대상을 확대 가능토록 규정하
였다.

ⓔ 입법형식의 문제점 – “등”의 삭제 필요
상기와 같은 입법형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기 개정
안의 ⌜II. 전부개정의 기본방향222)⌟을 보면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
220)
법
221)
법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쪽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3쪽

146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록 신축적인 물품의 개념을 정립”하려 한다는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상기 개정
안의 ⌜III. 주요개정 내용223)⌟ 3쪽을 보면 ⌜보호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보호대상을 확대 가능
토록 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상기 개정안 제2조 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한 구체적인 범위란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이며, 지식경제부령에 의해 “보
호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상기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등을 말하며”라고 하여 예시적 열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안 제2조제2호의 “물품”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식경제부령에 의해 정하며,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독립적 거래가능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업 또는 수공
업제품, 글자체, 그래픽 심벌 외에 이와 대등한 것이다.

②“물품”은 독립적 거래가능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 글자체,
“그래픽 심벌 등” 세 가지로 한정되고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 글자체, “그래픽 심벌
등” 각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지식경제부령에 의해 정한다. “그래픽 심벌
등”이라고 개방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픽 심벌이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포괄적,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①과 같이 해석될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석될 경우 상기 개
정안은 독립적 거래가능성과 구체성이 있는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 글자체, 그래픽
심벌 외에 건축, 인테리어 등 환경 디자인과 같은 것도 추후 법률 개정이 아닌 지식
경제부령의 개정을 통해 물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물품의 개념을 정립하
려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 개정안의 물품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한정 없이 지식경제부령
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
만약 상기 ②와 같이 해석될 경우, 일정한 중요사항을 법률로서 한정하고 그 외 세
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상기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22)
법
223)
법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쪽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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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안의 의도가 ①과 같은지, ②와 같은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①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면, 이러한 해석을 취할
수 없다. 입법자의 의도가 ②와 같다면, 본 규정은 불명확한 해석의 여지를 없앨 필
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등” 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물품”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유지하게 되며 지식
경제부령으로는 위임되는 것은 “물품”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거
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 제품, 글자체, 그래픽 심벌”개개의 구체적
범위인 것으로(즉, 상기②와 같이) 해석된다.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할 경우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만약, “등”이라는 표현을 그래픽 심벌에 붙인 것이 포괄적, 추상적 개념인 “그래픽
심벌”이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관한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용어임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본 연구의 입장을 따르는 이상 역시 “등”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본 연
구에서 이미 디자인보호법상 “그래픽 심벌”은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 포함된 그래
픽디자인(2차원), 그래픽 심벌, 그래픽 심벌(캐릭터), 로고, 장식, 표면문양224) 을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굳이 불명확한 해석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관한 대표
적인 성격을 갖는 용어임을 재차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입법내용의 문제점 – 명확한 정의의 필요
“글자체“ 및 “그래픽 심벌”은 그 정의를 명확하게 법 조문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
며, “공업 또는 수공업 제품” 또한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전에 디자인보호법에 없었던 개념인 “제품”이라는 용어도 유럽 공동체디자인법

(CDR)225)에서 정의하고 있는 “product”와 유사한 것인지, 또한 “물품” 개념을 여전
히 사용하고 있는데 “물품”과 “제품”과의 개념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그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유럽공동체의 CDR
에서 물품과 제품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고 우리 디자인보호법 개정
안226)의 쓰임과 비교해보기로 한다.
224)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 Graphic symbols / Graphic symbols [comic figures]
/ Logos / Ornamentation / Surface patterns
225)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226)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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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과 “제품”의 개념
상기 개정안의 “물품(item, article)”과 “제품(product)”의 개념에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법제는 ‘디자인’에는 제품의 장
식(ornamentation) 등이 포함되며227), 또 디자인의 ‘제품’(product)에는 여하한 공
업 또는 수공업 물품(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 ,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물품이 아닌 제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개념의 도입에 대해서 일본 실무가 중에는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법
제가 ‘물품’(item, article)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제품’(product)의 디자인이라
는 관점으로 일대 입법적 전환을 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228). 그래픽
심벌이란 대표적인 2차원 마크로서 이것은 물품성이 완화되거나 결여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어서 유체동산을 전제로 하는 “물품”이라는 개념보다는 “제품”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229)230). 즉 상기 견해에
서 이해되고 있는 제품은 물품과 그래픽 심벌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상기 개정안231)에서는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제품의 부분(제43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글자체, 그래
픽 심벌 등을 말하며⌟ 라고 하여 “물품”이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과 “글자체”, “그
래픽 심벌”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이
의도된 것이라면 용어들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 수정안의 제시
“물품”과 “제품”의 개념 및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의 정의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6쪽
227) CDR 제3조(a):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s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228) 靑木博通, 歐州における新しい意匠制度-物品の意匠から製品の意匠への大轉換-,パテント
Vol.55 No.5(2002), 69면 참조.
229) 靑木博通, 歐州における新しい意匠制度-物品の意匠から製品の意匠への大轉換-,パテント
Vol.55 No.5(2002), 70면 참조.
230) 박성호 2011.08.29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계간
저작권 65쪽
231)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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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외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표 52] 디자인 및 물품의 정의 규정 개정안 (수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
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
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
模樣·色彩 또는 이
들을 結合한 것으로
서 視覺을 통하여 美
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
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
여 미감(美感)을 일으
키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
록이나 표시 또는 인
쇄 등에 사용하기 위
하여 공통적인 특징
을 가진 형태로 만들
어진 한 벌의 글자꼴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2.

“물품”이란 독립적
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제품의
부분(제43조는 제외
한다)을 포함한다],
글자체, 그래픽 심벌
등을 말하며 그 구체
적인 범위는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한다.

3. 그래픽 심벌의 도입 의의 및 문제의 소재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
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
여 미감(美感)을 일으
키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독립적
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제품의
부분(제43조는 제외
한다)을 포함한다],
글자체, 그래픽 심벌
을 말하며 그 구체적
인 범위는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한다.

3.

“글자체”란 기록이
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
진 한 벌의 글자꼴(숫
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4.

“그래픽 심벌”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을 나
타내기 위해 그림기
호나 도형으로 표현
한 2차원적 이미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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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픽 심벌의 도입 의의
ⓐ 그래픽 심벌과 물품의 관계
그래픽 심벌을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
자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래픽 심벌의 등록 후에는 그 보호범위를 판단
하는데 있어서 그래픽 심벌이 표현된 물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2010년 개정안 제43조2항
2010년의 개정안232)은 제2조1호에서 물품의 범위에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3조2항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
고,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물품 및 물품의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233)을
신설한 바 있다. 이 중 제43조2항 후단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물품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One Source & Multi Use”의 디자인 트렌드 하에서 다용도 물
품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디자인 컨셉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모
든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과의 관련성을 해체하여 약한 디자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 하겠다234). 그러나 제43조2항은 2011년의 입법예고235)에서 삭제되었다.

ⓒ 그래픽 심벌의 도입 의의
상기 개정안의 제43조2항은 삭제되었지만 동 개정안의 제2조 제1호236)는 삭제되
지 않았다. 다만, 동 개정안 제2조1호는 물품의 범위에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나 최근의 개정안237) 제2조제2호에서는 물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
232) 제안일자 2010년 7월 7일 의안번호 1808811
233) 안 제43조2항 : 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3호에 따
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4) 전광출 2010 “2010년 다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쟁점” 지식과권리 (2010
통권제13호) 93쪽
235) 입법예고 2011년 6월 1일 (지경부 공고 2011-272호)
236)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는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37)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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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남아있다.
만약 이러한 최근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입법자의 결단이 적어도 그래픽 심벌에
관하여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지 문제된다. 이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물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는 것이 그래픽 심벌에 관하여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 적극
ⓐ 유럽공동체의 디자인 보호범위
유럽공동체는 제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래픽
심벌 자체를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238). 한편 제품의 표시 및 제품의 분류는 디
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239), 따라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함
에 있어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을 구분하지 않고, 디자인이 표현된 제품의 표시
및 제품의 분류는 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래픽 심벌에 관한 기존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기존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그래픽 심벌은 부분디자인으로서 보호되어 왔다. 이
경우 그래픽 심벌의 보호범위는 해당 물품에 의해 제한된다.

238)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239) CDR 제36조(6):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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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그래픽 심벌에 관한 기존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등록 번호

3006519150000

등록일

12.07.06

디자인분류

B1113

N28

기본디자인
디자인구분

단독디자인
부분디자인
공개디자인

명칭

티셔츠

등록 번호

3006498590000

등록일

12.06.22

디자인분류

D2536
기본디자인

디자인구분

단독디자인
부분디자인
공개디자인

명칭

욕실장

등록 번호

3006380850000

등록일

12.03.21

디자인분류

B261B
기본디자인

디자인구분

단독디자인
부분디자인
공개디자인

명칭

모자

ⓒ 그래픽 심벌을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할 필요성
2차원 시각디자인은 본 연구의 서론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제품디자인보다 그 중
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차원 시각적 디자인은 형상(3차원 형상)
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3차원 입체형상 물품의 디자인이 다른 3차원 입체형상 물품
의 디자인으로 도용되는 예보다 훨씬 더 다른 물품(예컨대 2차원 물품 또는 3차원
물품)의 디자인으로 전용 내지 도용 또는 변형응용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반대로

3차원디자인으로부터 그래픽 심벌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것도 3차원디자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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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이디어를 전용 내지 도용 또는 변형응용하는 것으로서 역시 쉽다는 특성이 있
다. 따라서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유사판단시 물품이나 물품의 분류에 의해 제한이
된다면 디자인창작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오늘날, One Source & Multi Use, 즉 창작된 하나의 디자인 소스를 다수 물품에
응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업계의 트렌드 변화의 중심은 2차원 시각적 디자인이며, 창
작디자인 보호의 실효화를 위하여 2차원 시각적 디자인에 관해 물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겠다.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할 필요성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며,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
픽 심벌과 물품에 표현된 3차원디자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
려할 때 인정된다 할 것이다.

ⓓ 그래픽 심벌을 물품에 포함하는 규정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을 물품에 포함시킨다는 규정240)이 도
입될 경우, 이것은 물품성을 완화시켜서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픽 심벌을 디자
인등록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 취지는, 그래픽 심벌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상태로 3차원디자인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래픽 심벌과
비교 시 등록디자인을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입
법자의 결단인 것으로 해석된다241). 유럽공동체의 경우, 제품의 표시 및 제품의 분
류는 ‘모든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10
년 개정안 제43조2항242)이 삭제되었고, 최근의 개정안243)에도 동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모든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 및 물품의 분
류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보호244)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그래픽 심벌은 물품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래픽 심벌’과 비교 시 등록디자인을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픽 심벌을 물품에 포함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도
240)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3쪽
241) 로고, 심볼, 그래픽디자인 등에 관한 디자인권이 모든 물품에 권리가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는 견해로 전광출 2011 “2011년 디보법개정안에 관한 소고(산재권법학회)” 208쪽
24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
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고,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물품 및 물품의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
243)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44) 이렇게 할 경우 사실상 디자인보호에 관하여 물품의 영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거의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54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입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심벌과 비교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물품 및 물품의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미치며, 동일⋅유사
한 디자인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표
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245).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상태로 3차원디자인과 비교의 대상이 되며,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의 비교
시 동일⋅유사판단을 위하여 동일⋅유사한 물품에 표현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래픽 심벌과 비교시 출원디자인의 유사판단에도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여부
나아가,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출원디자인의 심사시에 있어서 신규성, 선출원 판단시에도 중요한 개념
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와 달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그래픽 심벌과 비
교시, 출원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5) 디자인 심사기준 제4조제4항 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
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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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그래픽 심벌 도입의의와 관련된 유럽공동체와 개정안 비교
유럽공동체

우리나라 개정안246)

무심사주의

심사주의/무심사주의

포함

포함

있음 - CDR 제36조(6)247)

없음 (해석상 인정)

심사/무심사
물품(제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 포함여부
물품(제품) 및
물품(제품)의 분류의
영향에 관한 규정
물품(제품) 및
물품(제품)의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모든 디자인’의
보호범위판단

‘그래픽 심벌’과의
비교시 등록요건판단
및 보호범위판단

(3) 그래픽 심벌의 도입에 따른 문제의 소재
그래픽 심벌이 물품에 포함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
자인간 유사관계 및 이에 따른 출원디자인의 심사와 등록디자인의 침해관계일 것이
며, 이에 대해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적 2차원디자인인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심사 및 분쟁관계에 있어 다양
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246)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47) CDR 제36조(6):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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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의 관계
1. 그래픽 심벌인가 3차원디자인인가의 판단
(1) 그래픽 심벌 및 3차원디자인의 의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미적 외관(또는 형태)이며, 외관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의 결합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말하며, 3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지는 입체적 형상과 2차원의 평면적 넓이
만을 가지는 평면적 형상으로 나누어 관념한다.248)
이 중 입체적 형상을 구비한 디자인249)을 3차원디자인이라 하고, 입체적 형상을
구비하지 않은 디자인250)을 2차원디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래픽 심벌은 대표적인

2차원디자인이다251).

(2) 2차원디자인인가 3차원디자인인가의 판단
우선, 출원디자인이나 등록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을 기
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원서에 3차원적 물품이 기재된 경우 3차원디자인으로
보며, 그래픽 심벌이 기재된 경우 2차원디자인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면 등에 도시된 이미지에 의해 판단한다. 사진이나 견본에 의해 3차원적
물품으로 파악될 경우, 3차원디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도면의 이미
지가 단순한 평면적 이미지라면 2차원디자인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이나, 직물지 등
평면디자인일 수도 있으며 이는 물품의 명칭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한편,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같은 여러 도면에 의해 도시된 경우 3차원디자인일 수도
있으나, 입체적 지시대상을 표현하는 2차원디자인일 수도 있으며, 이 또한 물품의 명
칭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2. 디자인보호법의 유사여부 판단 일반
248) 노태정 2009 “디자인 심사⋅심판실무” 58쪽
249) 즉, 형상만의 디자인, 형상과 모양의 결합 디자인, 형상과 색채의 결합 디자인, 및 형
상, 모양, 색채의 결합디자인.
250) 즉, 모양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 디자인.
251) 그래픽 심벌이 대표적인 2차원 마크라는 취지로, 松井宏記, 共同體商標と共同體意匠の
世界,パテント, Vol.62 No.11 (200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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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의 유사개념252)
ⓐ 개념
디자인의 “유사”란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표현된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
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253). 디자인보호
법상 디자인의 유사에 대해서는 그 정의 및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아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

ⓑ 의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 되며(법 제5조1항),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날 또는 동일한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
는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법 제16조).
또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41조).
즉 디자인보호법은 ‘유사’라는 개념을 기초로 출원디자인의 신규성, 선출원주의와
같은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디자인권의 효력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는 권리의 성립뿐만 아니라 성립된 권리의 효력에 있어서도 중
요한 개념이 된다254).

ⓒ 유사개념의 도입취지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고안에 비해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고, 또한 디자인은 물품과의 불가분
성에 따라 물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일성개념만으로는 권리의 폭이 협소하여 디자
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유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권리의 폭의 확장
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52) 노태정 2009 “디자인 심사⋅심판실무” 205쪽
253) 심봉수 2009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17쪽
254) 실제로 디자인심사 또는 디자인권 침해소송 등에서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간 또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간 동일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극히 적고, 대부분의 경우 유사여
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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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판단 기준에 관한 학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학설이 대립
한다.

▪ 창작동일설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적 가치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한 미적 특징, 즉 창작내용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로서 판단주체는 창작자 내지는 당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 물품혼동설
디자인보호법은 부정한 경쟁의 방지, 즉 경업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법이므로 디자
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물품이 다른 물품과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유사
한 디자인으로 보는 견해로서, 판단주체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다.

▪ 주의환기설
2개의 디자인을 상호비교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 또는 요부(要部)가 공통하
는 것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디자인의 요부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의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

▪ 심미성설
디자인 전체로서 나타내는 미감 내지 그들이 주는 미적 인상이 공통하는 것을 유
사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전체 대 전체를 비교하여 사실로서 동일한 인상
을 주는가,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가 여부에 중점을 둔다.

(3) 유사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
우리 판례는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
비⋅관찰하여 그 각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미감을 느끼게 하
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
를 대비⋅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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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55)라고 판시하여 주의환기설과 미감설
의 입장에 가까운 판결이 많다. 또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외관유사설로 보는 견
해256)도 있으며, 이는 주의환기설과 미감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유사판단 기준에 관한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257) 제4조4항 나.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
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또한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여, 물품혼동설을 기
본으로 하여 창작동일설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
한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대경․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
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
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5)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
유사여부판단의 주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상기의 각 학설에
따라 당업자, 창작자, 일반수요자등으로 각각 다르다. 생각건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당업자와 일반수요자의 양 관점에서 대비⋅관찰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다음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례, 심결례 및 판례 등에 의하여
255) 대법 1987.2.24. 선고, 85후101 판결;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1991.6.11. 선고, 90
후1024 판결; 1991.9.10. 선고, 90후2072⋅2089 판결; 1996.1.26. 선고, 95후1135 판결;
1999.11.26. 선고, 98후706 판결; 2001.5.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256) 심봉수 2009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17쪽
257) 2011. 12. 30 특허청 예규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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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 물품과의 관련성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258).

[표 55]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
물
품
형태
형상⋅모양⋅색채
(동일)
형상⋅모양⋅색채
(유사)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동일디자인
유사디자인
비유사디자인

ⓑ 형태의 유사여부 판단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
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259).

ⓒ 유사의 폭
새로운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
의 폭을 좁게 본다.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고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
던 것(예: 칼, 식기)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예: 젓가
258)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4항 가.
259)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4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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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예: 자전거⋅운동화), 유행
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예: 신사복⋅한복) 등은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며, 새로운 물품, 동 종류의 물품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특이한 형
상 또는 모양 등은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260).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의 폭의 판단기준으로 판시된 것 중 주
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261).

① 동일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으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② 디자인의 요소가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누가 창작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미 그와 유사한 디자인요소가 다양하게 공
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범위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2. 11. 7.
선고 2002허5173판결)

③ 양 디자인 물품은 기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변화의 여지가 적다 할 것이므
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7. 24. 선고

98허225판결)
④ 카드형의 열쇠 보관판은 그 물품의 형태가 단순하여 디자인의 유사폭도 비교적
좁을 수 밖에 없다. (특허법원 1998. 10, 29. 선고 98허7752 판결)

⑤ 만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가 변형의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면 가급적
유사의 폭을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1. 3. 29. 선고 200허3371
판결)

3.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의 유사판단
(1) 의의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의 유사판단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대표적 2차원
디자인인 그래픽 심벌과 다른 그래픽 심벌 간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260) 심봉수 2009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21쪽
261) 전상우, 지식재산21 통권제85호(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 판단), 2004년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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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판단
개정안이 도입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의 유사판
단에 있어서는 물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유사물품 간에서만 디자인
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제4항 가. 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 유사판단의 구체적 기준 – 판례상
기준 준용
ⓐ 일반적인 기준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의 유사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
으로 대비⋅관찰하여 그 각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미감을 느
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래픽 심벌의 특수성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요소가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누가
창작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또는 이미 그와 유사한 디자인요소
가 다양하게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범위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262)⌟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래픽 심벌은 일반적으로 기능과 관련되지 않으며, 창작의 가
능성이 매우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유럽의 무효심판부는 개성(individual character) 판단 시 디자
이너의 자유도를 고려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디자이너가 기능적으로 일정한 형
태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의 디자인의 경우(즉,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넓은 디자
인의 경우), 선행디자인과 비교할 때 ‘informed user’에게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같다(same)고 보일 여지가 넓게 되며, 이에 따라 개성이 결여될 가
능성이 많아진다고 한다263).

(4)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 유사판단의 구체적 기준 – 디자인
262) 특허법원 2002. 11. 7. 선고 2002허5173판결
263) 심판번호 : ICD 000008543

제 4장 보호대상 확대가 심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163

심사기준264) 준용
ⓐ 일반적인 기준
그래픽 심벌과 그래픽 심벌간의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며, 여기서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
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배
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 모양 및 색채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
그래픽 심벌은 형상이 없으므로 모양과 색채에 의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을 하
게 된다. 이 경우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
로 보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
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
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265).

4.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의 유사판단
(1) 의의 및 유형
그래픽 심벌과 3차원 디자인 간의 유사판단은,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대표적 2차
원디자인인 그래픽 심벌과 물품에 표현된 3차원디자인 간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을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양자 간 관계의 유형은 다음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 형상화⋅평면화 관계

264) 디자인심사기준(2011. 12. 30 특허청 예규 제 64호)
265)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4항 나. 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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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예
그래픽 심벌(캐릭터)

관 계

3차원디자인(인형)

형상화 ⇨

⇦ 평면화

상기의 표는 그래픽 심벌을 3차원디자인으로 형상화 또는 입체화한 것과 같은 외
관상의 관계를 가지거나(형상화 관계), 반대로 3차원디자인을 그래픽 심벌로 평면화
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를 가지는(평면화 관계) 경우이다. 즉, 이것은 2차원디자
인인 그래픽 심벌을 형상화 또는 입체화하여 3차원디자인으로 만든 것과 같은 관계
이거나, 반대로 3차원디자인을 평면화하여 2차원디자인인 그래픽 심벌로 만든 것과
같은 관계인 경우이다.

ⓑ 부착⋅분리 관계

[표 57] 부착⋅분리 관계의 예 (그래픽 심벌Ⓐ ≒ 그 래 픽 심 벌 Ⓑ)
그래픽 심벌Ⓐ (캐릭터)

관 계

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티셔츠)

부착 ⇨

⇦ 분리

상기의 표는 그래픽 심벌을 3차원디자인에 부착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를 가
지거나(부착 관계), 반대로 3차원디자인에 부착되어 있는 그래픽 심벌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를 가지는(분리 관계) 경우를 나타낸다. 부착⋅분리 관계의
특징은 상기 표의 예와 같이 그래픽 심벌Ⓐ와 3차원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심벌Ⓑ가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즉, 이것은 2차원디자인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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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심벌과 동일⋅유사한 것을 3차원디자인의 표면에 표현하거나, 반대로 3차원디자
인의 표면에 있는 2차원디자인인 그래픽 심벌과 동일⋅유사한 것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2)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 비교시 물품의 영향
ⓐ 유럽공동체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경우 공동체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구체화되거나 적
용될 제품을 특정하는 정보를 표시하고266), 그 분류를 표시267)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항은 그 자체로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68). 즉, 물품과 그
분류의 표시는 단지 출원의 효율적 처리와 제 3자의 검색을 위한 정보일 뿐으로서

“모든”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의 비교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의 분류와 무관하게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면 권리범위가 미칠 것으로 보인
다269). 이에 대하여, OHIM 실무자는 등록디자인이 3차원이거나 2차원이거나, 대비
대상 디자인이 3차원이거나 2차원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
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70)

ⓑ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개정법이 도입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유사판단시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271). 이에 따라 그래픽 심벌과 3차

266) 공동체디자인법 제36조(2) “The application shall further contain an indication of the
products in which the design i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intended
to be applied.”
267) 공동체디자인법 제36조(3)(d) “In addition, the application may contain:”...“the
classification of the products in which the design is intended to be incorporated or to
which it is intended to be applied according to class;”
268) 공동체디자인법 제36조 6.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269) 2012.7.20 현재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 비교에 관련된 유럽공동체 판례⋅심결례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oami.europa.eu/ows/rw/pages/RCD/caseLaw/caseLaw.en.do
270) 2010.06.11. OHIM에서 실무자 미팅 결과
271) 로고, 심볼, 그래픽디자인 등에 관한 디자인권이 모든 물품에 권리가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는 견해로 전광출 2011 “2011년 디보법개정안에 관한 소고(산재권법학회)”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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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디자인간 비교에 있어 물품 및 물품의 분류가 다르더라도 디자인의 유사판단을 할
수 있다.

(3)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유사판단
[표 58]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예
그래픽 심벌(캐릭터)

관 계

3차원디자인(인형)

형상화 ⇨

⇦ 평면화

ⓐ 형상화⋅평면화 관계
상기의 표는 그래픽 심벌을 3차원디자인으로 형상화 또는 입체화한 것과 같은 외
관상의 관계를 가지거나(형상화 관계), 반대로 3차원디자인을 그래픽 심벌로 평면화
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를 가지는(평면화 관계) 경우이다. 상기 예는 캐릭터와
인형의 경우이다.

ⓑ 유럽공동체의 경우
유럽공동체는 이와 같은 경우 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 물품 및 물품의 분
류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 디자인을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유사하다고 보아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272).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개정안273)이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조2호274)가 도입될 경우, 그래픽 심벌과 관
272) 2012년7월20일 기준으로 형상화⋅평면화 관계인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 비교에
관한 유럽공동체 판례⋅심결례는 조사되지 않았다.
273)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74)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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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유사 판단시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상화⋅평면화 관계인 양
디자인간 유사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사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
형상화⋅평면화 관계에서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그 각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미감
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
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경우 그래픽 심벌은 형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3차
원디자인은 형상이 존재하므로 3차원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및 그래픽 심벌의 모양
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
서”의 인상이나 미감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공지⋅주지275)의 그래픽 심벌(선등록된 그래픽심벌을 포함)을 기초로 형상화
한 3차원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인가 용이창작 디자인인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용이창작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픽심벌을 독립된 물품
으로 보아 디자인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물품성을 전제로 유사판단
을 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공지의 캐릭터를 형상화하여 이를 권리화하거나 실시하
는 자를 제재할 수 없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2차원 그래
픽심벌을 형상화한 3차원 디자인을 용이창작 디자인이라고 인정할 경우 비록 출원
단계에서는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거절할 수 있지만, 가령, 등록된 2차원 캐릭터
를 형상화한 3차원 디자인은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되어 그 실시를 제재할 방법이 없
게 되기 때문에,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차원 캐릭터를 형상화한 3차원
디자인은 용이창작이 아닌 유사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잣대로 모든 평면화, 형상화 관계를 유사로 판단할 경우 3
차원 그래픽심벌의 뒷면 또는 측면을 2차원 그래픽심벌로부터 예측되는 전형적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제2조 제2호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
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제품의 부분(제43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글자체, 그래
픽 심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75) 디자인심사기준 제5조 2. 나. - 당 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주지디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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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아닌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3차원 디자인의 전면은 2차원 그래픽 심벌
과 일응 유사하나 뒷면은 독창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3차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

단이 문제로 된다. 이 경우에는 그래픽 심벌의 뒷면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평면으
로 간주하여 3차원 디자인의 뒷면 또는 측면과 비교하여야 하며, 3차원디자인의 독
창적 형태의 뒷면도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
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비유사로 보아야 할 것이
다.

ⓕ 소결
형상화⋅평면화 관계인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은 물품 및 물품의 분류와 무
관하게 양 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볼 때 형상화⋅평면화 관계인 상기 예의 그래픽 심벌

과 3차원디자인

은 비록 그래픽 심볼에 형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인상에 의한 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유사의 법률관계
형상화⋅평면화 관계에서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이 “전체로서” 유사하다고 판
단될 경우 등록요건 판단에 관하여는 법 제 5조의 신규성, 법 제16조의 선출원규정
이 적용되며, 권리범위 판단에 관하여는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착⋅분리 관계의 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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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부착⋅분리 관계의 예
그래픽 심벌Ⓐ (캐릭터)

관 계

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티셔츠)

부착 관계 ⇨

⇦ 분리 관계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 부착⋅분리 관계
상기의 표는 그래픽 심벌을 3차원디자인에 부착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를 가
지거나(부착 관계), 반대로 3차원디자인에 부착되어 있는 그래픽 심벌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를 가지는(분리 관계) 경우를 나타낸다. 부착⋅분리 관계의
특징은 상기 표의 예와 같이 그래픽 심벌Ⓐ와 3차원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심벌Ⓑ가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상기 표의 예는 캐릭터

(character)와 티셔츠(T-shirts)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개정안276)이 도입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2조 제2호277)가 도입될 경우,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유사
판단 시 물품 및 물품의 분류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양 디자인 유사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사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
그래픽심벌이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래픽심벌이 부착된 3차원디자인에는 2
개의 분리가능한 디자인이 존재하게 되며 이들은 서로 일체불가분이 아닌 디자인으

276)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77) 특허청 2012.6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
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제2조 제2호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
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제품의 부분(제43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글자체, 그래
픽 심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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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착⋅분리 관계에서 양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3차원 디자인
에 부착된 그래픽심벌을 분리하여 그래픽심벌 상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픽 심벌은 형상이 없으므로 그래픽 심벌들간의 모양과 색채에 의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
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하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

(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소결

부착⋅분리 관계는 그래픽 심벌

심벌

과 3차원디자인

에서 분리된 그래픽

사이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하며, 그래픽 심벌은 전용 내지 도용 또는 변형

응용하기가 보다 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디자인창작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
하여 디자인 유사판단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부착⋅ 분리 관계에서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의 법률관계

ⓐ 부착 관계의 등록요건 판단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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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부착 관계의 등록요건 판단
공지디자인-그래픽 심벌Ⓐ

관 계

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부착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그래픽 심벌 Ⓐ ≠ 3차원디자인 )
상기 표와 같은 부착 관계에서, 출원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을 부착하여 출원한
경우, 출원디자인은 그래픽 심벌Ⓑ와 3차원 디자인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 출원디자인의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그래픽 심벌Ⓐ와 (3
차원디자인에 부착된) 그래픽 심벌Ⓑ가 동일⋅유사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3차원디자
인을 신규성 위반에 의해 등록거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이 아니므로 창작비용이성 판단을 하게 되며,
그래픽 심벌을 삭제한 상태의 3차원디자인이 신규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판단한다.

[표 61] 부착 관계인 경우 창작비용이성 판단

+

①

공지⋅주지
그래픽 심벌Ⓐ

+

=

공지⋅주지

3차원디자인Ⓒ

=

출원디자인Ⓓ
용이창작
출원디자인Ⓓ

②

공지⋅주지
그래픽 심벌Ⓐ

+

신규한

3차원디자인Ⓒ

=

등록 가능

(이용관계 성립
가능)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그래픽 심벌 Ⓐ ≠ 출원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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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래픽 심벌을 삭제한 3차원디자인Ⓒ(상기 표의 가운데 티셔츠)이 공지⋅주지의
3차원디자인일 경우
출원된 전체 3차원디자인Ⓓ는 용이창작으로 등록거절된다. 대법원 판례278)에 따
르면,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
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
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①과 같이 공지⋅주지의 형상, 모양의 결합
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경우 용이창작으로 볼 수 있
다.

② 그래픽 심벌을 삭제한 3차원디자인Ⓒ(상기 표의 가운데 티셔츠)이 신규한 디자
인일 경우
그 외 등록요건도 모두 만족하면 등록된다. 다만, 그래픽 심벌Ⓐ가 등록디자인일
경우 이것과의 관계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부착 관계의 권리범위 판단 - 이용관계
[표 62] 부착 관계의 권리범위 판단
선출원 등록디자인

-그래픽 심벌Ⓐ

후출원 디자인-그래픽 심벌Ⓑ를
관 계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이용관계 성립 가능

부착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그래픽 심벌 Ⓐ ≠ 3차원디자인 )
선출원된 등록그래픽 심벌Ⓐ와 후출원된 3차원디자인간의 관계에서, 3차원디자인
이 등록그래픽 심벌Ⓐ와 동일⋅유사한 그래픽 심벌Ⓑ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픽 심벌

Ⓑ를 삭제한 3차원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이 있다면 3차원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으

278) 대법 1995. 5. 26 선고 94후1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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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3차원디자인은 등록그래픽 심벌Ⓐ과 이용관계에 있으며, 이용관계에 해당할
경우 그 실시에는 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선행 권리자의 허락 등을 받지 않으면 침해
를 구성하게 된다279).

ⓒ 분리관계의 등록요건 판단 – 신규성
[표 63] 분리 관계의 등록요건 판단
공지디자인-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관 계

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
신규성 위반

분리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3차원디자인 ≠ 그래픽 심벌 Ⓑ)
공지된 3차원디자인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된 그래픽
심벌Ⓑ가 출원되는 경우, 그 3차원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아 법 제5
조제1항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280)281).

ⓓ 분리관계의 등록요건 판단 – 확대된 선출원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이란, 후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이전에 출원된 선
출원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일부로서” 동일⋅유사한 경우 (선출원디자인이 공개⋅공
고되면) 등록을 불허하는 디자인등록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282).

279) 전광출 2011 “2011년 디보법개정안에 관한 소고(산재권법학회)” 209쪽
280)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4항 카. -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 판단 준용
281) 그래픽 심벌이 무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면 신규성 위반은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
판 시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 제23조의5, 제26조제3항, 제29조의2, 제68조)
282) 김웅 2008 “디자인 등록요건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발명특허 33(6)
80-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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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분리 관계의 등록요건 판단
후출원디자인-그래픽
선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티셔츠)

관 계

심벌Ⓑ (캐릭터)
선출원디자인 공개시
확대된 선출원 적용

분리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3차원디자인 ≠ 그래픽 심벌 Ⓑ)
상기 표와 같은 분리 관계일 경우, 선출원된 3차원디자인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에 후출원된 그래픽 심벌은, 3차원디자인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는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다283). 디자인심사기
준284)에 따르면,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으며, 3차원디자인과 그
래픽 심벌의 관계는 완성품과 부품 또는 완성품과 부분디자인의 관계와 유사하여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표 65]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는 예
선출원 디자인 (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 (a, a')

1

완성품

부품

2

완성품

부분디자인

3

부품

부분디자인

4

한 벌 물품

구성물품

5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유형

283) 그래픽 심벌이 무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 시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 제23조의5, 제26조제3항, 제29조의2, 제68
조)
284) 디자인심사기준(2011. 12. 30 특허청 예규 제 64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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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 사이의 신규성
이하에서는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 사이 관계에서 신규성 측면만을 분석한
것으로서 상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다음의 논의 진행을 위하여 각
각을 분설한다.

(1) 디자인의 신규성 일반
신규성이란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을 가지는 것을 말
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공지⋅공
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 형상화⋅평면화 관계
[표 66]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신규성 판단
공지 그래픽 심벌(캐릭터)

관 계

출원 3차원디자인(인형)

형상화 관계

⇨

평면화 관계

⇦

형상화⋅평면화 관계에서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간에 유사판단을 한 결과, 출원
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의 인상이나 미감이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
우,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285).

(2) 부착 관계에서 그래픽 심벌이 공지되고, 3차원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래픽심벌이 부착된 3차원디자인에는 2개의 분리가능한 디자인이 존재하므로,
부착⋅분리 관계에서 양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3차원 디자인에 부착된 그래픽심벌을
분리하여 그래픽심벌 상호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착⋅분리 관계인 경
285) 그래픽 심벌이 무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면 신규성 위반은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
판 시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 제23조의5, 제26조제3항, 제29조의2,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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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래픽 심벌을 전용 내지 도용 또는 변형응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
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창작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 유사판단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67] 부착 관계의 신규성 판단
공지디자인-그래픽 심벌Ⓐ

관 계

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부착 관계

⇨

①

②

그래픽 심벌Ⓑ를 제외한

3차원디자인이 공지
그래픽 심벌Ⓑ를 제외한

3차원디자인이 신규

⇨

⇨

출원디자인은 신규성위반
아니지만 , 창작비용이성 위반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위반
아님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① 상기 표와 같은 부착 관계에서, 공지디자인인 그래픽 심벌 Ⓐ와 유사한 그래픽
심벌Ⓑ를 포함하고 그래픽 심벌Ⓑ를 제외한 3차원디자인이 공지인 경우에도, 출원디
자인은 법 제5조의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출원디자인은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래픽 심벌Ⓑ를 제외한 3차원디자인이 신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래픽 심벌Ⓐ와 (3차원디자인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가 동일⋅유사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3차원디자인을 신규성 위반에 의해 등록거절하지 아니한다.

(3) 분리 관계에서 3차원디자인이 공지되고 그래픽 심벌이 출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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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분리 관계의 신규성 판단
공지디자인-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관 계

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
신규성 위반

분리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공지된 3차원디자인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된 그래픽
심벌Ⓑ가 출원되는 경우, 그 3차원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아 법 제5
조제1항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286)287).

6.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 사이의 창작비용이성
(1) 창작비용이성 일반
ⓐ 개념
창작비용이성이란 창작성이라고도 하며 디자인 등록요건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5조1항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법 제5조2항)288).
여기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

⋅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
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286)
287)
판
288)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4항 카. -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 판단 준용
그래픽 심벌이 무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면 신규성 위반은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
시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 제23조의5, 제26조제3항, 제29조의2, 제68조)
노태정 2009 “디자인 심사⋅심판실무” 93쪽

178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289).

ⓑ 판단기준
공지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
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
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디자인
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
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
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290).⌟ 라고 판시하여 공지, 공용부분이 포함된 디자인의 경우 전체적인 관
찰을 통해 새로운 심미감이 발생하면 창작성이 인정되나, 단순히 상업적인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그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291).
창작비용이성은 신규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판단하게 되며, 판단의 주체는 그 디
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다. 창작비용이성 판단시 형상⋅모
양⋅색채 등의 물품의 형태뿐 아니라 추상적인 모티브, 자연물, 저작물, 건조물 등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

(2) 형상화⋅평면화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공지⋅주지292)의 그래픽 심벌(선등록된 그래픽심벌을 포함)을 기초로 형상화한 3
차원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3차원 디자인 출원은 용이창작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보아 거절한다.
그러나, 3차원 그래픽심벌의 뒷면 또는 측면을 2차원 그래픽심벌로부터 예측되는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한 결과 3차원 디자인의 전면은 2차원
289) 디자인심사기준 제5조 1. 다.
290) 대법 1995. 5. 26 선고 94후1510 판결
291) 심봉수 2009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22쪽
292) 디자인심사기준 제5조 2. 나. - 당 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주지디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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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래픽 심벌의 뒷면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평면으로 간주하여 3차원 디
자인의 뒷면 또는 측면과 대비관찰하여야 하며, 3차원디자인의 독창적 형태의 뒷면
도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서로 비유사로 보아야 한다.
그래픽 심벌과 비유사로 판단되는 형상화 관계의 3차원 디자인의 뒷면 또는 측면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
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는 3차원 디자인은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형상화 관계의 3차원디자인 출원을 상술한 바와 같이 2개의 기준으로 심사를
할 경우 심사의 일관성이나 심사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입법상
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긴 하나 운용론 상으로 3차원디자인을 6면도로 출원하거나
이미지파일로 출원한 경우 화체될 물품을 특정하게 하거나 용도를 특정하는 보정에
의해 다른 3차원 물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부착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표 69] 부착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전제로서 신규성 판단
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를
공지디자인-그래픽 심벌Ⓐ

관 계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이 아님

부착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상기 표와 같은 부착 관계에서, 공지디자인인 그래픽 심벌 Ⓐ와 유사한 그래픽 심
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에서 그래픽 심벌Ⓑ를 제외한 3차원 디자인이 공지인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디자인은 법 제 5조의 신규성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때, 그래픽 심벌Ⓐ와 (3차원디자인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가 동일⋅유사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3차원디자인을 신규성 위반에 의해 등록거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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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위반이 아니므로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한다.

[표 70] 부착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

공지⋅주지

+

그래픽 심벌Ⓐ

=

신규한

3차원디자인Ⓒ

출원디자인Ⓓ

=

등록 (이용관계
성립 가능)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그래픽 심벌을 삭제한 3차원디자인Ⓒ(상기 표의 가운데 티셔츠)이 신규한 디자인일
경우, 그 외 등록요건도 모두 만족하면 등록된다. 다만, 그래픽 심벌Ⓐ가 등록디자인
일 경우 이것과의 관계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표 71] 부착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

공지⋅주지
그래픽 심벌Ⓐ

+

=

공지⋅주지

3차원디자인Ⓒ

=

출원디자인Ⓓ
용이창작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픽 심벌을 삭제한 3차원디자인Ⓒ(상기 표의 가운데 티
셔츠)가 공지⋅주지의 3차원디자인일 경우, 출원된 전체 3차원디자인Ⓓ는 신규성 흠
결은 아니며 용이창작 디자인으로 거절될 것이다.

(4) 분리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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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분리 관계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공지디자인-그래픽 심벌Ⓐ를
포함하는 3차원디자인

관 계

출원디자인-그래픽 심벌Ⓑ
신규성 위반

분리 관계

⇨

(그래픽 심벌 Ⓐ ≒ 그래픽 심벌 Ⓑ)
이와 달리 공지된 3차원디자인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
된 그래픽 심벌Ⓑ가 출원되는 경우, 그 3차원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
아 법 제5조제1항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293)294). (즉, 창작비용이성 판단이
필요없다.)

7.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 사이의 침해판단
(1) 디자인권의 침해
ⓐ 디자인권의 의의
디자인권이라함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
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디자인권자
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권 침해의 의의
디자인권의 침해라 함은 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또는 일정한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63

293)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4항 카. -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 판단 준용
294) 그래픽 심벌이 무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면 신규성 위반은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
판 시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 제23조의5, 제26조제3항, 제29조의2,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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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침해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하여야 할 것
◆ 제3자가 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행위를 할 것
◆ 제3자의 실시내용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내295)에 있을 것
ⓓ 상기의 침해가 성립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민사상 조치로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법 제62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침해자의 고의 또
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신용회
복청구권(법 제66조)가 있다.

◆ 형사상 조치로는 침해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침해죄(법 제82조)로 고
소가 가능하며, 몰수규정(법 제87조의 2) 및 양벌규정(법 제87조)이 적용가능하다.

(2) 이용⋅저촉관계
ⓐ 이용⋅저촉의 의의
이용⋅저촉관계는 일반적인 침해와는 달리 쌍방 권리가 등록 또는 발생된 상태에
서 일정한 경우 후원권리의 실시를 제한하여 선원권리를 보호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용관계란 후원권리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선원권리, 즉 타인의 특
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상표, 등록디자인,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그대로 실시하는
관계를 말한다. 저촉관계란 선후원 권리간의 권리범위가 서로 중첩되어 어느 일방의
권리 내용을 실시하여도 타방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295) 즉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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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저촉관계의 성립요건
◆ 선원권리가 선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선발
생된 저작권일 것

◆ 선원권리가 타인의 권리일 것
◆ 이용⋅저촉관계일 것. 즉, 후원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선원권리의 보
호범위를 그대로 실시(이용관계)하거나, 서로 중첩(저촉관계)되는 경우일 것.

ⓒ 이용⋅저촉관계에 해당할 경우의 법률효과
후원디자인권자는 선원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296)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으며(법 제45조), 이
를 위반할 경우 침해가 성립되어 상기의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

(3) 형상화⋅평면화 관계에서의 침해 판단
그래픽 심벌을 3차원디자인으로 형상화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에서 3차원디
자인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3차원디자인을 그래픽 심벌로 평면화한 것과 같은 외관
상의 관계에서 그래픽 심벌을 실시하는 경우의 침해 판단 문제이다.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원디자인과 후원디자인의 유사여부로서 보호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의해 침해 또
는 이용⋅저촉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디자인에 대하여 형상화⋅평면화하여 이를 실시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의해 금지 또
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부착⋅분리 관계에서의 침해 판단
그래픽 심벌을 3차원디자인에 부착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관계에서 3차원디자인
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3차원디자인에 부착되어 있는 그래픽 심벌을 분리한 것과 같
은 외관상의 관계에서 그래픽 심벌을 실시하는 경우의 침해 판단 문제이다.

296) 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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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심벌이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래픽심벌이 부착된 3차원디자인에는 2
개의 분리가능한 디자인이 존재하게 되며 이들은 서로 일체불가분이 아닌 디자인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착⋅분리 관계에서 양 디자인의 침해판단은 3차원 디자인
에 부착된 그래픽심벌을 분리하여 그래픽심벌 상호의 유사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선출원된 등록그래픽 심벌과 동일⋅유사한 그래픽 심벌을 부착한 후출원 등록된

3차원디자인은 이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용관계에 해당할 경우 그 실시에는
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선행 권리자의 허락 등을 받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게 된
다297).

297) 전광출 2011 “2011년 디보법개정안에 관한 소고(산재권법학회)”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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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그래픽 심벌에 관한 그밖의 문제
1.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등록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있다.
심사주의란 디자인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형식적, 실체적 요건에 대한 구비여부를
당해 행정관청(주로 특허청)에서 심리한 후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주의이다.
무심사주의란 디자인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에서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
는 방식적 요건 또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원성등 조
사⋅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디자인등록을 허
여하며 디자인등록의 유⋅무효는 등록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심리
하는 주의이다.

(2)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장단점
심사주의는 디자인등록에 관한 신뢰도, 디자인권의 안정도가 높아 권리의 유⋅무
효를 둘러싸고 문제되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이 주의는 특허청이 심사하는데 많은
인원과 경비가 소요되며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디자
인보호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무심사주의는 심사 부담이 완화되고 디자
인보호가 적시(適時)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디자인권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정도가 낮아 권리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3) 우리나라의 디자인심사방식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품목의 디자인에 대
해 무심사주의를 병행하는 특이한 심사방식을 취한다. 무심사주의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조기보호라는 관점에서 1997년 법개정에
서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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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심사등록제도
1998년 3월 1일 시행법은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병행 운영하였으며, 최근 2010년과 2011년 시행규칙 개정에서 디자인 업계의 필요
성 및 무심사 대상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로카르노 분류와 한국 분류와의 조화를
위하여, 무심사 대상을 종래 6개 분류에서 10개 분류로, 10개 분류에서 현행 18개
분류로 확대하였다.

(5) 소결
그래픽 심벌이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에 포함될 경우, 심사대상 또는
무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의 기존 용역보고서298)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은 한국 디자인 분류의 N2299)와 대응되며, 무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생각건대, 유행성이 강한 품목은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는 점 및 심사 부담의 증가를 고려할 때 그래픽 심벌은 무심사대상으로 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그래픽 심벌의 실시
(1) 의의
ⓐ 침해의 의의
침해란 권리자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무단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
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권자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
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
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무단히 실시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반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제3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침
해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핵심적 요건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에 해당하
고 아울러 실시행위에 포함되는가이다300).

298) 특허청 2011. 12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분류 도입에 따른 디자인 심사 및 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 194쪽
299) 2차원 모양 및 화상디자인 등
300) 고희승 2006 “글자체 및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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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의 의의
법 제2조 6호에 따르면,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의 태양을 검토하도록 한다.

ⓒ “업으로서”의 의의
디자인보호법에서 “업으로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적인 견
해301)302)에 따르면,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업으로서의 실시에는 개인적 또
는 가정적인 실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으로서” 실시에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하여 하는 유기적 활동으로서
의 사업의 의미라고 본다.

(2) 구체적인 내용
ⓐ 생산
생산이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등록된 그래픽 심벌과
동일⋅유사한 그래픽 심벌을 업으로서 생산하는 것은 그래픽 심벌에 관한 디자인권
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는 경쟁업자가 등록 그래픽 심벌과 동일

⋅유사한 그래픽 심벌을 만드는 것, 예컨대 그대로 도용, 전용 또는 변형응용하여 그
래픽 심벌을 만드는 경우가 이러한 생산의 개념에 포함될 것이다.

ⓑ 사용
사용이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작용⋅효과를 나타내
도록 그 물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그래픽 심벌을 권한 없이 업으로서 사용
하는 것은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양도
양도란 생산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소유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 그래픽 심벌을 권한 없이 양도하는 것은
301) 노태정⋅김병진 2009 “디자인보호법”711쪽
302) 조국현 2002 “의장법” 6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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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설사 모르고 판매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디자인권의 침해이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과실로 판매한 경우에는 손
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 대여
대여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조
건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등록 그래픽 심벌을 권한 없이 대여하는 것
은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수출⋅수입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사용⋅양도⋅대여의 목적으로 국내와 외국간 반출⋅반입하
는 것을 말하며, 등록 그래픽 심벌을 권한 없이 수출⋅수입하는 것은 디자인권을 침
해하는 것이다.

ⓕ 양도⋅대여의 청약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등록 그래픽 심벌을 권한 없이 양도⋅대여의 청약하는 것
은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공중송신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실시에는 공중송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중송신
이란 저작권법 제2조7호에 의하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
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
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공중송
신권은 1999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신설된 권리이며,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중송신을 실시에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양도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양도나 대여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유체물을 전
제하는 것으로서 점유이전을 수반하나, 공중송신은 송신자에게 원복제물이 남게 되
는 등 점유이전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나 대여 속에 소위 공중송신과 같은 개념이 당
연히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평성 4년 일본 특허법 개정에서는 ⌜그 물이 프로그
램 등인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게 되
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실시의 개념에 이러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제

제 4장 보호대상 확대가 심사실무에 미치는 영향

189

공하는 것⌟ 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303).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1) 그래픽 심벌과 화상디자인사이의 관계
ⓐ 화상디자인의 의의와 종류
화상디자인이란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등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
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유체물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게 화상디자인도 창작자
의 노력과 자본이 소요되고, 디자인창작자의 창작영역이 무체물까지 확대되는 현실
을 감안하여 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상디자인은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 및 그래픽이미지(Graphic Images) 등이 있
다. 또한 화상디자인을 포함한 상태로 출원이 가능한 물품은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
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
함된다.

ⓑ 그래픽 심벌과의 공통점
화상디자인과 그래픽 심벌은 2차원디자인으로서 유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원
칙적으로 범용부품으로서 하나의 물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양자 모두 디자인등록출원시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의 형태로 출원이 가능하며, 또는 물품에 화체된 전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도 있다.

ⓒ 그래픽 심벌과의 차이점
화상디자인은 표시부를 갖는 정보화기기라는 비교적 한정된 물품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전기가 흐른 후에 표시부에 표시된다는 한시성을 가지나, 반면
에 그래픽 심벌은 추상적 모티브 또는 컨셉 그 자체이므로 적용 가능한 물품에 거의
제한이 없으며, 한시성을 갖지 않는다. 또한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
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화기기의 표시부에 부분디자인의 형태로 출원
하거나 또는 표시부에 표시된 형태를 전체디자인으로서 출원해야 물품성을 갖추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픽 심벌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
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며, 따라서 그래픽 심벌은 그 자체를 출원하여 등록받
을 수 있다.
303) 고희승 2006 “글자체 및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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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의 관계
화상디자인은 표시부를 갖는 정보화기기에 표시되는 디자인이며, 그래픽 심벌은 2
차원적⋅추상적 모티브 그 자체이다. 화상디자인은 지금까지와 같이 정보화기기의
표시부에 부분디자인의 형태로 출원하거나 또는 표시부에 표시된 형태를 전체디자
인으로서 출원해야 할 것이나, 그래픽 심벌은 그 자체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등록요
건 및 권리범위 판단시 물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그래픽 심벌과 직물지 기타 평면디자인사이의 관계
ⓐ 직물지 기타 평면디자인의 의의
형상이란 유형적 존재인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차
원물품은 형상을 가지며 2차원모티브는 형상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아무리 평면적으로 보이는 손수건, 비닐지, 직물지, 벽지 등도 두께가 있고 이념적으
로는 3차원의 공간적 넓이를 가지는 입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직물지 기타
평면디자인은 그 두께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법률상 평면적 형상으로 관념한
다.

ⓑ 그래픽 심벌과의 공통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비교에 있어 형상과 모양을 그 요
소로 하나, 직물지 기타 평면디자인은 디자인의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요소는 모양
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래픽 심벌과 같이 디자인의 비교에 있어 모양만을 그 요소로
할 수 있다304). 여기서 기능이란 혼동방지기능 및 수요증대기능을 말한다.

ⓒ 그래픽 심벌과의 차이점
출원시 도면의 표현에 있어 모포, 벽지, 보자기, 비닐지, 상장, 손수건, 직물지, 책
받침, 타월, 포장지, 표딱지(레테르) 등은 입체감이 없는 물품으로서 표면도 및 이면
도만으로 물품의 형태파악이 명확한 평면적 물품으로 취급한다. 다만, 식모지와 같
이 두께가 있거나 포장용 포대와 같이 중합부가 있어 사용 시에 입체적인 것은 입체
적인 물품으로 취급한다305). 반면에 그래픽 심벌은 그 지시대상(referent)이 2차원
304) 안원모 2011 “직물지에서의 모양의 이용과 디자인 이용관계의 성립” 22쪽
305)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 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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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경우 표면도만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3차원적일 경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직물지 기타 평면디자인은 직물지, 비닐지, 손수건등 해당 물품에 적용된 디
자인으로서 해당 물품과 불가분적이나, 그래픽 심벌은 그 자체가 등록되며, 등록요
건 및 권리범위 판단시 물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양자의 관계
그래픽 심벌과 유사한 모양이 표현된 직물지 기타 평면디자인은, 그래픽 심벌과

“전체로서”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으며, 이에 따라 유사하다
고 판단되면 신규성,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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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긍정적 영향
1. 그래픽 심벌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래픽 심벌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표, 저작권 등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보호할 수 밖
에 없었다. 개정안 도입시 그래픽 심벌을 물품의 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이와 같이 최근들어 디자인 창작 및 활용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법
적 보호가치가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그 보호가 미흡했던 그래픽
심벌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디자인업계의 공정경쟁질서 확립
그래픽 심벌 그 자체를 출원 및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등록요건 판단 및 등록 그래픽 심벌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 및 물품의 분
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디자인업계에서 타인의 디자인 창작의 본
질적인 특징을 모방하는 무단 편승행위의 방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3. 디자인 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디자인에 관하여는 One Soruce & Multi Use, 즉 창작
된 하나의 디자인 소스를 다수 물품에 응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업계의 트렌드 변화
에 대해 능동적으로 부응하게 되었다.

4. 디자인 창작 장려
오늘날 3차원디자인의 창작에 못지 않게 그래픽 심벌도 창작자의 노력과 자본이
소요되고, 2차원디자인의 특성상 이의 모방 및 도용이 3차원디자인보다 손쉬운 점으
로 인해 디자인 창작자들이 투하한 시간과 자본에 비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없
었던 점을 개선하여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을 장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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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디자인 출원의 편의성 제고
그래픽 심벌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2008년 WIPO 설문조사결과306)에 따르면
응답국가 중 81%가 그래픽 심벌을 보호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은
그래픽 심벌을 직접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WIPO, 유럽공동체는 그래픽 심벌을 제
품에 포함하여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로카르노분
류의 범위와 우리 디자인분류를 일치시킬 경우 우리나라 국민 및 체약국 국민이 헤
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복수디자인의 범위가 국내
법과 일치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고려된다는 이점이 있다.

6.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감소
현행법에서는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하나의 그래픽 심벌이 적용된
여러 물품들은 그 각각을 등록하여야만 했으나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그래픽 심벌은
그 자체를 등록받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출원⋅등록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06) 「INDUSTRIAL DESIGN LAW AND PRACTICE - ANALYSIS OF THE RETURNS TO
WIPO QUESTIONNAIRES」SCT/19/6 WIPO 20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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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부정적 영향 및 그 해결방안
1. 로카르노 분류 채택의 문제
(1) 2010년 개정안 제2조1호의 문제
2010년 개정안은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입법방식
은 우선 개정안만을 보면 출원인이 보호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
며,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어가 원본인 협약을 살펴보아
야 하므로 자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로카르노 분류가 수정·삭제·추
가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물품’의 범위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식도
문제이다. 각국이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입법권을 가지려는 현실에 비추어 이렇게
조약에 맡기기보다는 우리말로 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로카르노분류는 기능중심의 포괄적인 분류체계로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지금과 같은 환경변화에 적용하기 적합하며 디자인의 컨셉 보호 측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분류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무심사제도를 근간으로 제작
되었으므로,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2) 해결방안
물품의 범위에 기존의 글자체외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자국민이 출원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
게 하고, 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로카르노분류가 물품의 동일⋅유사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때는 지나치게 포
괄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므로 검색 및 심사부담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심사주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영국과 호주는 로카르노 분류체계를 더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러한 방안이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 한국 물품분류를 사용해오던 실무에서 도입초기
의 혼란이 우려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의 예와 같이 로카르노분류
를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한 한국로카르노분류를 제정하고, 출원⋅등록시에는 한국
로카르노분류의 물품의 구분에 따르며, 심사시에는 기존의 한국 물품분류의 물품의
구분에 따르도록 하여 출원인과 심사관 각각을 위한 2원적 기준을 두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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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성에 관한 혼란 문제
(1) 물품성에 관한 혼란
현행 디자인보호법 체계하에서 대법원은 “물품이 다르면 디자인도 다르다“라는 확
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1디자인1출원 원칙(법 제11조)에 따라 하나의 디
자인 소스를 여러 물품에 적용하더라도 각각의 물품에 따라 각각 디자인출원을 하여
야 한다. 그러나 그래픽 심벌이 물품에 포함되어 그 자체로서 보호되면 이를 적용하
는 다른 물품에 따라 각각 디자인출원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2차원디자인을
물품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물품성에 관하여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

(2) 해결방안
디자인의 물품성은 법 제2조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서 도출되는 원칙이나, 궁극적
으로는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서 도출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책상, 의자 등 3차원적인 형태인 물품의 외관만을 디
자인보호법이 보호해 준다면, 최근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2차원디자인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디자이너가 시간과 노
력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산업디자인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이 아니더
라도 보호해 주는 것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디자인보
호법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물품성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장소에 따
라 가변적인 것으로서, 이전에도 물품의 범위에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를 포함한 바
있으며, 제도 정착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충
실한 법제의 정비와 디자인 업계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3. 비침해 조사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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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실시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그 디자인이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고
하여도307) 그 디자인의 실시로 인하여 침해를 구성하는 타인의 디자인권이 존재하
지 않는지 염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디자인권이 있는지의 조사 즉,
디자인의 실시가 디자인권의 관점에서 안전한지의 조사를 비침해 조사(clearance

search)라고 한다308).
그런데, 그래픽 심벌과 관련하여 등록요건이나 보호범위 판단시에는 물품 및 물품
의 분류에 의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래픽 심벌에 관하여는 비침해조사시 이론적
으로는 모든 등록디자인을 일일이 대비하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며, 실시
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여러건일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2011년 기준 특허청
의 존속 등록디자인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orce)의 총계가 242,262
건309)임을 고려할 때, 모든 등록 디자인과 일일이 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해결 방안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비침해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도안적 상표에
관한 비엔나 분류310)나 미국의 실무에 따른 디자인상표 분류311) 등을 참고하여 2차
원디자인에 관한 보조분류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07) 복제를 침해의 요건으로 하여 독립하여 창작된 것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저
작권과는 달리, 디자인권에는 차단효가 있으며 이에따라 보호의 객체인 디자인의 유사여
부를 객관적으로 따지며 복제여부에 무관하게 등록디자인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업으로
서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308)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96쪽
309)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3&catmenu=m02_05_01_02
310)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63쪽
311)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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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인접 권리와의 충돌
문제
제 1절 저작권과의 관계
1.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비교
(1) 목적 및 경계기준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
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경계 짓는 중요한 기준은 디자인의 물품
성 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이었다. 따라서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한 제품디자
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예술적 감상의 목적으로 창작된 표현물에 대해서
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왔다312).

(2)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비교313)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권 획득보다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막상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의 침해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로 보았을 때,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취할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문서화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점이며 이는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의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침
해나 표절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디
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획득은 분쟁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이므로 침해
당했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312) 김원오 2012 “상표의 로고화 등 디자인적 요소강화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호간 충돌과 조정” 43쪽
313) 김원오 2012 “상표의 로고화 등 디자인적 요소강화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호간 충돌과 조정”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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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으
며, 설령 완전히 똑같더라도 침해된 디자인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우연히’똑같이 만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완전히 똑같지 않은
유사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침해가 인정이 되며, 차단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권
을 가진 자가 확실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표 73]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비교
구분
목적

권리발생

심사방식

디자인권
디자인의 창작 장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보호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방식주의(법정 절차에 의해 발생)

무방식주의(저작한 때에 발생)

심사주의(일부 무심사주의)

무심사주의

등록절차의 번거로움

→기간이 길고 비용발생

등록절차 및 비용 없음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생존기간+사망 후 50년

장소

속지주의 적용

국제적 보호확산 용이

독점배타적인 실시권

모방금지권

독점배타권

배타권

→절대적 권리, 의거요건 입증

→상대적 권리, 소송시 침해자의

불필요

고의 및 모방행위 추가 입증책임

타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타인의 저작권과 유사하더라도

무조건 침해

독자적 창작이면 침해 불성립

권리내용

유사한 디자인까지 침해주장
가능하나, 동일⋅유사 물품에
한정됨

물품과 상관없이 복제로부터
광범위한 권리보호

이와 반대로 저작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작권 획득의 편리성과 넓은 보호범위에
있다. 저작권은 창작이 완료되는 순간에 별다른 절차적인 노력 없이 자동으로 권리
가 생긴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작가 사후 50년까지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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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권리범위가 비교할 수 없이 넓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침해 여부
를 가릴 때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뿐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
하더라도 온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침해된 대상이 엄청나게 매
출을 올린 디자인이 아닌 이상은 저작권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314).

2.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충돌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이중보호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확대가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간섭과 충돌에 관한 종래의 논
의를 살펴본다. 종래의 논의는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외에 저작권
으로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이중 보호 문제로 압축된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
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
을 포함한다315).”고 정의되어 있다. 본 규정은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도입된 것
이며,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해
석된다. 이에 따라 “응용미술작품”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이중으로 보
호될 수 있다.
즉, 현행 법체계상 동일한 응용미술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병존
할 수 있는데316), 이 경우 동일한 창작물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보호법이 공
중의 자산으로 돌려 자유 이용을 허용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다시 권리가 주장되므로
보호법제 상호간 입법취지의 자기모순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
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

(2) 분리가능성(separability) 원칙

314) 이혜원 2011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해결 방안 연구” 71쪽
315) 저작권법 제2조15호
316)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저작물 등을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의해 권리관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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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능성 원칙이란, 실용품의 디자인은 그 물품의 ‘기능적, 실용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고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
각저작물’ 로 간주되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 판례와 입법
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리이며, 우리도 대한방직 사건 판결317) 이후 응용미술저작물
의 정의규정에 이 원리를 포함시켜 규정하게 되었다. 그 후 대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318)에서 분리가능성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구체
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종전의 판결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용품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고 이것이 저작권법에 의해
서 중첩적으로 보호될 것인가는 분리가능성(separability)과 독립성 여부에 따라 결
정된다. 실제로 직물이나 벽지의 디자인과 같은 평면적⋅2차원적인 것은 대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3차원적⋅입체적 디자인인 경우에 우리 법원은 미적 요소
가 실용적 요소와 관념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
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보호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
하며,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부정하여 가급적이면 중복
보호를 피하려 하고 있다.

(3) 물리적⋅관념적 분리가능성(conceptual separability)
미국은 미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의 분리가능성을 물리적 분리가능성319)과 관념적
분리가능성320) 두 가지로 나누어 이 중 어느 한가지의 분리가능성이 있으면 저작물
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 101조 정의규정은 응용미술이 이 법
에서 말하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제품의 실
317)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
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생략)...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
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
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
이다.⌟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 판결
318)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 7572 판결.
319) 물리적 분리가능성이란 그 물품의 실용적 기능에 필요한 형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도
예술적 형상이 본래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op. cit., 2.08[B][3], p.2-100
320) 관념적 분리가능성이란 실용품의 장식적이고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측면이 주된 것
이고 실용적 기능이 부차적인 것이면 저작권을 유지한다는 접근방법이거나, 또는 어떤
물품의 예술적 측면이 실용적 기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관념화될 수 있는
경우에 저작권을 유지한다는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차상육 2010 “응용미술의 저작권법
상 보호에 관한 연구” 44쪽,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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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identified separately)될 수 있고 나아가 ‘독립하
여 존재‘(existing independently) 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등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321)에서 도안이 사용된 물품의
기능과 ‘관념적으로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 도안이 얼마든
지(해당 물품 외)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 실용적 기
능이 도안의 그 미적인 요소보다 결코 주된 용도가 아니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
였다322).

(4) 종래 논의의 결론
결국 그동안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극히 제한해오다가 개
정저작권법이 응용미술저작물을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
것”으로

는

정의하자,

이른바

히딩크넥타이도안

판결로부터

분리가능성

(separability) 원칙을 받아들여 제한적이나마 중복보호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돌아
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작품은 실용적 요소와의 분리가능성이 있
다는 조건 아래서 예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원칙적 부정 & 예외적 인정” 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3.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디자인에 대한 기존의 보호
(1) 캐릭터
ⓐ 캐릭터에 대한 보호
지금까지 캐릭터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중복 보호가 이루어지는 대
표적 사례로 인식되어왔으나, 물품성의 한계로 인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제
한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 (사)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국산캐릭터 산업
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마시마로” 등을 디자인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2.4. 선고 2004노2851 판결
322) 김원오 2012 “상표의 로고화 등 디자인적 요소강화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호간 충돌과 조정”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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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에 대한 독자적 보호
캐릭터를 이것이 등장하는 소설, 만화, 만화영화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저작
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된다.
긍정설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어문저작물로, 만화는 미술저작물로, 만화영
화는 영상저작물로 각각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캐릭터 자체도 저작
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성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긍정하는 분위기이다.
부정설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 만화, 만화영화를 각각 어문저작물, 미술저작
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외
부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인데, “캐릭터”란 등장인물에게 일관되게 부여되어 있는 용
모⋅자태⋅성격⋅특징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구체적
인 표현으로부터 인식되는 추상적인 사상 또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므로 저작물의 성
립요건을 결하였다는 것이다323)324).
우리 대법원은 ‘탑 블레이드 만화영화’사건325)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
작물이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
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판시하여 캐릭터가 일반 미술저
작물로서 성립되며 해당 만화 등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판단하
고 있다.

ⓒ ‘마시뽀로’ 사건326)

323) 김숙영 2003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22-23쪽
324) 이러한 견해의 바탕에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생각(idea)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325) 대법원 2005.4.29.선고 2005도70
326) 디자인맵 2012.1.10. “마시마로의 변신은?” Design Compass Vol. 17 3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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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마시뽀로

마시뽀로는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특징을 조합한 캐릭터로, 양 눈이 쳐진 마시마로
가 뽀로로의 조종사용 모자와 고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①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지식재산 권리 현황
<마시마로 저작권 및 상표등록 현황>
마시마로는 2000년 3월 20일 플래시 애니메이션 <마시마로의 숲>의 주인공으로
창작돼 2000년 8월 대중에게 공개되며 '엽기토끼' 캐릭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
다. 2001년 2월 저작권등록327)한 마시마로를 캐릭터 디자인 전문업체 (주)씨엘코
엔터테인먼트(이하 씨엘코)가 라이선싱 권한을 보유하고 상표등록328) 및 상품화해

2001년 30억원, 2002년 3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329). 그러나 씨엘코는 마시마로
캐릭터 관련 상품 100여가지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은 단 한 건
도 하지 않아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저작권 및 상표로 보호받고 있다.

<뽀로로 상표등록 현황>
2003년 11월 27일 처음으로 EBS에서 방송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뽀로로는 뉴
욕타임즈가 '100년 뒤 전설이 될 캐릭터'로 선정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
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5조7,000억원, 브랜드 가치 8,000억원330)이라는 엄청난 파
워를 가지고 있다. 현재 1,300여가지의 뽀로로 캐릭터 상품이 제작됐고, '뽀로로 크
리스마스 씰', '뽀로로 테마파크' 등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뽀
로로의 제작사인 (주)오콘은 2004년 처음으로 뽀로로를 상표등록331) 받은 후 여러
327)
328)
329)
330)
331)

저작권등록번호(일자) : C-2001-000228(2001.02.03), 저작자 : 김재인
상표등록번호(출원일자) : 400538286(2001.03.05)
특허심판원 2006당917 판결
디자인맵 (주)오콘 김일호 대표 인터뷰 中. 출처 : http://www.designmap.or.kr
상표등록번호(출원일자) : 400572320(2002.08.21)

제 6장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인접 권리와의 충돌 문제

209

연관 상표들을 등록출원했으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지 않았다.

② 마시뽀로(기본디자인) 디자인권자 박△△씨의 디자인등록 현황
박△△씨는 마시마로 캐릭터와 관련있는 인형 98건을 디자인등록출원, 그중 70건
을 등록받아 이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행사해왔다. 2001년 4월 곰의 형상에 마시마
로의 눈을 연상시키는 '장식용 메다는 동물완구'를 시작으로 2002년 6월 모자 쓴 '장
식용 메다는 동물완구' 그리고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끼 형상의 '걸이용 인형'
을 출원했다. 2009년에는 마시뽀로 인형을 출원하는 등 다수의 무한 변신하는 토끼
인형들을 출원해왔다332). 그중 현재까지 등록권이 남아있는 것은 최초 곰형상의 인
형과 주로 최근에 등록된 토끼형상에 다양한 의상을 착용시킨 인형들이다.

[그림 30] 마시뽀로(기본디자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등록 현황

③ 마시마로를 지키기 위한 저작권자의 대응
씨엘코가 10여 년 동안 토끼 인형들을 출원하고 있는 박△△씨를 마냥 손놓고 바
라만 본 것은 아니다. 2001년 처음으로 박△△씨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고 부
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마시마로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서 널리 알려
졌을 뿐, 상품으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언했다333).
332) 마시마로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캐릭터인 짱구·도라에몽·앵그리버드·헬로키티·케
로로 등을 복제한 유사한 인형도 디자인등록 됐다.
333) 대전지방법원 2001고단4582 판결/2002노3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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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2006년도에 씨엘코는 마시마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박△△씨의 디자인

10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7건은 유사판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일부 유사한 면
도 있으나 마시마로는 무표정하거나 다소 반항적인 인상 또는 웃는 표정의 귀여운
인상이지만, 박△△씨의 디자인은 나약하고 다소곳한 인상이라 전체적인 느낌이 차
이가 있다"고 판단해 그중 2건이 심결취소 돼 디자인권리가 유효하게 됐다.

[그림 31] 마시마로를 지키기 위한 저작권자의 대응

④ 시사점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요건과 효과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 두 개의 다른 권리이다.

2차원적인 캐릭터디자인은 현행법상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
받기 위하여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닌 저작권법에 문의해야 하지만, 인형이나 완구 등
의 물품에 표현될 경우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요건 및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
립요건,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각기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물품성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외관과 관련있는 디자인이 출원된
다 하여도 기존에 등록된 해당 물품의 권리와 비교해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상에
흠결이 없다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
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334).
334) 법 제45조제3항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제 6장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인접 권리와의 충돌 문제

211

(2) 그래픽 심벌
그래픽 심벌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분류표를 보면 주로 응용미술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디자인을 일반적으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74] 저작물 분류표 중 미술저작물
분류

종류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

미술저작물 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
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3) 종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종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물품성 요건 등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그 한계는 바로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1디자
인등록출원으로 물품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하고(디자인보호법 제11조), 디자인권
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타인이 비유사한 물품에 그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하여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
다는 것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분류표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은 이미 응
용미술작품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물품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가 아니라,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
되어 왔다.

4.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디자인을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

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의 요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품에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
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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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이에따라, 그래픽 심벌이 응용미
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저작물성(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창작성
우리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
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
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
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
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
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그러나 판례상 구체적인 창작성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화영화 등과 분리된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은 ‘탑 블레이드 만화영화’사건에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시하여 캐릭터가 일
반 미술저작물로서 성립되며 해당 만화 등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다.
간단한 도안에 대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올림픽 오륜마크는 비교적 간단한 도
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한 바 있
다335).

(3)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학설상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미국 판례법이 확립한 분리가능성이론에 의해
입법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335) 오승종, 저작권법(제2판), 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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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적요소와 실용적요소의 분리가능성을 물리적인 분리가능성336)과 관념적
인 분리가능성337)(physical and conceptual separability) 두 가지로 나누어 이중 어
느 한 가지의 분리가능성이 있으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
법 제101조 규정은 응용미술이 이 법에서 말하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제품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identified

separately)될 수 있고 나아가 ‘독립하여 존재’(exist independently)할 수 있을 정도
의 회화ㆍ그래픽 또는 조각 등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338).
전통 문양(태극문양, 팔괘문양) 디자인에 관한 소위 히딩크 넥타이 사건339)에서
우리 대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미국의 분리가능
성이론을 채용한 것이나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미국의 분리가능성이론도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340).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을 결여하
고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우리 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341)에서 도안이 사용된 물품의
기능과 ‘관념적으로 구분‘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 도안이 얼마든
지(해당 물품 외)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 실용적 기
능이 도안의 그 미적인 요소보다 결코 주된 용도가 아니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
였다342).

(4) 그 밖의 그래픽 심벌의 보호 가능성
이와 같이, 캐릭터나 문양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336) 물리적 분리가능성이란 그 물품의 실용적 기능에 필요한 형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도
예술적 형상이 본래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op. cit., 2.08[B][3], p.2-100
337) 관념적 분리가능성이란 실용품의 장식적이고 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측면이 주된 것
이고 실용적 기능이 부차적인 것이면 저작권을 유지한다는 접근방법이거나, 또는 어떤
물품의 예술적 측면이 실용적 기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관념화될 수 있는
경우에 저작권을 유지한다는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차상육 2010 “응용미술의 저작권법
상 보호에 관한 연구” 44쪽, 48쪽
338) 오승종ㆍ이해완, 저작권법(4판), 박영사(2005년) 186ㆍ187쪽
339) 대법원 2004.7.22.선고 2003도7572 판결
340) 박성호, 차상육 2011 “디자인보호를 위한 저작권 정책방안 연구” 176쪽
3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2.4. 선고 2004노2851 판결
342) 김원오 2012 “상표의 로고화 등 디자인적 요소강화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호간 충돌과 조정”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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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도 출현하고 있으나, 로고, 사인, 엠블렘, 심벌마크 등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
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로고, 사인, 엠블렘, 심벌마크 등은 캐릭터나 문양에 비하여 실용적 기능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의 차후 판단에 있어 창작성 및 독자
성 요건을 충족시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5. 그래픽 심벌을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의

한계 및 대안
(1) 권리존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문제
실질적으로 그래픽 심벌과 같은 시각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어느 정도
보호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저작물의 독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미국의 분리가능성이론을 도입한 것으로 보
는데, 미국 판례에 의한 “분리가능성”에 관한 판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그 제품의 주된 용도가 실용적인 것에 있는지 아니면 미적인 것에 있는지, ② 그 제
품에 있어서 미적인 요소가 실용적 요소에 비하여 주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③
그 제품이 미술품으로서도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테스트를 통하여 분리가능
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제품의 디자인적 요소가 미적인 고려와 기능적인 고려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요소는 설사 미적인 것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렵고, 디자인적 요소가 기능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미적인 판단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 판례에 의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캐릭터, 로고 등과 같
은 그래픽 심벌이 물품과의 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 ①~③의
기준을 충족하기란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된다(사실, 미국의 ’분리가능성‘ 기준도 일
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캐릭터, 로고 등 그래픽 심벌이 응용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결국 그 보
호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캐
릭터 등 시각디자인의 응용미술로서의 보호는 창작자로서는 자신의 권리존부에 대
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권리존부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 그래픽 심벌을 이용한 산업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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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생산화 등 적극적·경제적 이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차단효가 없는 상대적 배타권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을 ‘모방’한 경우, 즉
의존(또는 의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독자의 창작인 경우에는 침해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인 경우는 물론이고 시대적 조류나 유행 등에 따라 비슷
한 저작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실질
적 유사성 및 모방(의존성)은 저작자가 입증해야 한다. (대비되는 양 저작물이 극히
동일․유사한 경우는 의존성이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지만, 약간만 비슷하거나
컨셉·모티브 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의존성의 입증도 쉽지 않
음)

(3) 대안
이상에서와 같이 그래픽 심벌이 응용미술작품에 해당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의해서만 보호하는 것은, ① 권리존부의 예측가능성이 낮
고, ② 권리침해의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단효 있는 배타권(즉, 디
자인권 또는 상표권)에 의한 선택적343)·중첩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6.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
(1) 중복보호의 제한 가능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분류표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은 이미 응용미술작품으
로 분류되어 왔으나 물품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
권법에 의한 중복보호가 아니라,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그래픽 심벌으로 보다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디자인보호
343) 산업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인 것이
며, 권리자의 재량적 선택에 의한 것임.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요건과 효과가 상이하
므로, 권리자는 이를 취사선택하여 적합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선택적⋅중첩
적 보호에 의해 저작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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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래픽 심벌을 등록하여 보호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그래픽 심벌은 물품성
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므로, 법원이 어떤 형태로든 실용품에 복제된 그래픽 심벌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를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와 같이 그래픽 심벌에 대해서도 일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창작수준을 요구하게 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는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
아진다344).

(2) 순수미술에 대한 디자인 등록
미술공예품을 제외한 응용미술작품이 목적론에서 볼 때 대량생산에 적용하기 위
해 창작된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어떤 미술작품이 순수미술작품인가 응용미술작품인
가를 저작물 자체로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
한 미술작품(응용미술이든 순수미술이든)들이 물품성 요건에 따라 유체물에 적용되
어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디자인으로만 각각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에만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순수미술작품이라도 그것이 실용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일 때에는 그 작품 자체로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 그 보호범위는 저작권에 준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되는 반면 “모방”의 입증을 요
하지 않는 차단효를 가진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이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345).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저촉 – 저작권자의 자기 실시 가능성 축소
ⓐ 예시적인 상황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모두 발생하고 또 권리자
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
용한 경우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저작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창작한 경우에 발생
한다.

ⓑ 현행 법률의 해석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5조제3항에 의하면, 디자인권자 등도 등록디자인 또는 그
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시를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44) 전광출 2011 “2011년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산재권법학회)” 216쪽
345)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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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작권의 디자인권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에 그치
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독자창
작”인 경우에는 이용이나 저촉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디자인권자는 저
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
다.
반면 디자인권의 저작권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디자인권은 “독자창작”에도 미치
므로 저작권자가 선사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즉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가 자신이 독자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
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를 실용품에 적용하여 업으로서 실시하는 데서
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결과적인 예상
이러한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상호 저촉 관계에서 볼 때,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확
대는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을 디자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키
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미술작품의 디자인 등록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346).

(4) 저작물 자유 이용의 제한
ⓐ 문제의 제기
하나의 미술작품이 저작물로 성립되고 동시에 디자인으로도 등록되는 경우 저작
권의 측면에서는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되지만 디자인권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겠으나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현실
화될 수 있다. 몇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평면에 표현되는 미술작품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디자인으로 등록
되는 경우이다. 이 미술작품을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제한되
지만 디자인권도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346)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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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됨으로써 평면디자인의 경우 어느 물품에 구현되더라도 권리가 미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등을 위해 미술작품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제한되겠지만 디자인권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2항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저작권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미술저작물에 대한 디자인권이 있
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 조정방안의 도입 필요성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이란 작품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관한 것이고, 디자인이란
타인의 것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한도에서 창작성에 기초한 것인데, 비록 그 보호법
익은 달리하나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창
작적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사항을 디자
인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히 특정된 물품에 대하여만 보호
범위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물품에도 보호범위가 미친다고 하는 경우에
는, 저작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범위가 미치지 않는 범위를 디자인권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347).

7. 소결 - 저작권법적 보호와 대비할 때 그래픽 심벌을 디자인보

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할 경우의 실익
그래픽 심벌과 같은 시각적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될 경우 실익은 다음
과 같다.

① 로고, 사인, 엠블렘, 심벌마크 등은 법원의 차후 판단에 있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인데, 이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다.
347)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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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작권은 발생주의를 취하여 권리의 발생시점 및 존부가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디자인권은 행정청에 의한 심사를 거쳐 등록시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주의를 취하여
권리의 대상, 존재여부가 보다 명확하다. 또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창설되므로, 분
쟁 후 법원에서의 해결을 기다려야 하는 저작권에 비해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이 높
고, 분쟁의 예방,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③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을 ‘모방’한 경우, 즉
의존(또는 의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독자의 창작인 경우에는 침해로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기 침해의 요건들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
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은 모방 등의 주관적요건이 필요없으며 동일⋅유사할 것이
라는 객관적요건이 충족되면 (차단효가 있는) 독점배타적인 효력이 인정되므로 권
리보호가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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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상표권과의 관계
1.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표법은 일정한 사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
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
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348).

◆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비교

[표 75]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비교
구분
목적

심사방식
등록요건
존속기간

디자인권349)
디자인의 창작 장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심사주의(일부 무심사주의)

심사주의

신규성, 창작성을 요하며 식별력

신규성, 창작성 불필요하며

요건은 불필요

식별력 요건 필요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반영구적)

유사한 디자인까지 침해주장
권리내용

상표권

가능하나, 동일⋅유사 물품에
한정됨

침해판단시 지정상품의 동종성
전제

일정한 상징을 특정한 상품에 사용할 것을 등록함으로써 그 상징의 독점․배타적
사용이 상표법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켜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의 우수성을 보장하
는 작용을 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보
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표에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식별력(현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상표등록요건에서 신규성․창작성 등이 아닌 식별력의 충족이 중요한 것은 이에
348) 상표법 제2조1호
349) 김원오 2012 “상표의 로고화 등 디자인적 요소강화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호간 충돌과 조정”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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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잡는다. 그밖에도 상표는 공익적인 목적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 각종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하며, 일정 상표의 경우 비록 식별력이
약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도 상표사용자가 계속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다거나 강력하게 광고하기 때문에 그 자의 상표라고 주지된 때(식별력이 나타날
때)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2. 실시 디자인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지금까지 상표 분야에서 실시 디자인과 상표권의 관계는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모양”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한 해당 “물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할 때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또 해당 물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과 동일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의 실시가 언제나 상표권의 간섭을 받는 것은 아니
다. 상표는 자타상품이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야 하
고, 이러한 혼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시된 디자인을 수요자들이 “상품의 식별표
지”로서 인식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상
표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이 순수하게 디자인으로 구현된 것으로서 수요
자들에게 상표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어떤 디자인이 수요자들에게 상표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순수하게 디자인
으로서 인식되는가350)의 구분은 용이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이
어져 왔다.

350)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
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11. 선고
2002도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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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아디다스 슬리퍼의 삼선 디자인 사건
상표등록 제 341355호

(가)호 표장

[판시 사항]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
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
을 슬리퍼의 갑피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한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성 및
피고인의 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용한
표장은 실제 거래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표장인 도형에 관하여 1996.

8. 9.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1997. 9. 11. 의장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표장 사용을 의장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시 디자인이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를 관찰할 때 대법원은 해당 디자
인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상표의 사용자가 디자인 실시를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로서의 사
용이라고 본다.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순수하게 디자인으로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상표로서의
출처 표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
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
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
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즉, 디자인의 실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등록상
표의 동일, 유사 및 디자인 물품과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여야 하는 것 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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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
며, “순수하게 디자인적인 사용”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351).

3.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지의 판단
(1) 현행법상 부분디자인에 의한 그래픽 심벌의 등록디자인
현행법상 그래픽 심벌은 부분디자인의 형태로 디자인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보호범위는 등록된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제한된다.

[표 77] 부분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가상의) 등록디자인
물품의 명칭 : 티셔츠

(가상의) (가)호
디자인(1)

위 표에서 좌측의 등록디자인은 티셔츠에 디자인으로서 구현되어 있는 반면, 오른
쪽의 (가)호 디자인(1)은 티셔츠에 상표로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티셔츠의 브
랜드는 왼쪽 가슴 언저리에 작게 표시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호 디자인(1)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기 좌
측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는 상표적 기능을 하고 있는 (가)호 디자인(1)이 포
함되게 된다.

(2) 개정안에 따른 디자인권의 상표적 기능
이제 개정안에 따라 위 (가상의) 등록디자인의 그래픽 심벌이 그 자체로 디자인등
록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351)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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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그래픽 심벌의 상표적 기능
(가상의) 등록디자인
물품의 명칭 : 그래픽

(가상의) (가)호

(가상의) (가)호

디자인(1)

디자인(2)

심벌

개정안에 따르면 표 좌측과 같이 그래픽 심벌을 그 자체로 디자인등록할 수 있다.
이 때 오른쪽의 (가)호 디자인(1)과 (가)호 디자인(2)은 각각의 물품에서 상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좌측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가)호 디자인(1)에 미치게 될 것이며, 상기 현행법상의 경우와 달리 (가)호 디자인
(2)를 포함하여 모든 물품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경우 지정상품에 의한 제한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3) 소결
실시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의 관계와 사용 상표에 대한 디자인권의 관계가 이처럼
서로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창작된 상표이든 기
존의 것을 선택한 상표이든 상표를 보호하는 이유는 상품 출처의 혼동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상품 품질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의 창작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은 아닌 반면, 디자인의 보호는 신규하고 일정한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을 보호함
으로써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352).

4. 디자인등록이 상표출원을 대체할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2차원디자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매우 강한 것이다. 여하한
물품에 무관하게 상표로서의 기능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형상표의 경우 이와 같이 디자인등록을 하고 상표출원을 기피하게 되는

352) 특허청 2011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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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생겨, 상표제도가 유명무실화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염려된다.

(2) 캐릭터⋅도형상표의 경우 표지디자인으로 권리화 예상
캐릭터가 개발되는 경우 해당 캐릭터의 상품화 범위는 매우 넓다. 의류나 완구는
물론이고, 문방구류나 신발, 가방, 과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표시되어
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캐릭터가 개발되면 장래의 상품
화에 대비하여 많은 상품류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캐
릭터의 상품화 과정은 주로 상품에 해당 캐릭터를 디자인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에 등록을 받는 것은, 상표가 10년마다 갱신하
여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그 성격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상표로서 등록을 받는 것은 반영구적 권리
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많이 기인하지만 권리의 등록, 유지에 드는 비용 측면에서 상
표등록이 훨씬 덜 든다는 데서도 비롯된다.
그런데 표지(標識)디자인이 도입되면 적어도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은 역전이 일
어나게 될 것이다. 상표출원 및 등록에 따르는 비용은 상품분류의 수에 비례하여 커
지는 반면 표지(標識)디자인은 단 1건의 디자인등록으로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캐
릭터의 상품화를 적어도 등록 후 1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캐릭터 디자인의 개발자는 상표등록에 앞서 1건의 디자인등록을 통해 상품화를 시
도할 수 있으며, 상품화의 가능성을 판단한 뒤 상표등록을 시도하여도 늦지 않을 것
이라는 점도 캐릭터의 상표출원 수요를 상당한 정도 표지(標識)디자인 출원이 대체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캐릭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많은 도형상표들에도 동일하게 적
용될 것이다. 즉 상품에 디자인으로서 구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그
래픽 이미지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표지(標識)디자인으로 권리화한 뒤 상표등록출원
여부는 고려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 도안화된 문자 표지의 디자인 출원은 상표출원에 대한 보충적 의미
로 예상
표지(標識)디자인에 의한 디자인권이 물품에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은 도
안화된 문자 표지(標識)를 표지(標識)디자인으로 출원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되겠으나 표지(標識)디자인은 상표가 아니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보호를 받는 데
는 한계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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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표지(標識)디자인 등록은 표지(標識)의 외관만이 보호될 뿐으로 그 관념과
특히 “호칭”까지 보호받지는 못하게 된다.
둘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유한하다.

(4) 소결
표지(標識)디자인이 상표출원의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표지디자인은
상표가 아니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보호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어디
까지나 캐릭터 등의 도형상표의 상품성 판단을 위한 경우에 국한되는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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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1. 제도적 목적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
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353).” 이와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354).” 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당해 물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의 대상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부정경쟁방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중 디자인의 보호와 관련 있는 사항은 이하의
두 가지이다.

ⓐ 상품주체혼동행위
상품주체혼동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
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가목). 이른바 주지상품표지의 모
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이다. 본 조의 적용요건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거래대상
이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타인 상품의 표지로서 수요자사이에 널리 인식
되어 있을 것(주지성). 셋째, 이러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
품과 혼동하게 할 것355). 따라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는 다른 법
에 의한 등록이나 등기 등의 여부에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등
록된 상품표지가 주지로 되면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353) 법 제1조
354)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355) 추승호 2009 “캐릭터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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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형태모방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
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자목). 다만, i)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
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
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ii)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

(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중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자목단서). 본 규정은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서 신설한 것으로서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품의 형태에 대해서 보호가능하게 된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본 규정에 의한 소극적 보호기간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
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되어 있으므로 3년 이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이 필요하다356).

[표 79]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구 분

디자인보호법

등록여부
신규성
보
창작비용
호
이성
요
주지성
건
모방

O
O

보호기간

부정경쟁방지법
상품주체혼동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X
X
X
X

O

X

X

X
X

O
X

등록일로부터
15년

제한없음

X
O
시제품제작 등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3. 그래픽 심벌의 취급
(1) 그래픽 심벌이 다른 상품에 적용되어 있는 경우
그래픽 심벌이 다른 상품에 적용되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가목상
356) 노태정 2009 “디자인 심사⋅심판실무”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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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지상품표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2조1호자목상의 상품형태에도 해당할 수 있
다. 따라서 소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2) 그래픽 심벌이 그 형태 자체로서 거래될 경우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그 형태 자체가 거래되는 경우에 그래픽 심벌을 상품으로 보
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품의 정
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타이포스서체사건>357)에서 “상품이란 상거래의 목적
물로서 전전 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상품에 대해 “포장용기”, “원산지” 및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라는 개
념이 사용되고, 또한 상품은 “판매, 배포, 수출” 혹은 “산출, 제조, 가공”의 대상이 되
고 있는 바, 이러한 개념이나 행위 태양은 상기에서 말하는 ‘상품’을 유체물로 해석
하여야 비로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추가하여,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상품에 ‘타인의 상품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 즉 타인의 상품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따위로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무체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상품표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이 원래 불가능하다. 이상에 설명한 점을 종합해 생각하면 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적어도 유체물인 것이 필요하고, 무체물은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무체물인 서체 타이포스45는 상기에서 말하
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품’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리사와 타이프페이스부정경쟁가처분 사건-항고심 결정>358)에서는

‘동법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배제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동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해석에 해당하고
서는 동법과 관련된 목적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
다. …… 그래서 앞서 언급한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본다면 경제적 가치를 긍정하여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유체물이 있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사
회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
서 본다면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착안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내기 어렵다. 이 의미에서 무
체물이라고 해도 그 경제적인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구〕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각 부정
경쟁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이 점에 대해서 …… 서체는 플로피디스크 등
357) 東京地裁 昭55 3 10 無財産權關係民事ㆍ行政裁判例集 12권 1호 47 頁
358) 東京高決 平5 12 24 判例時報 1505호 13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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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원래 한자사용국에 수출되고 있는 사실이 일단
인정되는 것에서도 엿볼수 있는 것처럼 무체물이어도 “판매”, “배포”, “수출”이 가능
하고, “품질”, “내용”, “용도”, “수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야 한
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동법의 목적 및 상기 “상품”의 의의를 해석에 위임한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고 하고 ‘서체 제조자에 의해 개발된 특정한 서체는 확
실히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
명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서체를 단순히 무체물이라는 이유만
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하여 무체물인 타이프페이스의 ‘상품’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의의에 대해서는 유체물일 필요는 없고 무체물이어도 그것
이 관리 가능한 것으로서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방하다는
설359), 그것 자체가 상품으로서 식별가능한 거래가치이고 교환가치가 있는 한 유체
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설360),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설361)
이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 판례 <모리사와 타이프페이스부정경쟁가처분 사건-항고심
결정>은 ‘상품’을 유체물에 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 판지의 견해를 따를 경우
무체물인 그래픽 심벌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362)

359) 紋谷暢o, タイプフェイスの不正競業法及び不法行爲相の保護, ジュリスト 849호 109頁.
360) 播磨良承, タイプフェイスの保護法吏に關する一試論, 判例時報 1064호 148頁.
361) 田村善之, 不正競爭防止法槪說, 54頁(有斐閣, 1994)
362) 이호흥, 배상철 2002 “그래픽 심벌물품성을 결한 디자인의 보호방안 –아이콘 및 타이
프페이스를 중심으로”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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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2012년 6월, 특허청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 중 가장 큰 쟁점 사안은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과, 2010년 개정안에서 신설되었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제43조2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개정이 특허청의
심사, 업계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등 타 법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그래픽 심벌의 분석
이를 위하여, 2010년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를 분석하고,
그래픽 심벌의 정의 및 외연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개정안에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된 그래픽 심벌은 2차원적 시각디자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디자인 보호대상과 관련된 주요국의 입법례
디자인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미국, 유럽공동체, 중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심결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유럽공동체의 경우
그래픽 심벌을 명시적으로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래픽 심벌 자체를 등
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개정안과 공통점을 가지나, 전면적 무심사주
의를 취하며 모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제품 및 제품의 분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4. 그래픽 심벌의 도입 의의
아울러, 그래픽 심벌을 물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이 도입될 경우, 그래픽 심벌
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 및 물품의 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
석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2010년 개정안 제43조2항을 삭제한 태도가 유지
된다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과의 관련
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래픽 심벌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물
품과의 관련성이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래픽 심벌의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는 모든 물품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래픽 심벌들간의 유사
판단 및 그래픽 심벌과 3차원디자인간의 유사관계⋅신규성⋅창작비용이성⋅침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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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였다.

5. 그래픽 심벌의 무심사대상 지정
한편, 그래픽 심벌이 물품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그래픽 심벌은 무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심사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
이며, 실체적 등록요건에 하자가 있는 그래픽 심벌은 정보제공(법 제23조의 5)제도
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권리화를 저지하거나, 이의신청(법 제29조의 2)⋅무효심판

(법 제68조) 제도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6.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인접 권리와의 충돌 문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그래픽 심벌로 확대함에 따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
경쟁방지법과의 중첩 및 충돌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
히 저작권법에 관하여는 예측되는 판례의 변화, 저작권자의 자기 실시 가능성 축소,
저작물 자유 이용의 제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상표법에 관하여는 디자인출원
이 상표출원을 대체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상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에 관하여는 그래픽 심벌과 관련된 거래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해 분석하였다.

7. 정리
오늘날 2차원적 시각디자인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디자인 보호대상도 시대에 따라
넓어져야 한다. 점점 다양해지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및 이용 도모를 통한 디자인 창
작 장려를 위하여 이른바 물품성의 완화라고 표현되는 그래픽 심벌의 도입이 개정안
에 포함되었으며, 다만 이러한 개정에 따르면 심사와 업계의 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데, 몇 가지의 추가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
는 사항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 디자인보호법의 기본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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