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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충실히 하여 우수한 건축설계창작물
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설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건축설계 산업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건축설계 산업이 진정한 고부가가
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서비스의 질과 창작활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산업의 체질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 산업이 질 중심의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창작물의 실효
성 있는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활동 및 제도
에 대한 인식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건축설계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내용을 각 분야별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로 비교 연구하여 현행 ‘법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건축설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정도, 권리화 현황, 정책적 지원 미비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밝히고 있다.
제2장은 '건축설계창작물의 개념 및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본
격적인 연구에 앞서 본 연구과제의 핵심 논의 대상인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건축설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였다. 나아
가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직능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권법 보호 대상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을 이해하고, 기술의 혁신에 따라 건축설계 도구 및 산출물의 변화가 우리나
라 건축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은 ‘현행 법령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로, 지식재산권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 iii -

의한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서 건축설
계창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와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 현황과 관련 분쟁을 소개하며, 분쟁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건축기본법 및 기본계획, 건축 관련 진흥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령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내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
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 보호제도를 특허제도와 비교 고찰하여 각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건축 산업계와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으며, 내용은 크게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과 지식재산권 법제도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제5장은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현행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보호의 각 문제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법제도 개선 방
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특허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및 출원․심사실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현행 법제도의 틀을 벗어나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 보호의 한계 등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 방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제반 논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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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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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축설계 산업은 OECD 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으로1)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
고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산업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산업발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이 법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으
로 분류되면서2) 지식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의 건축설계 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초석이 마련
되었다.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생산성이 노동과 자본 요소의 투입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통적 산업에 비하여 인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높은 부가가치의 생산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건축설계 산업이 진정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가 중심의 경쟁구도를 벗어나 건축설계서비스의 질과 창작활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산업의 체질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창작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건축설계 산업이 질 중심의 체질로 변화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는 건축설계 종
사자 등 제도가 의도하는 수혜자의 제도 이용률이 낮아 창작에 대한 유인 기제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이용률 저조의 원인
은 법·제도적 문제 혹은 인식의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일본과 같은 해외의 경우에도 건축설계창작물을 특허와 저작권 등으로 보호하고 있
는 상황이고,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입법적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다만, 건축설계창작물 분야는 타 기술 분야에 비하여 적극적 권리획득 노력이 저조한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도 이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활성화 및 보호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설계 산업이 갖는 국가 산업 전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볼 때 창작의 활성화 및 보호의 확대를 통한 국가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시켜
1) OECD의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에 있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기술 컨설팅(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에 해당한다.
2)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의 ‘지식서비스사업’의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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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필요성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이 2008년 ‘건축설계
(Layout)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충실히 하여 우
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축설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설계창작물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 및 정책적·실무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를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설계창작물의 개념 및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의 핵심 논의 대상인 건축설계창작물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도 아니고
건축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니다. 건축 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건
축물을 비롯하여 건축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적 창작물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건
축설계창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므로 자칫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도 있으므로, 본
격적인 연구에 앞서 건축설계창작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또한 건축설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직능분석을 통하여, 지식재
산권법 보호 대상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을 이해하고, 기술의 혁신에 따라 건축설계 도구
및 산출물의 변화가 우리나라 건축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법령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지식재산권법과 건축 관련 법령
에 의한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특허법 및 저작권법 등에서 건축설계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 및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와 관련된 출원 또는 등
록 현황과 관련 분쟁을 소개하며, 분쟁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비
교 검토할 것이다. 또한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 관련 진흥법(안)의 개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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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령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내용 및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한
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 보호제도를 특허제도와 비교 고찰하여 각
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시사점 등을 찾고자 한다.
셋째,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설문조
사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건축 산업계와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주로 건축설계종사자(건축가, 건축사)였으며, 연구계는 교수, 연구
원 등, 법조계는 판사, 변호사, 변리사, 심판관, 심사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분석 내용은 크게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과,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문
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넷째,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현행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보호의 각각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지식재산권 중 특허법적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측면과 출원 및 심사실무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한편,
종합 창작물인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현행 법제도의 틀을 벗어나 특별법 제정
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현행 지식재산권법
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 보호의 한계를 살펴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특
별법 제정 사례를 비교 고찰하고 특별법 제정의 공통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건축설계창작
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제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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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설계 산업 및
건축설계창작물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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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축설계 및 건축설계창작물의 개념

Ⅰ. 건축설계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란, ‘건물의 형태, 구조, 재료, 공사
방법, 비용 따위를 결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 따위를 작성하는 일’3)을 의미한
다. 법률상 정의도 내용면에서는 이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건축 관련법들은 건축, 건축디
자인, 설계 등에 대한 정의를 법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먼저 “건축”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
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기본
법 제3조 제7호에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
로 정의하고 있다.4)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모두 건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축물5)의 탄
생 및 변경 과정을 반영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은 제3조 제4호
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
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볼 때 동법에서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는 ‘설계(設計)’ 보
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6) 한편,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
3) 네이버 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652600, 검색일 : 2012.6.4.).
4) 건축도 넓은 의미에서 건축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그 결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서비스라 볼 수 있으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의 ‘건축’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건축서비
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기획, 설계, 시
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있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은 ①「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②「건설기술관
리법」에 의한 건설기술로서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
발, 설계, 감리, 자문, 지도, 유지관리·리모델링·개보수(기획 및 설계에 한함) 등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유광흠 외 2인,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
시공간연구소, 2011, 10면).
5) 건축 과정을 통해 창작되는 최종 결과물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건축설계 과정에 따라 즉, 설계 단계
별 업무내용에 따라 성과품(결과물)이 다양하다. 건축물의 법률상 정의와 구체적 설계 단계별 성과품에 대해
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논한다.
6) 디자인(design)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용례에 따르면, 설계의 관점에 따라 예술적‧미적인 측면의 설계는 건축
design, 기술적‧기능적 측면은 설계는 건축 engineering으로 구분되어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
며, 설계(設計)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건축기본법 제3조와 같이 기획‧설계‧개
선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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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규정하는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7)를 건축사의 역할로 정의한 뒤, 구체
적으로 ‘설계’ 행위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그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표

Ⅱ-1> 건축사법상 설계의 정의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
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
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8)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건축사법에서 ‘설계’에 대한 정의는 건축사들의 업무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건축 설계’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축 실무에 따르면, “건축행위”는 ‘궁극적으로 건축주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건축설계”는 ‘개개 건축주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또한 시각적, 형태적 차원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 건축설계 단
계는 다시 프로그래밍 단계와 설계 단계로 나뉜다. ‘프로그래밍’이란 설계의 기본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 즉 시설의 사용자, 주요 활동 및 기구조직 간의 관계, 기능적
요구사항, 예산, 장래의 확장이나 용도변경, 공간의 이용계획을 포함하여 부지가 가진 여러
제약점 및 잠재적 가능성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인을 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명하고 디
자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설계’란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규명된 프로젝트의 목적
과 개념을 바탕으로 규명된 조건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적합한 건축적 형태로 구체화시키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본격적 설계행위에 앞서 설계상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잠
재적 가능성을 규명하는 작업인 건축기획 단계가 있는데, 사실 실무 설계행위에서 건축기획
과 건축설계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건축기획은 설계행위의 일부 또는 설계의 초기단
7)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4호).
8) 건축사법의 ‘설계’의 정의는「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2009.9.21))에서도 동일하
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9) 심우갑 외 5인, 「건축설계의 이론과 실행」, 문운당, 2007, 3면.
10) 심우갑 외 5인, 상게서(2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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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간주하기도 한다.11)
Ⅱ. 건축설계창작물의 정의

건축설계창작물은 건축설계 행위를 통해 창작되는 성과물 또는 부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따로 없으며,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의 최종
산물, 가령 건축물, 설계도서 등을 정의하고 있다.
<표

Ⅱ-2> 건축물 등의 정의(건축법 제2조 제1항)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
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
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
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
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12)를 말한다.
한편, 건축기본법에서도 건축법에서와 동일하게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공간환경(空間
11) 건축기획 또는 건축계획이란 용어는 우리나와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구미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
밍(programming) 또는 디자인 브리프(design brief)라고 부른다.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브리프는 모두 본격
적 설계행위에 앞서 설계상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잠재적 가능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
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는 프로그램을 “시설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프
로젝트의 설계 필요성에 대한 요건을 정리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서는 디자인 브리프를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
계 상황과 요구조건을 설정해 주는 일반적 또는 특수한 정보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심우갑 외
5인, 전게서(2007), 2면).
12) 설계도서는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외에 ①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②토질 및 지
질 관계서류, ③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도 설계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8 -

環境)과 공공공간(公共空間)에

대한 정의도 함께 내리고 있다. 정의된 항목만을 볼 때, 건축
법은 건축설계를 통해 구현되는 ‘구체적 대상(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건축기본법은
건축설계를 통해 구현되는 ‘공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Ⅱ-3> 건축물 등의 정의(건축기본법 제3조)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실무상 산출물의 개념은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행위를 통해
창출되는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건축설계 과
정(process)을 세분화하여 그 직무의 내용과 해당 직무를 통해 창출되는 산출물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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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축설계 과정을 통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이해

Ⅰ. 서 론

건축은 건축가 또는 건축사(이하, 건축설계종사자라 한다.13)14)), 시공업자 등 다양한 건축
업계의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창조적 사고 및 철학이 필요한 작업이다. 건축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관련되는 분야의 사람도 많아지게 되며, 업무 역시 조직화 및 분업화되어 진행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연계를 갖도록 공통되는 언어와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해진 규
약(건축제도 통칙)에 따라 설계를 정리한 도면이 설계도이며 이와 같이 설계도를 정리하는
일을 제도라 한다. 이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 언어와 수단으로
기능하는데, 도면만으로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산서 또는 시방서 등을 첨부하게
된다.15) 건축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관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사상
과 개성이 체화된 것이 도서(도면, 계산서, 시방서 등)로 표현되게 되며, 최종 산물인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된다. 본 과제의 연구 대상인 건축설계창작물은 건축설계 과정을 통해 산출되
는 성과물이며, 그 중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 및 영역을 특정하여 특
허법, 저작권법 등에 의한 보호를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및 그 내용을 살펴보기 이
전에, 먼저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거를 건축설계 과정 및 단
계별 직능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어떠한 요소들이 과연 특
허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13)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자를 건축가라고 통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하
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행위를 하는 자는 건축사에
한정된다고 보아 건축사의 명칭을 건축가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본 과제에서는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여 서술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가 및 건축사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관련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축설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
용키로 한다.
14) 건축사라는 용어와 건축가라는 용어는 건축업계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논쟁의 여기자 있긴 하지만 일
반적으로 건축가는 건축을 설계하는 작가의 뜻으로 사용되며 건축사는 작가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국가로부터
받은 라이선스가 있느냐의 여부로 사용된다. 한편, 사전적 의미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라 정의되고 있다(하태석, “건축기본법과 건축계”, 「건축과 사회」(통권 제10
호), 새건축사협의회, 2007, 34면).
15) 심우갑 외 5인 공저, 「건축설계의 이론과 실행」, 문운당, 2007, 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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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직능분석

1. 건축 프로세스(process)의 개관

건축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건축은 기획, 설계, 시공 그리고 입주하여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 일련의 단계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과정은 각 단계의 주체가 누구인가
에 따라 기획(programming) - 설계(design) - 시공(construction)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획 단계’는 ‘건축설계종사자 또는 전문 프로그래머’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과정으로, 건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 제약점 등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는 작업이다.
다음 단계인 ‘설계 단계’는 ‘건축설계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과정으로 기획단계에서
규명된 요구사항 및 제약점을 분석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구체적 형태 및 공간을 구현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시공 단계’는 ‘시공업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과정으로 설계단계
에서 도출된 설계도서에 따라 구체적인 삼차원의 건물형태를 구현하는 작업이다.16) 이러한
세 단계 중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건축설계종사자가 주체가 되는 설계단계
라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건축의 과정별 주체, 주요 내용, 관련 주체를 정리한 것이다.
<표
단계

Ⅱ-4>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building delivery system)

기 획

(programming)

⇨

설 계

(design)

⇨

시 공

(construction)

건축주

건축설계종사자

시공업자

(owner)

(architect)

(general contractor)

건축의 목적을 명확하게

건축사 주체, 기획단계에

주요

규명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 제약점 등의 조건

서 규명된 요구사항 및
제약점을 분석 종합하

설계단계에서 도출된 설
계도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을 파악함으로써 설계에

여 가장 적합한 구체적

삼차원의 건물형태를 구

필요한 일반적
제공하는 작업

형태 및 공간을 구현하
는 작업

현하는 작업

주체

관련
업자

지침을

변호사, 회계사, 토목공학
자, 지질공학자 등

․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
비, 소방, 토목, 조경 등
관련 협력업체

16) 심우갑 외 5인, 전게서(2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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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토목, 골조, 마감,
인테리어, 기계설비, 배
관, 전기설비 등 하도급
자, 재료 및 장비 공급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7)2.4에서는 ‘건축설계업무’를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
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조건에 근거하여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먼저 구
상(image)을 세우고, 각각의 자료를 정리하여 구상을 결정하며, 그 실시 내용을 도면화해 가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18) 아래 표와 같이 설계단계는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직무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단계별 업무가
단계 간에 중첩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표

Ⅱ-5>「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구분
건축설계 업무

기획 업무

‣건축물의

⇨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건축사가

규모검토, 현
장조사, 설계

와 기획업무 내용을

지침 등 건

참작하여

축설계 발주

규모,

에 필요하여

질, 미관 및 경관적

건축주가 사

측면에서

전에 요구하

를 정하고 그에 대

는 설계업무

한 가능한 계획을

‣건축주

제시하는 단계

는 시행자 측
에서 용도와
규모, 공사비

(design
development)

⇨

실시설계

(construction
documentation)

건축물의

예산,

기능,

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
정 및 연관분야(구
조, 기계, 전기, 토

또는 특정 시

목, 조경 등을 말한

설 적용 등에

다. 이하 같다)의 기

관하여 개략

본시스템이

의 윤곽을 조

계획안을

사하거나 설

게 제안하여 승인을

정하는 단계

받는 단계

검토된
건축주에

‣계획설계 내용을

⇨

사후설계
관리업무

‣건축설계가

건축주

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

⇨

중간설계

완료된 후 공

구체화하여 발전된

‣중간설계를 바탕

안을 정하고, 실시

으로 하여 입찰, 계

서

설계

사시공 과정에
건축사의

단계에서의

약 및 공사에 필요

설계의도가 충

변경 가능성을 최

한 설계도서를 작

분히 반영되도

소화하기 위해 다

성하는 단계

록 설계도서의

각적인 검토가 이
루어지는 단계

‣공사의 범위

,

해석,

자문,

양,

현장여건 변화

질, 치수, 위치, 재

및 업체선정에

시

질, 질감, 색상 등을

따른

스템 확정에 따른

결정하여 설계도서

장비의 치수

각종 자재, 장비의

를 작성하며, 시공

위치 재질 질

규모, 용량이 구체

중 조정에 대해서는

감 색상 등의

화된

사후설계관리업무

선정 및 변경

단계에서 수행방법

에 대한 검토

등을 명시

보완 등을 위

‣연관분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로부터 승인을 받
는 단계

·

자재와

· ·

·

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

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
18) 심우갑 외 5인, 전게서(2007), 270-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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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단계에 대한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설계 실무 과정에서는 설계
에 착수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와 면적, 평면, 입면, 단면, 설비의 기본사항을 설정한
계획설계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과정까지를 계획설계 단계로 구분하고, 이어서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각종 법규가 요구하는 설계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중
간설계 단계로 구분하며, 허가된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용 도서를
작성하는 설계과정을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19)20) 이러한 건축설계 업무의 구분은
2002년 6월 5일에 제정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152호)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2003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언급된 이래로 실
무에 적용되어 왔다. 그 이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2단계로만 나누어져 있었는데, 당
시 도서작성 기준과 업무범위를 새롭게 개정한 이유는 단계별 설계도서의 내용을 구체화함
으로써 설계의 질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설계업무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21)
2.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직능분석

가. 건축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건축 설계는 개개의 설계 프로젝트 마다 문화, 환경, 기술, 미적 고려 등에 대한 적용을
달리 취급하며, 각 요소들 간의 독특한 조합에 따라 특유의 성격과 특징을 건축설계물이 탄
생하게 된다. 설계는 어떤 상황이 담고 있는 본질적이며 주된 사고를 표면으로 보여주는 것
이며 문제를 찾는 동시에 풀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소로 동선, 안전, 영역성, 프라이버시, 이미지, 에너지 사용, 융통성,
가시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요소를 포함하여 건축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인간, 건축, 환경을 중심으로 도출해 보면 아래 표의 항목으로 정리된다.22)
19) 김택성, 「법규검토와 함께하는 건축계획설계 실무」, 기문당, 2011, 17면.
20) 이와 같은 구분은 미국과 영국의 설계 프로세스를 차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해외에서는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단계별 업무비율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연동되어 있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이러
한 대가의 지급이 업무의 단계별 구분에 근거하고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응당 대가의 지급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계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직무의 내용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김동현, “건축설계 업무 단계별 구분의 적정성과 개선방향”, 「건축과 사회」(통권 제17호), 새건축사
협의회, 2009, 174면).
21) 김동현, 상게논문(2009), 172-173면.
22) 심우갑 외 5인, 전게서(2007),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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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 제

고려 사항

세부 요소

구성원

클라이언트(그룹), 조직구조, 직원, 부서, 인원, 직위, 임무, 관련조직체

행위 및 형태
인 간

건 축

환 경

Ⅱ-6>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전

요구시설, 크기, 위치, 관계성, 동선, 유틸리티, 배선
보안, 위험물, 폐기물

물리적

편리성, 쾌적성, 보건 및 건강, 쓰레기

심리적

방어적 공간, 안정성, 조절성, 폐쇄-개방성, 감흥, 감동

사회적

영역성, 프라이버시, 커뮤니케이션

기능

배치, 조닝, 위계, 주차, 차음, 냉난방, 공기조화, 차양, 설비, 가구, 조명

구조

시스템, 기술, 프로세스, 재료, 마감, 내구성, 가변성

미학

형태, 공간, 스타일, 스케일, 전통성, 의미, 이미지

경제

에너지, 비용, 재정, 운영, 유지

시간

증축, 개축, 보수,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대지

일조, 향, 조망, 통풍, 환기, 접근성, 하부구조

기후

패시브 디자인, 태양열 건물, 에너지

맥락

장소적 맥락성, 시간적 맥락성, 랜드마크, 아이덴티티, 지역성, 장소성

문화

역사, 제도, 정치, 관습, 법규, 법령, 종교, 전통

지역사회

연계성, 커뮤니티

위의 항목들을 모든 건물 유형에 전부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건물 디자인의 결정사항들은
대부분 위 목록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위 표의 고려 요소들 중 특히 편리성, 쾌적성
등에 관한 ‘물리적인 요소’나, 배치, 냉난방, 공기조화, 차양, 조명 등의 ‘기능에 관한 요소’,
기술, 내구성, 가변성 등의 ‘구조적인 요소’, 일조, 조망, 통풍, 환기, 접근성, 에너지 등의 ‘대
지․기후와 관련된 요소’들은 설계 시 기술적․공학적 지식과 정보가 요구되며, 반면, 스타
일, 이미지 등에 대한 ‘미학적 요소’에는 예술적 감성 및 안목이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이하와 같은 프로세스(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설계 업무가
진행되게 된다. 다음으로 각 설계 단계의 의의 및 세부 직능을 살펴보자.

나. 계획설계
설계업무의 첫 번째 단계인 ‘계획설계’ 단계는, 건축사가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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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
는 단계이다.23)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내용을 정리하거나 부분적으로는 보다 구체적
으로 진전시켜서 배치와 소요실과 면적, 칸막이구획, 층수, 개략적인 입면 또는 디자인 개념,
층고 등과 건축 관련 설비의 적용 방향과 내용 등을 포함하는 건축계획의 내용을 제시하되,
대체적으로 간략한 방식으로 도면상 정리를 하게 된다. 실제 실시설계(공사용 도서작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당해 건축계획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구체
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계획설계는 건축부분의 계획내용뿐 아니라, 구조설계, 건축기
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설비, 토목 및 조경, 기타 특수시설 등 실제 적
용되어야 할 건축물의 각종 시설내용의 기본적인 계획방향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실무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상당한 경력을 갖춘 후에야 실효성을 갖추게 되는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24)

다. 중간설계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단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
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25)
중간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의 결정, 승인을 얻은 설계내용을 담아서
법규상 인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관청에 제출 및 협의 조정하
게 된다. 즉, 계획설계에서 협의 결정지어진 설계내용을 제반 법규내용에 적합하게 보다 진
전시키거나 정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26)
23) 설계도서 작성기준 2.5항.
24) 건축계획설계는 건축부분의 계획내용뿐 아니라, 구조설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소방기계 및 소방전
기설비, 토목 및 조경, 기타 특수시설 등 실제 적용되어야 할 건축물의 각종 시설내용의 기본적인 계획방향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실무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상당한 경력을 갖춘 후에야 실효성을 갖추게 되는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김택성, 전게서(2011), 16면.
25) 설계도서 작성기준 2.6항.
26) 김택성, 전게서(2011), 17면.

- 15 -

라. 실시설계
건축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 단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
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27) 단계
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28)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된 건축의 내용을 실제
건축물로서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설계도서는 설계지침에 부응하여 용도
및 성능, 구조와 미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건축요소들에 대해 크기, 형태, 위치, 재료의 재
질 및 성능과 색채 등을 설정하며 시공성이 있는 공법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가 곧 건축물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 및 공학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있어서의 품
질을 갖춘 설계도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설계는 설계자의 두뇌와 손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설계자의 실시설계 업무수행의 지식과 능력, 경험과 경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9)
3. 건축설계의 교육체계와 직능의 연관성

가.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현황
우리나라 건축교육(architectural education)은 전통적으로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건축(공)학
전공의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다. 원래 우리나라 건축산업 생산 프로세스는 건축분
야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설계와 기술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규정해 왔었으며, 건축
교육 역시 설계 교육을 비롯하여 계획, 건설 및 시공과 관련된 건축일반 교육, 건축공학 교
육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 졌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부터 국제적 수준에 맞는 커리
큘럼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인증제도(건축학 인증, 공학교육 인증)를 도입함으로써 건축교육
은 설계중심 교육과 기술중심 교육으로 이원화 되게 되었다.
설계중심의 교육인 건축학 교육(education of architects)은 현재 국제기준의 건축사 교육
체제인 5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30) 궁극적으로 ‘건축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교육’으
27)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설계도서 작성기준 2.8항).
28) 설계도서 작성기준 2.7항.
29) 김택성, 전게서(2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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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고 있다(건축사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제2절의 내용을 참고하라).
반면, 건축공학 교육은 ‘건축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 교육(educ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설계교육을 강조하고, 건
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CM(건설관리) 등의 교육이 포함된다. 현재 5년제 건축학과(건축
사 교육)는 77개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는 120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60여개가 공
학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31)

나. 현행 건축교육이 건축과정 및 직능에 미치는 영향
앞서 건축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 기계, 설비 등의 기술적․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건물 내외관의 디
자인에 대한 미적 감각도 필요하며,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
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은 건축설계 단계별 직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다시 말해, 건축 과정에서 공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설계라는 결과물이 없이
는 불가능하며, 기술적 근거가 부족한 설계 또한 불완전하거나 불가능하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은 설계 따로 기술 따로 라는 이분법적인 교육의 형태로 운영
되어 건축이라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융합과 통합의 개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32) 이러
한 교육체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건축사들이 창작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 즉, 디자
인적인 요소와 함께 공학, 기술, 기능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권리 인식이 부족하게
되어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법제도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하게 될 수도 있다.33)
이미 업계에서는 교육인증제도의 한계 및 건축교육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공청회 개최, 각종 논문발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설
30) 수업연한에 관한한 UIA에서 권장한 수업기간은 5년제이나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이탈리아는 3+2의 학․석사 통합제, 일본은 4년제의 학부교육과 2년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병립하며 미국은 5년제 학부과정을 운영하며 1-2년의 석사과정이 있다. 배시화, “우리나라 건축교육 이대로
좋은가”, 「건축」(제55권 제10호), 대한건축학회, 2011, 73면.
31) 차희성 외 2인, “건축공학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건축」(제55권 제6호), 대한건축학회, 2011,
16-17면 참조.
32) 차희성 외 2인, 상게논문(2011), 17면.
33) 건축설계종사자들은 대부분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특허법적 보호 보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
호에 대한 인식이 더 높으며,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도 저작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실태조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4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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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중심 교육과 기술중심 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지식재산권법 보호 대상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

건축설계의 단계별 직무내용을 살펴 본 결과, 설계 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아래 <표
Ⅱ-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각의 설계 단계에서 산출되는 도서(도면, 계산서, 시방서,
견적서) 및 결과물은 설계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벽, 천장, 바닥, 지붕과 같은 3차원의 기본
적인 건물의 구조체에 의해 구체적인 건축공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
물을 매체로하는 내부공간과 건물을 감싸는 외부공간으로 완성된다.
하나의 건물에서 건축의 형태는 생활의 내용을 분석하여 얻어지는 개개의 공간(예를 들면
방)을 단순히 사용하기 쉬운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형태를 이룰 수는 없다. 건물을 형태적
으로 다루는 데는 물리적인 면과 감각적인 면이 있다. 구조에는 형태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
태는 구조에 따라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하기 위한 설계단계에 앞서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조 자체의 형식을 충분히 살려야한다. 그러나 구조체에 따라서 형태가 이루어지
므로, 구조미를 갖춘 형태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간의 합목적성, 구조의 견
실성, 형태의 아름다움, 즉, 구조․기능․미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에 따라서 그
용도상 구조의 특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평면계획의 시작부터 구조방식을 검토해야 한
다.34) 다시 말해, 건축설계 업무에 관련된 자들은 완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공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건축물 내외
관의 미적 예술성을 발휘하기 위한 미적·디자인적 감각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 소방법, 환경관련 법규 등 현행법규에 부합하는 설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
식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설계과정에서 발휘된 이러한 자질 및 능력은 단계별로 다양한 도면, 모형 등의 구체화된
유형물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인간의 지적․정신적 창작활동으로 얻어진 기술적 정보 또는
사상․감정이 표현된 정보이다. 이러한 성과물들을 타인의 무단 이용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창작활동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
재산권으로의 보호가 필요하다. 기술적·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기술적․기능적 요
34) 심우갑 외 5인, 전게서(2007), 262-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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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설계창작물들은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미적·예술적 감각으로 창작된
미적․디자인적 요소의 설계창작물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러나 건축설계창작물은 이러한 기술적 요소와 미적 요소가 융·혼합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하나의 대상물이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각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요건에 따라 중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분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래 표의 단계별 설계 산출물들은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
는 경우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그 요건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시 말해, 설계 산출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은 설계자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있는 최종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연구
하고 고민한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 및 증빙 자료로 그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재
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적 창작물로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표

Ⅱ-7> 건축설계의 단계별 직능 및 산출물

⇨

건축 설계에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산출되는 건축설계창작물
계획설계>

<

o

o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현장조사보고서, 법규검토서, 건축계획서, 건축

수집하는 연구기술

도면, 심의도서(심의대상인 경우), 모형(Sketch
또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대안을 평

관련분야(환경 교통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계획서 등

가할 수 있는 비평적 사고
o

Study Model),



건축주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이용자들의 성격

중간설계>

<

에 대한 이해

분야별 시방서, 일반도면 및 상세도면, 모형

o

넓은 범위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o

건축자재와 부품, 체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및 투시도 특수분야(차음, 방음, 방진, 무대, 전
시, 주방, 음향 등) 계획검토서 등

함께 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식



차원과 3차원 속에 공간적 사고의 능숙도

o 2
o

설계개념과 해석을 그래픽 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

o

가능한 설계도구와 기술을 위한 지식과 재주

o

건축법, 기준규칙에 대한 이해

o

건물의 경제성에 대한 지식

o

대화와 문서로 상호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실시설계>

<

공사시방서, 설계개요, 공사비 내역서, 인허가 관
련 자료, 일반도면, 상세도면, 특수분야 도면 등
 시공

벽, 천장, 지붕 등 3차원의 기본적 구조체 탄생

→

⇩

내부공간 + 외부공간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보호

‣ 기술적․기능적 요소 :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 미적․디자인적 요소 :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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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도구의 발전에 따른 건축설계 프로세스 및 산출물의 변화

1. 건축설계 업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과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2단계로 구분되었던 설계 과정이 현재와 같이 세분화되고
설계업무도 단계별로 구분되어 진행되게 된 원인으로 건축설계 창작도구(Design tool)의 변
혁, 설계업무의 분업화와 전문 협업체계 구축의 활성화, 건축물의 대형화 복합화, 다양한 건
설공사의 수행방식(Project Delivery) 등장 등이 꼽히고 있다.35) 이 중 현재의 건축설계 프
로세스를 확립시키고, 건축설계의 산출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건축설계 창작
도구의 변혁’을 언급하고자 한다.
2. CAD(Computer-Aided Design)의 도입

건축설계 창작도구 개발 이전에는 대부분의 도면은 손으로 직접 그려야 했기 때문에 도면
의 재생산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지금처럼 도면 전체를 단계별로 다시 그린다는 것은 상
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 사람이 한 도면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협/분업은 지금처럼
손쉬운 작업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작업속도도 느렸다. 하지만 건축설계 시장에 CAD라는 설
계도구가 도입되고 난 후, 도면을 생산하고 수정하는 일이 수월해졌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동시에 협업하는 업무 형태가 나타났다.36)
현재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2D 3D CAD(Computer-Aided Design)는 기하학적 요
소들의 그래픽 구현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CAD를 통해 이전의 수작업 도면작성에서 디지
털 도면작성으로 설계 방법의 변화가 촉진됨으로써 설계오류를 크게 줄이는 한편 설계변경
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CAD를 사용하면 전통적인 제도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정
확한 드로잉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드로잉을 파일에 저장해 둠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불
러오거나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정보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대상
에 대한 정밀한 위치, 크기, 색채 등에 관한 속성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분석함으로써
각종 보고서, 재료목록, 비용 및 효과, 수치제어 등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도
움을 준다. 또한 아주 큰 사물이나 아주 작은 사물도 드로잉할 수 있으며 기하학적 구조나
35) 김동현, 전게논문(2009), 175면.
36) CAD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프리젠테이션과 실시설계의 비교적 단순한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당
연했다. 저작도구의 불편함은 역으로 기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설계자는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시간과 노력의 소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보정하곤 하였다. 김동현, 전게논문(2009),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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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관한 실험도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제도 도구나 설계 방식
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다.37) 한편, 도면생산이 자유로워지면서 앞서 언급하였던 철저
한 기획과 준비 그리고 도면 작성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복제가 성행하고 여기저기 반복되어 그려진 도면은 철저한 검토 없이 출력되어
사용되곤 하였다. 또한 한번 그려놓은 도면은 가져다 쓰는 것에 비해 수정하는 것이 월등히
불편한 관계로, 수정에 소홀하여 많은 실수가 유발되기도 한다.38)
요컨대 새로운 설계도구의 도입으로 인해 설계 업무를 행함에 있어 편의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설계 자체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고 도면의 복제 행
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계도구의 혁신이
건축설계의 질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도입

가. BIM의 의의 및 기능
CAD와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도구의 발전은 건축설계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건축 설계 정보의 통합화를 촉진시켰다. CAD는 초기에는 설계에 사용되는 2D형태의 기하
학적 도형 구현을 가장 큰 목표로 개발되었으나 2D 정보를 통합하는 3D 기반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이후 건축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지향 기반의 BIM 시스템으로 도약하게 된
다. 현재 우리나라도 2D 혹은 3D 기반의 시스템 활성화 속에서 BIM 시스템 도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3D에 대한 대안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부각되
고 있다. BIM은 자동화 및 지능화 등의 측면에서 기존 CAD 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건축 전 과정뿐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39)
1960

년대

기초적인 데이터 처리 단계,

1970

년대

2D

드로잉을 손으로 그릴 수 있는 형태와 비슷하게 제작 가능

1980

년대

2D

드로잉 소프트웨어 보급. 이후

1990

년대

3D

드로잉 개발 및 보급. 국산

2000

년대

종합모델링 도구(BIM) 개발

2D

와

2D

3D

구현기술 최초 개발

CAD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

드로잉 도구 개발

37)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축설계의 패러다임 바꾸는 BIM", 「설비 건설」(통권 제245호), 2010, 39-40면.
38) 김동현, 전게논문(2009), 176면.
39)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게논문(2010),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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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한 가지로 널리 수용되는 정의는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
하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BIM이란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에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구조,
설비, 전기 등), 시공, 나아가 유지관리 및 시설물 폐기까지 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시설물
의 정보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을 구현(Modeling)해 보는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 되고 있다.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시설물을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에서 3차원적으로 표
현하여 설계 및 시공(VDC :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과정의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40)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BIM이 적용되면 발주자가 건축 설계
단계에서 건축규모와 품질수준, 예산과 공사 스케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
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건물의 요구기능에 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으로 설계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변경 시, 파라메트릭 규칙41)에 의해 변경사항이 건축 객체들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시공도면에서의 오류와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설계의 동시
협업이 가능하고, 실면적과 재료 수량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설계 초기단계에서 측정할 수 있다. BIM은 건축 디자인과 시공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협업을 용이하게 한다. BIM 적용 요소를 사례를
통하여 도출하면 크게 시각화에 따른 디자인 검토, 오류 측정 및 수정, 의사결정 정보 제공,
협업 도구로 나타날 수 있다.42)
BIM의
도면간의

주요 이점은 현재의 설계 방법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BIM은 도면생산, 시방서와
연결 그리고 성능 분석 등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 생애
주기 비용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BIM의 또다른 주요 이점은 프로세스의 향
상이다. BIM을 통한 관리환경은 대상 건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자료의 망실(亡失), 재입력 및 중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으
로써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요구사항, 설계, 시공 및 운용 정보를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BIM은 그래픽적 요소뿐 아니라 정보관리 환경을 제공
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CAD 툴의 진보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 관리를 통합적
으로 조정하는 건축의 새로운 프로세스이다. BIM은 객체들(벽, 슬래브, 창, 문, 지붕, 계단
등)을 각각의 속성(기능, 구조, 용도)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서로의 요소들이 관계하여 건물
의 변경 요소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건축 모델링에 반영
40) 안재균 외 2인, “국내 건축설계 분야의 BIM 활용 사례”, 「건축」(제54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2010, 45면.
41) 파라메트릭 규칙이란 객체가 변경되었을 때 객체와 관련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42) 홍정원 외 3인, “건축설계 프로세스의 BIM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
획계」(제30권 제1호 통권 제54집), 대한건축학회, 2010,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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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시뮬레이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산술적인 수치로 남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즉각
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매개변수는 그래픽 요소와 데이터 관리 환경에 통합적으
로 작용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물량, 비용, 일정 및 자재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조 및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43)
최근 BIM은 설계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2차원 도면 기반에서는 설
계, 표현 및 도면화, 제작, 시공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설계안들을 실현시키
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필수 기술이 되고 있다. 건축구조, 토목, 조경뿐만 아니라
MEP(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 기계, 전기 및 배관)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BIM이 도입되고 있다. BIM을 이용하면 덕트, 파이프, 전선박스, 등을 객체 값으로 분류하여
편집·생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으며, 재질, 속성, 기능 등에 따라 색상
을 통해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MEP요소를 추가할 때 접합부와 모양, 지름, 높이
등도 자동적으로 맞춰준다.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3D 설계 엔지니어링을 통한 설계·시공 품
질 향상, 친환경 분석기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구현, 단계적 원가관리를 통한 경제성
제고, 완공 이후 유지관리 편의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MEP분야의 BIM 활용은 각광
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친환경
건축이 각광을 받고 있다. BIM을 활용하면 기존의 설계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 분
석을 설계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실시간으로 산
출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모델을 건축에 대입할 수 있다. 시공품질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에너지소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BIM 기술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44)

나. 우리나라에서의 BIM 활용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에서 BIM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005년 16%에 불과하였으나, 2008
년에는 34%로 두 배를 초과하는 성장을 보였고, 이 업체 중에서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에 BIM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는 69%를 점유하는 등 점차 BIM을 활용한 설계
프로젝트의 수행이 실험적인 단계에서 보편화하는 단계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URI45)에서 한국에서의 BIM 도입과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 활용 여부는 차치하
43)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게논문(2010), 42-43면.
44)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게논문(2010),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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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목적을 포함하여 BIM 도입을 진행한 회사는 전체의 6.1%에 불과하고 이 중 100명
이상 규모 회사의 도입률은 60%이며 매출액 500억 이상 건축사사무소의 도입률은 7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건축사사무소 위주로 BIM의 도입이 주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BIM이 보편화되기 전 단계로, BIM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디지털 문명의 도래와 IT기술의 보급 및 확산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를 매개
로 하는 BIM의 도입으로 인해 건축 산업계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BIM 정보들은
파라메트릭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되는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벗어나 정보를 좀 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 등이 쌓이게 되면서 구축되는 BIM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는 협업과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저작권의 등 법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시 말해, BIM에서 구축되는 디지털 환경은 국내 건축설계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과 획기
적인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 따라서 BIM 도입과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BIM 디지털데이터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BIM의 안정적 실행과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46)

45) 국토연구원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http://www.auri.re.kr).
46) 김용희, “BIM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외 논문집 구조
계」(제29권 제 1호 통권 제53집), 대한건축학회, 2009, 689-6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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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축설계 산업의 특징과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중요성

Ⅰ. 건축설계 산업의 개념

현재 건축설계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나 합의된 개념은 부재한 상황으로, 일부 법령에서
설계 관련 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관점에 치우쳐 진정한 건축설계 산업의 정의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디자인’과 ‘건축’이 어떤 활동을 일컫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산업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부분
제20조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부분적으로 지원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나, 산업적인 관점보다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부분적인 지원의 성격을 지
니고 있다.「건축사법」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설계”를 정의하고 있고, 제4조 1항에 건축사
의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건축되는 설계, 공사감리,
시공으로 이어지는 건설과정에서 건축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업무
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담당과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산업에 대한 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용역업의 범위 역시 설계를 명시하고 있고 건설용역업으로 분
류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내에서 ‘설계’는 ‘건축설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설계 산업을 건설업에 종속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
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중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건축설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있어 정확히 건축설계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설기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설계에 대해 부실책
임 및 평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경우 2001년 전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이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으나, 건축 산업·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을 포괄 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등을 엔지니어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 건축설계는 포함되지 않다.47)
47) 김진욱 외 3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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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행 법령상 건축설계 산업에 대한 범위나 정의는 매우 모호한 상태라고 평가
할 수 있겠다. 오히려 건축설계 산업에 대한 정의나 개념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설계 산업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을 잘 반영하는 개념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보인
다. OECD의 기준에 의할 때 건축설계 산업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건축설계
산업이 단순한 건설 산업의 부수적 혹은 하위적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적 창작에 기반하는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위치 지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 이러한 OECD의 분류를 반영하여 건축설계 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2009년 개정 「산업발전법」 에서도 건축설계 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현행 건축 관련 법적 체계에서는 건축설계 산업의 범
위와 정의가 모호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OECD 기준에서 표방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서의 성격은 반영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 산업의 영역이 건설
산업과의 관계에서 모호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이 건설업, 제조업 위
주 즉,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되어 왔고, 선진국과 달리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인식은 건축설
계 산업을 건설 산업의 성과관리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건설 산업과 연계된 정책이 건축설
계 산업 부문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건축설계 산업의 구도를 취약하게 만드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에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설계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정의 및 세부
분류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TO체제의 CPC(중앙상품분류)구분은 건축설계 서비
스를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취급하여 건설산업과는 구분되는
전혀 다른 이질적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서비스의 하위 내용으로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services),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 services), 실시설계(final
design services)를 구성하고 있다.48)

48) 김진욱 외 3인, 전게서(2008),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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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건축설계 산업의 특징

1. 건축설계 시장 규모

가. 매출액에 의한 시장 규모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축설계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 4조 142억,
2006년 4조 7,978억, 2007년 5조 4,345억, 2008년 4조 3,437억, 2009년 3조 7,849억, 2010년 4
조 6,601억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5년 약 4조원에서 2007년 경
제 활황기에 약 5조원까지 상승했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2010년 다시 4조
원 내외의 시장으로 변동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8> 국내 건축설계시장 추정치

건축허가
년도

면적

(단위:
1,000 )

㎡

추정 국내 건축설계시장
건축사 신고금액 적용

통계청 자료금액 적용

단가(원)

단가(원)

금액

단가(원)

36,000

4조 142억

52,000

5

조

7,983

억

36,000

4조 7,978억

52,000

6

조

9,301

억

36,000

5조 4,345억

52,000

7

조

8,500

억

36,000

4조 ,3437억

52,000

6

조

2,742

억

금액

111,506

23,000(

추정)

2006

133,271

23,100(

추정)

2007

150,957

23,164

2008

120,658

24,905

2009

105,137

26,964

2

조

8,349

억

36,000

3조 7,849억

52,000

5

조

6,712

억

2010

129,449

27,758

3

조

4,802

억

36,000

4조 6,601억

52,000

6

조

7,313

억

※ 출처

:

3

3

5,646

조

조
3

억

금액

2005

2

조

대가기준 적용

억

785

4,968

조

50

억

억

대한건축사협회 자료(2010)

2005년 서비스업 총 조사의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체 매출액 약 9.3조 원 중에서 38.7%에 해당하는 약 3.6조원의 매출을
100인 이상의 대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 약 4조원 가운데 30.5%에 해당하는 약 1.2조원의 매출을 100인 이상의 대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 수의 1.3%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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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사자 규모
1

명

Ⅱ-9>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2005)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단위 : 백만원)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5,424

19,756

65,180

2-4

명

482,120

180,765

662,885

5-9

명

593,167

434,943

1,028,110

10-19

명

605,107

611,302

1,216,409

20-49

명

622,597

1,030,167

1,652,764

50-99

명

443,095

624,257

1,067,352

100-199명

470,084

647,820

1,117,904

200-299명

332,506

412,823

745,329

300이상

422,307

1,319,908

1,742,215

소계

4,016,407

5,281,741

9,298,148

※ 출처

:

통계청,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총괄(2005)

나. 건축허가면적에 의한 시장 규모
건축설계시장의 규모는 건축허가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축허가면적은 신
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신축만의 통계와 차이가 있
으나 건축허가면적의 집계를 통해 건축설계시장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건축허가면적
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용도별 점유비율은 주거용 건축물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사회 및 기타시설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상업용 건축물은 약 23% 정도를 차지하
고, 공업용 건축물은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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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건축허가면적 현황
용 도 별(연면적 기준 점유율 %)

년 도

총면적
주거용

증감률

상업용

증감률

공업용

증감률

교육,사회
및 기타

증감률

'04

117,461 50,099(43%)

-19.4 30,966(26%)

-32.4 14,740(13%)

0.0 21,656(18%)

11.4

'05

111,506 50,281(45%)

0.4 23,368(21%)

-24.5 13,576(12%)

-7.9 24,281(22%)

12.1

'06

133,271 53,861(40%)

7.1 32,570(24%)

39.4 16,813(13%)

23.8 30,027(23%)

23.7

‘07

150,957 65,212(43%)

21.1 35,739(24%)

9.7 16,351(11%)

-2.7 33,654(22%)

12.1

’08

120,658 38,462(32%)

-41.0 33,265(28%)

-6.9 18,504(15%)

13.2 30,427(25%)

-9.6

‘09

105,137 41,917(40%)

9.0 24,399(23%)

-26.7 11,542(11%)

-37.6 27,279(26%)

-10.3

71,709 23,272(32%)

0.4 17,548(25%)

0.1 10,532(15%)

0.6 20,357(28%)

0.2

‘10.1

∼

※ 출처

8
:

국토해양부

[‘10

년

월 누계분 증감율은 전년동기(1-8월 누계분) 대비 증감율임]

1-8

다. 외국 설계시장과의 비교
국내 건축설계시장은 구체적인 통계가 나온 적은 없으나 대략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미국의 건축설계시장은 우리나라 대비 6배, 일본과 중국은 2배 이상 규모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Barnes사에서는 국가별 인구규모, 건설시장 등 관련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Barnes 리포트에서 조사한 2010년 전 세계 주요국들의 건축설
계산업의 규모에서 상위 46개국들의 합계는 대략 120조원을 상회하며 미국, 일본, 중국, 독
일, 프랑스, 영국의 순서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 분

‘07

年

Ⅱ-11> 세계 주요 건축설계 시장규모
‘08

年

‘09

年

(단위 : 억원)
비고

미 국

2 6 9 ,3 1 0

2 9 5 ,8 1 0

2 9 1 ,7 1 0

-

일 본

9 2 ,2 2 0

1 0 9 ,8 0 0

1 0 6 ,3 5 0

-

중 국

7 7 ,4 4 0

1 0 5 ,3 3 0

1 1 1 ,9 8 0

-

독 일

7 0 ,9 4 0

8 3 ,0 7 0

8 2 ,0 8 0

-

프랑스

5 1 ,2 3 0

6 0 ,0 7 0

5 8 ,7 7 0

-

영 국

5 6 ,0 8 0

5 9 ,9 1 0

5 5 ,9 0 0

-

계

1,057,890

1,240,130

1,235,820

주요 46개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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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난 금액은 CM, 감리 등과 같은 기타 사업부분을 제외한 순수 건축설계
분야의 시장 규모로,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29조원의 설계시장을 가지며, 일본은 약 10
조원, 신흥 성장 시장인 중국은 11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건축설계시장 규모를 조사한 AIA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은 전체 시장에서 순 매출
(Net billings)49)이 64%, 통과매출(Pass-throughs)50)이 36%의 점유 비율을 보여주며, 통과
매출은 미국의 경우 ‘99년 29%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국내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한국건축설계시장의 외주비율은 전체 건축설계
업계 평균이 29% 정도이며, 대규모 건축사사무소는 40～50%에 달한다.51) 이렇게 통과매출
의 점유 비중이 커지는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더욱 많은 인력이 소
요되며 다양한 인접분야의 협업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Ⅱ-1> 미국 건축설계시장 규모(AIA)

(조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의 위상이나 우리 업체의 경쟁력의 위치를 더욱 정
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업체당 매출 실적일 것이다. 업체당 매출 실적면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하위권에 포함되고, 매출 규모는 0.43($M/업체)으로 OECD 국
가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평균 매출(0.77$M/업체)의 58.8%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다.
49) 순매출이란 설계회사 매출 중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을 말한다.
50) 통과매출이란 매출에 포함하여 벌어들였지만 다시 다른 건축협력회사나 외주업체로 지급되어 나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외주비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한국의 외주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51) AURI(2009),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사의 국내 통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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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위 차트는
※ 출처 김진욱 외

OECD

:

Ⅱ-2>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단위 : ($M)/Establishments , 기준년도 : 2007)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기준
인,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3

「

․

」

G7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업체당 매출액 평균은 0.81($M/업체)로 한국은 업체 1개 당 매
출실적에서 G7 국가 평균의 5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 출처

:

김진욱 외 3인,

Ⅱ-3> G7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단위 : ($M)/Establishments, 기준년도 : 2007)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2008

업체 규모와 매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OECD 국가의 업체 규모 평균은 한국 업체 규모
보다 -23.5% 낮은 74.8% 수준이었으며 매출 규모 평균은 한국보다 33.7%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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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건축설계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높지만, 매
출 규모는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출처

:

Ⅱ-4> 한국을 중심으로 한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업체수와 매출실적 비교
(기준국가 : 한국=100%, 기준년도 : 2007년)

김진욱 외 3인,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2008

2. 건축설계 산업의 생산성

2005년 서비스업 총 조사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현황을 살펴
보면, 1인당 매출액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약 7,500만원이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 약 8,100만 원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더 높고 평균 임금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
스업이 2,300만 원이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2천 6백만 원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1인당 매출액은 7,500만 원이며 이 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7,400만 원으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8,900만 원
보다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은 도시계획 및 조
경설계 서비스업으로 2,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2,200
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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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평균 임금
(백만원)

일인당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비율(%)

25

78

32

23

75

30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2

74

3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8

89

31

26

81

33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78

3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91

28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76

3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05년 서비스업 총 조사의 영업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경
우 2005년 매출액은 2001년 기준 48.3% 증가하였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2005년 매
출액은 2001년 기준 69.0% 증가하였으나, 영업 이익률은 각각 12.4%, 12%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영업수지 현황

매출액

(단위 : 억 원, %, %p)

영업비용

영업 이익률

산 업 분 류
2001

2005

증감률

2001

2005

증감률

2001

2005

차이

27,081

40,164

48.3

19,708

34,215

73.6

27.2

14.8

-12.4

31,251

52,817

69.0

24,898

48,398

94.4

20.3

8.4

-12.0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건축사무소의 업무수주 현황 및 시장 양극화 현상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신고한 설계비를 기준으로 2009년도 허가면적 순위 1001위~1500위
(5인)의 평균수주금액을 추정해 보면, 2009년도 설계비가 26,964원/㎡이므로 평균 신축허가
면적 11,599㎡을 곱하면 약 3억 1,275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수주금액 약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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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만원에서 약 30%의 협력업체의 외주비를 제하면, 2억 1,892만원으로 건축사 및 직원 5
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500위 이하의 건축
사사무소들은 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허가면적 순위

Ⅱ-14> 건축사사무소 순위별 평균 신축허가면적 비교
평균 신축허가면적(㎡ )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006,085

1,427,834

1,007,666

873,615

1,190,263

388,900

487,328

463,668

328,380

284,441

173,229

212,426

255,015

154,359

130,278

64,674

70,118

93,094

56,524

44,119

20,634

23,828

30,498

23,811

18,507

11,210

13,250

16,388

14,695

11,599

1,500~2,000위(5인)

7,348

8,860

10,744

10,317

8,084

2,001~3,000위(5인)

4,505

5,457

6,662

6,578

5,084

3,001~4,000위(5인)

2,377

3,000

3,666

3,723

2,700

4,001~5,000위(5인)

1,253

1,655

2,037

2,122

1,374

5,001~6,000위(2.13인)

658

855

1,126

1,171

639

6,001~7,000위(2.13인)

340

458

620

617

253

7,001~8,000위(1인)

127

233

346

310

74

8,001~9,000위(1인)

23

96

174

112

0

9,001~9,500위(1인)

0

0

65

0

0

위(307.3인)

1~10

11~50

위(130.3인)

51~100

위(50.96인)

101~500

위(21.46인)

501~1,000

위(10.74인)

1,001~1,500

※ 출처
※ 는

:

(

)

위(5인)

세움터 허가전산자료(2010년11월5일)
년 기준 순위별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2009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허가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10건 이상을 수주하여 정상적으로
사무소 운영이 가능한 곳은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약 20%이며 나머지 80%의 사무소들은 사
실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4건～10건으로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간신히 유
지하고 있는 곳이 약 20%이며, 1건 이하로 거의 휴업 상태의 건축사사무소가 약 4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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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현실은 건축설계업계가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대, 중, 소규모 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각각 제 역할이 있기 마
련이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건축
설계 산업의 구조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건
축설계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15> 건축사사무소별 신축허가면적 합계 비교

<표
2005년도

신축허가
면적 순위
위

1~50

51~100

2006년도

32%

28,623,396

23% 21,871,332 24% 23,280,253 30%

10% 10,621,295

10%

12,750,773

10%

25,869,402 29% 28,047,357

26%

37,237,619

31% 22,609,510 25% 17,647,403 23%

10,317,145 11% 11,914,023

11%

15,248,884

13% 11,905,266 13%

8,661,472

위

101~500

위

501~1,000

%

2009년도

면적합계

면적합계

25,616,834 29% 33,771,472

위

2008년도

%

면적합계

%

2007년도

(단위 : ㎡)

면적합계

7,717,940

%

8%

면적합계

6,513,891

%

9%

9,253,320

12%

위

5,605,003

6%

6,624,752

6%

8,193,964

7%

7,347,344

8%

5,799,366

8%

위

3,674,021

4%

4,429,921

4%

5,372,177

4%

5,158,568

6%

4,041,981

5%

위

4,504,947

5%

5,456,668

5%

6,661,762

5%

6,578,256

7%

5,083,962

7%

위

2,376,802

3%

2,999,626

3%

3,666,329

3%

3,722,977

4%

2,699,681

4%

위

1,252,550

1%

1,655,138

2%

2,037,217

2%

2,122,421

2%

1,374,125

2%

위

658,111

1%

855,193

1%

1,125,791

1%

1,171,144

1%

638,720

1%

위

339,668

0%

457,703

0%

619,627

1%

617,183

1%

253,410

0%

위

126,742

0%

232,819

0%

346,123

0%

309,936

0%

26,374

0%

위

1,222

0%

91,547

0%

174,163

0%

106,988

0%

0

0%

위

0

0%

0

0%

37,443

0%

0

0%

0

0%

1,001~1,500

1,5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6,000

6,001~7,000

7,001~8,000

8,001~9,000

9,001~9,500

신축허가
면적합계

※ 출처

:

89,003,919

107,157,514

대한건축사협회 자료(2010)

%

는

122,095,268

91,238,864

해당 년도 총 신축허가면적에 대한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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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2,485

<표
연도

Ⅱ-16>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허가실적 현황(05년～09년 기준)

2005년

수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율

사무소수 비 율 사무소수 비 율 사무소수 비 율 사무소수 비 율 사무소수 비 율

건수
0

건

1,733

18 %

834

8 %

213

28 %

833

8 %

2,432

25 %

12 %

1

건

3,373

34 %

3,673

37 %

3,622

37 %

2,922

30 %

2,092

21 %

31 %

2

건

1,182

12 %

1,228

13 %

1,308

13 %

1,155

12 %

921

10 %

12 %

3

건

652

7 %

665

7 %

803

8 %

679

7 %

572

6 %

7 %

1,681

17 %

1,834

19 %

1,897

19 %

1,936

20 %

1,684

17 %

18 %

1,166

12 %

1,553

16 %

1,944

20 %

2,262

23 %

2,086

21 %

18 %

4-10

건

건 이상

10

※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자료
※ 건의 건축사사무소 수는 현재
:

(2010)

0

년10월) 까지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수(9,787)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

(2010

국내 건축사사무소 수주 면적 순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상위 0.5%(50위)가 전체
수주 면적의 27.6%, 상위 5.3%(500위)가 63.4%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허가 면적
으로 볼 때,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7> 국내 건축사사무소 수주 면적 순위 점유율 현황(05년～09년 기준)

순 위
1-50

위
위

51-500

위

501-3,000

비율 (%)

수주면적비율 (%)

수주누계비율 (%)

비 고

0.5 %

27.6 %

27.6 %

최상위

4.8 %

35.8 %

63.4 %

상위

26.2 %

29.4 %

92.8 %

중상위

3,001-6,000

위

36.05 %

6.2 %

99 %

중하위

6,001-9,500

위

36.85 %

0 %

100 %

하위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자료(2010)

많은 직원을 보유한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 개인을 중심으로 한 아틀리에 건축사사
무소(Atelier)로 크게 구분해 볼 때, 한국 건축설계시장은 90년대까지 이러한 두 분류의 특
성 차이에 따라 관련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IMF 이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프로젝트가
대형화 및 복합화 됨에 따라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시장 지배력이 보다 커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간에도 규모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보다 뚜
렷해지기 시작하였고, 공공․민간 발주 물량이 100인 이상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편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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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매출규모 축소로 건축설계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52)
2005년도를 기준으로 100인 이상의 대규모 건축사사무소 수는 전체사업체 수 7,463개소
중 55개소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매출 규모가 총 매출액 규모의 38.7%로 대규모 건
축사사무소에 매출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
행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물량이 감
소되고 있다. 그리고 설계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비현실적인 저가(공
사비 대비 2% 수준, 선진국의 경우 설계비는 공사비 대비 5～8% 수준) 수주로 인한 설계비
덤핑이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설계업무가 불가능하게 되고 건축설계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건축설계시장의 양극화로 근로환경(임금, 근무시간, 안정성 등)이 악화되면서 실력
있는 건축인재를 육성하는 토양이 척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설계직종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종사자의 이동이 잦으며 우수 인력의 대부분은 대형 건
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 조경업 등 타 분야로 진출하여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4. 건축설계 발주․계약제도

발주․계약제도는 계약목적물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 및 계약으로 구분되
고,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상 건축설계는 용역에 해당되고 용역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건
축설계 포함)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경쟁형태에 따라서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
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서는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2단계입찰,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공모에 의한 계약체결, 최적가치 낙찰제 등이 있다.

가. 건축서비스에 적용되는 발주․계약제도의 내용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범위(2011기준 2억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설계의 발주방식은 건설기술용역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등
의 건축서비스 발주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으로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될 경우 설계공모방식
52) 최용의, 「국내 대형 건축 설계 사무소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0,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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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먼저 기술평
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턴키
입찰의 경우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시공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건축서비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표
구 분

공

Ⅱ-18> 현행 규모별 낙찰제도

사

용 역

최저가

300

억 이상

-

적격심사

300

억 미만

모든 용역

협상계약

디자인 등이 필요한 공사

최적가치낙찰제

50

2단계경쟁

․대안

턴키

기타

※ 출처

:

억 이상
-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억 이상

10

2

품

억 미만(선택적용)
2

억 이상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
10

억이상 물품제조

단순노무 제외

모든 물품

-

-

설계공모

종합낙찰제

억 이상 중 심의위 결정

300

기술공모

서울특별시 재무국(2009),

물

「계약업무 매뉴얼」

건축서비스에 적용되는 낙찰자결정방식은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PQ)방식, 가격입찰
(Lowest Bid)이 일반적이고, 설계공모에 의할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공모운영지침” 및
건설기술관리법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및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
하게 된다. 설계부문의 낙찰자결정방식 중 가장 보편화된 방식은 “설계공모”방식으로 창의
성, 독창성, 기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식으로, 일반공개경기, 제
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의 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나. 건축서비스 발주․계약제도의 한계점
기술적인 능력평가 위주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용역발주방식은 복잡한 절차와 과중한 업무
부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부족, 설계공모 운영경비의 예산반영, 설계기간 산정 및 발주
프로세스 관리능력 부족, 공정성 시비 등을 사유로 설계공모발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설계공
모보다는 발주과정 관리의 용이성을 이유로 턴키 또는 가격경쟁(PQ 등)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공사의 턴키 발주 일반화로 창의적인 설계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실적위
주의 현행 건축설계 발주방식은 대형사 또는 유명 건축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능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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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건축사 및 중소형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건축설계업체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축설계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설계비 2억 미만 사업은 일부 발주처를 제외하고는 수행능력 평가가 배제되고, 경영
상태 평가 및 저가 가격입찰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고, 설계비 2억 이상(지자체 3.1억
이상)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창의성을 요하는 건축설계와는 맞지 않는 기술개발 및 투
자실적, 신용도 등의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설계비 5억 이상 사업은 기술자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설계 용역의 대부분은 5
억 미만 규모로 기술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계비 10억 이상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
술제안서 평가는 설계공모 평가기준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 설계자의 기술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못하고 설계비가 적은 사업일수록,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이 입찰가격에
비해 낮아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에 미흡하고 발주관리가 용이한 실적과 가격에 의한 발주
방식은 무리한 가격경쟁에 의해 건축서비스 및 건축물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53)
5. 국내 상위 건축설계업체의 국제경쟁력

우리나라의 2009년 건축설계 매출 1위인 업체인 삼우는 총 매출액 2,610억 원, 직원수
1,000여명으로, 매출규모 기준 미국 건축설계업체 7-8위에 해당하고, 2위인 희림도 총 매출
액이 1,580억 원, 직원수 1,100여명으로 미국의 9-10위권에 해당하여, 규모면에서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AECOM 약

5.5

조, 건축서비스 약

Gensler
SOM
KPF

업체규모
(직원수)

매출규모(2009년)

업체명

미 국

Ⅱ-19> 미국과 한국의 업체별 비교

약
약

6,000

7,700

억

억, 건축서비스 약

3,100

약

억

명

51,000

2,000

억

1,300

억, 건축서비스 약

1,300

930

억

명

명

800

비고
개국 이상에 대형 프로젝트
건축서비스+엔지니어링

100

전세계

35

지사, 건축서비스 전문

해외매출 약

명

550

-

삼우

약

2,610

억

1,000

명

-

희림

약

1,580

억

1,100

명

-

한 국

※ 출처

: ENR(2010),

「

」

Architectural Records

53) 유광흠 외 7인,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 50-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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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1,300

미국 상위 20개 건축설계업체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7%에 해당하는데 비하
여 우리나라 건축설계업체들의 해외매출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주요 건축설계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은 세계적 추세이며, 2009년 전 세계 200개 주요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업체의 해외시장 매출이 약 52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건축설계업체의 세계시
장 진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서울은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에서 세계 13위
(2009)에 위치해 시장 규모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적 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절
실하다고 판단된다.54)
<표

Ⅱ-20> 2009년도 도시별 세계 건축 서비스 시장 규모
자본규모(백만＄) 자국 점유율(%) 지역 점유률(%) 세계 점유율(%)

누계(백만$)

도시명

순위

뉴욕

1

5319.05

22.75

20.41

4.97

38804.97

파시

2

2446.57

70.30

9.26

2.29

38807.25

로스엔젤레스

3

1925.50

8.23

7.39

1.80

38809.05

상하이

4

1778.75

14.32

5.24

1.66

38810.71

시카고

5

1769.93

7.57

6.79

1.65

38812.37

베이징

6

1482.39

11.93

4.37

1.38

38813.75

런던

7

1273.22

35.03

4.82

1.19

38814.94

충칭

8

1254.54

10.10

3.69

1.17

38816.11

동경

9

1246.35

16.75

3.67

1.16

38817.28

광저우

10

1144.43

9.21

3.37

1.07

38818.35

청두

11

1053.24

9.48

3.10

0.98

38819.33

휴스턴

12

1030.24

4.41

3.95

0.96

38820.29

서울

13

1007.03

48.85

2.97

0.94

38821.23

베를린

14

973.05

20.32

3.68

0.91

38822.14

필라델피아

15

913.27

3.91

3.50

0.85

38822.99

천진

16

911.15

7.33

2.68

0.85

38823.85

마하라슈트라

17

889.57

17.25

2.62

0.83

38824.68

방콕

18

825.86

93.11

2.43

0.77

38825.45

로마

19

768.54

25.35

2.91

0.72

38826.17

마드리드

20

666.67

28.79

2.52

0.62

38826.79

※ 출처

: philip M.Parker(2008),

「

The 2009 report on Architectural Services

54) 유광흠 외 7인, 상게보고서(2011),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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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EAD

Ⅲ. 변화하는 건축설계 산업 환경과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중요성

1. 건축설계 산업 환경의 변화

가. 건축설계시장의 개방
(1) 세계시장 개방의 동향
19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선진국 간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제정책 등이 심층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고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세계시장의 공정
한 경쟁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1994년 UR(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WTO(세계무역기구) 발족의 계기가 되었고 1995년 WTO
출범, GATS55)에 의해 전문직 서비스분야가 개방되었다.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
의(카타르 도하)에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을 선언하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선언문이 채택됨으로서 포괄적인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고 분
야별 양허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페루․칠레․EU․EFTA․ASEAN(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CEPA), 싱가폴 등은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간에는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되
어, 2012년 3월 15일 최종적으로 발효가 된 상태이다. 그리고 캐나다・멕시코・중국 등과는
FTA(Free Trade Agreement)가 협의 중에 있으며 일본, 베트남, 몽골, 중미 등과는 협상 준
비 또는 공동연구 중이다.

55)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첫째, 모든 서비스교역에 일률적 의무는 최혜국대우(MFN)및 공개주의이다. 둘째,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
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예 금융)에 대해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약속
이행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
상한다. 즉,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최혜
국대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서비스협정의 발효시 최혜국대우 의무의 면
제를 인정한다. 허용된 면제는 5년 후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1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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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시장 개방의 동향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해 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참여국들이 1995
년부터 정식 국제기구인 WTO를 설립하면서 다각적인 무역 규정들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WTO는 GATT 시절부터 끌어오던 물품의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지적 소유권을 다
루게 되었다. 서비스 무역부분에서는 자유직업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의 교역 활성화
를 위하여 전문 직능자격을 상호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직능자의 국경 없는 자유로
운 활동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상호인정의 기본요건인 교육과 실무에 있어서 교육내
용과 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WTO는 UIA(국제건축사연맹)를 국
제 수준의 건축사 조직으로 공인하였고, UIA는 1995년부터 건축 실무에 관한 국제기준을
작성하여 1996년 바르셀로나 총회에서「UIA 건축실무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권고기준에 관
한 협정」을 결의하였고, 1999년 6월 29일 북경 총회에서 최종안을 선언하였다. 이 협정은
자격 요건 및 취득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
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은 EU(유럽연합)이
1985년 EC(유럽공동체)각료이사회에서 지침을 채택하였고 1990년 권고안이 작성되어 교육
연한 5년과 실무경험 2년을 바탕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북미에서는 미국
과 캐나다가 건축사 자격상호인정제도를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멕시코와도 건축사 자격상호인정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3) 자격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한미 FTA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와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에 의하면56) 건축서비스・엔지니어링서비스・수의서비스 분야는 협정이 발효되면, 발효
후 1년 내에 자격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전문직 서비스 실무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전문직 자격상호인정(MRA)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동 작업
반은 양국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양국의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기준과 절차 및 이행 계획 등
을 마련하게 되며, 양국 정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결
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작업반이 제출한 보고서의 실제 이행상황을
최소 3년마다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MR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56) 「한미 FTA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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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 자격상호인정(MRA)의 기본방향
건축사자격 상호인정(MRA)은 자격 동등성 요건을 충족시킨 양국의 건축사가 각국의 어
느 관할구역에서든지 건축사자격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RA의 주요 쟁점은 ‘자격 동등성 확보 요건’으로서, 양국 간 어떤 기준으로 자격 동등성
을 확보하고 인정해 줄 것인가로 압축될 수 있다. 현재 외국 건축사가 국내에서 건축사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 계약을 하면 가능한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국내 건축
사가 미국 내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주의 건축사 자격/면허 없이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사자격 상호인정(MRA)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인 UIA 권
장안(교육 - 수련 - 시험 - 등록․면허 - 계속교육)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건축사
법 개정을 통해 교육인증과 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자격시스템으로 개
편하는 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나) UIA(The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의 권장안
UIA는 1948년 창립된 단체로 현재 총116개의 나라 및 지역들의 건축사 130만 명 이상이
활동 중이며, 한국의 경우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57)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UIA를 포함한 국제조직에서 한국을 대표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로서 UIA에 가입되어 있다. UIA는 전 세계 건축사의
프로페셔녈 네트워크로서 건축교육(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실무(Professional
practice), 국제설계경기(International competitions) 등의 개선을 통해 건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WTO 체제 하의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 국가 간의 쌍무 협상을 통해 전문직의 자
격에 대한 상호 인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설계 분야도 여기에 포함되어 설계교육과 자격인정
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되었다. 최소 5년 이상의 건축교육 이
수 및 최소 2년 동안의 실무경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2년 ‘설계교육을 위한
UNESCO/UIA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UIA의 상호인정 권장 절차를 살펴보면, 인증 받
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가 실무수련과정을 거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건축사로
서 등록을 하고 계속교육과 등록갱신을 계속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인증 부분에서
57)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는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UIA를 포함
한 국제조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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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예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Architectural Accerediting Boards)58)에서 규정하고
<그림

※ 자료출처

:

건축학교육인증원(NAAB : National
있는 인증기준이다.

Ⅱ-5> UIA 권장 건축사 제도 모델

․한미파슨스 공저

미국의 설계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김예상

(4)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건축사 자격제도는 ‘교육인증 - 실무수련(2~3년) - 자격시험 - 등록 - 계속교육(의무)’으
로 교육인증과 건축사등록제도로 구분된다.
<표
구 분
교 육
수 련
기본타입

Ⅱ-21> UIA 권장 건축사제도 모델과 한국 건축사제도 비교
한국(기존)

한국(개정 후)

UIA

-

인증

인증

5-14

년

(2~3

년)

자격시험

년

2

시 험

예비/자격시험

등 록

업무신고

등록

등록

갱 신

-

계속교육 의무

계속교육 의무

실 무

-

-

-

-

등록후 정의된 여건에서
합당한 실무기간을 거치
는 것이 부가요건을 피하
는 방법이 될 수 있음

Other Provisions
(정의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설계능력검증

58) NAAB는 건축 부문에서 미국의 전문적인 학위를 인정하도록 인증 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미국의 많은 등록
위원회는 NAAB의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을 졸업한, 자격 있는 신청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위를 취득
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업무를 준비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면이다. NAAB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졸
업했다고 해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증과정은 각 인증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건축사가
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포함하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함을 증명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가건축사인증위
원회 인증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일반과목, 전문과목, 선택과목 등을 포함한다(www.na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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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인증
현행 교육인증은 5년제 전문학사와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서울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등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들이 교육인증을 받고 있으며 전문
대학원은 전공자의 경우 2년, 비전공자의 경우 3~3.5년의 교육기간을 두고 있고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이 건축전문대학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대로 최
소 5년제 전문학사와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인증하되, 교육인증에 준하는 교육
평가를 통한 교육인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59) 외국에
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교육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 실무수련
현행 예비시험 합격자는 5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련기간은 5년에서 2~3년으로 축소하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철저한 기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건축사자격에는 실무수련자의 개념으로 건축사보가 있는데, 건
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
사 등을 의미한다.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는 5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경우, 2009년까지는 각각 0년, 5년, 7년의
실무기간을 거쳐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2010년부터는 기술사・기사・산업기
사 모두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5년의 실무기간을 거쳐야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증을 받은 졸업자이거나 교육인증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필요조건
을 충족시킨 자는 실무수련자 자격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정기간 수련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 자격시험
현행은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의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비시험은 필기시험으
로 계획, 시공, 구조, 법규 등 4과목을 치르게 되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대지계획, 건
축설계1, 건축설계2 등 3과목을 치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예비시험을 없애고 자격시험으로
59) 교육인증이 실행되기 전 건축교육을 받았거나 그 외 인증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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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하고 컴퓨터시험 도입 등 시험과목과 시험내용, 시험방법 등 전반적인 정비를 검토하
고 있다.
(라) 건축사 등록
UIA 권장안에 따라 현행 업무신고제에서 건축사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조직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사등록업무는 건축사 자격 준비에서 관리까
지, 건축사 자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건축사등록업무 외에도 수련
- 시험 - 계속교육 등 건축사 자격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관리하며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계속교육
현행 계속교육은 의무가 아니며, 현재의 계속교육 유형으로는 건축사연수교육, 건설기술인
교육 등이 있다. 따라서 계속교육을 건축사 등록갱신60)의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건축사 계속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과 달리 건축사 자질 향
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UIA의 경우
계속교육(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건축사의 공적 의무로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CPD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나라간 공유를 통해 자격상호인정이 가
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건축사법 개정안
국가 간 FTA 체결 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
준으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건축사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건축사법 개정안은, 종전에
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는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
였다.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60) 미국의 경우, 주(state)별로 1년 혹은 2년마다 등록갱신을 하고 있으며, 계속교육은 등록갱신의 조건으로 작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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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자격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건축실무에 관한 기본지
식과 전문기술을 익히지 않고도 단기간의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
라면, 개선되는 건축사자격제도는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하고, 국
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
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
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
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축사법」개정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 규정을 통해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의 폐지는 202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2026. 12. 31. 까지 건축사 자격시
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갱신하지 않고도 평생 업무가 가능하
여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으며, 연수교육도 임의사항에 불과하여 최신 기술 습득 등 자
기 계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자
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며, 3년마다 건축사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국토해양
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나. 개방에 따른 변화 전망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축사사무소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
며, 서비스 업역을 다양하게 펼치거나 회사의 소유형태를 개인 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
하고 복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율을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설계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같은 새로운 설계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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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역의 다양화
미국은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약 2/3에 해당하는 회사가 건축설계에만 집중하여 단일 업역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만 제공하는 회사의 비율은 1996년을 정점으로
연간 약 1%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건축설계 외 기타 서비스를 포
함하여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의 비율은 1996년의 18%에서, 2008년 32%에 이르기
까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복합 업역형 사무소라 함은 건축
설계 업무 외에, 인테리어 설계, 엔지니어링 설계, 도시설계 등 각종 유관 설계서비스를 사
무소 내에 자체적으로 함께 포괄하여 자사의 주요한 기본 업무영역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
한다. 기타 업역형이라 함은 건축설계서비스의 제공이 주된 업역이 아니며 오히려 인테리어
나 엔지니어링 등 기타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다.
<표

Ⅱ-22> 미국 설계사무소의 연도별 서비스 업역 변화 추이

(단위: %)

회사 유형

‘96년

‘99년

‘02년

‘05년

‘08년

비고

단일 업역형

73

67

64

65

62

-

복합 업역형

18

23

27

29

32

-

기타 업역형

9

10

9

6

6

-

여기서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은 건축설계만을 제공하는 단일 업역형 회사는 축
소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가 건축 외 기타서비스를 자사의 주요업무로 포괄하는
복합형 건축사사무소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규모 이상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복합 업역형 비율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5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사사무소에
서는 이런 복합 업역형 건축사사무소의 비율이 더 높아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가 복합 업역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보다 다양화 되어 가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
다.

61) 최용의, 전게논문(2010), 39-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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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회사유형

Ⅱ-23> 미국 건축사사무소의 서비스 업역 구성 분포
(회사규모에 따른 상세분류, 단위: %)
종업원 수

종합
평균

1

2 4

～

5 9

～

10 19

～

20 49

～

50 99

～

100+

단일

05년

65

80

73

62

48

31

14

9

업역형

08년

62

79

69

59

41

23

9

7

복합

05년

29

15

22

34

45

62

78

80

업역형

08년

32

12

26

37

51

64

79

80

기타

05년

6

5

5

4

6

7

8

11

업역형

08년

6

8

5

4

8

13

12

13

비고

-

-

<그림

Ⅱ-6> 미국 건축사사무소의 매출액 구성

<표

Interior
1
Gensler
2
HOK
Urban Design
1
Niken
2
Startes
Facility Management
1
HOK
2
Startes

Ⅱ-24> 복합서비스 업역별 매출

3,130
510
646
620
150
110

Landscape
1
Atkins
2
Sasaki
Planning
1
HDR
2
RTKL
Construction Management
1
Niken
2
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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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단위 : 억원)
649
150
280
139
294
290

위의 표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에서도 충분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
다.62) 순수한 전통적 의미의 건축설계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전체매출의 약 65%로 35%의
매출은 기타 유관서비스에서 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겐슬러의 경우 2009
년 인테리어분야에서만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3,000억을 넘어서는데, 이는 전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아래 그림은 AURI에서 508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
사 자료로, 업체별로 관여하고 있는 분야를 중복답변형태로 설문하여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설계와 감리를 주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엔지니어링, 도시설계, 조경 등도 약 3.5~12.6%의 설계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AIA와 같이 주요한 제공 서비스 영역이 아닌 단순 관여분야를 설문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건축설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아직까지 유관분야의 비중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미국 건축사
사무소의 변화 흐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건축사사무소 역시 점진적으로 다양한
업역을 포괄하는 복합형 건축사사무소의 비중이 더욱 증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Ⅱ-7> 업체 관여 분야

이와 같이 건축사사무소의 업역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복합적인 분야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과 기준에 대한 부분도 이를 반영하
62) 복합서비스 업역별 매출은 영국 Building Design에서 2009년 발표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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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업 소유 형태의 변화
<그림11> 미국 건축사사무소의 기업형태는 개인 소유형 건축사사무소(Sole Proprietorships)
가 지난 10년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6년에 전체의 48%를 차지하였
던 개인 소유형 건축사사무소는 2008년 27%로 거의 반으로 급감하였고, 반대로 법인 기업
형이 39%로 가장 비중이 높은 보편적 유형이 되었다. 개인 소유형태의 기업은 창업이 쉽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의 약 70%는 이러한 개인
기업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기업규모의 확장에 따라 이런 개인 기업의 형태는 감소하면

서 점진적으로 기업형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8> 미국 건축사사무소의 기업형태

한국은 10명 미만의 건축사사무소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 5억 미만
의 사무소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63), 아직 이러한 변화는 전체 건축
사사무소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 소유형 건축사사무소
의 설계경쟁력 및 수주 경쟁을 위하여 법인형태의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에 대하여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다시 법인형태로 변화해나가는 발전 모델을 적
용한다면, 창립 1세대가 어느 정도 일선 업무에서 은퇴하고 2세대 및 3세대로 소유권이 전
환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변화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개인 소유 형태에서 법인형태의 건축사사무소로의 변화에 따라 건축설계창작물
63) AURI(2009), 건축설계사무소 실태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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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명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법인이나 건축사사무소 등의 단체 형태로도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의 협력 작업으로 수행되는 건축설계의 작업 과
정과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설계 행위의 속성상,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이 이루
어지는 대부분의 순수예술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의 행사 주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이 어느 분야보다 많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64)
(3) 공동 작업의 확대
각각의 개별 건축사사무소는 자신의 특징적 성격에 따라 비교 우위의 강점을 가진 분야도
있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속하는 분야도 있게 마련이다. 건축주는 항상 자신의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건축사사무소를 찾게 마련이므로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건축사사무소별로 이
런 강약점의 조합을 통해 상호 상보적인 건축사사무소 간에 프로젝트 단위로 연합하여 업무
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향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표

Ⅱ-25> 미국 설계사무소의 규모별 업무수행 현황

전체 합계

1

2 4

～

5 9

～

10 19

～

20 49

50 99

～

100+

비고

83

80

85

91

86

87

83

78

-

5

9

6

4

4

4

4

7

-

조인트 수행

7

4

3

3

3

7

10

9

-

기타

4

7

5

1

7

2

3

6

-

회사 유형

～

(매출액 비율, 단위: %)

책임
건축가(AOR)
부간사로
업무수행

위의 표는 미국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수행 비율 현황을 그 규모에 따라 요약한 것으로, 2008년
미국 건축사사무소들이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비율은 매출액 대비 평균 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도의 수치에 대비하여 2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20명 이상 건축사사
무소는 그 이하 규모의 건축사사무소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협업수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 중 D사의 경쟁 프로젝트를 연도별 지분변화로 표현
64) 심영섭, “건축저작물 저작권의 특성과 실무적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7호 통권
105호), 1997.07,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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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전체 경쟁 프로젝트에서 자사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에는 42%였으나,
2009년에는 31%로 감소하였다. 이는 서로 경쟁력이 있는 설계회사간의 협업 업무수행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런 협업의 확대와 아울러 자신의 설계비 지분금액은 축소되어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Ⅱ-9> D사의 경쟁프로젝트 지분구조 변화

(단위 : 억원)

이와 같이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서 건축사사무소간 프로젝트 단위로 연합하여 업무를 추
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증
대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간 joint-venture 형식의 협력설계의 경우, 각자의 참여 영역과 기
여도 등에 따른 저작권의 지분이나 대표권의 행사 관계를 작업 참여자들 간에 명확히 밝혀
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국내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건축사사무소의 국내진
출과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설계
의 경우, 국제적 경험이 부족한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주의한 대응으
로 예기치 못한 분쟁에 빠지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 협력설계의
경우 계약에 앞서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이나 가입한 국제 협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관련법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지식재산권의 권리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하여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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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 증대

건축설계 산업은 건축 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변동성이 큰 산업 분야로,
2000년대 중반의 활황 시점에는 당시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설계경기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설계수주규모가 급격하게 저하되
고 있다. 세계 건축설계시장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으나 2009년 상위 46개국 건축설계
시장의 합계가 12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29조원), 중국(11조원), 일본(10조원)의 순서
로 나타나며, 국내 건축설계시장의 규모는 CM 및 감리 용역까지 포함했을 때, 2000년대 초
반 약 2조 6천억 원이었으나 2008～09년 현재 4조원 내외의 시장으로 성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사사무소는 2008년을 기준으로 7,387개소이나 88%의 사무소가 10명 미만
의 영세한 규모이며 100명 이상의 사무소는 82개소로 1.1%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총
18,729개소의 사무소 중 100명 이상의 사무소가 312개소로 전체의 1.7%이므로 우리나라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영세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는 100명 이상 건축사사무소가 0.7%이
나 매출비중은 30.5%에 달하여 미국은 1.6%인 100명 이상의 사무소가 36%의 매출을 차지
한다. 아틀리에형 소규모 사무소와 대형사무소의 양극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
지만 상위 그룹 건축사사무소 사이에서도 또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
년간 5～10%대의 성장을 보이는 타 사무소에 대비해서 선두권 회사는 20～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 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불균형한 건축설계 산업구조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설계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서
비스 업역을 다양하게 펼치거나, 회사의 소유 형태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친환경설계나 BIM과 같은 새로운 설계방식이 도입되
고 있다. 또한 WTO, FTA, MRA 등으로 인한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상대적
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반 건축설계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창작활동 유인 등 건축설계창작물의 질적 제고
를 위한 정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가 발효되면서 건축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격상호인정(MRA) 협의가 본격화되고 외국 건축사의 활발한 국내 진출과 한국 건축
사의 외국 진출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잠재적이나 향후 필연적으로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
축설계창작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분별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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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이나 정책적 노력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일각에서는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예술성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물
의 창작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장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건축사
협회에 의해 각각 작성된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표준계약서상 건축사가 저작권 등 법적권리
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저작권은 건축을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게 하는 동
시에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건축물 설계자 고
유의 창의적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통해 건축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건축물 및 건축문화의 수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관련 법령의 보완을 통해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구체화65)하여 건축설계창작
물의 질적 제고와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있어 건축사 고유의 창의적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건축설계전문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
려운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다. 아직까지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인식
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 등록률이 낮아서 활발한 이용이 이루
어짐을 전제로 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얼핏보면 바람직하여 보이나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도의
틀 안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이 충돌하지 않을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긍정적 효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
장규모적인 문제 이외에도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현재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이 건축설계창작
물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존
의 법체계에서는 각각의 법익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중심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
지는 건축설계창작물의 기능에 대한 사항 및 미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건축설계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권리확정의 범위를 확정짓지 못하고, 침해의 판
65) (가칭)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건축저작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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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위한 기준 역시 개별적 법익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건축설
계창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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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건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간,
공간과 공간, 공간과 환경 등의 다양한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건축물이라는 최종 산물
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종사자들이 의도하는 건
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요소, 공학적 요소, 구조적 요소, 환경적 요소, 사회적 요
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이들 요소들을 바탕으로 설
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 계획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
게 된다. 여러 단계의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산출되는 건축설계창작물(도면, 계산서, 시방서,
견적서 등)은 설계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벽, 천장, 바닥, 지붕과 같은 3차원의 기본적인 건물
의 구조체에 의해 구체적인 건축공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물을 매체
로하는 내부공간과 건물을 감싸는 외부공간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건축설계 과정 및 단계별
직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미적으로 뛰
어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공학적 지식 및 정보와 함께 미적·디자인적 감각 및 자
질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적·공학적 지식과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 예술성 발휘
를 위한 미적·디자인적 감각은 건축설계종사자가 지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식 및 자질이
며, 이러한 지식 및 자질이 발휘된 구체적인 건축설계창작물들은 인간의 지적․정신적 창작
활동의 산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본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기술적·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기술적․기능적 요소의 설계
창작물들은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미적·예술적 감각으로 창작된 미적․디
자인적 요소의 설계창작물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지식
재산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각각의 요건은 무엇인지, 또 현행법에 의한 보호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뒤이어 오는 제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건축설계의 창작 도구들도 발전하며, 도구의 혁신은 설계 과정, 설계
자의 업무, 설계 산출물 등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의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개선, 지원책의 마련 등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 건설 등 관
련 법 관점에서의 논의는 매우 활발한 편이지만,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 관점에서
의 연구 및 검토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건축설계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과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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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산권법과 다양한 건축 관련 법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법적 보호 현황과 구체적 사례
를 통한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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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행 법령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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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

Ⅰ. 특허법적 보호

1. 법제도 내용

가. 서 론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이란 건축설계창작
물 전부 혹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건축설계창작물의 속성 중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
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다. 즉 건축설계창작물이므로 당연히 특
허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축설계창작물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일 때 비로서 특허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제2장 제3절에서 제시된 바 있는 표
Ⅱ-25는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볼 때 건축설계창작물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건축설계창작물에 존재하는 기술적·기능적 부분 혹은 요소가
제시됨으로써 비로소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설계창작물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건축설계창
작물은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특허법이 제1조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특허제도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
에 제도의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독
점배타권을 허여하는 한편 공중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여 사회 전체에 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요컨대 모든 건축설계창작물이 당연히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특허권 보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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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건축설계의 단계별 직능 및 산출물

⇨

건축 설계에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산출되는 건축설계창작물
계획설계>

<

o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도면, 심의도서(심의대상인 경우), 모형(Sketch

수집하는 연구기술
o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대안을 평

또는

Study Model),

관련분야(환경 교통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계획서 등

가할 수 있는 비평적 사고
o

현장조사보고서, 법규검토서, 건축계획서, 건축



건축주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이용자들의 성격

중간설계>

<

에 대한 이해
o

넓은 범위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분야별 시방서, 일반도면 및 상세도면, 모형

o

건축자재와 부품, 체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및 투시도 특수분야(차음, 방음, 방진, 무대, 전

함께 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식

시, 주방, 음향 등) 계획검토서 등



차원과 3차원 속에 공간적 사고의 능숙도

o 2

실시설계>

o

설계개념과 해석을 그래픽 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

o

가능한 설계도구와 기술을 위한 지식과 재주

공사시방서, 설계개요, 공사비 내역서, 인허가 관

o

건축법, 기준규칙에 대한 이해

련 자료, 일반도면, 상세도면, 특수분야 도면 등

o

건물의 경제성과 비용조적의 지식

o

대화와 문서로 상호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시공
벽, 천장, 지붕 등 3차원의 기본적 구조체 탄생

⇩

→

내부공간 + 외부공간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보호

‣ 기술적․기능적 요소 :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 미적․디자인적 요소 :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나. 건축설계창작물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의미
(1)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공간 혹은 그 형성의 과정
그렇다면 건축설계창작물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란 무엇인가. 우선,
'기술적 사상’이란 구체적 형체가 아닌 추상적 관념을 의미하는 바, 예컨대 건설용 자재, 건
설용 장비, 각종 건설 공법 등이 특허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눈으로 관찰되는 그 구
체적인 유형물로서의 고강도 강판의 형태가 특허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 강판
을 구현하게 된 기술적 사상, 즉 고강도 강판에서 ‘고강도’ 성능을 가능하게 한 화학적 구성
성분 및 구체적 조성비가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다.66)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한 사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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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적 사상이 순수한 수리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중력 등 자연의 법칙의 원리에 근거
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건축설계창작물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란 무엇인지를 생각
해 본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란, ①‘건물의 형태,
구조, 재료, 공사 방법, 비용 따위를 결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 따위를 작성하
는 일’, ② ‘개개 건축주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또한 시각적, 형태적
차원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③프로젝트의 목적, 즉 시설의 사용자, 주요 활동 및 기
구조직 간의 관계, 기능적 요구사항, 예산, 장래의 확장이나 용도변경, 공간의 이용계획을 포
함하여 부지가 가진 여러 제약점 및 잠재적 가능성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인을 할 때 해결해
야 할 문제를 규명하고 디자인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단계에
서 규명된 프로젝트의 목적과 개념을 바탕으로 규명된 조건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적합한
건축적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설계)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67) 또한 건축설계
는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적 제약 속에서 시도되는 기
술적 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과제는 건축설계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
라 공간의 형성과 함께 달성되어가는 것이다.
<표

Ⅲ-27> 건축설계과정의 진행에 따른 공간의 형성

구조 요소

(벽, 기둥, 창 등)

⇨

공간 요소
(실 등)

⇨

종합 공간

⇨

최종 형태
(건물)

ö
설비 요소
(공조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

즉,

건축설계창작물에 있어 기술적 과제는 동선의 단축, 공간효율성의 증대, 단열효과의
증대 등 다양하겠으나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공통적으로, 벽, 기둥, 창 등
의 구조 요소와 공조 설비, 상하수도 설비, 전기·기계 설비 등의 설비요소와 같은 세부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단위공간인 실(室)을 만들거나, 그 단위 공간 요소를 결합하고 배치하여
하나의 종합공간을 만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개의 종합공간들을 결합하고 배치하
66) 예컨대 “연신율이 우수한 고강도 강판 및 그 제조방법”(특허출원 제2010-0132174호)이 특허권의 보호를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 “1. 중량%로, C: 0.07~0.2%, Si: 2.0%이하(0은 제외), Mn:
3.0~7.0%, P: 0.03%이하(0은 제외), S: 0.015%이하(0은 제외), Al: 1.3~3.0%, N: 0.02%이하(0은 제외), 잔
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이루어지며, 미세조직은 면적분율로 10~40%의 오스테나이트와 잔부 페라
이트로 이루어지는 연신율이 우수한 고강도 강판.”
67) 본 보고서 제2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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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공간의 배열·배치된 형태(물건의 발명의 경
우), 혹은 그러한 공간의 배열·배치된 형태를 구현하는 방법(방법의 발명의 경우) 등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건축설계창작물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것이라 하겠다.
(2)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 vs 비(非)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설계창작물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공간 요소의
배열·배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공간 요소의 배치(레이아웃)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건축설계창작물을 건축설계과정에서 창작되는 일체의 산출물이라고 할 때, 건축설계과정에서는
공간 요소의 배열·배치 정보를 담은 건축계획서, 건축도면, 모형 등만 아니라, 공간을 형성
하는 세부 구성요소인 벽, 기둥, 창 등의 구조 요소나 공조 설비, 상하수도 설비, 전기·기계
설비 등의 설비요소의 기능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를 레이
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이라 한다면 후자는 비(非)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로 부를 수 있겠다.
아래 실용신안 등록 사례는 양변기를 수용하도록 구획된 별도의 실(室), 샤워부스, 세면기
를 사용하도록 독립 구획된 실(室)을 공간 요소로 갖는 간단한 형태의 레이아웃 건축설계창
작물이다. 간단하기는 하지만 공간의 배열·배치를 통한 기능적 효과를 목적한다는 점에서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로 봄에 문제가 없다.
<표

Ⅲ-28>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공동 주택의 설계구조, 실용신안 등록 제20-0380652-0000호
대표도면

청구항

1

항

양변기와, 세면기와, 개폐문이 구비된 샤워부스
가 설치되고, 래치가 내장된 문손잡이가 설치된
여닫이식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구성된 공
동주택의 화장실에 있어서,
상기 양변기를 수용함과 아울러 이 양변기와 상
기 샤워부스를 구획하는 구획실을 형성하되, 이
구획실에는 상기 여닫이식 출입문에 대하여 직
각 된 위치에 상기 여닫이식 출입문을 수용하기
위한 문설주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
주택의 화장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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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9> 구조물의 베어링장치 및 그 시공방법, 출원 제2009-0102916호
대표도면

청구항

1

항

하부구조물에 대하여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구
조물의 베어링장치에 있어서,
상기 하부구조물과 상기 상부구조물 사이에 개
재하도록 상기 하부구조물에 결합되는 플레이트;
상기 플레이트 및 상기 상부구조물 중 어느 하
나에 마련되어 상기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받는
슬라이딩패드; 및
상기 플레이트 및 상기 상부구조물 중 다른 하
나에 마련되고 상기 슬라이딩패드와 접촉하여
판면방향으로 슬라이딩되는 슬라이딩면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의 베어링장치.

위 예시는 특허분류 E04H-009/02에 속하는 특허출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대표도면과
대표청구항으로 간단히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은 기둥 등과 같은 하부구조
물과 바닥슬라브 등과 같이 하부구조물의 상측에 적층되는 상부구조물을 갖는데, 이 때 상
기와 같은 베어링장치는 하부구조물과 상부구조물 사이에 개재하여 상부구조물을 하부구조
물에 대하여 지지하며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종래의 베어링장치는 하부구
조물에 결합되는 플레이트, 상부구조물에 결합되는 상부플레이트, 및 플레이트와 상부플레이
트 사이에 배치되는 탄성재질의 지지패드를 구비하면서, 수직방향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지패드로 하여금 탄성변형에 의해 진동을 흡수 또는 감쇠하게 하고, 수평방향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지패드가 전단변형되어 상부구조물의 하부구조물에 대한 상대적 이동을 허용
하게 한다. 그런데 지지패드의 전단변형에 의해 수평방향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이동 허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베어링장치의 높이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수평방향의 진동이
지지패드의 전단변형에 의해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구조물이 베어링장치
및/또는 하부구조물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구조물의 중대한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출원발명은 간단한 구성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원활하게 슬라이딩 가능하게 구조물을 지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진동에 대한 안전
성을 향상시킨 구조물의 베어링장치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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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간 요소의 기능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로 또 다른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표

Ⅲ-30> 마루블록 장치, 출원 제2010-0122509

대표도면

청구항

1

항

격자로 마루가 구성되도록 단위격자 형태의 상
판을 구비하는 블록본체,
걸림 돌기와 걸림 구멍을 구비하고 상기 블록본
체의 각각의 측면에 배치되는 격자조립부,
상기 상판의 높낮이와 기울기를 조정하는 틸트
모듈, 그리고
상기 마루 상의 전자 장비에 무선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무선동력전달부를 포함하는 마루블록
장치

위 출원발명은 특허분류 E04H-003/24에 속하는 것으로 무대 바닥을 구성하는 마루블록장
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나 합판마루블록이 무대 바닥의 구성을 위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목재나 합판마루블록은 나사, 못 등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해 무대
바닥을 제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공연 시나리오에 따라서 무대 바닥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무대 바닥에 경사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대 장치들이 설치
되어야 했으며, 무선 충전 기능이 없으므로 공연에 사용되는 전자 장비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전기선을 사용함으로 인해 공간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 출원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하여 무대 바닥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마루블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블록본체는 조립 및 분리될 수 있는
블록형태로 제공되며, 틸트 모듈이 구비되어 있어 무대 바닥의 경사면 및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선동력전달부를 포함하여 이동식 무대 장치나 조명 장치와 같은 전자
장비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기의 베어링장치와 마루블록장치는 건축설계과정에서 산출되는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건
축설계창작물로 불리울 수 있고, 실제로 특허출원시 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건축설계관련
기술에 구조요소의 일부 구조나 재료를 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다.68) 그러나
68) 실제로 베어링장치와 마루블록장치의 출원 사례는 IPC 코드상 건축설계 관련 분류인 E04H에 분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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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우 공간의 레이아웃 자체를 기술적 사상으로 하지 않고
레이아웃에 결합된 구조요소나 설비 요소의 기능적 개선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기계
분야 기술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 즉 공간 자체를 다루는 건축설계창작물로
발명의 성격을 굳이 구분 지을 큰 실익은 없다고 하겠다.
(3) 국제특허분류
건축설계창작물은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라 한다)69)상
고정구조물(주로 건축, 토목 관련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에 관한 “E섹션70)”의 하위그룹인
E04(건축물)로 분류된다. 특히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은 ‘건축물의 layout과 관련된 특정
목적의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E04H"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71) 건축물
의 구조요소나 설비요소들이 E04B, E04C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E04H에서 공간 요소
의 결합이나 배치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레이아웃, 주거를 위한 건축물, 아파트 등이 발
견된다. 그러나 E04H에 속하는 발명이 전부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은 아니다.
<표

E04B

Ⅲ-31> IPC E04(건축물)의 서브클래스

건축구조일반; 벽, 예. 칸막이벽; 지붕; 바닥; 천정(天井); 건축물의 절연(絶緣) 또는 기
타 보호(保護)(벽, 바닥 또는 천정내 개구의 가장자리 구조 E06B 1/00)

E04C

구조요소, 건축 재료(교량(橋梁用) E01D, 절연(絶緣) 또는 다른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것 E04B, 건축 보조구로서 사용되는 요소 E04G, 터널용 E21D, 광업용 E21,
건축 공학보다도 넓은 적용 범위를 갖는 구조 요소 F16

E04 E04D
E04F
E04G
E04H

지붕 잇기; 천창(天窓); 물받이 홈통; 지붕 공사용 공구(플라스터 또는 다공성(多孔性)
재료에 의한 외벽의 피복 E04F 13/00)
건축물의 마무리, 예. 계단, 마루(창, 문(門)

階

E06B)

비계(飛 ); 거푸집; 거푸집 널; 건축용 기구 또는 기타 건축용 보조구 또는 그것들의
사용; 현장에 있어서의 건축 재료의 취급; 현존하는 건축물의 보수, 해체 또는 기타 작업

築物

水

水槽

특정 목적의 건축물 또는 유사한 구축물(構
); 수영(
泳) 또는 물놀이용 수조(
또는 풀(pool); 마스트(mast); 울타리; 텐트 또는 차양 일반(기초 E02D)

)

다.
69)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라 함)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
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별 분류기호로써 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배포 및 관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다(특허청 용어 사전 참조).
70) Section E : Fixed Constructions
71) 최병석, 「건축레이아웃과 레이아웃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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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04H 1

E04H3

E04H 5
E04H 6
E04H 9

E04H 1/00
E04H 1/02
E04H 1/04
E04H 1/06
E04H 1/12
E04H 1/14
E04H 3/00
E04H 3/02
E04H 3/04
E04H 3/06
E04H 3/08
E04H 3/10
E04H 3/12
E04H 3/14
E04H 3/16
E04H 3/22
E04H 3/24
E04H 3/26
E04H 3/28
E04H 3/30
E04H 5/00
E04H 5/02
E04H 5/04
E04H 5/08
E04H 5/10
E04H 5/12
E04H 6/10
E04H 9/00
E04H 9/02
E04H 9/04
E04H 9/06

Ⅲ-32>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IPC E04H

거주 또는 사무 목적에 대한 것 또는 건축물의 그룹; 일반적인 레이아웃
주거(住居); 일반적인 거주(居住)를 위한 건축물
이층(二層) 이상의 높이로 배치된 아파트
사무소 건물; 은행
옥외(屋外)에 세워진 또는 건축물내에 배치된, 제한된 용도를 가진 소규모의
건축물 또는 기타 건축물
전화 박스(box)
공공 또는 유사한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공공 건축물
호텔; 자동차여행자 숙박소(motel); 커피점; 음식점; 상점; 백화점
셀프 서비스의 장치를 구비한 음식점 또는 상점
박물관; 도서관
병원, 진료소 또는 유사한 건축물; 학교; 형무소
회합(會合), 오락 또는 스포츠를 위한 것
연단(演壇), 관람석 또는 관객을 위한 테라스(terrace)
체육관; 다른 스포츠용 건축물
수영을 위한 것(수영 또는 물놀이용 수조 또는 풀(pool)
극장; 연주회장(concert-hall); 방송, 영화, 텔레비전 또는 유사 목적을 위한 스
튜디오 (studio)
무대의 구조 형태
회전 무대; 낮게 할 수 있는 무대
이동 또는 휴대할 수 있는 연단(演壇)
강당의 구조 형태
공업 또는 농업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공업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변전소(變電所), 출장소(出張所), 개폐소(開閉所)
농업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냉각(冷却) 플랜트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축물
냉각 탑(塔)
승용물을 이동 또는 승강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을 갖지 않는 것
불규칙한 외부의 영향
지진 또는 지반 침하(沈下)에 견디는 것
공습 또는 다른 전쟁 행위에 대한 것
건축물내에 배치되는 구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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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H 9/08
E04H 9/10
E04H 9/12
E04H 9/14
E04H 9/16
E04H13 E04H 13/00
E04H14 E04H 14/00

건축물의 하부에 배치된 구조물
독립된 대피소; 독립된 파편 방호벽의 배치
지반면보다 완전히 하부에 있는 것
기타 위험한 영향에 대한 것
가혹한 조건에 대한 것
묘(墓)기념건조물; 묘(墓); 영안치소(靈安置所); 납골당(納骨堂)
이 서브클래스의 메인 그룹1/00으로부터13/00의 어느 것에도 포함 되지 않는,
다종의 복합 목적을 가진 건축물

다. 건축설계창작물의 진보성 판단
건축설계창작물이 특허성을 인정받으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 외에
기존의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선행기술 대비 새롭지 않거나, 혹은 출원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그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의 판단은 선행기술과 특허출
원 발명을 일대일로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만, 진보성의 경우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는
추상적 관찰자의 시점을 상정하는 것이어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상이 공간적 구성요소의 배치라는 점
에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비(非)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의 경
우 구조요소나 설비 요소의 기능적 개선을 기술적 사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계, 전자 등
여타 기술분야 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과 크게 다를 점은 없을 것이다.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성 판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
하여 특허청은 2008년 8월「건축설계(Layout)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설계 분야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을 보면, 첫째, 발
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여부, 둘째,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여부이다.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고려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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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 방법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

<표

Ⅲ-33> 건축설계 분야의 진보성 판단방법

고려 사항

인용발명의 시사
과제의 공통성
기능 또는 작용의 공통성
기술 분야의 관련성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또는 호적화
균등물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공간의 단순한 용도 변경, 공간의 단순한 형상
또는 배치의 한정이나 변경,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 또는 삭제)
사용자 측면에 대한 효과(프라이버시 확보, 동선 단축, 조망권 확보)

개선된 효과가 있는지

여부

구조적 측면에 대한 효과(건축물의 강도증진, 보수 구조 변경 용이)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시공성 향상, 공간 이용효율 증대, 조립 해체 및 재활
용 용이)
환경적 측면에 대한 효과(열환경 계획, 빛환경 계획, 음환경 계획)
기타(방재 및 피난계획, 환기 및 통풍계획)

특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용 발명의 효과
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는데,
심사지침은 건축설계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 기재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
를 들고 있다.72)
(1) 사용자 측면에 대한 효과
① 프라이버시 확보: 사용자의 이용공간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3세
대 거주형 주택에서 각 세대를 공간적으로는 상호 연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차
단하거나 화장실의 이용공간은 최대로 하면서 시선은 차단하는 효과 등
② 동선 단축: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앙에 서비스 공간
을 집약하여 동선을 단순화함으로서 사용자의 거주성을 증대시키거나 주부의 생활
패턴에 따른 설비와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동선 단축으로 인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 등
③ 조망권 확보: 사용자의 특정 방향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
면 강이나 숲 등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거나 남향을 선호하는 경우 특정 구성으로
72) 특허청, 「건축설계(Layout)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2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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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건축물의 더욱 많은 면이 남향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는 효과 등
(2) 구조적 측면에 대한 효과
① 건축물의 강도증진: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단위 공간의 형상
(예: 육각형) 또는 주어진 구체 및 단위공간의 배치에 의한 건축물의 내진, 내풍
등의 구조적 강도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등
② 보수, 구조 변경 용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보수나 구조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
(3)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
① 시공성 향상: 건축물의 시공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MC(Modular Coordination)에 의한 평면 및 입면계획이나 건축물의 유닛화
로 공장생산이 가능해지고 기계화 시공 및 시공속도를 향상시킴으로서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등
② 공간 이용효율 증대: 주어진 공간 내에서 공간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복층구조로 거실은 높은 천장으로 하고 침실은 복층으로 해서 사용가능한 실을
증대시키거나 주어진 특정 평면(예: 삼각형)에서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로 하는 등
주어진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공간을 최대로 하여 공간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 등
③ 조립, 해체 및 재활용 용이: 한번 설치되더라도 분리 및 이동 가능하여,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고 해체시 부재가 파손되지 않아 해체된 부재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철거 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등
(4) 환경적 측면에 대한 효과
① 열환경계획: 건축물의 열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태, 구조, 배치 등
의 건축계획적 방법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하거나 설비계획을 통한 건축설비에
의해 열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② 빛환경계획: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빛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채광 계
획에 의해 빛을 유입 또는 차단하거나,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조합하여 조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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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I(Permanent Supplementary Artificial Lighting in Interior): 실내상시보조
인공조명)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창의 현휘(눈부심) 조절계획을 통해
직사광은 차단하면서 최대의 빛을 유입시켜 눈부심을 방지하는 효과 등
③ 음환경계획: 건축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연,
연극 등 언어를 사용하는 실의 경우는 잔향시간을 짧게 하여 음의 전달을 명료하
게 하고, 오페라하우스 등 음악을 목적으로 하는 실의 경우는 잔향시간을 길게 하
여 음의 전달을 풍부하게 하면서 음의 집중이나 반향(에코)은 방지하여 음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이나 진도을 방지하는 효과 등
(5) 기 타
① 방재 및 피난계획: 재난에 대한 방어를 위한 설계나 재난 발생 시 대응이나 피난계획 등
② 환기 및 통풍계획: 건축물 내부의 공기를 외부와 순환시킴으로서 실내의 공기질을
개선시키거나 건축물의 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험적으로 건물의
배치와 형상에 따른 기류변화에 대해 창문의 형상과 위치를 결정한다거나 굴뚝
효과를 이용한 자연형 냉방계획 등
<표

Ⅲ-34> 진보성 인정 사례(1)

<복도형 아파트, 특허 10-0778809>

‣ 발명의 내용
남쪽으로 뻗은 복도를 기준으로 좌,우 양측으로 최소 3 세대씩 배치하여 층별로 6세대를
형성하되, 우측으로 향하는 3 세대는 남동향으로 배치하고, 좌측으로 향하는 3 세대는
남서향으로 배치하여 정남향으로 향하는 세대가 없도록 함으로써, 여러 아파트를 종횡으
로 시공하여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더라도 앞쪽 아파트 또는 옆쪽 아파트에 시야가 가리
지 않으므로 조망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며, 전 세대 모두 남향(남동,남서) 아파트가 되고,
각 세대별로 4-BAY의 실내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6세대가 공통으로 복도를 이용함으로 공유면적이 그만큼 감소하여 더 만은 세대를 건설
할 수 있는 복도형 아파트
‣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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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진보성 인정 사례(2)

<정원을 갖는 공동주택, 특허 10-1010250>

‣ 발명의 내용
층별로 거실 쪽 모서리 양측 발코니를 상,하 엇갈리게 구성하되 돌출된 발코니에는 거실
안쪽으로 발코니를 연장하여 마당, 대청 및 텃밭 등의 정원공간으로 확장하고 돌출되지
않은 발코니를 거실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거실의 전용면적이 줄지 않으면서 발코니와
거실의 일부분에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또한 층별로 정원들이 양측으로 엇갈리게 배치
되어 각 정원은 2개 층 높이로 상부 공간이 확보되어 채광성이 향상되는 정원을 갖는
공동주택
‣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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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진보성 부정 사례(1)

<노후화 아파트의 주차면적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방법>
‣ 발명의 내용
노후화된 아파트의 상호 마주보는 주호동의 사이공간에는 1층 내지 복층 이상의 주차장
을 신축하되 그 신축된 주차장의 각 층과 그 각 층과 인접하는 주호동의 해당 층 간에
는 연결통로를 형성시키고, 상기 신축된 주차장의 옥상은 입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며, 상기 주차장과 인접하는 주호동의 해당 층은 주호동의 상부 층을 연결하는 통
로 및 입주민들을 위한 공용공간을 형성시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노후화 아파트의 주차
면적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방법
‣ 대표 도면
[출원 발명]
[인용 발명]

‣ 거절 이유
양자 모두 주차장과 주호동 해당층 간에 연결통로 및 공용공간을 형성한 것이 실질적으
로 동일하고 연결통로 및 공용공간을 휴식 공간(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당업자간에 자명한 기술이며 상승된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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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진보성 부정 사례(2)

<주택의 복층구조>
‣ 발명의 내용
거실과 복수 개의 침실이 배치된 주택 구조에 있어서, 상기 거실의 일 측에는 거실에서
왕래할 수 있는 제1복층부가 배치되고, 상기 침실 내의 상부 일 측에는 침실 내에서만
왕래가 가능한 제2복층부가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의 복층 구조
‣ 대표 도면
[출원 발명]

[인용 발명]

‣ 거절 이유
당업자에게 있어 복층구조는 공지된 기술이며, 발명의 목적 및 효과도 양자 발명이 극히
유사하고, 특정 공간에 복층부를 형성하는 것과 상기 복층부를 특정 공간에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
로 판단되어 진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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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 관련 발명의 출원 및 등록 현황

이하에서는 건축설계 관련 발명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출
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전
반적인 기술창출 현황이나 제도이용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등록 현황이 아닌 출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건수는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 등 특허성 판단을 한
후 등록된 건수만을 셈하는 것이므로 출원건수 대비 등록건수, 즉 등록률을 통해 심사의 엄
격함이나 기술의 고도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하다. 물론 출원건수나 등록률로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73) 출원건수나 등록률 하나만을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참고
자료에 비추어 출원건수나 등록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제도 이용자의 특허제도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제도 이용자의 출원활동, 즉 출원건수를 살펴보았다(가. 건축물 관련 기술분야
출원 현황). 건축설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의 출원건수를 한국, 미국, 일본
간에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출원활동이 외국 대비 높은 수준인지 또는 낮은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출원에는 특허출원 뿐 아니라 소기술에 대한 특허제도라
고 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까지 포괄 하여 관련 기술분야에서의 출원활동이 모두 파
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건축설계 발명이 속하는 특허기술분류 E04H에 대한 특허등록률을 살
펴보았다(나. E04H(IPC)의 등록 현황).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우 공지의 공간 요소를
배치하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가능한바, 한국의 심사가 외
국 대비 지나치게 엄격하여 의욕 있는 건축설계자의 출원의욕을 꺾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 분석과 관련해서는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등록건수만으로 특허등록률
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무심사 실용신안등록제도
(1999년 도입, 2006년 폐지)의 실시로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를 포함할 경우 온전한 등록률을
파악하기 힘들고, 일본의 경우 여전히 무심사 실용신안등록제도를 존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E04H의 각 세부분류별로 출원 활동 및 등록률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
로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의 출원 활동 및 등록률을 분석하였다(다. E04H(IPC)의 각 세부
분류별 출원 및 등록 현황). 한국, 일본, 미국의 3개국 비교를 통하여 가장 출원이 활발한 상
73) 예컨대 특정 기술분야에서의 출원건수가 낮은 경우, 이는 그 특정 기술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 저조한 결과
일 수도 있지만 동종 업계 종사자의 특허제도 이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저조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유사
기술분야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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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대 분야를 도출하고 등록되는 정도(등록률)를 비교하였다. 출원현황에 대해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를, 등록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
가. 건축물 관련 기술분야 출원 현황74)
건축설계창작물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IPC 최상위분류로는 고정구조물(E) 섹션, 그리고 고
정구조물(E) 섹션 중 건축물(E04)에 속한다.75) 건축물(E04)은 다시 다음 표의 세부분류로
구분되며 이들 중 공간의 배치 등을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건축설계창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목적의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E04H"이다.76)
<표

E04B

Ⅲ-38> IPC E04(건축물)의 세부분류

건축구조일반; 벽, 예. 칸막이벽; 지붕; 바닥; 천정(天井); 건축물의 절연(絶緣) 또는 기타 보
호(保護)(벽, 바닥 또는 천정내 개구의 가장자리 구조 E06B 1/00)

E04C

구조요소, 건축 재료(교량(橋梁用) E01D, 절연(絶緣) 또는 다른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
된 것 E04B, 건축 보조구로서 사용되는 요소 E04G, 터널용 E21D, 광업용 E21, 건축 공
학보다도 넓은 적용 범위를 갖는 구조 요소 F16

E04D
E04 E04F
건 E04G
축
물

지붕 잇기; 천창(天窓); 물받이 홈통; 지붕 공사용 공구(플라스터 또는 다공성(多孔性) 재
료에 의한 외벽의 피복 E04F 13/00)
건축물의 마무리, 예. 계단, 마루(창, 문(門) E06B)

E04H

階

비계(飛 ); 거푸집; 거푸집 널; 건축용 기구 또는 기타 건축용 보조구 또는 그것들의 사
용; 현장에 있어서의 건축 재료의 취급; 현존하는 건축물의 보수, 해체 또는 기타 작업

築物

水

水槽

특정 목적의 건축물 또는 유사한 구축물(構
); 수영(
泳) 또는 물놀이용 수조(
는 풀(pool); 마스트(mast); 울타리; 텐트 또는 차양 일반(기초 E02D)
E04H 1/00 거주 또는 사무 목적에 대한 것 또는 건축물의 그룹; 일반적인 레이아웃
E04H 1/02 주거(住居); 일반적인 거주(居住)를 위한 건축물
E04H 1/04 이층(二層) 이상의 높이로 배치된 아파트

)

또

E04H 3/00 공공 또는 유사한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공공 건축물
E04H 3/02 호텔; 자동차여행자 숙박소(motel); 커피점; 음식점; 상점; 백화점

…

74)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75) 고정구조물(E)에 속하는 기타의 하위분류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E01 도로, 철도 또는 교량의 건설; E02 토사(土砂)의 이송(移送); 기초; 수공(水工); E03 상수(上水); 하수(下
水); E05 자물쇠; 열쇠; 창(窓) 및 문(門)의 부속품; 금고(金庫); E06 도어, 창(窓), 셔터 또는 롤러 블라인드
일반; 사다리; E21 지표 또는 암석의 굴착(掘鑿); 채광(採鑛); 이 섹션에서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주제 사항.
76) “E04B” 등 “E04H"외의 분류는 건축설계의 구성요소는 될 수 있지만 건축설계창작물 그 자체가 된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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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일본에서의 출원활동을 비교한 결과, 3국 모두에서 E 섹션 전반에서의 출원활
동은 다른 기술분야(A, B 섹션 등)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한국, 일본, 미국 3국 모두
전체 출원건수 대비 6% 미만), 이는 건설분야 기술인 E 섹션의 속성상 기술의 혁신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시되는 탓이라고 보인다. 오히려 한국의 출원율이 일본과 미국 대비 높은 편
이어서 건축분야 전반적으로 한국의 출원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
다. 한편, 기술분야를 건축설계창작물이 속하는 기술분류인 E04H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정
하여 한국, 일본, 미국을 대비하였을 경우 전체출원건수 대비 각 분류에 해당하는 발명의 출
원률은 3국가 모두 0.1%~0.3% 대의 수준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E04H의 출원활
동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출원활동이 일본과 미국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Ⅲ-39> 건축물 관련 출원활동 : 한국
H - 전기
G - 물리학
F - 기계공학, 조명,
무기, 폭파
E - 고정구조물
D - 섬유, 지류
C - 화학, 야금
B - 처리조작
A - 생활필수품

年

2000

2001

年

2002

年

2003

年

2004

年

가열,

2005

年

전체출원건수

132,452

138,488

138,433

151,575

167,634

179,771

군 출원건수

6,390

7,595

7,244

8,334

9,282

10,211

군 출원비율

4.82%

5.48%

5.23%

5.50%

5.54%

5.68%

E
E

E04

출원건수

1,877

2,140

2,170

2,458

3,012

3,283

E04

출원비율

1.42%

1.55%

1.57%

1.62%

1.80%

1.83%

E04H

출원건수

363

453

447

477

489

526

E04H

출원비율

0.27%

0.33%

0.32%

0.31%

0.29%

0.29%

年

2006

2007

年

2008

年

2009

年

2010

年

-

전체출원건수

178,092

180,396

198,810

172,368

155,858

-

군 출원건수

9,529

8,296

9,136

9,334

8,777

-

군 출원비율

5.35%

4.60%

4.60%

5.42%

5.63%

E
E

-

E04

출원건수

2,929

2,384

2,639

2,581

2,440

-

E04

출원비율

1.64%

1.32%

1.33%

1.50%

1.57%

-

E04H

출원건수

465

367

462

486

431

-

E04H

출원비율

0.26%

0.20%

0.23%

0.28%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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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0> 건축물 관련 출원활동 : 일본
H - 전기
G - 물리학
F - 기계공학, 조명,
무기, 폭파
E - 고정구조물
D - 섬유, 지류
C - 화학, 야금
B - 처리조작
A - 생활필수품

年

2000

2001

年

2002

年

2003

年

2004

年

가열,

2005

年

전체출원건수

406,588

528,602

526,433

527,422

539,723

535,510

군 출원건수

18,105

16,946

21,101

20,433

19,421

18,517

군 출원비율

4.45%

3.21%

4.01%

3.87%

3.60%

3.46%

E04

출원건수

6,852

6,353

7,681

7,183

6,928

6,574

E04

출원비율

1.69%

1.20%

1.46%

1.36%

1.28%

1.23%

E

E

E04H

출원건수

1,289

1,080

1,098

1,077

1,170

1,152

E04H

출원비율

0.32%

0.20%

0.21%

0.20%

0.22%

0.22%

年

2006

2007

年

2008

年

2009

年

2010

年

-

전체출원건수

488,696

424,401

378,560

319,957

301,578

-

군 출원건수

16,159

13,469

11,207

9,510

6,295

-

군 출원비율

3.31%

3.17%

2.96%

2.97%

3.16%

-

E04

출원건수

5,692

4,632

4,064

3,646

1,700

-

E04

출원비율

1.16%

1.09%

1.07%

1.14%

0.56%

-

E

E

E04H

출원건수

960

751

691

618

436

-

E04H

출원비율

0.20%

0.18%

0.18%

0.19%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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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 건축물 관련 출원활동 : 미국
H - 전기
G - 물리학
F - 기계공학, 조명,
무기, 폭파
E - 고정구조물
D - 섬유, 지류
C - 화학, 야금
B - 처리조작
A - 생활필수품

年

2000

2001

年

2002

年

2003

年

2004

年

가열,

2005

年

전체출원건수

221,425

290,726

308,460

334,305

337,914

345,192

군 출원건수

4,506

5,910

6,656

7,222

7,270

6,920

군 출원비율

2.04%

2.03%

2.16%

2.16%

2.15%

2.00%

E04

출원건수

1,327

1,847

1,963

2,253

2,358

2,210

E04

출원비율

0.60%

0.64%

0.64%

0.67%

0.70%

0.64%

E

E

E04H

출원건수

339

477

544

573

613

539

E04H

출원비율

0.15%

0.16%

0.18%

0.17%

0.18%

0.16%

年

2006

2007

年

2008

年

2009

年

2010

年

-

전체출원건수

358,202

361,544

348,170

320,703

301,578

-

군 출원건수

7,172

7,272

7,098

6,634

6,295

-

군 출원비율

2.00%

2.01%

2.04%

2.07%

2.09%

-

E04

출원건수

2,166

2,126

1,937

1,730

1,700

-

E04

출원비율

0.60%

0.59%

0.56%

0.54%

0.56%

-

E

E

E04H

출원건수

517

531

480

429

436

-

E04H

출원비율

0.14%

0.15%

0.14%

0.13%

0.14%

-

- 79 -

나. E04H(IPC)의 등록 현황77)
E04H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등록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의 등록비율은 일본
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등록률이 과도
하게 높거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림

연도

Ⅲ-10> 과거 15년간(1996~2010)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 E04H/한국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

246

282

299

302

339

333

544

573

613

539

517

155

235

277

286

등록78)

179

206

246

268

275

324

291

272

237

217

190

86

109

153

134

등록률

72.7

73.0

82.2

88.7

88.7

81.1

53.4

47.4

38.6

40.2

36.7

55.4

46.3

55.2

46.8

77) 실용신안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심사등록제도에 의한 실용신안이 포함되면 실제보
다 등록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기 위해 특허출원 건수만을 포함하여 값을 제시
하였다.
78) 여기서의 등록은 당해연도의 특허출원 대비 등록건수를 의미한다.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등록건수 역시 동
일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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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과거 15년간(1996~2010)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 일본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

1423 1430 1373 1289 1221 1011

793

753

805

817

714

624

632

591

491

등록

420

525

520

703

491

464

299

303

285

357

490

453

399

319

331

등록률

29.5

36.7

37.8

54.5

40.2

45.8

37.7

40.2

35.4

43.6

68.6

72.6

63.1

54.0

67.4

<그림

연도

Ⅲ-12> 과거 15년간(1996~2010)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 미국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

246

282

299

302

339

333

544

573

613

539

517

531

480

429

434

등록

179

206

246

268

275

324

291

272

237

217

190

164

146

203

252

등록률

72.7

73.0

82.2

88.7

81.1

97.2

53.4

47.4

41.3

40.2

36.7

30.9

30.4

47.3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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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04H(IPC)의 각 세부분류별 출원 및 등록 현황79)
한국의 특허출원 활동 정도와 등록률을 E04H(IPC)의 각 세부 기술분류 수준에서 외국과
대비해본다.
(1) 한국

80)

한국의 경우 옥외 건축물, 묘기념 건조물 등에서의 출원활동이나 지진 등 내진건설 관련
발명의 출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옥외 건축물, 묘기념 건조물, 내진 건설
영역의 발명은 상당 건수가 공간요소의 조합이나 배열을 다루는 건축설계 부문이라기보다는
샤프트 등 기계적 요소를 특허발명의 청구요소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레이아웃
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이 가장 강한 E04H 1/00, E04H 1/02, E04H 1/04, E04H
3/00 등 다른 E04H내 세부코드에서의 출원활동은 미미하였다.
<그림

Ⅲ-13> 과거 15년간(1996〜2010)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E04H 세부분류별 : 한국

79) 등록률의 경우 실용신안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심사등록제도에 의한 실용신안이
포함되면 실제보다 등록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기 위해 특허출원 건수만을 포함
하여 값을 제시, 출원건수의 경우 발명의 특허성이 아닌 출원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
원도 모두 포함된다(해당 기술분야에서의 발명은 특허 뿐 아니라 실용신안도 포함하기 때문).
80) 1997년〜2011년까지의 누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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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2>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1997년〜2010년까지 누적) : 한국
E04H

E04H
1/12

E04H
13/00

E04H
9/02

E04H

누적건수(1997〜2010)

세부코드

옥외(屋外)에 세워진 또는 건축물내에 배치된, 제
한된 용도를 가진 소규모의 건축물 또는 기타 건
축물
묘(墓)기념건조물; 묘(墓); 영안치소(靈安置所); 납
골당(納骨堂)
지진 또는 지반 침하(沈下)에 견디는 것

기타 위험한 영향에 대한 것

9/14

E04H
1/04

이층(

二層) 이상의 높이로 배치된 아파트

구분

출원

등록(등록률)

특허

273

64 (23%)

실용신안

320

-

특허

281

43 (15%)

실용신안

568

-

특허

164

101 (61%)

실용신안

17

-

특허

46

11 (23%)

실용신안

28

-

특허

68

15 (22%)

실용신안

40

-

※ 실용신안 건수는 무심사등록제도에 따라 출원 및 등록된 건수를 포함

:

록된 실용신안건수에 대해서는 등록률이 무의미하므로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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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제도에 따라 등

<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6

45

28

14

27

22

23

74

83

133

168

201

152

172

49

54

21

8

13

14

13

출원

14

10

7

1

4

4

4

등록

23

14

23

33

36

33

39

등록률

61

71

30

3

11

12

10

출원

15

28

15

8

7

7

11

등록

31

52

85

99

108

64

85

등록률

48

54

18

8

6

11

13

출원

3

3

1

3

7

4

1

등록

3

3

7

7

12

8

4

등록률

100

100

14

43

58

50

25

출원

0

0

1

0

1

1

1

등록

0

0

1

0

8

7

13

등록률

0

0

100

0

13

14

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8

51

69

86

109

153

134

202

193

193

155

235

277

286

19

26

36

55

46

55

47

출원

9

17

14

32

39

59

52

등록

52

58

58

56

83

103

106

등록률

17

29

24

57

47

57

49

출원

8

13

18

18

14

8

10

등록

67

73

46

33

35

26

31

등록률

12

18

39

55

40

31

32

출원

8

8

12

19

41

44

48

등록

11

11

23

28

52

70

77

등록률

73

73

52

68

79

63

32

출원

0

0

1

0

1

1

1

등록

0

0

1

0

8

7

13

등록률

0

0

100

0

13

14

8

년도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등록률
(

E04H

전체

(%)

E04H
001/12

E04H
13/00

E04H
9/02

E04H
9/14

년도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등록률
(

E04H

전체

(%)

E04H
001/12

E04H
13/00

E04H
9/02

E04H
9/14

Ⅲ-43>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연도별)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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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 (E04H 1/12_연도별) : 한국

<그림

Ⅲ-15> E04H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 (E04H 13/00_연도별)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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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 E04H 9/02_연도별) : 한국

<그림

Ⅲ-17>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 E04H 9/14_연도별)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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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경우 지진이 잦은 지리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진 설계 기술분류에 해당하는
E04H 9/04에서의 출원활동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지리적 환경과 필연적 연관성이
없는 거주를 위한 일반 구조물 및 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술분류인 E04H 1/02 및 E04H 1/04
에서의 출원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
는 현상이다.
<그림

<표

Ⅲ-18> 과거 15년간(1996~2011)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E04H 세부분류별 : 일본

Ⅲ-44>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1997년〜2011년까지 누적) : 일본
E04H

E04H
09/02

E04H
1/02
E04H
1/12

E04H-01
3/00

E04H
1/04

누적건수(1997〜2010)

세부코드

출원

등록

3363

1772

주거(
); 일반적인 거주(
)를 위한 건축물 (제한된
업무를 위한 작은 건축물 E04H-001/12)

1172

185

옥외(屋外)에 세워진 또는 건축물내에 배치된, 제한된 용도
를 가진 소규모의 건축물 또는 기타 건축물, 예. 정자(亭
子), 버스 정류소(停留塑) 또는 주유소(注油所)의 대합소(待
合所), 승강장의 지붕, 경비초소, 의장실(衣裝室)(가정용 설
비로서의 가동(可動) 스크린 A47G-005/00)

965

527

묘(墓)기념건조물; 묘(墓); 영안치소(靈安置所); 납골당(納骨
堂)(조각 또는 다른 예술적인 형태 B44)

649

211

483

149

지진 또는 지반 침하(沈下)에 견디는 것(기초

住居

이층(

E02D-027/34)

居住

二層) 이상의 높이로 배치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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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430

1373

1289

1221

1011

793

753

525

520

703

491

464

299

303

37

38

55

40

46

38

40

출원

331

288

263

270

183

182

212

등록

102

85

120

75

121

80

42

등록률

31

30

46

28

66

44

20

출원

166

163

165

127

94

44

35

등록

9

9

8

10

5

1

6

등록률

5

5

5

8

5

2

17

출원

44

151

132

117

91

75

71

등록

10

46

51

44

30

40

46

등록률

23

30

39

38

33

53

65

출원

47

43

64

51

39

52

47

등록

14

16

19

13

5

6

7

등록률

30

37

30

25

13

11

15

출원

10

57

36

60

77

29

33

등록

5

10

17

8

3

2

8

등록률

50

18

47

13

4

7

2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05

817

714

624

632

591

491

285

357

490

453

399

319

331

35

44

69

73

63

54

67

출원

212

243

207

187

204

179

152

등록

58

109

202

96

124

83

108

등록률

27

45

98

51

61

46

71

출원

43

52

39

54

36

40

26

등록

6

3

18

7

29

22

12

등록률

14

6

46

13

80

55

46

출원

59

56

50

45

38

28

24

등록

32

19

25

23

11

10

18

등록률

54

34

50

51

29

36

75

출원

46

58

39

28

30

20

29

등록

7

13

27

23

19

12

8

등록률

15

22

69

82

63

60

28

출원

42

27

28

21

18

18

17

등록

13

8

3

6

13

10

9

등록률

31

30

11

29

72

56

53

년도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등록률
(

E04H

전체

(%)

E04H
9/02

E04H
1/02

E04H001/12

E04H013/00

E04H001/04

년도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등록률
(

E04H

전체

(%)

E04H
9/02

E04H
1/02

E04H001/12

E04H013/00

E04H001/04

Ⅲ-45>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4대 분야(연도별)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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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그림

Ⅲ-20>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1/02_연도별) : 일본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9/02_연도별)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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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Ⅲ-21>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1/12_연도별) : 일본

Ⅲ-22>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013/00_연도별)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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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1/04_연도별) : 일본

(3) 미국
미국의 경우에도 내진 설계와 관련된 E04H 9/02 및 E04H 9/00에서의 활발한 출원활동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거주 목적/사무목적의 일반 건축설계창작물에 해당하는
E04H 1/00에서의 출원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은 한국과 다른 점이다.
<그림

Ⅲ-24> 과거 15년간(1996~2011)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E04H 세부분류별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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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6>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1997년〜2011년까지 누적) : 미국
누적건수(1997〜2010)
E04H

E04H
1/00

E04H
9/02

E04H
4/00

E04H
9/00

E04H
1/12

세부코드
출원

등록

681

314

168

83

이 서브클래스의 메인 그룹1/00으로부터13/00의 어느 것에도 포함
되지 않는, 다종의 복합 목적을 가진 건축물, 예.이중 목적을 가진
것(3/02, 9/06이 우선); 드라이브인 형식의 건축물

159

49

불규칙한 외부의 영향, 예. 전쟁행위, 지진, 심한 기후에 견디기에
적합한, 또는 방호(防護)를 제공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그룹 또는 대
피소 (부양(浮揚) 건축물 B63B; 기초 관련 사항 E02D; 건축 구조
일반 E04B; 움직일 수 있는 베어링 (지점(支點)) 또는 유사한 지지
체 E04B 1/36; 절연 또는 다른 보호에 관한 특별한 세부 E04B
1/62; 위험한 또는 손상을 받은 기존 건축물 혹은 그 부분을 위한
지지구조 E04G-023/04; 문, 창문 E06B-005/00; 공조, 환기 F24F;
위장 F41H-003/00; 위험한 방사선에 대하여 방호(防護)를 받는 작은
방 또는 방 G21F-007/00)

115

51

옥외(屋外)에 세워진 또는 건축물내에 배치된, 제한된 용도를
가진 소규모의 건축물 또는 기타 건축물, 예. 정자(亭子), 버스
정류소(停留塑) 또는 주유소(注油所)의 대합소(待合所), 승강장
의 지붕, 경비초소, 의장실(衣裝室)(가정용 설비로서의 가동(可
動) 스크린 A47G-005/00)

103

61

거주(居住) 또는 사무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일반적인 레이아웃, 예. 모듈 코디네이션(modular coordination),
바닥 높이가 서로 다른 것(E04H-003/00이 우선; 둘 이상의 목
적을 위한 건축물, 예. 드라이브인 건축물 E04H-014/00; 건축물
구조 일반 E04B-001/00)

지진 또는 지반 침하(沈下)에 견디는 것(기초

E02D-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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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연도별) : 미국

199

199

199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1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출원
건수)

282

299

302

339

333

544

573

613

539

517

531

480

429

434

등록
전체 (건수)

206

246

268

275

324

291

272

237

217

190

164

146

203

252

73

82

89

81

97

53

47

39

40

37

31

30

47

58

출원

19

19

26

38

69

90

113

92

64

38

33

17

26

38

등록

6

17

13

25

21

34

16

21

22

16

13

11

18

16

등록률

32

89

50

66

30

38

14

23

34

42

39

65

69

42

출원

10

9

11

7

15

10

16

12

15

14

12

14

11

7

등록

7

8

2

3

6

3

9

5

4

3

3

1

0

2

등록률

70

89

18

43

40

30

56

42

27

21

25

7

0

28

출원

2

5

6

5

13

20

16

14

15

10

10

12

13

10

등록

1

2

2

2

7

2

6

2

6

3

3

3

1

4

등록률

50

40

33

40

54

10

38

14

40

30

30

25

8

40

출원

4

4

6

4

9

15

15

10

15

7

10

6

2

6

등록

2

3

3

2

5

5

3

2

4

4

0

3

1

4

등록률

50

75

50

50

56

33

20

20

27

57

0

50

50

67

출원

6

13

6

5

10

10

11

4

7

7

5

6

11

13

등록

5

4

2

2

6

4

3

3

3

3

1

0

2

2

등록률

83

31

33

40

60

40

27

75

43

43

20

0

18

15

년도

(

E04H

등록률
(%)

E04H
1/00

E04H
9/02

E04H0
14/00

E04H
09/00

E04H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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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1/00_연도별) : 미국

<그림

Ⅲ-26>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9/02_연도별)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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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14/00_연도별) : 미국

<그림

Ⅲ-28>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9/00_연도별)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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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9> E04H 내 다출원 및 다등록 상위 5대 분야 (E04H 1/12_연도별) : 미국

3. 분쟁의 형태

가. 대표적 분쟁형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분쟁 중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전형적인
건축레이아웃인 평면도와 같은 유형에 대한 분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표 Ⅲ-48>81)과 같이 기계의 레이아웃·도로의 레이아웃·반도체집적회로의 레이아웃
및 입력자판의 레이아웃 등 여러 레이아웃 관련된 IPC분류 중 건축공간에 관련된 E04H에
속하는 것으로 검토의 범위를 한정하여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해당

Ⅲ-48> IPC별 레이아웃 관련 창작물
내 용

IPC

A47B77/02

부엌용 캐비넷의 일반적

A63C19/00

경기장, 링크, 볼링그린 또는 수상스키용 시설의 설계 또는

B21B1/00

B26B19/28

layout
layout,

그 커버

중실 또는 중공단면을 가진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속압연방법 또는 압연기,
압연설비의 layout
이발기 또는 건식 면도기의 구동 장치의

layout

81) 최병석, “건축설계레이아웃과 레이아웃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지식재산21」, 2009.10,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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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8B15/00

플랜트의 일반적 배치 또는

layout(

B28C9/00

플랜트의 일반적 배치 또는

layout(

E01C1/00

도로의 설계

E02B7/00

제방 또는 제언;

E02B9/00

수력발전;

E03B1/00

상수용 설비의 방법 또는

E04H1/00

거주 또는 사무 목적에 대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그룹; 일반적인

E06B3/00

개구부를 닫기 위한 창샛시 문 널 또는 그와 유사한 요소; 고정 또는 움직이는
폐쇄부재의 layout

E21D9/14

터널이나 갱도의

F01K13/00

layout,

시멘트, 점토 또는 석재가공용 공장)
점토 또는 시멘트유사물의 제조 공장)

건설, 건조의 방법 또는 장치

layout,

건설 또는 설비, 건조방법 또는 장치
layout
layout

달리 분류되지 않는 터널이나 갱도의 구조상특징

layout;

전체설비의 일반적 배치 또는 조종법(증기기관설비)

F02P1/08
F02P19/02
F02P3/04

회로의

내연기관 관련)

layout(

F02P3/08

F15B15/02

F16M9/00
G11C11/4097

유체작동 요소의 동작을 최후로 작동되는 부재의 동작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에
특징이 있는 기계적 layout
지지되는 기계에 관한 기초의 특별한

엔진, 기계 장치의 프레임 관련)

layout(

비트라인 구성

H01L23/528

상호배선 구조의

H02K3/E28

권선 또는 권선 간의 접속의 설계(발전기 관련)

H04Q7/36

반도체 관련)

layout(

이동서비스 유효지역을 위한 배치

먼저 납골묘 사건82)은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건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납골묘는 자신이 실용신안등록을 한 권리범위에 속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는 피고 자신의
등록특허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두 대상물은 채광창을 형성하는 구성이 전혀 다르므로 원
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항변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기술적 구성을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①환
기관은 비교대상고안의 공기유입관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②환기통은 비교대상고안의 통풍
구 받침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③채광창은 비교대상고안의 채광창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④커버는 비교대상고안의 통풍구 덮개 또는 채광창 받침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⑤환기공은
비교대상고안의 통기공 또는 결로 방지공에 각 대응하는데 각 대응 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부 형상은 석재를 돔형상으로 축조한 구조로 동일
하다. 다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고안에서의 '통풍구 덮개 또는 채광창 받침과
결로 방지공 또는 통기공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환기공 상부에 커버
82) 부산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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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향 경사지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납골묘 내부로의 빗
물 침투를 방지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비교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
원 시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비교대상고안과 같은 구성을 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
으로 제외시킨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표

Ⅲ-49> 분쟁 대상의 비교

등록고안 도면

비교대상고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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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이 E04H에 속하는 특허대상 중에서 어느 정도 건축설계에 관한 레이아웃으
로 볼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분쟁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여지며, 대체로는 E04H에 해당하는
특허대상이긴 하나 건축설계 레이아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 관한 분쟁
이 많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쟁사례 중 대표적인 경우를 참고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복층식 자전거 주차장치’ 판결83)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사건대상 특허발명은 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
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법
원의 판단을 구한 사건이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복층식 자전거 주차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그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
고 그 효과 또한 현저하거나 예측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여 심
결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표

Ⅲ-50> 분쟁 대상의 비교

원고도면(갑제4호증)

피고도면(갑제5호증)

83) 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3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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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식 텐트’ 판결84)은 원고가 실용신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터치로 펼치거나 접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우산식 텐트에 관하여, 원고의 등록고안이 용이한 고안이 가능하고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
는 심결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84)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2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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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1> 분쟁 대상의 비교

원고등록고안(갑제2호증)

[

펼쳐진 상태의 사시도]

높이를 연장시켜 펼친 상태의 사시도]

[

[

피고도면(갑제5호증)

개인 천막용 지주의 신축 조절장치]

[

텐트 및 차양용 포올의 길이조절장치]

[

천막 지주의 연결장치]

[

지지폴대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본 사안에서 법원은 전제부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 기술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지된 구성에 불과하고,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
교대상고안들의 구성들로부터 구성요소 1, 2, 3을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성요소 4는 이 기술분야에서 텐트천과 폴대를 결합시키기 위한 주지관용기술이거나 평균
적 기술자가 위 공지된 기술로부터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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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결합이어서 그 효과 역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극히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다는 점에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나. 침해판단 기준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그 보호범위가 특허법 제97조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항’에 따르게 된다.85)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효한 특허권
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셋째, 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넷째,
그 실시자가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86) 이
러한 요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침해가 주장되는 부분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완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예외적 사항으로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균등론 이론을 채
택하고 있다.87) 즉, 특허발명을 성립하는 구성요건인 A+B+C 중에서 일부인 C를 균등한 요
소인 C'로 치환한 다른 A+B+C'가 존재하는 경우에, 양자가 유기적 결합체로서 동일한 기
술적 사상을 가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되면 A+B+C'는 A+B+C의 특허침해
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특허권 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
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
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
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
85) 이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라 한다.
86)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12, 730면.
87) 윤선희, 상게서(2012), 7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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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
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
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88)라고 균등론을 인정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납골묘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2단계 테스트(two step test)를 적용
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피고가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클레임의 문언상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둘째 문언상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균등론의 법
리가 적용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은 1853년 Winas v. Denmead 판결89)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이후 1950년의 Graver Tank 판결90)을 통하여 판례법으로 확고히 자리
를 잡게 되었다. 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피고장치 또는 피고조성물이 유효한 특허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는 우선 클레임의 문언에 그의 단서를 요구할 뿐이다. 만
약 피고제품이 분명하게 클레임의 문언에 해당하게 되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의 판단
은 종료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균등의 성립요건으로서는 “무엇이 균등물이 되는가는 특허
의 내용, 선행기술, 당해사건의 개별사정으로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허법에서의 균
등성은 어떤 공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균등성은 모든 목적과 모든 점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특허조성물 중 인(phosphorus) 성분을 사용한 목적, 그의
성분이 타의 성분과 조합되는 경우에의 성질, 그래서 그의 성분을 사용한 목적, 그래서 그의
성분에 의해 달성되는 기능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외국의 사례
앞의 국내 분쟁사례를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IPC 분류 중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는 E04H 특허대상과 관련된 분쟁을 중심으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Guardian Pool Fence Systems, Inc. v. Baby Guard, Inc.
판결91)은 원고가 이동식 수영장 펜스에 관한 특허의 양수인으로서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 특허권 행사의 남용 여
부 및 피고의 특허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88)
89)
90)
9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Winas v. Denmead, 14 Led 717, 15 Howard 330(1853).
Graver Tank & Manufacturing Co. v. Linde Air Prod. Co., 339 U.S. 605 (1950).
228 F.Supp.2d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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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2> 분쟁이 되는 특허대상

본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침해의 결정여부는 2단계 분석을 수반하게 되는데, 첫째는 특허
청구서가 적절하게 해석되어 그 의미와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해석된 청구서들이
특허침해의 혐의를 받는 기계 또는 방법과 비교되어 문언적 또는 실질적으로 그 한계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원고의 발명품은 펜스를 올라
가는 아이들이 잡을 손잡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물망 문 꼭대기에 지지대가 없는 것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직 지지대와 꼭대기와 중간 부분에 수평받침대가 들어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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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제품에 관하여 원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Steve Stumbo v. Eastman Outdoors, Inc. and Ameristep Corporation 판결92)에서 원고는
휴대용 접이식 헌팅블라인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해당 헌팅블라인드는 펼쳤을 때
4개의 내벽과 천으로 덮여 있는 꼭대기 및 5개의 접이식 지지대로 펼쳐지는 허브 스타일의
형태의 것이다. 피고의 상품도 역시 휴대용 접이식으로 그 형태는 원고의 특허상품과 유사
한 허브스타일이나, 피고의 Eastman outdoor의 상품은 입구역할을 하는 틈새가 블라인드의
옆면 바닥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지퍼를 열었을 때 삼각형 형태의 느슨한 입구가 생기며, 피
고 Ameristep의 상품 역시 옆면의 첫 지퍼 위쪽 모서리에서 중심까지 열면 삼각형 형태의
입구가 생기고 두 번째 지퍼가 옆면의 아래쪽 모서리에서 중심까지 열리게 된다. 이러한 특
허대상의 관하여 원고는 피고상품들의 입구형태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
는 사건이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특허명세서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상품의 입구가 원고의 상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입증
하지 못한 점, 피고 상품에서의 입구 형태가 원고의 것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것이 주장되는
점, 그리고 유사에 대한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상품의 비침해를 인정하였다.
<표

[

Ⅲ-53> 분쟁이 되는 특허대상

원고 천막의 지퍼형태]

[

피고 천막의 지퍼형태]

Edward H. Phillips v. AWH Corp., and Hopeman Brothers, Inc., and Lofron
Corporation 판결93)은 모듈로 이루어진 벽 패널로 구성된 내훼손성 건물 모듈에 대한 특허
에 대하여 피고에게 허락한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92) 508 F.3d 1358.
93) 363 F.3d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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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침해의 주장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침해여부 판단을 위해서
는 첫째 특허 청구항의 범위와 의미를 확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로
청구항과 침해제품 또는 방법을 대비하되 청구항의 모든 한정요소 및 그 균등물이 침해제품
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였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배플(baffle)'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본 특허상 배플은 90도 이외
의 각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의 제품은 예각 또는 둔각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표

Ⅲ-54> 분쟁이 되는 특허대상

일본의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대에 관한 특허가 문제된 주식회사 C-Dic와 주식회사 시스
템 트라이 판결94)에서 기존 발명을 통하여 대상 발명을 구성하는 것은 동종 업자라 하더라
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크랭크바의 개폐각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기
존 발명에서 그 구체적 범위를 얻을 수 없는 것이어서 완전히 다른 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
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갑4공보의 기재에 의하면 회동축으로 연결된 링크판의 각 선단부를
평행하게 배치되는 재치대에 회동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인접하는 자전거 재치대를 연결하는
구조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들 링크판은 각 끝부분이 재치대에 개폐가 자유롭게 연
94) 平成18年(行ケ)第10168号.

- 106 -

결된 크랭크 바라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자전개 재치대의 연결구조라는 점에서 갑3발명의 링
크기구와 공통되므로 갑3발명의 링크기구 대신 갑4기재의 연결 구조를 적용하여 차이점1에
관한 본건발명을 구성하는 것은 당업자가 쉽게 상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갑3
발명에서 절곡링크9A의 개폐각도를 소정범위 내로 하는 것은 당업자가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 개폐각도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당업자가 설계상 적절
히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갑5~7, 12~14의 기재에 의하면 바의 연결선단부에 형성된
두개의 당접면에 의해 개폐각도의 규제를 수행하는 것은 종래 각종분야에서 주지기술이므로
이를 당업자가 갑3발명에 적용하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95)고 판단하
여 원고의 특허에 대하여 주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이 가능하므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결론 내렸다.
Ⅱ. 디자인보호법적 보호

1. 법제도 내용

가. 서 론
디자인 제도는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업생산품의 디자인이 시장에
서 고객의 시선을 끌고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결국 제품의 디자인이 경쟁력에 관계되기 때문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이 모방하여 제품을 낼 경우
디자인 개발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설계 분야에
서도 기능과 예술성이 가미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 및
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96) 건축설계 분야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분류에 따르면 환경
디자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97)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에 대하여는 아직 개념정
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타운플래닝(town planning), 도시계획(city planning), 조경디자인
(landscape design), 실내디자인(interior design; 건축의 일부 또는 그 자체이지만 별개로 취
95) https://ip-case.or.kr/kipi/front/page/case.html#case:JP00449, 검색일 : 2012.7.23.
96) 고영회 외 2인, “건설기술의 보호방법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구조계」
(제17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1997, 1409면.
97) 디자인의 분류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아 분류되고 있는데, 건축설계 관련 디자인을 환경디자
인이나 건축디자인으로 칭하여 분류하기도 하고, 인간의 사적 또는 사회적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디자인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113면, 각주3 인용).

- 107 -

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디자인(architectural design) 등으로 구별된다.98)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99)고 규정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제외하는 디자인을 각호에 열거해 놓고 있
다. 이 규정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본질적으로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요
건으로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신규성을 가진 디자인일 것’의 두 가지 요
건을 들고 있다. 이 요건은 디자인의 성립요건 구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디자인보호법에
서는 디자인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00)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101)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합당한 디자인으로서, 앞서 설
명한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을 가지는 것을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
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102)고 하여, 도면 등에 기재된 외
관과 함께,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에 한정된 범위로 보호된다. 즉, 디자인의 보호범위에는 물
품성이 요구된다.103)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이외에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요건
으로 하고 있으나, 본 서에서는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성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나. 건축설계창작물의 물품성 판단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이라 함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성립요소의 하나이고, 물품이란 독
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말하며, 유체물 중에서도 동산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104) 토지와 그의 정착물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105) 따라서 토지와 토지 그 자체에 의해 형태를 성립시키는 원이나 도로 또는
98) 노태정‧김병진, 상게서(2009), 114면.
99)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100) 노태정‧김병진, 전게서(2009), 163면.
10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102) 디자인보호법 제43조.
103) 유미특허법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3면.
104) 황종환, 「의장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194면.
105)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민법상 토지와 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
라고 하듯이 동산성은 토지에서의 정착성에 의해 관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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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 위에 있어서만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일반적 건축물, 건조물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말
하는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심사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구분표 중 L3류에 조립가옥, 옥외장비품 등에 전
망탑, 관측탑, 조립화장실, 공중전화박스, 조립방갈로, 이동식당, 조립축사, 조립가옥, 조립차
고. 조립온실 등에 대하여 법이 예정하는 물품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양산(量
産)이 가능하며 조립되어 설치되면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동산적 태양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디자
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도 그 전체로부터 관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부재(部材)로 분해한 상태에 대해서까지 말
하는 것은 아니다.106)
현행 「디자인심사기준」107) 제2조 제2항 제1호는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에 대하여, “디자
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하면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108) 그 중 가목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
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디
자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이 있다.
106) 노태정‧김병진, 전게서(2009), 173면.
107) 특허청 예규 제64호(2011.12.30. 개정).
108) 디자인 심사기준 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
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
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다.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粒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라. 합성물의 각 구성부분.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각 구성부분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마.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바.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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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5> L3류 중 디자인 등록 사례(1)

자전거 보관소, 디자인

<

<표

30-0645963>

Ⅲ-56> L3류 중 디자인 등록 사례(2)
조례대, 디자인

<

30-064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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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건축설계창작물의 디자인 보호 검토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1호로 새로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
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디자인보호법 제정 이후,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되는 물품의 범위는 업계의 필요성에 따라 확대 변화되어 왔다. 2001년에 물품 전체의 디자
인이 아닌 물품의 일부분도 물품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글자체가 물
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물품의 정의가 개정되었다.109) 또한 2003년에 물품에 관한 심사기준
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을 부
분디자인으로서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110) 이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
이 되는 물품이 확대되어 온 것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
은 디자인 업계의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적인 노력이
투여된 디자인 창작의 대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됨을 반영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대상 역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111)
우리나라는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
년 4월 디자인에 대한 국제분류인「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112)
에 가입하였다.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제정된 산업디자인의 분류를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또는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라 한다. 디자인을 구현하는 상품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의 대분류(class)와 소분류(subclass)의 분류번호를 그 기탁 또는 등록
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로카르노 협정의 요지이다.113)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디자
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2010.7.7 정부 제안)114)이 발의되었다.
109) 글자체 자체는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달리 보호범위에 포함
시킬 방도가 없어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110) 유미특허법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0, 26면.
111) 유미특허법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4면.
112) 로카르노 협정(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은 디자인이 표현되는 물품에 관한 국제분류를 정한 것으로서 1968. 10. 8. 조인되어 1971. 4. 27.
발효되었고, 현재 가맹국은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독일 등 51개국이고, 5개의 국제기관에서 로카르노 분류
를 사용하고 있다(노태정, 전게논문(2010), 217면, 각주2 인용).
113) 로카르노 협정 제2조(3) The Offices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주: 체약국] shall include
in the official documents for the deposit or registration of designs, and, if they are officially
published, in the publications in question, the numbers of the classes and subclass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nto which the goods incorporating the designs belong.
114) 본 개정안은 현재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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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7> 보호대상 확대 개정 관련 조문

현행법

개정안(2010.7.7 정부 제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
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는 제
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에서 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생략>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생략>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으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제
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의 구분(이하 “그 물
품류의 구분”이라 한다)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
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생략>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생략>

「

」

· ·

개정안 제2조에서는 로카로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
으로 하고 있다.115) 대부분의 분류에서는 전통적인 공산품의 분류로 파악될 수 있는데, 제25
류116)와 제32류117)는 기존 우리 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생소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제25류
는 건축자재(25-01)118), 조립식 건물부분(25-02)119), 집/창고/기타 건물(25-03)120), 계단 등
(25-04)121), 기타(25-99)122) 등의 5개의 소분류(subclass)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집이
115) 출원서의 형식에 관하여 개정안에서는, 출원시에 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아울러 그 물품류
의 구분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 하에서는 출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7하면 그
물품류구분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의 분류를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물품류구분의
선정과 기재를 출원인의 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16) Class 25: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117) Class 32: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118) 25-01 Building materials.
119) 25-02 Prefabricated or pre-assembled building parts.
120) 25-03 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
121) 25-04 Steps, ladders and scaffolds.
122) 25-99 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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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고와 같은 건물 자체가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래픽 심볼, 로고, 표면문양, 장
식 등을 정의하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는 Get-up(32-00)123)[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이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물
이나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리킨다.124)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속성으로 동산이어야 할 것
을 심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었고, 따라서,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의 외관은 부분이건 전
체 디자인이건 보호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적법한 물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도 등록받아 보호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25)
2010년 특허청이 마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당시, 개정안이 산업계·
디자인계· 법조계· 학계 및 변리사 등 각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적지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어져 온 디자인
보호법의 기본 체계인 ‘물품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 수요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디자인권의 대상영역 및 보호범위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126)고 하였으며, 특히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 포
함되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그래픽 심벌에 비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비율
이 낮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에서 예
정하고 있는 물품의 속성 중 ‘동산성을 폐기해야 하고, 인테리어 같은 공간디자인을 보호한
다면 현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건축물’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
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127)고 검토의견을 내었다.
요컨대 로카르노 분류를 채용하여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개정안은, 그 동안
양산가능성 및 이동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건조물에 한정하여 물품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다
시 말해, 이전에는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설계창작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축설계업 종사자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3) 32-00 Get-up/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Graphic designs[two-dimensional]/
Graphic symbols/ Graphic symbols[comic figures]/ Logos/ Ornamentation/ Surfacepatterns.
124) Get-up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대상의 특이한 ‘차림새’나 ‘외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식 표현인
trade-dress를 유럽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는 제품이나 제품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건물의 인
테리어, 버스나 비행기의 좌석배치나 인테리어,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
다 문병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1, 10면.
125) 유미특허법인, 전게보고서(2010), 10면.
126) 문병철, 전게보고서(2011), 6-7면.
127) 문병철, 전게보고서(20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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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형태

가. 대표적 분쟁 형태
건축설계창작물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통정자’ 사건128)이 있다. 본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정자는 2004. 3. 17.자로 등록된 디자인으
로서 지붕 부분을 마감하기 이전의 틀 형태의 정자 디자인이다. 특히 ‘ㅅ’자 형상의 ‘정자지
붕용 보’가 육각 형태의 지붕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자이다. 이 디자인에 관하여 피고가
당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고 창작의 요점인 ‘ㅅ’자 형태의 곡선지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전통
지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전통정자는 지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용마루 또는 지붕의 정점에서부터 추녀까지 연결되
는 내림마루나 추녀마루가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자에 대
한 심미감은 지붕틀 구조 위에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된 기와 등 마감재가 어루어져 나타내
는 지붕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느끼거나, 도리와 서까래 부분의 조형미나
단청의 채색과 문양을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은
곡선의 세로보와 직선의 가로보를 결합하여 ‘ㅅ’자 형상의 곡선미를 가진 지붕틀 구조를 고
안한 것이긴 하나,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지붕의 형태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
운 미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 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등록디자인에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
다고 하여도,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
아서는 전통정자와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단지 공지된 고
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28)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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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8> 분쟁 대상인 등록디자인

정면도]

사시도]

[

좌측면도]

[

[

[

평면도]

이외에 ‘철도레일용 콘크리트침목 체결구’ 사건129)은 등록디자인이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삼고 있는 체결구 내부의 볼트를 결합하기 위한 암나사의 형상 및 체결구 외부와 철선코일
이 나사결합된 형상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하므로, 비록 일부 형상이 상이하더라도 전체
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한 것이라
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본 판결에서는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
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인 대비가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지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사안에서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체결구 내부는
나선형 암나사가 형성된 형상으로 되어있고, 체결구 외부는 나사 결합된 철선코일이 둥근
나사선을 이루는 수나사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전체적인 형상과 그로 인하여 느껴지
는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체결구의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상이하고 체결구 상단의 통공 주변을 따라 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체결구 하
129)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7허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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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직경이 몸체의 직경보다 작은 원형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전
체적인 심미감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표

[

Ⅲ-59> 분쟁 대상 디자인 비교

[

등록디자인 도면]

비교대상디자인 도면]

나. 침해판단 기준
디자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판례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
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
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
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
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
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
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130)라고 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
130)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2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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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심미감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판례에서는 “건
축 배관용 슬리브관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131)”하다면 이는 일부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
감에 차이를 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침해여부 판단의 기준을 전체적
인 심미감으로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디자인특허가 침해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는 디자인특허의 침해를 구성한다.132) 이는 최근의
Egyptian Goddess v. Swisa 사건133)을 통하여 정립된 것인데, 기존에는 디자인 특허의 침
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
하는 ‘ordinary test'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분되는 단일 혹은 복수의 독창적
인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points of novelty test'가 모두 활용
되어 이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Egyptian Goddess v. Swisa 사건의 판결에서
는 공식적으로 ’points of novelty test'의 활용을 폐지하고 단일의 침해여부 판단 방법으로
서 ‘ordinary test'만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판단방식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복잡성을 제거하여 디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134)

다. 외국의 사례
Blumcraft of Pittsburgh v. Citizens and Southern Nat. Bank of S. C.135) 판결은 당시의
건축에서 사용되던 난간의 스타일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D-171,963) 및 기능 특허(Patent
No. 2,905,445)가 문제된 사건으로서, 원고의 특허가 기존의 것에 비하여 명확하게 다른 차
이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당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한 사건이다. 본 사안에서 Blumcraft의 디자인특허는 당시 건축에 사용되던 난간의 스타일

131)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132) Elizabeth M. N. Morris, "Design Patents: The Best Kept Secret in IP Law",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vol.26, 2010, 7면.
133) Egyptian Goddess v. Swisa, Inc., 543 F.3d 665,682-83 (Fed. Cir. 2008).
134) Elizabeth M. N. Morris, 전게논문(2010), 8면.
135) 407 F.2d 557, 160 U.S.P.Q.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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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난간은 수직의 기둥으로부터 연결된 여러개의 평행으로 놓여진 가
로막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난간은 손으로 잡는 부분이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대체로 평평
한 모양이며, 그 기둥들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눈에 크게 띄지 않는 L자 모양
의 받침들은 기둥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잡이 부분은 손으로 잡는데 걸리는 것이 없
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손잡이 부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의 문제는 해당 디자인 특허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인데 원심에서
는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존의 난간에서는 난간을 공중에 띄운 것과 같이
연결부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에 의하여 여러 개의 가로막대를 기둥에서 연결되게 구성
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Blumcraft 디자인 자체의 신규성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디자인이 창의성있는 기능이 구현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게 된
다. 이에 본 판결에서의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들과 작은 부분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어
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기존에는 눈에 띄는 연결부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난간을
사용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연결부로 이루어진 단일의 난간을 사용하였는데, Blumcraft
는 단지 떠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존 단일의 난간에 사용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연결
부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난간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표

Ⅲ-60> 분쟁 대상인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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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경우 묘전용 수납상자를 상품으로 한 의장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 벨스톤주
식회사와 피고 칸노․트레이딩주식회사의 제품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
건이 있다.136) 본 사안에서 법원은 유사성 비교를 위한 대상을 보는 이의 주의를 비교적 끌
고 있는 장치판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결과 ①본건 의장의 장치판은 거의 사각형 형태이고,
피고 의장(가)의 장치판은 모서리가 둥근 점, ②본건 의장 1의 천판은 평면시에서 장방형이
고, 피고 의장(가)의 천판은 철(凸)자로 협곡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에 의하여 본건 의장 1은 샤프한 미감을, 피고 의장(가)는 우아한 미감
을 주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양 의장을 비교하면 ④본건 의장1의
문은 평판이고, 피고 의장(가)는 정면측에서 철(凸)자로 굽어져 있는 점, ⑤본건 의장1의 문
은 어떤 장식도 없으나, 피고 의장(가)는 각 문 중앙에 여러 장식이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 의장의 기본적 구성형태의 일치점의 존재를 고려하여도, 피
고 의장(가)와 본건 의장1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문이 열린 상태
에서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①본건 의장2의 장치판은 거의 사각형이고, 피고 의장(나)는
원형에 가까운 점, ②본건 의장2의 천판은 평면시에서 사각형이고, 앞쪽 가장자리가 직각 삼
각형으로 절취되어 있으나, 피고 의장(나)의 천판은 앞쪽 가장자리가 철(凸)자로 굽어져 있
는 점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 의장2와 피고 의장(나) 역시 본건 의장 1과 피고 의
장(가)의 차이처럼 전체적인 미감에서 차이가 남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는 본건 의장2와 피고 제품(나)의 차이와 동일함이 확인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양 의
장의 기본적 구성형태의 일치점의 존재를 고려하여도, 본건 의장2 피고 의장(나)과 유사하다
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Ⅲ. 저작권법적 보호

1. 법제도 내용

가. 건축설계창작물의 저작물성
건축설계창작물은 일부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여
136) 도쿄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平成18(ワ)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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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 의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은 그
전체적인 디자인, 즉 공간 및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틀을 의미
하는 것이다.137)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보호하는 대상은 건축물에서의 미적인 요
소에 한정된다.
본 규정을 보면 건축저작물은 크게 건축물, 모형 및 설계도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이때 건축물 및 모형은 그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설계도서의 범
위에 관하여는 다소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제4조 제8
호에서도 도형저작물로서 ‘설계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저작물에서의 ‘설계도서’와 도형
저작물에서의 ‘설계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건축설계창작물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저작권법에서 각기 어떠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차이는 구체적 단계에서 권리의 성립과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등에 있어 그 기준 및
요건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표

Ⅲ-61> 각국의 건축저작물 유형 및 관계조항
건축저작물 구성

구분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근거 조항

우리나라138)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일본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

저작권법 제10조

미국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102조

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건축저작물

회화, 도형,
조각저작물139)
미술저작물 중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중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중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프랑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저작권법 제112조

독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호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

저작권법 제10조

캐나다
영국

미술저작물 중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중

13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99면.
138)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예시하는 도형저작물에 의해서도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도형저작물로 보호되는 건축설계창작물은 평면도가 대표적이다.
139) 미술저작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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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각국 역시 설계도서는 심미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축
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미술저작물 및 도형저작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저작물로 설계도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형저작물로서 설
계도를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구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관하여 판
례에서는 골프장에 관한 설계도면은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의 표현방식에 있어 저작
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140)라고 판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적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적 형상의 표현 정도
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설계라는 것을 설계도면 한 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건물모형의 구상, 그에 따른 모형도 및 투시도 제작, 평면도·배면도·측면도·배
치도 등 여러 종류의 청사진 작성 등을 거치는 복잡한 작업인바, 건축물의 설계도면 중 일
부의 도면에 그 건축물의 배치현황 등 제작자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면
자체만으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라면, 그 도면이 독자적으로 제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41) 및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
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즉 건축
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으로서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
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된다”142)라고 판시함으로써 특정의 설계도면이 단순히 미적
형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건축물 전체의 미적 형상을 반영하여야 건축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등록기준 및 실무
(1) 등록기준
저작권법은 제53조부터 제55조에서 저작권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저작권 등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인 등)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을 공적 장부인 저
작권등록부에 등재하여 이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43) 저작권
140)
141)
142)
14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363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합574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합3613 판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0저작권백서」, 2011. 10. 158-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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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효과로는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명의인에 대한 법정추정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제도를 위탁 운영하고 있
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의 대상을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명시하고 있다.144) 이는 저작권법이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구성 요소를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대상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형식심사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적 특성상 등록심사 단계에서 저작물성 여부를 완전하게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성격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에 등록제도는 절차적으로 통상의 경우에는 단독 심사관에 의한 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사안
이 난해한 경우에는 복수의 심사관에 의한 등록심사회의를 거쳐 저작물성에 관한 형식요건
을 심사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있다.145) 이는 특허 및 디자인과 달리 저작권은
성립되는 저작물의 유형이 같은 건축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
므로 이를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하기 때문인데,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도 구체적인 명문화된 심사기준의 정립보다는 각 등록심사관
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등록 실무 원칙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의미있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건
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이 해당된다. 이에 관하여 등록 실무적으로는 좀 더 명확한 원칙을
두고 있는데,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는 창작의 대상이 된 건축물의 창작적 외관
전체가 투영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앞의 저작물성 부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건축저작물의 성립은 미적 형상이 구체화 될 것이 필수적 요소로서 요구되며, 이러
한 요건이 결여된 설계도 등 이에 관련된 것들은 도형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설계도
면’, ‘모형’, ‘시공건축물146)’ 등으로 한정되며, 설계도면은 일반적으로 입면도·배면도·측면도
144) http://www.cros.or.kr/reginfo/target.cc 참조.
145)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게서(2011),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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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감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반면 건축물의 평면도 및 내부의 특정 부분을 구체화한
도면 등은 건축저작물로서의 설계도서로 보지 않고 도형저작물로 등록을 받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저작권 등록 실무적으로는 건축설계창작물 중 설계도면 등에 관하여 건축물의 전
체적인 외관이 창작적이고 미적 형상화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고, 반면 전체적인 외관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 혹은 내부 등에 관한 설계도서 등
은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건축설계창작물에서 설계도면 이외의 형태를 갖는 대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어문저작물 등의 형태로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의 사안을 단순히 설
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2. 건축저작물의 등록 현황

1987년 저작권 등록통계가 작성된 이후 2011년도까지 등록된 누적 건수는 31만여건에 달
한다. 그 중 건축저작물에 대한 등록은 2,461건에 불과하다. 또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도형저작물에 대한 등록은 3,798건에 불과하다. 도형저작물 중 건축설계창작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적은 수의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2> 건축저작물 및 도형저작물 저작권 등록 현황1)

(

구분

∼

87

99

단위

:

00~05

06

07

08

09

10

11

계

건)

건축저작물

83

1,490

132

210

99

117

84

246

2,461

도형저작물

38

536

440

564

506

400

742

567

3,793

각 저작물 분야에 대한 권리보호의 관심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저작권 상담 현황을 보
더라도 지난 2011년에는 전체 104,112건의 상담 중 건축저작물에 대한 상담은 3,155건(전체
대비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저작권을 통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일반
의 기대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46) 시공건축물 자체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여 심사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전체
적인 외관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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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의 형태

가. 대표적 분쟁 형태
대표적으로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즉 보호법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분쟁
으로는 ‘예술의전당’ 사건147)이 있다. 본 사건은 피고1 예술의전당 내 오페라극장에서 발생
한 화재로 인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자 원고를 오페라극장 무대설치공사의 주계약당사자
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1은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2 A사
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마쳤으며,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허
락없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설계도면을 복제하여 피고들이 공사에 사용하여 원고의 저
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건
축물이 아닌 기계․설비 등의 설계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도형저작물
로 분류되는 설계도는 그 기능적 성격이 보다 강하여 그에 의해 표현되는 기계․설비 등의
형상 자체에 고유한 미감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작
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으며, 특히 제약된 환경이나 조건 아
래에서 특정의 기술사상을 표현한 설계도의 경우에는 그 표현방법에 대폭적인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독창성 판단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제
시하며, “이 사건 설계도면에 의해 표현되는 무대기계 형상 자체에 특별한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적 요소가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설계도면은 단지 기능적인 무대
기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그 표현방식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설계도면 작성방식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설계도면
은 피고 예술의전당의 위 과업지침서상의 상세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기준에
따른 설계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준공도면과 비교하
더라도 그 표현방식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
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147) 서울고등법원 2011. 3. 23.선고 2010나47782 판결. 이 사건에서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원
고의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도형저작물로서의 설계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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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3> 분쟁대상의 비교(1)

원고의 대표도면

피고의 대표도면

또한 아파트의 평면도에 관하여 ‘닥터아파트’ 사건148)은 피고인이 본 사건 대상인 피해자
의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그 중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피고인의
회사명을 기재하여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
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
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준을 제시하며,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
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
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
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
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148) 대법원 2009. 1. 30.선고 2008도29 판결,이 사건에서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피해자의 설계
도면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도형저작물로서의 설계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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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아파트 평면설계도에 관한 판결149)에서 법원은 “아파트 설계도와 같은 경우에
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른바 ‘합체의 원
칙’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에는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 점, 주방에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
부욕실 배치와 더불어 확보한 점, 안방에 후변 발코니와 파우더룸, 수납공간을 같이 배치하
여 발코니 확장시 수납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의 설계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러한 특징들은 수납공간을 확보한다는 등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에 관련된 것으로 기능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적인 보호 배당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오창아파트
평면도 사건150)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으로서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중략) 이 사건 도면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할 디자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
고 하여 아래 도면에 있어서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표

Ⅲ-64> 분쟁대상의 비교(2)

원고의 분양안내서 도면

피고의 분양안애서 도면

149) 서울고등법원 2004. 9. 11.자 2004라312 결정.
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17.선고 2004카합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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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건축물의 레이아웃에 관한 분쟁 이외에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적 접근으로는
한강 인공섬 사건151)과 경주엑스포상징물 사건152)은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강 인공섬 사건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설계 공모전에 작품을 출시
한바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품한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피고인은 2차 협상대상자
로 선정됨에 따라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 작품에 대한 모작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피고인은 서울시 및 피해자 등에 정식으로 모작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제보 시
피해자의 작품과 모작을 당한 것으로 주장되는 중국의 ‘장미’ 건축물과 비교할 때 서로 유사
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가공한 사진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을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건축저작권은 외형
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컨셉, 기능적 측면, 그 구성형태나 공간배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바”라고 침해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①김영섭
교수의 ‘장미’는 장미를 모티브로 한 반면 ‘소울플로라’는 장미를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어서
컨셉이 상이하고, ②건축후면과 건축입면의 구성방법, 건축 입면상 높이차이 등 개별 요소에
차이가 있으며, ③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전체 디자인도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울플로라’가 ‘장미’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장미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표

Ⅲ-65> 분쟁대상의 비교(3)

소울플로라

장 미

또한 경주엑스포상징물 사건은 피고에 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
하기 위한 설계공모에서 A건축사사무소의 설계물이 당선되었고 원고의 설계물은 우수작으
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피고측의 1차 설계자문회의에서 A건축사사무소에 탑 모양의 타워를
1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7.선고 2010노310 판결.
152) 서울고등법원 2011. 3. 23.선고 2010나47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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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제출된 여러 안을 바탕으로 2차 설계자문회의에서 황룡사9층 목
탑을 음각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건립할 것을 확정짓고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원고
가 자신이 설계공모시 제출한 설계물에 포함되어 있던 탑에 관한 저작권을 피고가 침해하였
음을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먼저 피고 상징건축물이 원고 상징건축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우선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두 상징건축물 모두 대형구조물의 건
축소재로는 다소 특이하게 유리를 사용하고, 건축물 가운데 탑을 음각기법으로 표현하여 대
단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개별적 요소로 들어가 살펴도, 원고 상징건축물은 신
라 8층 석탑을 형상화한 것이고, 피고 상징건축물은 황룡사 9층 목탑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
대상이 서로 다를 뿐 상징건축물 전체에서 음각한 탑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하여 대상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를 별로 느끼게 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상징건축물은 통유리를 놓고 탑
을 밀어 넣어 탑의 자리가 비어 있는 형태의 음각 기법이고, 피고 상징건축물은 12개의 켜
를 만들어 측면은 실루엣을 주고, 정면과 배면만을 음각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표
현 방식이 다소 다르나, 전면에서 후면을 관통하는 탑의 음각 형상으로 인하여 크게 차별성
을 보이지 않는다. 두 상징건축물은 상층부를 전망대로 사용하고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장소도 동일하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하였다.
<표

Ⅲ-66> 분쟁대상의 비교(4)

원고의 상징건축물

피고의 상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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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해판단 기준
건축설계창작물 중 평면설계도 등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를 살펴본다. 어떠한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주로 법이
론과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첫째, 피침해자의 건축설계창작물에 유효한 저작권이 인정될 것, 둘째, 침해자
가 피침해자의 건축설계창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작성하였을 것, 그리고 셋째로는 침해자의
건축설계창작물이 피침해자의 것과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
고 있다.153) 여기서 세 번째 요건은 비교대상 건축설계창작물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창
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판례에서도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판단 이론과 동일하게 주로 피고의 작품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였는지(주관적 요건)
및 피고의 작품과 원고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객관적 요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154)
이러한 정형적 기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 간의 건축설계창작물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이하지 않은 상태, 즉 일정한 유
사성을 보이는 정도일 때 그러한 상태가 저작권 침해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상당히 추상적인 선을 실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
로서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155) 특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여부이다. 왜냐하면 실질적 유사성이란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적 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창작
물과 같이 기능을 표현하는 창작물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가려내기가 상당히 난해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
153)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069면; 오승종, 전게서(2007), 960면, 이러한 요건방식을
따르는 판례로는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41879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가합
93853 판결 등이 있다. 다만 세 번째 요건으로 제시한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를 부당한 이용으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허대원, “저작권침해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4면. 그러나 부당한 이용과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단순히 외국의 이론을 번역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은 다소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15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27. 자 2005라194 결정;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6. 4. 26. 선고 2005가합58156, 7999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2가합401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2가합48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거여부를 명시적으로 판
단하는 과정없이 실질적 유사성의 존부만을 다루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사실관계의 확정 등을 통하여 의거관
계의 존재는 당연히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8나40136, 40143 판결 등 참조.
155)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Ⅳ, LexisNexis, 2010, 1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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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닌 아이디어와 보호대상인 표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건축설계창작
물과 같은 경우에는 얇은 수준의 보호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판례도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될 수 있
는 부분이 매우 적으며, 특히 제약된 환경이나 조건 아래에서 특정의 기술사상을 표현한 설
계도의 경우에는 그 표현방법에 대폭적인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독창성 판단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156) 및 “아파트 설계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
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른바 ‘합체의 원칙’에 의하여 현실적
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157)라고 하여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례를 살펴보면, Attia v. Society of New York Hospital 판결에서는
건축도면의 비교를 통하여 ‘건축된 위치가 동일’, ‘동일한 높이의 트러스 구조의 사용’, ‘기존
본 건물과의 복도 연결’, ‘신건물 외부의 주 보행로의 위치’ 등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판
단하였으며158), Sturdza v. United Arab Emirates 판결에서는 두 개의 도면은 개별 요소들
뿐만 아니라 전체의 모양과 인상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판단하였고, Rottlund Co. ,
Inc. v. Pinnacle Corp. 판결에서는 전반적인 개념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에 따라 외
형을 기준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였다.

다. 외국의 사례
이와 같은 건축설계창작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저작권적 접근에 의한
분쟁은 Value Group v. Mendham Lake Estates 사건159)에서 건축저작물 보호법160)에 의하
여 처음 다루어졌다. 본 사건은 고급 주문형 주택을 지어 파는 Value Group이 자사가 개발
한 건축 평면도를 ‘Estae houseⅠ'이라 이름을 붙이고 안내책자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평면도 등을 Mendham Lake사가 유사하게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 사건(request for a temporary
156)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47782 판결.
157) 서울고등법원 2004. 9. 11. 자 2004라312 결정.
158) 다만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갖는 요소들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아
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159) The Value Group, Inc. v. Mendham Lake Estates, 800 F.Supp. 1288 (D.N.J. 1992).
160)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1990, 미국에서는 본 1990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건축
설계도서 등이 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건축물 자체에 대하여는 건축저작물로서의 보호가 부여되
지 않고 있었다. 1990년 저작권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춘섭, “건축저작권법 제정 이후
미국의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현황 및 판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08호, 2006, 96-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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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aining order)이다.

경쟁자에 의한 건축설계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
분 명령을 내리기 위한 충족조건을 검토한 뒤 판사는 신청인에게 (1) Value Group이 저작
권자임과, (2) Mendham Lake사가 Value Group의 평면계획과 도면을 베꼈다는 사실을 증
명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검토 결과 Mendham Lake사의 건축설계는 Value Group의 것과 실
질적으로 유사하며, 저작권 침해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
Value Group사건 이래로 법원은 주거용 건물의 설계, 단층의 사무소, 전시용 건물, 창고
건물의 설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저작권
이 있는 판촉용 안내 책자에 구현되어 있는 설계들이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
한 판결문에서 파악해 보면 ‘표준 설계 요소(standard features), 즉 방, 문, 창문, 지붕, 선
따위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표준 설계 요소들을 특별히 선택하거나 배열하거나 조합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61)

161) 고영회, “건축설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대한건축사협회 2009.3.26. 건축설계보호간담회 자료,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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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건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건축
관련 유관 부처들 역시 건축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건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
원 체계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흥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 이하
에서는 건축 관련 기본법과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
산권 보호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1.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건축 제반 행정의 근간이 되어온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하는 규제적 성격의 기존 ‘건축법’이 지닌 근원적 한
계에 대한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간 건축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미래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건축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건축기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162) 2007년 강길부 국회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기본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관련 부처간 협의과
정을 거치면서 같은 해 12월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건축기본법은 제1조에서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와 국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구
현해야 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고려된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 수용하
162)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위원회」가 건축기본법 제정을 ‘선진화전략 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적
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부처의 건설교통부에서 건축기본법에 대한 초안 작성과
기초자료 연구 등 건축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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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경 영향 최소화와 자원의 재이용 재생의 촉진으로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공공성 확보’,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문화 산업적 경쟁력 제고와 전문
가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공공성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63) 또한 건축기
본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법 제
10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법 제13조)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까지 각종 국가건축정책 및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건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
한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중기전략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 및 도
시경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
계획(2010-2014)은 건축기본법 제11조164)와 시행령 제3조165)에 근거하여 5개년 단위 계획으
로 수립되었으며,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6대 전략을 제시
하고, 18개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추진되고 있다.
163) 김상호, “건축기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건축과 사회」(통권 제10호), 새건축사협의회, 2007, 27-28면.
164) 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165)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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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 목표

 품격있는

Ⅲ-67>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6대 전략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생활공간 조성
2.

 건축 도시

3.

건축 도시 환경 개선

녹색건축 도시구현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4.

5.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18대 실천과제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제고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민 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건축 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활용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거리) 조성사업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3.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
권 보호

건축기본법 제11조 제6호와 제8호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건축설계 기술 및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설계창작
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결지어 고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조문을 근거
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정책 중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 분야의 법적 보호,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앞으로라도 지식재산권 관련된 이슈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6대 전략 중 하나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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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산업의 고도화(추진전략4)’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인, ‘①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
련, ②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③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은 그 목
표하는 성과들이 결국 건축설계창작물의 법적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이 부분
의 정책을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간의 연계 필요성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
식재산 정책 및 보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66)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지식재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창출 보호 활용 분야와 창출 보호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
반 조성 분야, 그리고 신지식재산 분야로 구분되어 5대 정책방향167)과 20대 전략목표를 정
하고 있다. 건축설계창작물은 지적 창작물의 일종으로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 보호받는 대
상이므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산업 정책적 육성 필요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
성 등이 지속적으로 이슈화 된다면,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건축설계 분야에 대한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기술적 기능
적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복합적 종합적 성격의 건축설계창작물을 신지식재산
권으로 인식하여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5대 정책 중 하나인 “신지식재산”168) 부문은, 미래 부가
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지만 과학기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체계(산업재산권
저작권)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으로 보호 육성하
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지식재산으로 선정되어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차원에
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전통지식, 전통문
화표현물), 지리적표시, 퍼블리시티권 등이다. 선정된 신지식재산은, 종래의 지식재산권과는
별도의 법령 제도가 구축되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체계를 갖춘 경우(식물신품종, 지리
적 표시 등), 아직 국내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적 활
166)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략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은 2009년 3월 특허청에서 수립한 ‘21세기 지식재산 비
전과 실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9년 7월 29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 의결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2011년 11월 22일 마침내 국무총리실 및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주도의 범부처 국가지식재산 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이 발표되었다.
167) 지식재산기본계획 5대 정책방향: ①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②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
외 보호체계 정비, ③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④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⑤신지
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168)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2호 정의 규정에 의하면, 신지식재산이라 함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
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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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치가 높아 보호, 이익 공유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우(생물자원, 전통지식, 전통
문화표현물 등),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신지식재산인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들이다. 건축설계창작물이 이와 같은 기준에 합당한 분
야라고 인정될 경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차원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설계 분야와 관련된 각 부처(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특
허청 등), 건축설계업 종사자, 건축학계 등의 공통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 및 협조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Ⅲ. 건축 관련 진흥법(안)

1. 진흥법(안)의 주요 골자

건축 분야 관련 각각의 유관부처들은 건축산업의 조성 개발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건축물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듯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
처가 관심을 보였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토해양부 소관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건축 및 도시디자인, 디자인감리, 유
지관리 등 건축서비스169)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170)171)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건
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11조), 건축서비스 관련 불공정 계약 방
169) 1991년 UN에서 작성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분류에 의한 건축서비스는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에 기술하고 있으며, 건축서
비스(Architectural Services)는 자문‧기획설계서비스, 건축설계서비스, 공사계약관리서비스, 건축설계와 공사
계약관리복합서비스, 기타 건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안종현, “건축설계 단계별 작성도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제17권 제5호(통권 151호), 2001, 123-124면).
170) 18대 국회 2011년 10월에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71) 본 진흥법(안)은 건축서비스와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
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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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제1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안 제16조 및 제17조),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안 제29조 내지 제34조) 등이다. 이 중 법(안) 제1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디자인 및 건축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
호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Ⅲ-6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11조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
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 표시 활성화
3. 제1호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제목은 “지식재산권 보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172)에 대한
저작권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만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지, 건축설계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저작
권 보호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고, 제2호는 건축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 표시를 활성
화 하는 내용으로 신기술의 특허권 보호의 내용은 누락되어 있으며, 제3호는 문언상으로 ‘저
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및 홍보라고 표현되어 있어 ‘저작권 등’에 저작권 이외의 산업
재산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173)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다시 입법
발의 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산업재산권을 포함시켜, 예술적 요소에 한정하는
내용이 아닌 기술적 기능적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72) 앞서 검토한 건축 관련 용어의 개념을 상기하면, 법안에서 사용하는 건축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건축 ‘설
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73)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안)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건축디자인의 저작
권보호, 건축디자인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산업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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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문화진흥법(안)

「건축문화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법으로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
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환경 개선과 독창적 건축문화174)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 되었다.175)176)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
행(안 제5조), 건축문화위원회 설치(안 제6조), 건축문화진흥기금 설치(안 제12조) 등 이다.
본 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안) 제9조는,
“건축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저작권법」의 규
정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되는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된 건축물과 동일한 외형의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건축물의 복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에 언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구역 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시행령으로 추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이므로 본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행위는 이미 현행 저작권법에서 건축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므로 설사 이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저작권법으
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서 본 법(안)에 건축저작권 침해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Ⅳ.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

1. 서 론

앞서 살펴본 특허 제도와는 별개로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보급 및 장려하고, 유사
도입 기술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건설신
기술 지정제도는 건설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기
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177) 도입되었다. 건
174) 건축문화진흥법(안) 제2조 제3호는 건축문화라 함은, ‘건축물의 창작․보존 및 관리, 저작권, 교육, 출판, 강
연 및 전시 등 건축에 관련된 제반 문화적 요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75) 17대 국회 2006년 3월에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76) 건축산업진흥법(안)은 건축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보아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산
업 육성 및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건축문화진흥법(안)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여 건축문화의
창달 및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77)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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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신기술로 지정되는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
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며, 지
정 후 5년간 신기술로 보호되며 실적에 따라 3～7년 연장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
진한다는 점에서 특허제도와 건설신기술 제도는 표면적으로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법적 성
질․등록 요건․심사 방법 및 절차․보호기간․권리행사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본 과제의 연구 대상인 건축설계창작물에 건설신기술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절차, 이용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특허 제도와 비교 고찰하고
자 한다.
2. 건설기술의 정의 및 신기술 지정분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178)의 정의에 따르면, 건설기술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
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8)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사. 건설사업관리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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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179) 건설기술관리법 제2
조 제2호 가목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을 건설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본 조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
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행위를 설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만이 건설기술관리법의 객체가 된다. 건설신기술의 지정분야는 크게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로 나뉘며, 토목은 다시 도로, 철도,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 교량,
터널, 토질 및 기초, 조경, 측량,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 분야로 세분화 된다. 또한, 건축 분야
는 건축계획 및 관리, 가설시설물, 조경, 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마감, 방수, 특수
건축물, 해체, 보수보강으로 세분화 되며, 기계설비 분야는 건축기계, 플랜트,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환경기계설비로 세분화되고 있다(<표 Ⅲ-31> 참조). 이 중 본 과제에서 논하고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건축 분야의 건축계획 및 관리, 가설
시설물, 특수건축물에 한정된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쉘․돔․아치형 구조물, 비정형 구조
물, 복합구조물, 내진구조물, 친환경 건축물, 기타 특수 구조물 등이 특수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특허 등록요건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
점이 있는지, 또한 동일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등록과 신기술 지정 사례가 있는
지, 각각의 법적 성질과 두 제도 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대분야

Ⅲ-69> 건설신기술 지정분야

중분야

소분야

1.

도로

도로 구조 설계,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아스팔트 포장 및 유
지보수, 도로기층, 교면포장, 도로안전시설, 방음벽, 도로 경계석, 맨
홀, 기타 도로 시설

2.

철도

철도궤도 설계, 궤도, 철도시스템운영, 신호 및 제어, 철도 유지보수
보강, 철도 차량, 기타 철도시설

3.

항만 및 해안

준설 및 매립,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수중 구조물, 항만 부족 시설,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방파제, 기타 항만 및 해안 시설

4.

상

․하수도

관로 설계 및 프로그램,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항수도 관
로 설치 및 유지보수, 상수 처리, 하수 처리, 상하수도 오니준설, 기
타 상하수도 시설

토 목

17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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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호안조성, 댐, 보, 하천 수질 정화 시설,
지하수 및 관리, 기타

6.

교량

교량 설계 및 구조, 교량 상부구조물, 교량받침, 교량거더, 가설시설물,
교량 부속 시설물, 교량 유지보수, 기타 교량시설

7.

터널

터널 구조 및 설계, 터널 구조물 설치, 터널 보강 안정, 터널 굴착(발파),
터널 방수, 터널 유지보수, 터널환기시설, 기타 터널시설

8.

토질 및 기초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지반 개량 및 보강, 지반 굴착, 말뚝(Pile),
토목 지중 구조물, 흙물막이공, 사면 관리 및 보강, 옹벽(보강토 옹
벽 포함), 기타 토질 및 기초 시설

9.

조경

사면녹화, 식재조성, 수목지지, 기타 조경시설

10.

측량

수치지도, 하천 측량, 기타 측량

토목구조물 보
수보강 (포장보수제외)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방식,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1. 건축계획 및 관리

설계 및 프로그램, 기타 건축계획

2. 가설시설물

안전가시설, 기타 가설물

11.

3.

조경

옥상녹화, 기타 조경

4.

기초

기초다짐 및 지정, 기초 보강, 기타 기초

5.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 타설, 철근 가공 및 조립, 거푸집, 철근콘크리트 골조,
복합 구조체, PC(Precast Concrete), 기타 철근콘크리트

6.

철골

철골 가공 및 조립, 데크플레이트, 철골 내화 피복뿜칠 방식, 복합
구조체, 철골계단, 기타 철골

7.

조적

벽돌, 블록, 기타 조적

8.

마감

석공, 타일, 목공, 금속, 유리, 지붕홈통, 미장, 창호, 도장, 수장, 단
열, 건축물세척, 기타 마감

9.

방수

일반방수, 복합방수,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

건 축

10. 특수 건축물

기계
설비

․ ․

초고층 건축물, 쉘 돔 아치형 구조물, 비정형 구조물, 복합구조
물, 내진구조물, 친환경 건축물, 기타 특수 구조물

11.

해체

발파식 해체, 기계식 해체, 기타 해체

12.

보수보강

건축 보수보강,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타 보수보강

1.

건축기계

건축기계설비, 공기조화/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배관설비, 파쇄설비,
순환골재 제조설비

2.

플랜트

신산업플랜트설비, 복합플랜트설비, 기타 플랜트

통신전자 및 제
어설비

계측 및 제어설비, 자동화 시스템설비,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환경기계설비

환경기계설비, 폐기물처리설비, 기타 환경기계설비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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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기준 및 실무

현재 신기술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신기술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신기술 지정․고시 등의 업무는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신기술 신청 접수 및 심사는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이, 신기술 개발자 및 활용자에 대한 실적 관리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가 위탁받아 담
당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180)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181)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다.

가. 심사기준18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은 신청된 신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1차신기술심사위원
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각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1

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진보성
• 시장성
2. 2

Ⅲ-70>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183)로서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뚜렷
하고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우수하게 향

상이 이루어진 기술
:

활용 가능성

․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

180)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66호 참조.
182) 심사기준 및 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요령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건설신기술 매뉴얼」, 국토해양부, 2011,
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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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급성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
:

:

• 경제성

,

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
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1) 1차 심사
1차 심사 시에는 신청 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 평가기준
별로 세부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0점 만점에 총합계 점수
70점 이상, 신규성과 진보성의 합계가 50점 이상이어야 2차 심사에 상정되도록 기준을 정하
고 있다.
첫째, 신규성은 외국기술을 포함하여 유사기술의 유무 및 기존 기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통한 신규성을 평가하며, 개량된 기술의 경우 개량의 정도가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한다. 신규성 평가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기술 개발
및 개량 정도, 기술적인 독창성 및 자립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에 따라 배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기술과 동종분야의 유사 기술
을 임의로 선택하여 조사하고, 그 상세 내용 및 비교 도면 등을 첨부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기술 개발 및 개량 정도는 신청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전체 공정에서 신청기술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자는 신청기술의 핵심내용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자신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기재하고, 전체 공정에서 신청기술
이 차지하는 중요도 및 범위, 기간, 비용,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재, 인력, 기술력 등이 기존기술의 여건변화에 영향이 적고 외국기술 및 타 신기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성이 우수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둘째, 진보성은 품질의 우수성, 공사비 절감 효과, 공사기간 단축효과, 저탄소 녹색 첨단기
술을 고려하여 평가되는데, 신규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평가에 필요한 설명 자료
및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의 우수성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성능
183)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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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등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 자료나 기존기술과 신청기술의 비교 자료 등을 통해 평가
되며, 공사비 절감 효과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는 기존기술과 신청기술의 시공절차, 공정표,
시공순서 등을 도식화하여 기존기술 대비 향상된 효과의 정도로 평가 배점을 부여하고 있
다. 한편, 신청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련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첨단기술 여부도 진보성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장성은 신청기술의 활용가능성과 기술선호도를 고려하여 평가된다. 신청자는 국내
의 건설공사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전망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급 동향 및 중장기 수급 전
망, 시장특성 및 구조, 유사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유사기술의 출현가능성, 해외시장 수출 전
망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기술하고,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
는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총 100점 만점에 총합계 점수
70점 이상, 신규성과 진보성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심사에 상정된다. 평가 항
목 및 배점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71> 1차 심사기준 평가 항목

기 준

세부 평가항목
선행기술
조사결과 및
기존기술과
차별성(10)

-

개발/개량
정도(10)

-

신규성

-

(40)

-

독창성과
자립성(10)

-

-

진보성

품질의

기존 기술을 개발/개량한 정도가 매우 뛰어난 기술로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기술(80%이상)
기존 기술을 개발/개량한 기술로서 파급 효과가 큰 기술(60%이상～80%미만)
기존 기술을 개발/개량한 기술로서 파급 효과가 작은 기술(30%이상～60%미만)
기존 기술을 개발/개량한 정도가 낮고, 파급효과도 작은 기술(30% 미만)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적인 독창성과 자립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80%이상)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적인 독창성과 자립성이 우수한 기술(60%이
상～80%미만)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적인 독창성과 자립성이 보통인 기술(30%이
상～60%미만)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적인 독창성과 자립성이 적은 기술(30% 미만)

-

전체
전체
전체
전체

-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수준(80%이상)

-

개발/개량
중요도(10)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80%이상인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60%이상～80%미만인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30%이상～60%인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30%미만인 경우

-

공정에서
공정에서
공정에서
공정에서

핵심기술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술(80%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술(60%이상～80%미만)
중요도가 보통인 기술(30%이상～60%미만)
중요도가 낮은 기술(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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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10)

-

공사비
절감효과
(10)

(40)

공사기간
단축효과
(10)

-

첨단 기술
(10)

-

-

활용
가능성(10)
시장성

-

(20)

-

기술
선호도(10)

-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수준(60%이상～80%미만)
기존 기술과 동등한 수준(30%이상～60%미만)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30% 미만)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수준(80%이상)
기술보다 우수한 수준(60%이상～80%미만)
기술과 동등한 수준(30%이상～60%미만)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30% 미만)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수준(80%이상)
기술보다 우수한 수준(60%이상～80%미만)
기술과 동등한 수준(30%이상～60%미만)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30% 미만)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사업)을 받은 경우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성이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수준(80%이상)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성이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수준(60%이상)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성이 기존 기술과 동등한 수준(30%이상～60%미만)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성이 기존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30% 미만)
외국기술을 능가하고 향후 기술 수출도 가능하여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음
외국기술과 동등하여 기술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음
활용가능성이 기존 기술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
기존 기술에 비해 활용가능성이 부족한 기술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술보다 선호도가 월등한 수준
기술보다 선호도가 우수한 수준
기술과 선호도가 동등한 수준
기술에 선호도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

(2) 2차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신기술은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보급성, 경제성에 대한 2차 심사를
받게 된다. 첫째, 현장적용성은 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1차
심사 시 제시했던 유사․동종기술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 설명 자료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둘째, 구조안정성은 신청기술 분야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하고 있음에 대해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로 나누어 평가된다. 셋째, 보급성은 신
청기술이 보급될 경우 활용성, 편의성 등의 기술적 특성과 공익성 측면의 효과에 대해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은 평가 항목이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또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원가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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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신기술로 지정되면 신기술의 지정 및 고시일로부터 5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84) 보호기간
동안 기술개발자(법인 포함)는 기술 사용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
으며,185) 행정 당국인 국토해양부는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공시험 및 건설공사에 신
기술을 우선적용 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 및 촉진하고 있다.186) 또한 발
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
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신기술 개발자에게 신기술 개발의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다.187)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188)
신기술 지정에 따른 PQ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 창출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표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2010-15

‣

Ⅲ-72> 신기술 지정에 따른 PQ점수 부여 현황

폐지제정)

2010.1.1

:

개발실적 항목에서

점/건, 활용실적 항목에서

1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1호,
적 항목에서

점 배점

1

2011.10.1) :

개발실

점/건 배점

1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

호)

2009-1336

:

개발실적 항목에서

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3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설신기술에 한해

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PQ

기술능력”에 건

2200.04-147-32, 2011. 5. 13) : “

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2

점까지 배점할 수

4

있음

‣

※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

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184)
185)
186)
187)
188)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
시행령 제42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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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100

신인도평가액”에 신기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

2

도록 되어 있음(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시공능력평가액

‣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국토해양부령 제2011-397호,

(2) (

＋

기술능력평가액

±

2011.11.3)

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

당해용역수행

“

능력” 평가시 해당항목 최대 1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011-349호,
호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
(

실적은 최대

2011.4.7)

제75조제10항 및 별지 제68

:

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발생 등)
호,

-4644

2011.5.30)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

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3

그 밖에도 신기술에 의한 공사나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 계약 시에 제한경쟁 입찰에 의하
거나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189)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두어 신기술 사용에 따른 공사비
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
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하도록 하고 있다.190)

다. 신기술 지정 현황(건축분야 일부)191)
건설신기술은 ’89년 도입된 이래 ’11년 12말까지 총 1,468건이 신청되어 그 중 640건이 지
정되어 건설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
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

도

신청건수
지정건수

합 계
1,468

640
(43.6%)

∼

’89

’05

’06

’07

’08

’09

’10

’11

1,101

61

54

68

47

51

86

480

34

33

19

30

21

23

2011년 12월 기준으로 기술분야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시공 분야와 상하수도 분야
의 지정건수가 가장 많으며, 건축설계 및 설비 분야와 수자원 및 항만 분야는 지정 건수가
1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5조의 2 등.
1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191) 2012. 4. 18자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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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적게 나타났다.
분 야
지정
건수

상하수
도

합계

건축시
공

도로및
철도

토질
및
기초

토목
시공

토목구
조

시설물
유지
관리

환경
관리

건축설
계및
설비

수자원
및
항만

640

114

116

94

92

74

60

42

23

14

11

(640%)

(17.8)

(18.1)

(14.7)

(14.4)

(11.6)

(9.4)

(6.6)

(3.6)

(2.2)

(1.7)

신기술 지정 분야인 토목, 건축, 기계설비 중 건축 분야에 특히, 본 과제와의 연관성을 고
려하여 건축계획 및 관리 분야, 가설시설물 분야, 특수건축물 분야 대한 지정 사례를 살펴보
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분 류

건축계획 및
관리

지정
번호

신기술명

79

건축설계전용 캐드소프트웨어 개
발기술

설계 및
프로그램

기타
건축계획
626

기타
가시설
593

쉘, 돔
아치형
구조물
667

비정형
구조물
복합

97/09/29

주)무영건축사사무소

(

~

망조정과 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을 적용한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

롯데건설(주)
한국유지관리(주)

11/06/28
~
16/06/27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
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
공법

주식회사 콘솔에스더
블유씨

11/06/29
~
16/06/28

지정 사례 없음

663

특수건축물

보호
기간

지정 사례 없음

가설시설물

초고층건
축물

개발자(기관)

02/09/28

625

안전가시설

Ⅲ-73> 신기술 지정 사례

608

240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이용
한 초고층 구조물의 부등축소량
자동 보정 공법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
화 기술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09/10/06

주)대우건설

(

주)CS구조엔지니어링
주)동아스트
(주)유신건축종합건축
사사무소
(
(

주)CS구조엔지니어링
장우석
코스피주식회사
한국건설품질연구원
(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
용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쌍용건설(주)

클램프로일체화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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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조립식

~
14/10/05

12/06/20
~
17/06/19

12/06/21
~
17/06/20

10/06/15
~
15/06/14

주)서린건축사사무소

00/06/24

욕실공법

구조물

258

435

611

내진
구조물
653

579

친환경
건축물
658

기타 특수
구조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냉간성형강(ZSS강)을 이용한 스
틸하우바닥/벽, 구조시스템
프레임-스터드패널형 건축 모듈
러 유닛의 구조 시스템?공장제
작현장 설치 공법

재)포항산업과학연구소
주)포스코
한국철강협회
(
(

주)포스코
(주)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
한 제진시스템 공법

동일고무벨트(주)
쌍용건설(주)
에스에이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
스템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
협력단
현대엠코 주식회사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
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
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한국에이.비이.엠.건설(주)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
03/06/23
01/01/04
~
08/01/03
04/11/04
~
11/11/03

10/08/17
~
15/08/16

12/05/11
~
17/05/10

09/05/20
~
14/05/19

주) 에이비엠그린텍
주)서린
주식회사 건기
(

12/06/04

(

~
17/06/03

지정 사례 없음

4. 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 제도의 차이점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제도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및 보
장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기술 지정 및
특허권 등록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및 등
록 받은 신기술 및 특허는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기적 제한이 있다는 점
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먼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적 성질 및 특성이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은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배타적 성격의 절대적
권리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
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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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기술은 양도․양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
다. 또한 기술에 대한 심사 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
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 현장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외에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차이점
이 있다. 즉, 신기술은 활용가능성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점은 기술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
할 경우 특허권자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은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신기술 제도는 우수한 건설기술을 발굴해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상 기술사용료 청구권192)만 발생할 뿐, 신기술 침해로 인한 공사 중지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러한 이유로 신기술개발자의 경우 배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대부분 사전에 특허를 출원하
여 등록받고 있으며, 신기술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시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
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신청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함으로
써 진보성 설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두 제도는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상의 차이점도 매우 크다. 두 제도 모두 신청 및 출원
기술이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기술에 비해 신규하거나 진보성을 가져야 심사요건을 만족하
지만, 세부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기술은 공사비 절감 효과, 공사기간 단축효과, 기술의 활용가능성 및 기
술선호도 등과 같은 현장에서의 활용성 및 신기술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여 심
사기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특허와 비교하여 신기술 제도 심사의 특이
점은 두 차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며, 1인에 의한 단독 심사가 아닌 수인의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193)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심사의 엄정성을 위해서 현장실
19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
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3) 1차심사위원회와 2차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신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13호 제2항), 1차․2차 심사위원은 서로 배제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여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으
며(동 규정 제24조 제1항),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건축 및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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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신청인 및 이
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기도 한다.194) 이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
진 수인의 심사위원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그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곧 활용성이 높은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려는 제
도의 취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단 새로운 기술(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실시되어 활
용되는지 여부를 행정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신기술은 지정된 후에도 품질검증․기술
의 우수성․활용실적을 검증하여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자료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신
기술 개발자는 신기술 범위에 속하는 활용실적을 연도별․지역별․발주처별․활용형태별 등
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 활용실적증명서 상의 실
적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와 보호기간 연장기간의 정량적
평가기준인 신기술 활용실적의 건수, 공사비 및 활용지역에 대한 정확한 집계표를 제시하여
야 한다. 또한, 사후평가제도를 두어 발주청이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
하여 준공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보
고하도록 하고 있다.195) 활용실적과 사후평가 자료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의
건설신기술 정보마당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신기술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보호기간, 권리 취득으로 인한 이점, 수수료 등
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래 표는 건설신기술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표이다.
<표

Ⅲ-74> 건설신기술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구 분

건설신기술제도

특허제도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특허법

목적 및
성격

-

대 상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 의욕을 고취
기술의 현장보급을 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

-

-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산
업재산권 부여
발명을 공개하여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특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발명은 자연법

7. 건설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194) 제9조 제3항 및 제5항.
195)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제5조(훈령 제2009-382호, ‘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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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
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건설기술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한 발명

한국건설교통평가원

특허청

절 차

건설신기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
평가원에 제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심사 방법

상대적인 평가: 1, 2차 심사위원회(산업계 전
문가로 구성)에 의한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으로 지정

절대적인 평가: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주체
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기준
으로 사정

․

신청 기관

차 심사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2차 심사 : 현장적용성, 보급성, 구조안전
성, 경제성

- 1

심사 및
등록 요건

신청 주체

신청 시기

※진보성

-

내국인만 신청가능
-

-

심사 체계

:

:

-

-

공개 방법
-

․

-

-

주체적요건 : 정당한 발명자 여부 등
객체적 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
능성
절차적 요건 : 출원절차의 적합성 등

내 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기술을 개발하고 1개 이상의 현장에 적용하
여 현장검증이 완료된 후
심사위원회에 의한 합의제 심사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단심 제도
처리기간 : 4～5개월
접수 즉시 관보, 경제전문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적극적 의견 수렴

-

기초적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
연구 가설의 예비실험을 통한 확인 후
인의 심사관에 의한 단독 심사
불복 시 사법 기관을 통한 복심 제도
처리기간 : 20～24개월

- 1
-

-

-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 일반에 공
지
소극적 의견 수렴

보호 기간

최초 5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
위 내에서 연장(최고 12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

권리 행사

건설신기술은 권리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
로 양도 양수가 불가하며, 신기술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조치

특허는 권리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특허권에 대하
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가능(침해시 특허법에 의해 민 형사상의
법적인 대응가능)

권리
취득으로
인한 이점

기술사용료 청구, 신기술 우전적용 권고, 설계
반영 의무, 시험시공 권고, 자금지원, PQ점수
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기술사용협
상체결, 기술개발보상제도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PQ점수 부여, 정부의 지원사업
혜택 등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ct.kicttep.re.kr/)

(http://www.kipris.or.kr/)

정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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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정리 및 시사점

Ⅰ.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 관련

이른바 건축설계의 3요소를 ‘기능․미․구조’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건축설계
창작물, 특히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은196)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있어서 기술적·기능적 측
면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의해, 미적·디자인적 측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 보호는 일단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는 듯 보이나,
만약 각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요건이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어떤 법에 의해서도 효과적인 보호가 곤란하게 되는 보호의 공백 상태
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저작권을 보면, 건축설계가 순수한 미적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공간의 기능성을 지
향하는 속성상 ‘표준적 설계요소(standard features)’, 즉 방, 문, 창문, 지붕, 선 따위의 채용
에 있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나 저작권 보호범위를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197) 즉 타인
이 유사한 건축설계창작물을 구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디자인권의 경우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디자인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
동산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이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큰 장
애가 된다.
특허권의 경우 건축설계창작물에서 공간의 배치 등이 기능성을 지향하기는 하나 특정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에 있어 진보성이 인정받기에는 방, 문, 창문, 지붕, 선 등 각 구성요소가
이미 공지된 전형적인 요소이어서 그 결합에 의한 진보성을 인정받기는 수월치 않으리라 예
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분쟁사례로는 저작권 관련 사례를 제
외하고는 거의 드러난 것이 없고, 저작권의 등록 활동이나 관련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활동
이 저조한 것에 미루어 보아, 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용이
거의 정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문제
196) 비(非)레이아웃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우 구조요소나 설비 요소의 기능적 개선을 기술적 사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계, 전자 등 여타 기술분야 발명의 경우와 크게 다를 점이 없을 것이다.
197) 손흥수,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스티스」 통권 제84호, 2008, 253면, 각주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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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Ⅱ.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 관련

건축 관련 진흥법(안)들은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된 의안들이기는 하나, 그 동안 이와 관련
한 연구 활동 및 건축업계의 의견 수렴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 추진하였던 진흥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198)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은 우리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아쉬운 점은, 관련부처의 정책과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와 관련된 법
정책 간에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교류가 다소 부족하게 보이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건축설계
창작물은 저작권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진흥법도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입법자들이 건축물을 예
술적 창작행위에 의한 문화적 산물로만 인식하고 있거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건축현장에서 건축설계창작물을 단지 저작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의 관점
에서 바라볼 실익은 매우 높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뿐 아니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을 용역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신기술/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개발투자를 유인함이 목적인데, 신
기술로 지정 받지 못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발주자나 담당자들의 해당 기술의 현
장 적용성이 불확실하다고 여겨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199) 어차피 가점을 받
는데 있어 특허·실용신안과 신기술 간에 차이가 없다면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할 터이다. 이러한 점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의해 보
198) 건축산업진흥법(안)과 건축문화진흥법(안) 이외에, 최근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에 산업디자인의 정의 규
정을 신설하면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긴 하였
지만, 개정안 제2조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기능, 가치 또는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나. 제품을 보관·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포장재료 또는 용기를 디자인하는 포장디자인
다.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 생활환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
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
라.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각전달매체를 디자인하는 시각디자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199) 한국조달연구원, 「PQ제도가 건설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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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는 기술의 확산과 활용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신기술 지정제도는 건설현장에
서 우수 기술의 적용을 확산시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좋
은 제도이다. 그러나 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의 혁신보다는 우수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목
적을 두는 제도이므로 신기술 지정제도로 편향될 경우 우수 기술의 자생적 창출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기술 지정제도와 특허제도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됨이
바람직하며, 건축설계 부문에서의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술 혁신을 위한 특허법적 관
점의 고려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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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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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문조사 개요

Ⅰ. 설문조사 실시 목적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건축 산업계와 연구계 및 법조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
것으로, 공학적 기능적 예술적 가치가 포함된 지적 창작물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가령, 건축물의 레이아웃(Layout)이나 건축설
계 관련 기술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조립가옥 등의 건축물
도 역시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창작성이 있는 건축
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
산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권리자의 허락없는 타인의 모단 모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과
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분쟁사례로는 저작권 관련 사례를 제외
하고는 거의 드러난 것이 없고, 저작권의 등록 활동이나 관련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 활동이
저조한 것에 미루어 보아,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용이 거의 정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 이용자의 인식 및 제도 이
용현황을 조사하여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설문조사 실시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주 동안 국내 건축 관련 산업, 연구, 법률 등의 종사
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건축 산업계 종사자 그룹과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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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주요 모집단인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
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가나다 순)의 회원들이며, 연구자 및 법률 종사자들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들이다.200)
설문조사 분석은 두 개의 모집단 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샘플의 수는 건축 산업계 종사자는 177건,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는 69건으로 총 246건이
다. 건축 산업계 종사자(177명)라고 응답한 자들의 구체적인 직업은 건축가, 건축사, 시공업
자 등으로 이들 중 85%(151명) 정도가 실무 경험 연수가 9년 이상 되는 경력자들이었다. 한
편, 연구계(46명)의 응답자는 교수와 연구원 등이었으며, 법조계(23명)의 응답자는 판사, 변
호사, 변리사, 심판관, 심사관 등으로 다양하였다. 연구계 및 법조계 그룹의 응답자 중 건축
을 전공한 자는 단 2명뿐이지만, 연구계 및 법조계 그룹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법학 관점
특히, 지식재산권법 관련 전문가들이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어떠한 시
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분석의 내용은 크게 ‘건축 산업계'와 '연구계 및 법조계' 그룹을 나누어 작성 되
었으며,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문
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Ⅳ-75> 조사 설계의 내용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모집단

건축 관련 산업, 연구, 법률 전문가 그룹

조사 대상

‣건축

산업계 종사자: 국내 건축관련 협회(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

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회원

‣연구계

법조계 조사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

조사 기간
조사 응답자 수

2012. 07. 01 ~ 2012. 07. 20

건축계:

N= 246 (

177,

연구계:

46,

법조계:

23)

200) 각 협회 및 기관의 도움으로 본 설문조사에 대한 공지 및 홍보가 이루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
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신 각 협회의 담당자들과 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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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 항목별 조사 결과 및 분석

Ⅰ. ‘건축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

①
설문

①
설문

①
설문

①

4.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②

예
5.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저작권
6.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②

예
7.

아니오

아니오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저작권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설문 4)에서 전체 응답자 177명 중 122명(69%)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소
속 기관(설계사무소)의 규모별, 경력별 결과를 상세히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소속 기관
의 규모가 대형 일수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각 경력별 결과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수가 몰랐다는 응답자의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실무 경력 연수가 3년 미만인 자들의 경우, 몰랐다
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의 보
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형 사무소보다는 대형 사무소일수록 인식이 높으며, 3년
미만의 실무 경험자들은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보기 집단별 샘플
의 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응답자의 분포가 소형사무소, 9년 이상 경력자에 집중되어 있음)
본 설문의 분석 결과를 산업계 전체의 경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01)
201) 이번 설문조사는 소속 규모 및 실무 경력 연수 구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사의 대상이 건축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로 다양하여 소속 기관의 규모 및 경력 연수를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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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6> [설문4]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소속 기관 규모별
규모
대형
예
11(73.3%)
아니오
4(26.7%)
경력별
3년이상
경 력 3년 미만 ～5년미만
예
2(33.3%)
5(71.4%)
아니오 4(66.7%)
2(28.6%)

중형
14(66.7%)
7(33.3%)
5년이상
～7년미만
6(75.0%)
2(25.0%)

소형
96(68.6%)
44(31.4%)
7년이상
～9년미만
8(72.7%)
3(27.3%)

9년이상
101(69.7%)
44(30.3%)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중 건축설계창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재산권
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설문 5)에 대한 응답은 저작권 41%, 디자인권 32%, 특허권 27%로
나타났다. 건축 설계에 대한 기술적 요소에 대한 특허권보다는 디자인적 요소에 해당하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Ⅳ -30>

[ 설문5] 보호 가능한 지식재산권 종류에 대한 인식

한편, 대형 사무소에 소속된 응답자의 경우,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특허권에 대한 인식
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Ⅳ-30> 참조), 경력별
결과 역시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Ⅳ-32> 참조).202)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매출액, 종
업원수, 수주액 규모 등에 따라서 대형과 중․소형 사무소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 소
재의 사무소 별로도 규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소속된 사무소의 규모를 표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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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설문5] 소속 기관 규모별 비율

<그림

Ⅳ-32> [설문5] 경력별 비율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설문 6)에서 177명 중 오직 5명(3%) 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중 3명은 저
작권, 2명은 디자인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7).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69%가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2) 설문 5에 대한 경력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의 경력자들은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에 대한 인
식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년 미만 경력자들의 응답자 수가 매우 적으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서
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년 미만의 경력자와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자를 합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경
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은 각각 37%인 반면, 특허권에 대한 인식은 26%로 더 낮게 나타났으므로
특허권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것으로 전체 경력별 조사 결과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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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설문4)203),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 경험은 거의 없
으므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33> [설문6]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경험 유무

설문 6에 '예'라고 답한 5명의 응답자 중 4명은 소형 사무소에, 나머지 1명은 중형 사무소
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건축 프로젝트 수주량이나 자본이 많은 대형 사무소는 예상 외로 지
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 6에 대한 경력별 세부 결
과에서는 실무 경험 연수 9년 이상 3명, 5년 이상 7년 미만과 3년 미만인 경우 각 1명이 지
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4> [설문6] 소속 기관 규모별 비율

203) 본 보고서 160면 [설문 4]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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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5> [설문6] 경력별 비율

나.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설문

귀하께서는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

8.

고 있습니까?

①
설문

①
설문

①
설문

①
②
③

매우 그렇다
9.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향후 건축설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10.

②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②

법적 보호 기대
11.

③

③

사업상 유용성

시장 선점

권리획득을 원하는 영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건축 환경, 공간 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 기능적 특징 (특허권)

·

·

건축물 내 외관의 미적 디자인적 특징 (디자인권, 저작권)
위의 특징 모두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설문 8)에 대하여, 28%가 ‘매우 그렇다’, 36%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창작성이 있는 설계 행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은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조된 설계창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야 한다는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창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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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창작성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설문 8의 조사결과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 8에 대한 기관 규모별, 경력별 상세 비율은 <그림 Ⅳ-37>과 <그림 Ⅳ-38>을 참조하라.
<그림

Ⅳ-36> [설문8] 설계 종사자들의 정신적 창작 노동에 대한 인식

<그림

Ⅳ-37> [설문8] 기관 규모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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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8> [설문8] 경력별 비율

앞으로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설문 9)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83명(47%), 65명(37%)로 전체의 84%가 향
후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로 대형과 중형 사무소일
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Ⅳ-39> [설문9] 향후 지식재산권 취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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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문(설문 10)에 대한 응답으로, 40%가 법적 보호
기대, 33%가 사업상 유용성, 27%가 시장 선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
만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획득,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등의 법적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40> [설문10] 지식재산권 획득의 이유

향후 지식재산권 획득을 원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설문 11)에는 22명(14%)이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을, 41명(26%)이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
인적 특징을 선택하였으며, 93명(60%)이 양 특징 모두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설계
창작물의 일부 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보다는 모든 특징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특징만을 비교하면, 특
허권보다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한 권리 획득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이는 설문5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의 결과204)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인
식 및 권리화 의지가 저작권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04) 본 보고서 160-161면 [설문 5]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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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설문11] 향후 권리 취득을 원하는 영역

설문 11의 기관 규모별, 경력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기능적 특징과 미적․디자
인적 특징에 대한 응답 비율만 비교할 때, 대형 사무소에 비하여 중형과 소형 사무소는 미
적․디자인적 특징에 대한 권리 취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중형과 소형 사무소는 엔지니어 측면에서의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가 대형 사무소에 비
하여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규모가 작은 사무소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적․디자인적
특징의 설계 부문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42> [설문11] 기관 규모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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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인식과 실제 활용도의 관계
설문

①
②
③
④

12.

지식재산권 등록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희박 등)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이 낮다 (권리보다는 업체 협력관계 등 다른 요소가 중요)
권리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비용이 부담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
체 응답자 177명 중 22명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는데,205) 등
록의사가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총 200건의 응답(복수응답 포함) 중 ‘실제 법적 보호
를 기대하기 어려움(33.5%)’, ‘권리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5.5%)’, ‘비용이 부담
(24%)’ 및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이 낮음(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관하여 응답자의
소속 기관(설계사무소)의 규모별, 경력별 결과를 상세히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

Ⅳ-43> [설문12] 소속 기관 규모별 비율

205) 본 보고서 165면 [설문 9]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20명)가 ‘그렇지 않다’, 1%(2명)가 ‘전혀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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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4> [설문12] 경력별 비율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속사무소의 규모나 경력에 따른 응답이 전체적 응답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소속사무소의 규모나 경력이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를 없게 만드는 이유
로서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이 낮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기
술 지정에 따른 PQ점수를 부여하는 등과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적 인센티브의
만족 정도는 소속사무소가 대형인 경우가 소형인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데 이는 상대적
으로 기술력 등이 집약되어 있는 대형 사무소가 소형 사무소에 비하여 신기술 등의 보유를
통한 인센티브를 얻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설문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유용성 저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보기, 즉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33.5%)’, ‘권리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5.5%)’, ‘비용이 부담(24%)’은 대체로 상당한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특정의 단순한 이유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저조한 것이 아닌 일정수준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그 중 특히 ‘권리 취득 절차의 복잡하고 어려움’ 및 ‘비용이 부담’이라는 이유는 권
리를 얻고자 하는 자가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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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설문10에서의 응답 결과206)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신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라는 인센티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가
장 주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설문12에서의 응답 현황과 유사한 결과를 갖
는데, 이를 살펴보면 결국 건축종사자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 보호에
대한 기대가 원인이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적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록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설문13207)에서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건축설계창작물이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등록의사가 없는 이유로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37.3%에 달하는 반면, 도용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에는 25.4%만이 해당 답변을 지목하였다.
<표

Ⅳ-77> [설문13]에서 [설문12]의 응답패턴

구분

법적보호기대저하

사업상 유용성 저하

권리취득절차 복잡

비용의 부담

합계

예(설문13)

50(37.3%)

21(15.7%)

31(23.1%)

32(23.9%)

134

아니오(설문13)

16(25.4%)

13(20.6%)

19(30.2%)

15(23.8%)

63

라.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단 모방에 대한 실태 조사
설문

귀하의 건축설계를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한 경우가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13.

사례를 목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설문

①
②
③

②

예
14.

아니오

상기와 같은 허락없는 이용이나 모방은 건축설계의 어떤 영역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

·

건축 환경, 공간 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 기능적 특징

·

·

건축물 내 외관의 미적 디자인적 특징
위의 특징 모두

설문 15.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바람직하다 (건축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설계의 범용성으로 인해 모방과 인용이 빈번하다)
지양되어야 한다 (타인의 창작에 대한 무단 모방이 과도하여 새로운 설계창작이 부진하다)
기타

206) 본 보고서 166면 [설문 1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수응답을 포함하는 총 268명 중 법적 보호 기대 107
명(39.9%), 사업상 유용성 89명(33.2%) 및 시장 선점 72명(26.9%)으로 나타났다.
207) 본 보고서 171면 [설문 13]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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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건축설계창작물을 침해당한 적이 있거나 무단 모방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설문 13)에 115명(65%)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무단 모방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설문 14)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이 19명(11%),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인적 특징이 55명(31%), 양 특징이 69명(39%)으로 나타났다.
<그림

<그림

Ⅳ-45> [설문13] 무단 모방 경험

Ⅳ-46> [설문14] 무단 모방이 발생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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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소속 기관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형 사무소일수록 기술적·기능적 특징에
대한 침해가 많고, 중형 사무소일수록 미적·디자인적 특징에 대한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Ⅳ-47 참조>). 또한, 실무 경험 연수별 결과에 따르면, 3년 미만의 경력자는 기술
적·기능적 특징에, 3년 이상의 경력자는 미적·디자인적 특징에 대한 침해가 많은 경향이 보
였다(<그림 Ⅳ-48 참조>).
<그림

Ⅳ-47> [설문14] 소속 기관 규모별 비율

<그림

Ⅳ-48> [설문14] 경력별 비율

- 172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술적·기능적 특징과 관련된 즉, 특허권에 한정되는 무단 모방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지재권 보호 인식, 향후 출원 및 등록 의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연관 지어 볼 때, 특허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및 인식이 낮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축 환경이나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과 관
련된 기술 자체가 많지 않거나, 기술의 변화가 빠르지 않은 건축설계 산업의 특징에 기인하
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설문 15)에서 101명(57%)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66명
(37%)이 어쩔 수 없다고 답하였다. 다시 말해, 타인의 창작에 대한 무단 모방이 과도하여
새로운 설계창작이 부진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대한 기관 규모별 분석 결과에서는 대형보다는 중형 사무소의 경우가 무단 모방이 지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설계의 범용성으로 인해 모방과 인
용이 빈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중형보다 대형 사무소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9> [설문15] 무단 모방 행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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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0> [설문15] 소속 기관 규모별 비율

<그림

Ⅳ-51> [설문15] 경력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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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1)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16.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복수응답 가능)

①
②
③
④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관련 제도 종사자(변리사, 심사관, 판사)가 적다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질문(설문 16)에서 전체 응답
(복수응답) 중 46%가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
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3%는 건축설계 실무
종사자들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지 제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20%는 관련 종사자(변리사, 심사관, 판사) 중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이해하
는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응답도 보였다.
<그림

Ⅳ-52> [설문 16]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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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사무소의 규모별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는 문항 중 ④번을 제외
한 나머지 3개의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중․소형 건축설계
사무소의 응답은 ③번의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①번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
는 의견에 집중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3> [설문 16] 기관 규모별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위 설문 결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상의 근본적 문제라는 응답은 법률전문가의 응답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제도적인 문제점과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응답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에 대한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으며, 특히 중․소형 건축설계사무소의 종사자
들은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법제도의 인식도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2)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취득 의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9번208)에서 향후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건축설계 종사자들 중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답
208) 본 보고서 165면 [설문 9]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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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제도로는 근본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의견이 46%, 인식부족이라는
의견이 32%로 설문 16번209)에 대한 응답결과와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78>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취득의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결과

문9/문16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잘모르겠다

합계

① 제도인식 부족

33.1%

30.9%

37.9%

0.0%

42.9%

32%

② 관련 전문가 부족

23.8%

15.5%

20.7%

0.0%

0.0%

21%

③ 현행 법제도의 한계

43.0%

52.6%

34.5%

100%

42.9%

46%

0.0%

1.0%

6.9%

0.0%

14.3%

1%

④ 문제 없음

이중에서 향후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의사가 없다(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에 응답)고 응답한 건축설계종사자들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
하여 전체 응답자로 보여주는 수치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인식
에 대한 부족과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 대하여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보여 현행 법제
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더불어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 또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모방 및 침해 경험자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13번210)에서 타인의 건축설계를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한 경험 또는 그러한 사례
를 목격한 건축설계 종사자들 중 현행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
한 응답(복수응답)을 분석하여본 결과,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제도에 대한 인
식 부족이 30.5%, 제도와 관련한 종사자의 부족이 21.6%로 응답되었다.
설문 15번211)에서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응답으로 대체적으로 타인의 창작에 대한 무단 모방이 과도하기 때문
에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01명(57%)이었으나, 건축설계 산업의 특성상 설계의 범용성
으로 인해 모방과 인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66명(37%)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설
계 산업의 특성상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단이용 및 모방에 대한 경험를 가진 건축설계 종사자
209) 본 보고서 175-176면 [설문 16] 분석 결과 참조.
210) 본 보고서 171면 [설문 13] 분석 결과 참조.
211) 본 보고서 173-174면 [설문 15]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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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현행 지식재산권적인 법제도가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건
축설계창작물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79> 모방 및 무단이용 경험자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결과

문13/문16

① 제도인식 부족

예

30.5%

② 관련 전문가 부족 ③ 현행 법제도의 한계
21.6%

47.4%

④ 문제 없음
0.5%

나.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효과
(1)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방안
설문

17.

다음 중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해야 할 사

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②
③
④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 활동
건축설계창작물의 기술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출원서류 작성방법 교육 실시
건축설계창작물의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공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DB

강화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개선 또는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
한 응답으로는 설문에서 제시된 4개의 항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의 응답이 나
왔다.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28.5%가 응답한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 설문 16보기 ①번의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212)
또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법제도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이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하
여 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하여 건축설계 종사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출원서류의 작성방법 교육,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건
축설계창작물 관련 DB 구축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은 각각 26.2%, 21.5%, 23.8%으로 응답하
였다. 이는 건축설계 실무자들은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212) 본 보고서 176-176면 [설문 16]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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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아닌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반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권적인 보호에 있
어서 주관기관인 특허청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그림

Ⅳ-54> [설문 17]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개선방안

Ⅳ -55> [설문 17] 사무소 규모별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개선방안

건축설계창작물의 모방 및 무단이용을 경험해본 건축설계 종사자들은 설문 17번의 지식재
산권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아래
와 같이 4개의 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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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0> 모방 및 무단이용 경험이 있는 건축설계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방안 결과

문13/문17
예

①

홍보활동
27.7%

<그림

②

출원내용 교육

③

26.0%

전문가 활용
22.1%

④

DB

강화

24.3%

Ⅳ -56> 모방 및 무단이용 경험이 있는 건축설계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방안 결과

설문 16번에서 ③번의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건축설계 종사자들은 특허청이 지원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
으로 ③번 건축설계창작물의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
공하여 한다는 의견으로 47.4%의 응답을 하였으며, ①번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30.5%, ②번 건축설계창작물의 기술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출
원서류 작성방법 교육 실시 21.6% 순으로 응답하였다.
건축설계창작물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
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상 구성의 곤란성 기술적
진보성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건축설계 종사자들은 건축
설계창작물의 특허권 등록에 대하여 절차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정보 및
이해의 부족으로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건축설계창작
물에 대한 보호에 현행 지식재산권적인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건축설계 종
사자들은 심사단계에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 심사관에게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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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의견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출원서류 작성방법 교
육 실시를 통하여 건축설계창작물이 특허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다각적인 지원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81>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개선방안 결과
①

문16/문17
현행 법제도의 한계

홍보활동
30.5%

② 출원내용 교육 ③
21.6%

전문가 활용

④

47.4%

DB

강화

0.5%

(2) 향후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
설문

18.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많아지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복수응답 가능)

(

건축설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행위가 활성화 될 것이다
특허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로 건축설계 창작자 존중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지식재산권이 양산되고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대형 설계사무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극화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로 창작 행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법제도가 개선되어 향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많아진
다면 생겨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응답은 전체 응답 중 건축설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하여 창작행위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27%,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건축설계창작물의 가치와 창작자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로
발전된다는 응답이 29%로 각각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56% 정도는 많은
건축설계창작물이 특허권으로 출원, 등록되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후 자연스럽게 창작행위의 활성화와 건축설계창작물의 권리화에 대한 수요증가가 건축설계
업계 전반에 대한 창작물과 창작자의 권리 존중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이 대형 설계사무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
는 의견이 23%, 실효성 없는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권리 남용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
견이 12%,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에 따른 창작 행위의 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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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로, 전체의 44%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건축산업계 종
사자들이 건축설계창작물의 권리가 대형 설계사무소에 편중되어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의 권리가 대형 설계사무소로 귀속되는 양극화 문제가 심
화 될 것과 권리 남용 및 소송 증가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정책 수립 시, 먼저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관련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
한다.
<그림

Ⅳ-57> [설문 18]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

앞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이 현행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하여 특허권으로 출원, 등록함에 필
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대형 건축설계사무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권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 10번213)의 대형 건축설계사무의 답변 중 사업상 유용성(PQ 등
심사 시 가점, 홍보 효과)에 대하여 다른 항목과 대등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에 대하여 본
설문의 응답 중 중, 소형 건축설계사무소가 ④번에 대하여 대형 건축설계사무소가 응답한
것보다 2배 정도로 현저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13) 본 보고서 166면 [설문 10]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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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8> [설문 18] 사무소 규모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

Ⅱ. ‘연구계’ 및 ‘법조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설문

①
설문

①
설문

5.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②

예
6.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저작권
7.

아니오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대리, 심사, 심판, 송무 등의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 있습니까?

①
설문

①

②

예
8.

아니오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저작권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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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설문 5)에서 전체 응답자 69명 중 56명(82%)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구자는 46명
중 37명인 80.4%가, 법률종사자는 23명 중 19명인 82.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은 응답자의 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연구자 및 법률종사자의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이라 하겠다.
<그림

Ⅳ-59> [설문5]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중 건축설계창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재산권
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설문 6)에 대하여, 연구자 그룹은 디자인권 73.9%, 저작권 71.7%,
특허권 52.2% 순으로 답하였고, 법률종사자 그룹은 저작권 82.6%, 디자인권 78.3%, 특허권
65.2% 순으로 답하였다. 연구자와 법률종사자 그룹 모두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에 비하여 특
허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건축 산업계 종
사자들의 응답 결과와 같은 것으로, 건축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반에 걸쳐 특허권에 대
한 인식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의 경우보다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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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0> [설문6] 보호 가능한 지식재산권 종류에 대한 인식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대리, 심사, 심판, 송무 등의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설문 7)에서, 연구자는 5명, 법률종사자는 10명이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건축 전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중 2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창
작물과 관련된 법률적 실무 업무 경험자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축을 전공한 자가 법률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라고 볼 수도 있으며, 건축 전공자에 비하여 건축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법률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설문의 모집단 수가 매우 적기도 하거니와, 설문7 자체에 대한 결과 값만을 볼
때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법률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 자체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으므
로 설문 7의 결과만을 가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연구자
법률종사자

Ⅳ-82> [설문7]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법률적 업무 수행 경험 유무

예
5(10.9%)
10(43.5%)

아니오
36(78.3%)
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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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수
41
21

설문 7에서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해당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묻는 질문(설문 8)에 대하여, <표 Ⅳ-83>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구자에 비하여 법률종사자가 관련 업무 경험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는 업역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본 문항의 응답 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
라 이를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본 설문이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추이를 살펴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연구자
법률종사자

Ⅳ-83> [설문8] 법률적 업무 수행 경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저작권
4(8.7%)
5(21.7%)

디자인권
5(10.9%)
6(26.1%)

특허권
3(6.5%)
6(26.1%)

총 명수
12
17

연구자와 법률종사자 그룹의 응답 결과를 합한 지식재산권 종류별 비율은 <그림 Ⅳ-61>
과 같으며,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61> [설문8] 지식재산권 종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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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현황
설문

①
설문

9.

건축설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혹은 등록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0.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②
③
설문

법적 보호 기대 (독점성,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사업상 유용성

(PQ

등 심사시 가점, 홍보 효과)

시장 선점
11.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 등록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②
③
④
설문

①
②
③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희박 등)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이 낮다 (권리보다는 업체 협력관계 등 다른 요소가 중요)
권리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비용이 부담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12.

지식재산권의 출원 혹은 등록 수요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

건축 환경, 공간 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 기능적 특징 (특허권)

·

·

건축물 내 외관의 미적 디자인적 특징 (디자인권, 저작권)
위의 특징 모두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건축설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
(설문9)에 대하여, 연구자와 법률종사자 그룹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법률종사자들은 23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건축설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출
원 및 등록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2명은 전혀 활발하지 않다고 답하여 총
17명(74%)이 건축설계 분야의 권리화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 설문7214)에서 건축설
계창작물과 관련된 법률적 업무의 수행 경험이 있다고 답한 10명의 응답 성향을 자세히 살
펴본 결과, 6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2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다시
말해, 실제 건축설계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를 경험한 법률종사자들 10명 중 8명이 이 분야
의 출원 및 등록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설계와 관련된
특허 및 디자인권 출원, 저작권 등록 등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14) 본 보고서 185면 [설문 7]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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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그림

Ⅳ -62>

․

[ 설문9] 건축설계 분야의 지재권 출원 등록 현황

Ⅳ-63> [설문9] 건축설계 분야의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응답자 구분)

설문 9와 연계하여,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이
유로(설문 11), 연구자들은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
이 낮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각각 45.7%), 권리 취득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은 37%, 출원료, 등록료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은 19.6%로 집계 되었다. 한편, 법률
종사자들은 전체의 73.9%가 권리보다는 업체 협력관계 등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고 여겨 지
식재산권 취득에 따른 사업상 유용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4.8%가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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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Ⅳ-64> [설문11] 지식재산권 등록 의사가 없는 이유

Ⅳ-65> [설문11] 지식재산권 등록 의사가 없는 이유(응답자 구분)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주요 이유에 대한 질문(설문 10)에서 전체
응답자의 42%가 법적 보호를 기대한다고 답하였다.215) 연구자 그룹 역시 독점성에 기한 법
적 보호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8%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 선점이 26.1%, 사업상
유용성 21.7%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도 법적 보호를 기대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법률종사자들은 PQ등 심사시 가점
취득이나 홍보 효과 등의 사업상 유용성과 법적 보호 기대라는 응답이 전체의 34.8%로 동
일하게 나타났으며, 시장 선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그쳤다.
215) 본 보고서 166면 [설문 10]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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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Ⅳ -66> [ 설문10] 지식재산권 획득 이유

Ⅳ-67> [설문10] 지식재산권 획득 이유(응답자 구분)

건축설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혹은 등록 수요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
(설문 12)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43.5%가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인적 특징(디자인권,
저작권)’이라고 응답하였고,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특허
권)’에 대한 응답은 19.6%에 그쳤다. ‘양자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는 30.4%인데,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이 향후에 지재권 획득을 가장 원하는 영역에 대하여 전체의 60%가 ‘양자 모두’라
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216) 업역별로 지재권의 분야별 관심도 및 중요도의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은 건축설계창작물의 일부 요소
216) 본 보고서 166-167면 [설문 11]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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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보다는 모든 특징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바라지만, 연구
자들은 미적·디자인적 특징에 대한 보호에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종사자들은 47.8%가 ‘양자 모두’라고 응답하였고, 미적·디자인적 특징이라고 답
한 응답자는 39.1%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기술적·기능적 특징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치고 있어 법률종사자들이 건축설계 분야의 특허권 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분야만큼 크게 느끼지 않고 있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분야
의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판단된다.
<그림

Ⅳ-68> [설문12] 건축설계분야에서 지재권 츨원 및 등록 수요가 있는 영역

다.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단 모방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

13.

건축설계분야 현장에서 창작자나 권리자의 허락없는 무단 이용이나 모방이 많이 발생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설문

①
②
③

②

예
14.

아니오

상기와 같은 허락없는 이용이나 모방은 건축설계의 어떤 영역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

·

건축 환경, 공간 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 기능적 특징

·

·

건축물 내 외관의 미적 디자인적 특징
위의 특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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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5.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

습니까?

①
②
③
④

바람직하다 (건축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설계의 범용성으로 인해 모방과 인용이 빈번하다)
지양되어야 한다 (타인의 창작에 대한 무단 모방이 과도하여 새로운 설계창작이 부진하다)
기타

건축설계분야 현장에서 창작자나 권리자의 허락없는 무단 이용이나 모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설문 13)에 대하여 연구자와 법률종사자 그룹 모두가 약 90%
정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단 모방 경험 및 목격 사례
유무를 조사한 건축 산업계 대상 설문 13217)에서 응답자의 65%가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건축 산업계 종사자에 비하여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들이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단 이용 및 모방 행위가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 -69> [ 설문13]

무단 모방에 대한 인식

무단 이용 및 모방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설문 14)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기술
적․기능적 특징 26.1%, 미적․디자인적 특징 32.6%, 양자 모두 37%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법
률종사자들은 60.9%가 양자 모두라고 여기고 있어, 본 문항에서는 학술적 연구를 주로 하는 그
룹과 법률 실무(특히 심판 및 소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과의 견해 차이를 엿볼 수 있다.
217) 본 보고서 171면 [설문 13]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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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Ⅳ-70> [ 설문14] 무단 모방이 발생하는 영역

Ⅳ -71> [ 설문 14]

무단 모방이 발생하는 영역 (응답자 구분 )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설문 15)에는 연구자 중 76.1%와 법률종사자 중 78.3%가 지양되어야 한
다고 응답하였다. 동일 질문에 대한 건축 산업계 그룹의 응답 결과는 전체의 57%로 지양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설계의 범용성으로 인해 모방과 인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37%나 되었다. 이는 실제 건축 설계를 업으로 행하는 자와 완성
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이론 연구 및 법률적 검토를 행하는 자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설
계 창작 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창작성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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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72> [ 설문 15]

무단 모방 행위에 대한 인식

2.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한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설문

16.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복수응답 가능)

①
②
③
④
설문

①
②
③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관련 제도 종사자(변리사, 심사관, 판사)가 적다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17.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여 무단모방에 대한 처벌 곤란
권리 획득의 어려움(예를 들어, 특허법상 진보성 요건 충족)
위의 내용 모두 해당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 16)에 대하여,
연구자 그룹은 56.5%가 ‘③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
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법률종사자 그룹은 60.9%
가 ‘①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그룹의 합계로 볼 때, ①과 ③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가 전체의 33%, 35%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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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건축설계창작물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그림

Ⅳ -73> [설문16]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Ⅳ -74> [ 설문16]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응답자 구분)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 한계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설
문 17)에 대하여, 연구자와 법률종사자 그룹 모두 ‘권리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
하여 무단모방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설문 7에서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대리, 심사, 심판, 송무 등의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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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다고 응답한 법률종사자 10명에 대한 설문 16의 응답 결과를 보더라도, 10명 중 5명
이 침해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따른 처벌의 곤란성을 현행 법제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이러한 점은 비단 건축설계 분야에 한정된 문제점은 아니며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 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수
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은 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법률 실무가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그림

Ⅳ-75> [설문17] 현행 법제도의 한계

Ⅳ-76> [설문17] 현행 법제도의 한계(응답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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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효과
설문

18.

다음 중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②
③
④
설문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 활동
건축설계창작물의 기술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출원서류 작성방법 교육 실시
건축설계창작물의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공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19.

강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많아지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B

복수응답 가능)

(

건축설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행위가 활성화 될 것이다
특허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로 건축설계 창작자 존중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지식재산권이 양산되고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이 대형 설계사무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극화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로 창작 행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
한 질문(설문 18)에 대하여, 연구자와 법률종사자의 결과를 합하면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
권 보호 및 권리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Ⅳ-7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자 그룹은 홍보 활동(65.2%) 이외에도 출원서류
작성방법 교육 실시(54.3%), DB 강화(43.5%),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39.1%)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골고루 나타났다. 법률종사자 그룹은 홍보 활동(65.2%) 이외
의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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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Ⅳ -77> [ 설문18] 특허청 개선 및 지원 사항

Ⅳ-78> [설문18] 특허청 개선 및 지원 사항(응답자 구분)

지식재산권의 법제도가 개선되어 향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많아진
다면 생겨날 수 있는 효과(설문 19)에 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구자와 법률종사자
그룹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하여,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따른 창작행위가 활
성화 될 것이며 인식제고로 효과로 창작자 존중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
다. 대형설계사무소와 소형설계사무소 간의 양극화 문제 심화나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 증가
등의 보호 강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도 있었으나, 응답자 전체
비율로 볼 때, 부정적 효과 보다는 창작자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창작행위가 더 활
발해 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응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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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그림

Ⅳ -79> [ 설문19]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강화 효과

Ⅳ -80>

[ 설 문 19]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강화 효과(응답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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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리 및 시사점
1. 요약

국내 건축 관련 산업, 연구, 법률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
재산권 보호 실태조사’는 국내 건축 관련 산업계의 규모에 비하면 모집단의 수가 적은 편이
고, 연구계 및 법조계 그룹의 응답자 중 건축을 전공한 자가 드물어 본 설문조사 분석 내용
에 건축 설계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짓기 부족한 면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응답이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낮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충분히 유의미한 참고자료
가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건축 산업계를 비롯하여 연구계, 법조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 조사’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 이루어진 점, 조사 기간 동안
건축 산업계에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건축설계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은 실태조사
의 분석 결과를 떠나서 실태조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의
내용은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부분과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 산업계와 연
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들 모두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임을 알고는 있었으
나,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미적․디자인적 특징에 대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보다 기술적․기능적 특징
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인식 및 권리화가 경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특허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창작성이 있는 설계 행위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5% 정도가 향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원한다고 답하여,218)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조된 설계창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식
재산권 제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건축 산업계와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들
218) 본 보고서 163-164면 [설문 8]의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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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적 보호를 기대’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건축설계창작물의 무단 이
용 및 모방 경험 비율이 높으며, 그러한 무단 이용 및 모방 행위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은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획득, 타인의 침해 행위
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등의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이 향후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와도 상관이 있는
데,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는 이유 중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희박하여 ‘실
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현행 지식재산권 제
도에 의한 보호가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
히,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창작성 판단기준, 진보성 인정기준, 침해판단 기준 등이 부재하
기 때문에 비롯되는 곤란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각종
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창작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침
해판단 기준 등의 모호성은 비단 건축설계 분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식재산권과 관
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지식재산권 및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판단기준 등의 정립은 해당 산업
의 특징, 산업 육성의 필요성, 산업 및 문화 발달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
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축 산업계와 연구계 및 법조계 종사자들
모두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
호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연구계와 법조계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한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 한계점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권리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여 무단모방에 대한 처
벌이 곤란하다’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 바로 앞 문단에서 언급한대로 앞
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 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
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법률
실무가들 간의 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는 제시된 4개의 선택지가 비슷한 비율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그
중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
서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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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 실무자들은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
느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
다는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권적인
보호에 있어서 주관기관인 특허청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하나의 건축설계창작물은 기술적, 기능적, 예술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창작물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각 요소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설계창작물의
각 요소가 결합된 종합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
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늘어날수록 창작자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건축설계창작물의 창작행위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소결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건축 산업계 종사자들 스스로가 판단컨대 자신들이 독창적인
건축설계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219) 따라서 건축설
계 종사자들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보호 및 정당한 보
상이 이루어져야 향후에도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야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 및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창작자에게 독점배타권이라는 창작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법’이며, 건축설계 산업 및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축설계창작물의 기술적, 기능적, 예술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저작권 법제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9) 본 보고서 163-164면 [설문 8]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28%가 ‘매우 그렇다’, 36%가 ‘대체로 그렇다’, 2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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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한정된 공간과 비용 안에서 공간을 배치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세부 구성요소, 단위공간, 종합 공간의 단계를 거치며 최종 형태
의 건축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 중 건축설계(Layout)란 단위공간과 단위 공간
간의 결합 즉, 단위공간 요소의 배치·배열을 통하여 종합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며, 이 과정
에서 창작된 결과물을 바로 건축설계창작물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창작물은 공간적인 요소의 배치·배열을 구현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적
관점에서 볼 때 심미적, 디자인적인 요소와 기술적, 공학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 저작권
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이 요구하는 각각의 보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식재산권의 보
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각각 전문화된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해 기술의 특성을 정확히 법규정
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설계
창작물이라고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건축설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건축설계 분
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
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의 인식실태조사에서 건축
설계창작물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인식수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가 많다
는 것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및 제도 이용대상자의 낮은 인식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절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현행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이하에서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검토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내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개선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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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 보호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1. 한계점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의 이용이 많
은 이유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성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작하여 만들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당해 건축설계창
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권리발생이 수월하다는 점은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유리한 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저작권적 보호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저작권법
에 의하면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 등록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 성립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하여 권리자체가 성립되었는지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통일된 기준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침
해여부의 판단 역시 쉽지 않으므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이외의 다른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및 디자인권 등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
는 반면 저작권은 등록이 권리발생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하
여 특허 및 디자인 등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그 자체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해당 권리가 진정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법원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등록을 한다고 하여
도 그것으로 인하여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에 기한 권리의 행
사는 법원에서의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
당한 저작권의 성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후의 모든 법적 행위가 흔들릴 수 있는 우
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이어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설문12
의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으로서의 보호는 특정의 권리를
법적으로 얼마만큼 보호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가 가
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두 비교대상
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가 아닌 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다. 그러
나 어느 정도 유사하여야 실질적인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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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저작권법 제1조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 사이
에서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게 된다.220) 즉 실질적 유사성의 판
단, 즉 두 저작물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 명확히 경계선을 긋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작업이며,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221) 결국 누군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최
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용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기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기능
과 같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아이디어 등이 외부로 표출된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술저작물에 비하여 기능저작물은 보호범위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건축설
계창작물 등은 특정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택가능한 표현의 방법이 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222) 그렇기 때문
에 건축설계창작물에 투여된 노력과 지적인 결과가 적정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
성이 고려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창작자들이 건축설계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개선방향

권리의 발생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당해 권리의 보호가 강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같이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
는 실제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난해할 수도 있다. 권리침해 판
단에 있어서의 불확정성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어느 범위에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에서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지침 등
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기준들을 구체적 사안에 맞
추어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상생협의체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223)과 같은
220) Nicholas R. Monlux, An Invitation for Infringement : How the Ninth Circuit;s Extrinsic and Intrinsic
Similarity Tests Encourage Infringement : An Analysis Using Reece v. Island Treasures Art Gallery,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vol.56. No.2-3, 2009, 543-544면.
221)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전게서(2010), 13-37면.
222) 이를 저작권법은 ‘합체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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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하여서도 단순히 저작권법 제4조에서 제시되는 유형 및 저작권 성립에
대한 일반적 요건 등 이외에 실제 건축산업계에서 저작권법을 통한 적정한 건축설계창작물
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통일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에는 건축설계창작물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한 대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 분류가 선행 제시되어야 하고, 각 분류된 대상들이 저작권법 이론에 비
추어 그 권리의 보호가 어느 정도 까지 미칠 수 있는지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법원의 최종판단까지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권리보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설계창작물은 그 특성상 단순히 저작권적 관점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기능과 결합된 표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법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
을 수 있는 부분은 건축설계창작물의 표현 중 미적인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기능과 같
이 건축설계창작물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까지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재산권법규에서 부여하는 법익들과 유기적인 보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II. 특허권 보호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1. 한계점
제3장에서 건축설계창작물이 주로 속한 E04H에 대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건축설계 관련 기술분야(E04H)에서의 출원 건수 대비 등록건수의 비율이 미
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창작물에 대하여 국내 특허출원 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①관련 산업에서의 창작활동이
애초에 저조하여 그 결과 출원활동이 저조하거나, ②제도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이용에 장
애가 있거나 제도 이용의 실익을 크게 느끼지 못해 출원을 하지 않거나, 혹은 ③제도에 대
223) UCC(손수제작물)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정이용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추상적 규정인 저작권법 제35조의3과 관련하여 구체적
인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해당하는 사안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관련
된 질의 및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207 -

한 인식 정도가 낮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 나열된 이유 중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건축 종사자들의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설문8 관련), 우리 건축설계 분야에서 애초에 창작활
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허출원활동이 적은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224) 그렇
다면 국내 특허출원 활동이 저조한 이유로 ②의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제도 실효성 부족이
거나, ③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는 양자의 복합적 요소임을 지시하고 있다.225)
응답자인 건축 종사자들이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식하는 것은 결국 보호받아야 마땅할
우수한 창작물이 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등록을 꺼
리게 하는 이유로 실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응답이 1순위(33.5%)라는 점 등의 설문
결과에서 유추될 수 있다.226) 특히 특허 성립 요건 중 진보성의 요건은 이러한 점에서 건축
설계창작물이 특허로서 보호받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08년 마련된 심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불만은 실제로 특허제도를 이용한 경험에 바탕한 응답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응답자 중 5%만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
인적인 제도 이용 경험보다는 건축 설계업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
은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수혜를 잘 파악하거나 이용해 볼 정도
로 인식이나 이해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를 평가하는
관련 설문(설문 16)에서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33%)이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 한계' 응답(46%)에 이어 2순위라는 점이 이러한 결론을 지
지한다.

224) 물론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기능적 요소에 대한 창작활동은 저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
겠으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축 종사자들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의 요소는 미적·
디자인적 부분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고 기술적·기능적 특징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설문11
관련).
225) 건축 종사자 중 과반 이상은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무단 모방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설문 13 관련) 그 모
방이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기술적·기능적 특징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50%에 달할 정도로 실제 모방에서 기
술적·기능적 특징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설문 14 관련). 이러한 모방의 경험과 관련하여 현
행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을 때 응답자인 건축 종사자들은 1순위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46%), 2순위
로 제도인식의 부족(33%)을 들었다.
226) 본 보고서 169면 [설문12] 분석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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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향
특허출원 활동의 저조 현상은 제도적 차원의 미비와 제도 이용자들의 낮은 인식 등이 종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부족은 낮은 출원률을 보이
도록 하였으며 이는 결국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특허의 활용이 미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 이용자들의 낮은 인식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
다. 특허법적 문제 이외에도 건축설계창작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권
리의 성립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②이를 근거로 권리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허등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③제도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존의 사례에서 세
부적인 사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선은 현상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직접적인 기준을 도출한다든가 지침을 만든다던가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법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개선의 방향이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보다 용이한 조건에서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건축업계의 특성과 건축업계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건
축설계창작물을 특허권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현재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절대선(絶對
善)이 아님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건축은 공공사업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설계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할 경우 업계의 산업 활동을 상당히 경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축 업계 내부의 실무자들은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해서
는 서로 간의 모방과 활용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창
작의 노력이 컸던 설계창작물에 대하여 모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창작으
로서의 가치가 미미하여 보호가 의문시되는 대상물에게까지 독점배타권이 강하게 인정되면
지식재산권 제도의 득보다는 해악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보인다. 즉, 자격을 갖추
지 못한 건축설계창작물에까지 특허권이 남발되어 권리가 난립하면 건축설계업자 일반의 자
유로운 설계 창작 활동이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나 비용지출에 있어 여유로
운 대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독점하고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시장독점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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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개선하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적 보호의 강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어 우수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창작
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III. 디자인권 보호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1. 한계점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2조 제1호에서 “물품
[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디자인의 본질적인 성립요소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물
품성이 있어야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있는 구체
적인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독립성․유체성 및 동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227)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하여서는 물품성 요건 중 동산성의 충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민법상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228)되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229)을 의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동산성을 권리성립 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체를 갖추지 못하거나 통상의 방법으
로 그 형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230) 따라서 건축설계창작물
중 토지 등과 결합되어야 그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 건조물 등은 디자인보
호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물품
의 범위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L(토목건축용품)류 중 L3류에 해당하는 조립가옥, 옥외
장비품 등이 물품성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에는 전망탑, 관측탑, 조립화
장실, 공중전화박스, 조립방갈로, 이동식당, 조립축사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들은 이동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231)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의 최종단계인 건축
227)
228)
229)
230)
231)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165면.
민법 제99조 제2항.
민법 제99조 제1항.
노태정․김병진, 전게서(2007), 169면.
노태정․김병진, 전게서(2007),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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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데, 부동산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체계에서는 건축물의 지
식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설계창작물 중 디
자인적 요소가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건축물이 디자인보호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하여 그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건출설계창작물을 디자인으로 보호하게 되면 디자인 등록의 필수적 요건인 선행디자
인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무심사제도를 이용
하여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디자인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선행
디자인의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
책적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개선방향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 디자인의 대상인 건축물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제2조(정의)

1.

"

개정(안)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

제2조(정의)

1. _______________________

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_________________ ,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즉,

글자체 및 건축물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축설계창작물, 특히 건축물에 대한 적절
한 디자인적 보호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
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다른 객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건축물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품성
에 대한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물품성은 디자인권 성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에 관한 예외를 주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
은 기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객체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에 비하여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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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게 되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으로 보인다.
둘째, 저작권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이다.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을 살펴보면 건축물
등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 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이다. 저작
권법은 건축물 등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하여 그 외관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부여
하고 있다. 반면 디자인권 역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심미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상의 건축물의 보호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가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외국의 경우 대체로 중복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프랑스는 저작권법에 장식적 조각과 도안이 중첩적으로 보호되며, 독일의 경우도 디자
인이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 응용미술의 저작물 및 이들의 저작
물의 도면’에 대한 중첩적인 보호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
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중첩적 보호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권리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것이 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있어서도 디자인보호법은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
로 하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첩적인 보호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침해 상황을 제거하여 권리자가 온
전히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디자인보호법 제62조에서는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하는 때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본래 침해행위의 조성물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가 인정되어 금지청
구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들 물품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다시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인정하는 청구권의 내용인 것이
다.232)
Ⅳ. 현행 지식재산권법의 보호공백과 특허법적 보완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한 보호는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의
232) 노태정·김병진, 전게서(2007), 7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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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지표면에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특성상 동산성(動産性)을 요건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체계에 포함시
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으로 생각된다. 즉,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현실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우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현재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
법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이다. 그러나 권리가 손쉽게 발생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은 그
만큼 권리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 특허와 같은 엄격한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창작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 시 그동안 권리로
인식하고 있던 상태가 판결에 의하여 무권리(無權利)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것이어서
권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창작과 실시에 있어 상당한 노력과 비용 등이 소요되
는 건축설계창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리의 불확실성은 큰 문제이다. 왜냐면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일정 수준의 상태에 이른 경우, 그것이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권리의 발생을
신뢰하여 건축을 진행한다는 것이 권리보호 및 정당한 이용의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설계창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면을 제외하
고 단순히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중심의 보
호 현상은 건축설계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활용되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중심의 보호는 보호범위에 있
어서 지식재산권이 진정 보호하여야 할 핵심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권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확실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여 창작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권과 같이 무심사 형태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일정한 요건을 두고 심사를 통하여 권리로서 등록을
하는 특허법적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정에 대한 검토

1. 금지청구권 인정의 문제점

- 213 -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도 하에서 특허권자, 저작권자 등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
음을 이유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금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배타적 지배권이 저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가 인정되므로, 타인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금지청구
권은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침해의 우려가 존재함으로 이유로 행사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126조 제2항) 이러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위 청구 뿐 아니라 침해행위
룰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작위 청구도 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2항)233).
이러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특허법 뿐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
장된다.234)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시 권리의 보호대상이 건축설계창작물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완성되었거나 축조가 상당 정도 진척된 건축물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권
리를 침해하여 조성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이다.
아직 공사의 초기 단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금지청구 형태의 금지청구를 하
더라도 피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물론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완성된 건축물보다 현
저히 적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실익이 높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완성되었거나 건축 착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철거
로 특허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극히 미미한 반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므로 권리행사
의 불합리가 커서 문제이다. 민법 제242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여235) 건물 완성 후에는 일조
권 보장을 위한 법정거리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금지청구
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효한
특허에 대한 침해행위만 인정되면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
233)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
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34) 디자인보호법 제62조 , 상표법 제65조, 저작권법 제91조
235)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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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건축물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해금지 청구권의 행사가 사회경
제적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양상을 띨 우려가 더욱 크다.

2. 금지청구권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의 검토
이미 완성되었거나 건축 착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더라도 그 침해가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
하는, 즉 철거하는 명령이 발동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손실이 막대하다. 따라
서 경계선 부근에서의 법정거리 위반시 적용되는 민법 제242조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보
다 엄격하다. 즉,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금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 원칙에 따라 침해자에게 고
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지청구권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금지청구권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건물철거 비용보다
손해배상 비용이 적은 경우를 미리 상정한 것인데 반드시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문
제도 있다.
나아가, 기술이나 산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리보호나 권리행사에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IT분야에서의 표준특허의 경우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전사회적 불이익이 오히려 더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법으로 그러한 권리
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정 기술이나 산업분야에 대하여 예외적인
법적용을 할 경우, 오히려 일률적인 예외 적용으로 인해 개별적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타당
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건축물 철거는 불인정하고
손해배상만 인정하거나 제96조236)의 특허권의 제한에서 건축물에 대한 특별 규정을 신설하
236) 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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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법 적용은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
다.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지청구권을 제한하거나 특허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적
용의 유연성을 명문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권리남용 등을 통한 법원의 유연한 판단이 바람직
하다 여겨진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이기는 하나, 이미 완공된 건물의 일부가 일조권 보장을 위한 법정거리를 일부 위반한
경우 법정거리 안에 있는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는 이익이 극히 미미한 반
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
다.237) 대법원의 정의에 의하면, 권리의 남용이란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
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238) 그러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상황에서 건축물 철거 시 특허권
자가 얻을 이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형량할 때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239)
건축물 철거가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
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237) “이 사건 지상건물은 원고 소유 아닌 피고측 소유대지에 세워져 있고 건축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 법정거리
안에 있는 주소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거의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
로 보나 상린관계의 취지에서 보나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의 철거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238)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12 판결.
239) 대법원은 완성된 건축물의 철거청구라고 하여 반드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9다58173 판결에서는, 이미 85억여원을 들여 건물 전체공정의 95%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가 이미 분양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되며,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
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사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권
리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
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있어야 한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
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
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건물철거 등 청
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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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축설계창작물 보호 개선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특허제도에 대한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인식이 고취되면 건축설계물에 대한 특허출원 수가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허여되는 특허 갯수 또한 증가하리라 전망된다. 건축설계물에 대한
특허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려할 바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
터뷰한 일부 건축종사자의 경우 특허가 증가하면 건축공사 금지청구가 남발되는 등 현행 건
축실무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걱정을 밝혔으나, 우수한 발명이 많다면 당연히 특허도 많
이 허여되어야 창작활동이 고취,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축설계
물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되어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간 권리관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
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Ⅰ. 특허법적 개선방안 :

제98조 개정

특허권-저작권 간 저촉관계의 규율을 위한 특허법

향후 건축종사자의 특허 인식이 높아져 특허 수가 증가할수록, 하나의 건축설계창작물에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각기 다른 권리자에 속하는 다른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건축설계창작물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고
특허권의 보호대상으로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행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과
디자인권, 특허권과 상표권과의 저촉관계를 규정하나 특허권과 저작권과의 저촉관계를 규정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인식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공연장을 신축함에 있어
갑이 특정 레이아웃의 수치 한정 등 기능적 측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그 레이
아웃의 미적 측면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은 을의 허락 없이는 단독으로 그 레
이아웃을 실시할 없을 것이다. 즉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공연장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우리 특허법은 제98조에서 이와 같은 저촉관계의 발생시 특허권자는 저촉되는 권리인 디
자인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이라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제98조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과 저작권간의 저촉관계가 명
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허권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특허발
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98조의 실익은, 동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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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신청하여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240)
현행 특허법에서는 제98조에서 특허권자와 저작권자간의 권리 저촉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허권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법정으로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사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자
의 허락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입법적으로 제98조가 특허권자와 저작권자간의 권리 저촉을 규정하도록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법 개정의 효과가 전 산업 분야에 미치는 만큼,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
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
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
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
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
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
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①특허
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
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
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
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
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
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는 특
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발생
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
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

·

·

·

·

·

·

·

240)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
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
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
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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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 출원 및 심사 실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건축설계창작물 맞춤형 심사 실무 가이드 제안
어떠한 건축설계창작물이 특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발명이 실질적으로는 특허성을 갖추었지
만 출원인이 출원서류상에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심사관의 잘못으로 특허를 받
지 못하게 되어 출원인의 발명의지가 꺽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려면 우선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이나 건축설계의 실무에 비추어 합리적인 특허성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심사관과 출원인에게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널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이나 건축설계의 실무를 감안할 때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심사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맞춤형 심사 실무 가이드를 제안하였다. 맞춤형 심사 실무 가이드의 구체적 내용
은 본 보고서의 마지막에 수록된 심사기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 결합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준제시
기존의 공지요소를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발명은 각 구성요소가 공지되었음으로 인해 진보
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이를 경계하여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에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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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4>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진보성 판단의 단계

[1단계]

구성의 차이 즉, 구성자체 내지 구성의 결합, 배열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가

[2단계]

출원발명과 대비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적어도

[3단계]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들이 결합되기 위해 새로운 구성 내지 새로운
구성의 결합, 배열이 필요한가

[4단계]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들이 결합되기 위해 구성자체의 변경 내지
구성의 결합, 배열에 변경이 필요한가

[5단계]

구성의 차이로 인해 현저한 효과가 발휘되는가

[6단계]

1~5

2

개 이상인가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

상기 판단기준은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현행 심사실무를 바탕으로 공간요소의 결합 혹은 배열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발명의
현행 심사실무와 같이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의 각 측면을 판단
하되 새로운 공간 요소의 결합 혹은 배열의 관점에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보다 세밀
히 판단되도록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의 기준을 단계별로 세분화 한 것이다.

나.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기준제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서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
를 가질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종래 판례에서는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 임계적
의의(제시된 수치범위 내/외의 경계에서 급격한 변화 존재)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0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임계적 의의가 제시되
지 않더라도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이 명확하다(대법원 2010. 8. 19. 선
고 2008후4998 판결). 동 판결에 의하면, 수치한정 발명에서 수치한의 임계적 의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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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도 상기 판례와 같은 취지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41) 즉,
특허등록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
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
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
러나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수치한정이 가지는 목적과 효과가 종래기술 대비 이질적이냐에
따라 임계적 의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서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때에만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건축설계 실무에서는 공간의 칫수나 반복적으로 부착되는 부재의 재질, 색상, 칫수를 결정
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치한정과 관련된 전술된
기준이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심사 실무에 충실히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심사 실무에 대
한 가이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발명의 효과 인정에 대한 기준제시
건축설계창작물을 결합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판단하더라도,
건축설계창작물은 기계발명과 같이 결합의 구조적 특징 자체보다는 그 결합에 의해 발생하
는 효과(동선의 편리성, 통풍의 증대, 소음의 감소 등)에 의해서 종래 기술과 구분되는 특징
을 갖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창작물이 결합발명으로서 갖는 특징이 기계발명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결합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더라도 출
원인이 명세서에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다면 심사
관이 종래기술 대비 진보한 출원발명의 특징을 잘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선행기술 대비 발명이 차별적으로 가지는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시
험성적서, 성능인증서 등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여 심사관의 진보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
241)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2012.3.), 제3부 특허요건, 6.4.2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3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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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설계관련 발명의 효과는 많은 경우 수치적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원
발명이 갖는 에너지 저감 효과는 난방에너지소요량, 냉방에너지소요량, 급탕에너지소요량,
조명에너지소요량, 환기에너지소요량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실내 자연채광이 개선된 정도
는 실내주광조도 등으로, 실내 환기개선 정도는 일산화탄소 농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러한 수치적 자료는 발명의 효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 만일 출원인이 주장하는 발명의 효과가 충분히 심사관에게 전달되지 못해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출원인이 비교실험자료 등 수치적 자료를 제출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수치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발명이 가지는
이질의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객관적 자료로서, 발명이 건설신기술지정제도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되었거나
신기술지정신청을 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보조적 자료로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원인이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제출된 진보성·시장성(신기술지
정신청 1차심사시 판단기준) 및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성(신기술지정신청 2
차심사시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출원발명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반면 주장되는 우수성 내지 효과가 기술적 우월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술
적 건설시장의 관행, 출원인의 시장지배적 지위 등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면 진보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발명의 효과에 대한 수치적 제시나 신기술 지정 신청에 제출된 자료 등은 건축
설계창작물이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심사 실무에 대한 가이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축설계창작물 선행기술 DB 및 선행기술 정보제공 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구축
건축설계의 경우 심사 시 선행기술로 참고할 수 있는 특허문헌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비특허 선행기술의 정보 획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허문헌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내외 현장의 건축설계창작물이 다수 있어 건축설
계 분야 종사자들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이 특정 건축
설계창작물을 보고 기존에 건축설계분야에서 이미 존재했던 선행기술과 동일·유사하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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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나, 특허성의 판단은 단지 동일성 여부의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진보성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역할은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선행기술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제한적 역할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심사관은 제공받은 선행기술 정보를 참고하여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열린 심사제도는 위와 같은 선행기술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이 전반적으로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정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위촉하여 직접 활동
을 구하는 형식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3. 건축설계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방안의 마련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현재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
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기술적·기능적 사항에 관하여 특허법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
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건축설계창작물의 출원이 실제적인 제도
적 문제 혹은 미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허적 권리화에 대한 인식
이 낮음으로 인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설문 11에서 응답인원
의 74%가 기술적·기능적 사항에 대한 권리보호를 원한다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건축현장에서도 특허적 권리화를 통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적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은 인식개선
을 위한 홍보 등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제도에 대한 홍보는 제도를 일반에 노출시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좁은 의미의 홍보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
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설문 5의 결
과를 보면, 건축 종사자들의 소속기관 중 대형기관의 경우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온 반면, 중·소형기관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20.7% 및 26.3%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41.4% 및 42.9%에 이르는 점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의 규모
에 따라 기관 및 구성원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보의 차이
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중·소형기관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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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설계창작물 권리침해 판단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언

1. 구성형태
가. 개설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전체
응답인원의 33.5%)242)되는 등 현행 법제도의 한계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앞
서 살펴본 설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결국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이용
되는 경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것인데, 지식재산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이용 행위가 침해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상황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리해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결국 침해여부에 대한 최
종적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판단을 받기 위한 시간적․비용적
소요가 상당하여 권리구제 및 적법한 이용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
제가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지식재산권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단순히 법관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제119조에서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
위윈회에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감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위하여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243) 그 외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종자보호법상에서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를 제91조244)에 근거하여 두고 있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5
조245)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242) 본 보고서 168면 [설문 12] 분석 결과 참조.
243) ‘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4) ‘종자산업법’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
24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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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 조직의 유형 중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저작권법상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감정전문위원회가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식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조직들에 비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문조직을 검토하려는 의도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나. 저작권법상 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현황
저작권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성된 감정전문위원회는 저
작권 침해 등을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감정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감정제도의 일부분에 속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감정제
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119조),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
단 받고자 하는 의뢰가 접수되면 내․외부 감정인에 의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를 감정전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246) 여기서 감정
전문위원회는 감정기준의 적합성, 감정방법의 타당성, 감정내용의 명확성 및 감정결과의 공
정성을 심의내용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심의사항으로는 감정요청 사항에 대한 감정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감정인의 감정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 기
타 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247)
감정전문위원회는 총 5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전문위원회에는 4명의 전
문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의뢰되는 감정의 분야를 고
려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는 3개의 전문위원회가 운영되며, 그 외 일반저작물
에 관하여 나머지 2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구성되는 전문위원의 자격은 내부 규정
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① 대학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
수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저작권 분야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10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
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46) http://www.copyright.or.kr/service/appraisal.do?contentId=7, 검색일 : 2012.8.12.
247)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규정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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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관련 연구 및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③ 변호사, 변리사 또는 기술사 자
격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원장이 전문적 지식과 법률적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하나
를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248) 즉, 감정전문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전문위원회의 판단결과는 그 자체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감정을
의뢰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에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심
판원과 같이 심판결과가 특허법원 이전의 심급에 해당되는 것 또는 심의전치에 해당하는 등
과 같이 강력한 의미를 갖기 보다는 감정을 의뢰한 기관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근거로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전문위원회는 심의에 이를 수 있
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지나친 제도적 남용을 방지하
고 있다.249)

다.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건축설계창작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
요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치의 근거
는 입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해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이외의 방식으로는 저작권법상 감정전문위원회와 유사하게 기
존 법률인 특허법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용이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 기존의 체계에 어느 정
도의 비중으로 포함될 것인지 등이 정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건축설계창작물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설계 및 시공 전문가 등)
뿐만 아니라 개별 법익에 따른 법률전문가(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 등) 등 여러 전
문가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정형화된 분야의 전문
가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특별히 참여시켜야 할 분야의 전문가를 위하여 비상임 위원을 탄
력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세분화된 건축 관련 전문가 풀
248)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규정 제9조 참조.
249) 저작권법 제119조에서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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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복합구성은 여러가지 권리가 종합적으로 엮
여있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어서 여러
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조직구조에서 적절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건축설계창작물의 권리침해 판단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정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관하여 만약 건축설계
창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감정전문위원회와 유사한 지위를 취한다면 자문결과에 대해 법
적 강제력이 있는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자문위원회의 판단의견에 해당하게
된다.

2. 운영방식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누가 안건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왜냐하면 안건의 제기를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대상에
게만 안건의 제기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일반 대중이 안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얼핏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결과의 신뢰성 문제
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별도의 조직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이를 요구한 일반 대중에게 통지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과 동일
한 결과일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남발이 문제된다. 실제로는 필요가 없으나 일단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에 의한 제도의 남발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규정 등을 통하여 일정범위 제한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저작권법과 같이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적인 차원에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의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고자 한다면 안건이 된 사안에 관하여 검토보고서의 작성
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분야의 다양성 못지않게 검토보고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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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력 역시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적절한 검토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제적인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전문적이
고 기술적인 능력 이외에 법률적 요건을 실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
국 이 역시도 여러 분야의 복합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검
토보고서를 통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250)과
건축설계창작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일치시킬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대상을 판단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이다.251) 즉, 제도의 실효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에 의한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화되
고 통일된 판단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기준의 마련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건축설계창작물과 같은 지식재산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실체적인 내용은 매우 상이하므로 일
괄적인 기준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리침해의 판단을 위해서는 보호법익, 즉 특허
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각각의 침해요건을 기초로 하여 사안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침과 기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250) 저작권법상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에서는 법원, 수사기관 등이 해당된다.
251) 김시열, 김용욱,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감정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6권, 2010,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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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별법 제정방안

지금까지 기존의 지식재산 관련 법체계 내에서의 개선을 전제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
산권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방안을 찾는 것은 기
존 제도의 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제도의 틀에서 간과될 수 있
는 문제점들을 좀 더 현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제3의 법제를 구성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검토

1.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 보호의 한계

건축설계창작물은 창작자의 가치관 및 설계 목적 등에 따라 중요시 되는 요소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창작물은 기술적·기능적 및 예술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설계창작물은 저작권법·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의 구성요
소들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현행
지식재산권법은 각각의 법익에 따라 건축설계창작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보호하고 있으므
로 종합적 측면에 따른 보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설계창작물의 실
효성있는 보호를 위하여 건축설계창작물 그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 방안으로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살펴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구분

<표

Ⅴ-85>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법령 현황

특허법
명의 보호·이용, 기술발전
목적 발
촉진, 산업발전
보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대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저작
권자 보호, 저작물의
디자인의 보호·이용·창작장려,
공정한 이용도모, 문화 및
산업발전
관련산업 향상발전
물품의 형상·모형·색채
문학, 학술 또는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예술적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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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술적 가치 보호)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 보호)
권리의
실체심사 후
실체심사 후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등록에 의해 권리 발생 등록에 의해 권리 발생
발생(무방식주의)
등록
발명
디자인
저작물
대상
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등록 ② 신규성
② 공업상 이용가능성
② 창작성
요건 ③ 진보성
③ 신규성
③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④ 창작성
(현행) 저작자가 생존하는
사망한 후 50년간
보호기 출원일로 부터 20년 (현행) 설정등록일로 부터 15년 동안과
추후) 저작자가 생존하는
간
(개정안) 출원일로 부터 20년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2013.7.2 부터 시행)
- 건축설계창작물 고유의
-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해
특성으로 특허 요건, 특히 -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없는
관련 보성 요건 부담으로 작용 건축물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가 가능한데, 저작물
문제점 진
성이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
-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보호대상에서 제외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모호
대비 권리의 활용도 미비
⇩
⇩
⇩
품성 요건 즉, 동산성 ‣보호범위 및 권리관계의
개선이 ‣건축설계 관련 발명의 ‣물
상관없는 건축설계 명확화
필요한 특허 요건(진보성) 완화 유무에
창작물의
디자인적 요소 보호 ‣창작성 판단기준 및 침해
사항 ‣절차의 간소화
방안 마련
판단기준 명확화

⇩

결론

- 개별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에 따른 개선이 필요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의 검토 필요

2. 특별법 제정의 사례 분석

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1) 산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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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IT 산업의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부품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반도체 탑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들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인재, 특허 및 기술력을 키우고 있으며 산업의 핵심 부품으
로 각 국가마다 전략적으로 추진, 육성하고 있다.252) 그러나 반도체 가격은 수급에 따라 가
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시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높은
수익을 달성하지만 불황기에는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성과 위험성이 함께 공존
한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 크기가 커질수록 설비투자 금액이 증가, 기술의 고도화 및 고성능
화로 인해 반도체 장비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공정수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
기 때문이다. 미세 공정 전환으로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에도 몇 차례
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대규모의 투자금액이 필요한 산업이다.
(2) 입법목적 및 배경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계의 공
정이용과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253)
반도체집적회로의 개발에는 많은 투자와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일단 개발된 반도체집
적회로 배치설계254)의 모방은 상당히 용이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을 때의 절감되는
비용은 상당하기 때문에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255)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그 특성상256) 특허법이나 저작권법만으로는 권리보호가 곤
252)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960년대 중반 외국계 다국적기업에 의한 조립가공단계를 거쳐 1974년 국내 최
초로 개별소자의 생산 및 가공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1년에는 정부의 반도체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됨
에 따라 1982년부터 메모리분야의 사업이 본격화 되었으며 1992년에는 DRAM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되
면서 반도체 전분야로 경쟁력이 확산되었다. 그 후 반도체산업은 우리 수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세계점유시장점유율 면에서도 DRAM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육소영,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재고찰”, 「IT와 법 연구」제5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1. 2.,
111면).
25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3.27, 법률 제9183호, 2008.12.26, 일부개정)
254)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구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
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특허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 해설”, 2009년 12월, 5면).
255) 반도체직접회의 공정과정이 제품에 대한 구상, 제품의 기능설계, 회로설계, 반도체칩 상에 실제 회로소자의
배치설계, 배치설계도의 축소형 작성, Photomask 제작 및 Photomask에 따라 반도체직접회로의 제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들 작업은 고도의 기술과 오랜 시간 및 고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육소영,
전게논문, 117면.
256) 배치설계는 설계도면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행기술 또는 타 배치설계와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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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기존 법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특별법 제정하게 되었다. 배치설계는 설계도면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배치설계는 산업성 내지 공업성을 가지기 때문
에 문학, 학술, 예술적 성격을 갖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 나아가 기술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배치설계의 특성상 Life-cycle이 짧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의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Life-cycle이 짧다는 것은 심사기간이 긴 특허권에 의한 보호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57)
(3) 내용
(가) 배치설계과 배치설계권의 보호대상
반도체배치설계란 반도체직접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말하며 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258) 여기
서 반도체직접회로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
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
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259)
배치설계권이란 위에서 말한 배치설계를 무단복제 등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260) 배치설계권의 보호객체는
일차적으로 배치설계이지만,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이라는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컴퓨터, 통신기기 등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보호대상을 넓게 보고 있다.261)
이 곤란하여 소요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가 어려우며, 반도체분야의 기술 개발이 급진전하고, 제품의 life cycle
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긴 특허제도로는 배치설계의 신속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며, 저
작권으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배치설계도면이기 때문에 도면 자체만을 보호할 수 있
을 뿐 실질적 보호대상인 반도체칩 제품(반도체집적회로 등)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257) 육소영, 전게논문(2011), 118면.
258)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259)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2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해설”, 특허청, 2009년 12월, 27면.
261) 이는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품유통의 대상인 IC나 IC를 포함한 컴
퓨터 등의 최종제품의 단계에서 배치설계를 불법복제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법적 현실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해설”, 특허청, 2009년 12월,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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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262) 배치설계권이 발
생하려면, ‘창작성’과 ‘설정등록’ 2가지의 권리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창작성
이라 함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써 통상적이 아닌 정도의 특성이 나타나 있
어서 기존의 제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였음을 말하고, 설사 통상적인 요

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창작
으로 본다.263)
반도체배치설계권은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264) 그러나 창작성이 권리발생요건이라 하더라
도 창작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창작성 자체가 설정등록
신청 또는 설정등록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설정등록 후에 권리침해의 경우에서 복제
여부 또는 창작성 여부를 논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치설계는 1창작 1배치설계가 원칙이나
특허와는 달리 실로 우연히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배
치설계권자의 배치설계와 동일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즉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 하나의 배치설계권으로 보호된다.265)
배치설계권이 설정등록 되기 위해서는 배치설계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영리를 목적으
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266)에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267) 설
정등록 신청 거절 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치설계는 설정등록된다.268)
(다) 배치설계권의 효력
262)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6조.
26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264) 배치설계권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써 통상적이 아닌 특성이 나타나 있어서 기존의 제작
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하홍준외 2명, 「주요국 반도체배치설계
보호제도 연구」, 특허청, 2002, 3면).
26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266) 최초 상업적 이용일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창작자와 이용자간 이익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배치
설계의 등록제도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배치설계에 대하여 일정기
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여 그 기술성, 시장성, 상품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 경제성이 높은 배치설
계만을 설정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한편, 이용자 특히, 권리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배치설계(반도체직접회로)중 상업적 이용 후 일정기간 내에 설정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공적재산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상거래의 안정이 확보되고, 반도체직접회로의 이용이 촉진되
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특허청,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해설」, 특허청, 2009, 28~29면).
267)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268)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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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자(배치설계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는 설정등록
된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배치설계권자가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를 설정한 경우,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69) 이 경우 이용이라 함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의하
여 반도체직접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직접회
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
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270)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는 ① 교육․
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② 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제작
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③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
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④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
도체집적회로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해 전시 또는 수입하
는 경우, ⑤ 타인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선
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선의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 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271)
또한 이러한 배치설계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고(제10
조),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도 있으며(제11조
제1항),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제
12조 제1항), 타인에게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라)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 원칙이다. 다만 그 배치설계의 최초 상
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272) 권리
269)
270)
271)
272)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8조.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9조.
하홍준외 2명, 전게보고서(2002), 5~6면.

- 234 -

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설정등록은 배치설계권의 권리변동을 제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마) 배치설계권 분쟁조정신청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한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두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조
정을 하여야 한다.273) 또한 침해에 대한 구제로 민사, 형사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친고죄이다.274) 민사상의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IC 등의 폐기, 침해예방조치 청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현행 법제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보호의 한계
배치설계권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나 보호범위에 있어 구별되는바 배치설계권의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275) 이는 기존의
어떠한 지적재산권법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분명, 개별적인 설계재산에 따라서는 특허권276)이나 배치설계권의 효력
이 미치거나, 소프트 IP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의거 보호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277) 그
러나 이는 각각의 반도체설계재산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속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본래의 창작적 가치에 상당
273)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7조.
274)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35조 내지 제38조.
275) 특허청, 전게해설서(2009), 18면.
276) 반도체집적회로 그 자체나 반도체집적회로에서 사용되는 신호처리방법 등은 발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설계재산의 경우 그 정의상,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특정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논리구조나 레이
아웃 등 회로의 구성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데이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특허법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도체설계재산 자체
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물품임을 요구하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도 보호받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특허청, 전게해설서(2009), 23~24면.
277) 소프트 IP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효력범위와 반도체설계재산의 현
실적 이용형태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반드시 실효적인 법적 보호를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당해 설계재산 자
체의 복제행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설계재산을 이용하여 반
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최종적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에 이용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실효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특허청, 전게해설서(20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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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계 노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개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특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으
나 그 여부는 매우 불명확하다. 하드IP 및 소프트IP 별로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개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내용 여하에 따라 확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들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의 유통, 거래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구분
목적

Ⅴ-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기존법과의 비교

특허법

저작권법

- 발명의 보호 및 이용
권의 권리 보호
도모, 기술발전의 촉진 -- 저작
문화의 향상 발전
- 산업발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비고

- 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 보호
- 산업발전과 관련
- 반도체 관련 산업과
(특허법적 성격)
기술의 진흥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 IC를 제조하기 위한
보호 -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물
설계도면의 일종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 - (저작
권적 성격)
대상 기술적 사상
- 아이디어의 표현
도선의 배치설계

권리
발생
등록
존속
기간

- 실시권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등록(실체심사)

- 창작(무심사)

- 실체심사 후 등록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권리발생 요건

- 이용권

배치설계
배치설계에의해제조된 IC
IC 내장 제품
- 등록(방식심사)

- 무심사주의
- 방식심사 후 등록
- 등록은 제3자에의 대항 - 창작성은 무심사
요건
- 권리발생 요건

- 보호범위의 확장
-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특허권적 보호)
- 창작성 여부의 무심사
(저작권적 성격)
- 등록(특허권적 성격)

- 저작재산권은 생존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출원일 및 사망 후 70년
- 독점배타적기간의제한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특허권적 성격)
일신 귀속

(5) 특별법 도입 이후 법적보호의 변화
나름대로의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대상의 특성을 입법 상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1992년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거의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법을 적용한 판결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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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이는 배치설계 내용의 비공개 경향 및 본 법률에 의한 문제해결시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당해 법률의 이용률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
생되었기 때문이다.278)
반면에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보다 오히
려 독점배타성이 강한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배치설
계권자에게 인정되는 독점배타권이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독점배타권보다 그 독점성 내지
배타성이 작다는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한 독점배타권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279)
나. 식물신품종

(1) 산업 특성
우리나라에서 종자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인 공유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
여 특히 무성번식작물의 경우 자체적인 증식을 당연시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익창출을 위해 품종육성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품종 개발
은 통상 10여년의 연구개발 노력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불확실성이 높지만 반면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되
는데 반하여,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
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 될 수 있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 기회가 상실되어 개발의욕이 저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육종가가 안심하고
품종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면 국내의 품종 육성 활
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 규모는 300억불 내외이며, 이중 채소종자 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
(연평균 5.2%)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선진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278) 최근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분쟁발생건수가 미미
한 것으로 추정하건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배치설계권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호
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육소영, 전게논문(2011), 115면 및 126면.
279) 반도체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연 100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2004년에 들어오면서 현저히 그 등록건수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전기/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건수는 2009
년도를 기준으로 22,723건으로 전체 출원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총 9,433건이 등록되어 전체등
록의 16.6%를 차지하였다. 육소영, 전게논문(2011),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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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등을 통하여 세계 종자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280) 최근 종자산업 신품
종의 Life-cycle이 짧아짐(10년 → 3〜4년)에 따라 업체들의 R&D 투자 부담이 증가하는 추
세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수․합병을 통해 중복투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향
에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종자산업은 자본과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농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281)
종자는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로 일단 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282) 경쟁력 있는 품목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현재 경쟁력이 낮
은 품목이라도 주요 품목은 장기적인 투자 필요한 산업이다.
(2) 입법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종자산업법283)의 품종보호제도 이전에 이미 무성적으로 번식되는 식물 신
품종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식물특허제도가 시행 중에 있었으나 식
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식물특허제
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부여를 통한 신품종 육
성 촉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물특허 제도 하
에서는 유성번식식물에 대한 특허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품
종개발을 촉진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284)
또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민간주도로 품종개발을 추진해 온 채소분야와 정부가 품종개
발을 주도해온 벼 등 일부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품종개발 기술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육종가의 품종개발 의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280) 종자산업은 기술과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발품목을 늘
리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몬산토의 경우 20여개 업체를 M&A를 통하여 인수하므로써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로 군림하고 있으며 글로법 10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67%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http://cafe.naver.com/yonam/4922, “21세기의 총성 없는 종자전쟁”, 검색일 :
2012.6.8.
281) 우리나라는 무․배추․고추 등 일부 채소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중국, 인
도 등 거대시장에서 한국산 채소종자의 품질과 이미지가 좋아 수출농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박홍수,
「종자산업법 중장기 계획(안)」, 농림부, 2006.10, 4면.
282)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사 품종 무단 사용에 대해 인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장미 등 일부 화훼류에 매년 60억원 내외의 대외 로열티
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박홍수, 상게보고서(2006), 4면.
283) 종자산업법은 현행법령으로(시행 2012.5.15, 법률 제11076호, 2011.11.14, 일부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2013.6.2, 법률 제11457호, 2012.6.1, 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84) 김응본,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립종자관리소, 2005.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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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5)
우리나라는 종자산업 관련 법 조항이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
어 이를 통합, 종자관리체계의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종자산업의 국내
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국제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
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의무화 되었다.286) 이전에도 식물특허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농민이 생산물
의 판매를 목적으로 종자나 묘목 등을 구입할 때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사실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또는 신품종 사용에 대
한 로열티 지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환경 하에서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
여하는 제도이다.287)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
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 없이 신품종
을 상업화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육성자에게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육성투자로부터 이익
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288)
(3) 내용
(가) 보호대상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물 신품종을 육성한 자의 권리를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보
호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품종보호제도는 종자산업법이 1995년 12월 6일 제정되어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품종보호제도에서는 그 보호대상작물을 번식방법에 상관
없이 모든 식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289)
285) 김응본, 상게보고서(2005), 4면.
286) 강철구, “종자산업법”, 「원예과학기술지」(제17권 제1호), 한국원예학회, 1999.12, 35면.
287) 윤선희, “식물특허”, 「산업재산권」(제11호), 한국산업재산권학회, 2002.5, 142면.
288) 배인태 외 2명, “종자산업법의 주요내용”, 「한국원예학회 논문발표요지」(제15권 제호), 한국원예학회,
1997.10, 23면.
289) 종자산업법에서는 보호대상작물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선정한다. 시행 초년도 보호대상작물로는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선정하였으며, 연차별로 확대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2012년 1월 7일 이후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예정)를 제외한 모든 작물로 품종보호 대상작물
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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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제도는 특허제도와 달리 출원품종의 보호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배시험을 실시
하는데 이에 따른 재배시험 인력과 시험포장의 확보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품종보호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부작물을 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290) UPOV 1991협약(UPOV 1991 Act)에서 UPOV 신규 가입국은 가입 초 년도에
는 보호대상작물을 최소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고, 가입 후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식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291)
(나) 품종 보호요건

종자산업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육성자가 신품종을 육성하였을 때 당해 신품종을 출원하여 품종보호권
이 설정되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
호해주는 일종의 특허제도이다.292)
종자산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특허권에 유사한 품종보호
권을 부여하고 있다.293)294) 신규성(Novelty)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한
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할 당시에 기존에 육성되어
유통되고 있던 품종으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품종이더라도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지정․시
행일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품종보호를 받을 수
290) 김응본, 전게보고서(2005), 15면
291) UPOV 1991 Act Article 3(Genera and Species to be Protected) (2)
292)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www.seed.go.kr).
293) 심사는 방식심사, 서류심사, 재배심사로 나누어져 실시된다.
방식심사란 품종보호출원서 등을 접수한 후 당해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서류심사는 방식심사와는 달리 출원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
사관의 실질적인 심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신규성 및 품종명칭구비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에 해당한다.
재배심사는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심사관
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94) 제12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8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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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별성(Distinctness)295)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
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종자산업법상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는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또는 품종목록등재를 신청한 품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품종(variety of common knowledge)의 정의에 관해 UPOV에서 최근에 논의의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수확물이나 번식물이 상업화되거나 품종의 상세한 특성이 자료를 통해
공개된 품종, 어느 국가에서 품종보호권의 부여를 위해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국가품종목록
(national variety list)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된 품종 및 식물체의 살아있는 번식물이 존재하
고 있어 시료의 수집이 공개적으로 가능한 품종을 알려진 품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의 공간적 제한없이 적용된다. 균일성(Uniformity)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
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안정성
(Stability)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Denomination)이란 품종은 반드시 하나의 품종명칭
을 가져야하며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품종명칭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이라함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
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
시296)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
부터 20년이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하고 있다.297) 품종보호권
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며 누구나 당해 품종을 자유로이 이용
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품종보호권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
되며 이때부터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298)
295) UPOV 1991 Act Article 7(Distinctness) : The variety shall be deemed to be distinct if it is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any other variety whose existence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296) 종자산업법상 실시라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
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297)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며 누구나 당해 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
나 실시할 수 있다.(종자산업법 제56조).
298) 종자산업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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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종보호권의 효력 및 제한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
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법 제17조).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
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품종보호권은 보호
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299)(보호품종은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니어야
함),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및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
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품종보호권은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및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
치지 않는다. 또한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00)
(마)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자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 ㉢종자업자 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의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법 제91조). 또
한 품종보호의 고도의 전문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반쟁송절차와 마찬가지
로 3심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에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301)

299)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essentially derived varieties)이란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발현되는 주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
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의 육종방법으로 인한 특정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당해 품종의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을 말한다.
300)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5조(농민의 자가채종) :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
로 자가채종하는 때에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
는 최대 종자량으로 한다.
301)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할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하며,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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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1심)

⇨

Ⅴ-87> 품종보호심판제도 절차

특허법원
(2심)

⇨

대법원
(3심)

국제적으로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의
육종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권 제도로 발전시켰으며, WTO/TRIPs 협정에서 모든 가
입국가에게 그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
은 특허나 특별법에 의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302)
(4) 식물특허제도
특허법 제31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은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
식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유성적으로 번식되는 대부분의 종자식물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상 방법특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성번식식물의 증식을 위한 육종방
법이나 특수한 육종기술 등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303)304) 특허요건은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발명305)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하며 통상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
규성 및 진보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의 심사는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
와는 달리 서류심사로만 진행된다.306)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다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307), 특허
302) 특별법 외에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기구로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UPOV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 50번째 가입국
이 되었으며, 2009년 1월 현재 6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303) 김응본, 존개논문, 21면
304) 종자산업법상 식물의 품종이란 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만족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
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윤선희, 전게논문(2002), 143면.
305) 특허법 제2조의 의하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
306) 종자산업법 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①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과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산업법 제36조(자료의 제출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
야 한다.

- 243 -

권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소멸되고 누구나 당해 발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실시
할 수 있음은 품종보호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생
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할 권리를 독점한다.
등록공고란 종자산업법상의 출원공고에 해당하는 제도로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
체심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대하여 법정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특허사
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특허공보를 통해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등록공고제도
는 공중에게 심사의 결과를 알려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을
담보시키고자 함에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
<표
구 분
보호대상

Ⅴ-88>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의 비교

종자산업법

특허법

○ 새로운 품종 유․무성번식
※ 종자산업법 제 조
○ 신규성
○ 구별성
○ 균일성
○ 안정성
○ 품종명칭
※ 종자산업법 제 조
○ 등록후 년 과수 임목 년
※ 종자산업법 제 조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수입․양도 대여의
청약 양도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종자산업법 제 조 제 조
○ 연구․실험
○ 비영리 목적의 자가소비
○ 육종소재로 사용
○ 농민의 자가채종
※ 종자산업법 제 조
(

)

11

(Novelty)

(Distinctness)

보호요건

(Uniformity)
(Stability)

(Denomination)

○ 새로운 변종식물 무성번식
※ 특허법 제 조
○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특허법 제 조
(

)

31

29

12

보호기간

권리의 효력

20

(

/

)

56

/

(

/

)

57

권리의 제한

25

/

2

○ 등록후 출원일부터 년
※ 특허법 제 조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양도
20

88

/

대여의 청약(양도/대여를 위한 전시 포
함)
특허법 제94조/제2조

※
○ 연구․시험
○ 단순통과 항공기와 선박
○ 출원전에 국내에 있었던 물건
※ 특허법 제 조
96

58

307) 특허법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
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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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법 도입 이후 법적보호의 변화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의 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수단으로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 즉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을 병행하고 있다.308) 그런데 이러한 중복적 적용으로 인한 법적
인 혼란에 대한 지적이 있다.309) 예를 들면 종자산업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
으로 하지만 그 의미와 판단, 예외규정에 차이가 있기에 출원인과 같은 당사자들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출원인인 발명자 또는 육종자의 입장에서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
호의 체계가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권리취득의 절차적인 문제나 비용 부담의 어려움
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310) 또한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은 보호대상의 범위가 일정부분 중
첩되어 권리의 효력이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311)
다. 컴퓨터프로그램

(1) 산업 특성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문 개발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개발프로세스 및 개발자간 정보교환이 중요하여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기
계장치 및 설비보다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생산의 핵심요소이다.312) 이렇게 프로그램의 개
발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 반해, 그 복제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용이하여 사람
들로 하여금 복제에 유혹을 떨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313)
308) 품종보호제도는 식물(plant), 특히 식물품종(plant variety)은 일반적인 발명(invention)과는 여러 가지 점에
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상작물, 보호의 요건, 부여된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방법 등에서 특허
제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09) 중복운영으로 인하여 출원인을 포함한 관련 업계의 혼란 야기, 출원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저축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응본, 전
게보고서(2005), 30면.
310) 이철남, “신지식재산에 대한 중복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제5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0.12., 136면.
311) 이철남, 상게논문(2010), 137면.
312) 설비투자 및 원재료비의 비중이 비교적 큰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지식집약
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문 개발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개발프로세스 및 개발자간 정보교환이 중요, 전문인
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기계장치 및 설비보다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생산의 핵심요소이다.
313) 경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제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2.8,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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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의 Life-Cycle이 짧은 편으로 하드웨어의 기종과 운영체계 등에 따라 좌우314)되
며, 정보재로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므로 일반 상품과 다른 유통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의 정책 및 법, 제도와 관련성이 큰 산업으로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 성행 및 가치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없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산업이다.
(2) 입법목적 및 배경
컴퓨터프로그램
의 공정한 이용을

보호법315)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확보해주
고 이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줌으
로써 저작권의 창작의욕 고취와 프로그램개발에의 투자를 유도하고,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
가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접근 이용토록 해 주고 공정이용과 사적이용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
고, 창작 프로그램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
정한 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316) 이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
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방향과 유사하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확보해주고 이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의 창작의욕 고취와 프
로그램개발에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접
근하고 이용토록 해주어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
다.317)
314) 생명주기 또는 Life-cycle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주기는 보
통 요구분석→설계→코딩(Coding)→테스트→운용보수→폐기 또는 대체의 단계를 거친다.(오승종,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의 독자성”, 「비교사법」(제6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12, 779면.
315)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 7월 23일 저작권법이 법률 제9625호로 개정
되어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포괄함에 따라 폐지하였다.
316) 우리 법이 주요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법과 다른 점은 저작권법 자체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형식적으
로 저작권법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정진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소
고”, 「창작과 권리」(제46호), 세창출판사, 2007.3, 89면.
317)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별도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의 정
신문화재와 같이 문화창달적 측면보다는 첨단기술과 관련되는 산업경제재로서 정보산업의 측면에서 보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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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가) 보호대상
보호의 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
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8)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조에서 프로그램
언어,319) 규약320) 및 해법321)에 대해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322)
(나)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323)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고, 양도324) 및 사용허락,325) 등록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
육성되어야 할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예외조항과
산업육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처하고 보호와 육성을 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근, 상게논문(2007), 94~95면.
31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1호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319) 프로그램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
320) 프로그램규약이라 함은 특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321) 해법이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나 명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즉, 소위 알고리즘이며 문제처리의 논리
수순을 가리킨다.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1분법에 기해 아이디어 부분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으로는 보
호되지 아니한다.
322)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323) 제7조(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
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저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324) 제15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①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
으로 추정한다.
325) 제17조(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
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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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
제2항). 존속기간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법
제7조 제3항).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전송할
권리를 행사하며(법 제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프로그램 저작인격권은 프로그램저작물
의 저작자에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향유를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물과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는 ①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
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②프
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
에서의 변경 ③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
에서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다)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35조). 권리침해의 구제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326)
(4) 특별법 도입 이후 법적보호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특수성 인정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
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적절한 예외근거 마련을 통하여 산업육성의 유리한 장치의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저작권법보다 컴퓨터프로그램만을 별도로 취급하여 업계의 의견 반영 용
이하도록 운영하였다.327) 그러나 사실상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동일하게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수한 성
32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부분에서 제29조~제34조의5의 조문에 걸쳐서 규정
하고 있다.
32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보호의 대상, 이용 및 허락, 등록, 운영(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권리침해 판
단, 구제, 처벌에 대한 조항들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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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러한 한계는 결
과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별도의 법률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
국 저작권법에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산업의 특성상 생명주기가 짧다. 실제로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
이 나오고,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데에는 불과 몇 년이 걸리
지 않는다. 그럼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제8조 제3항) 하여 매우 장기간을 보
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328) 이로 인하여 새로운 개발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
들었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특정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 독과점
현상을 유발하게 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입법목적과도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었
다.
Ⅱ.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

1. 특별법 제정의 공통적 요소

가. 특별법 제정 산업의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특별법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반도체집적
회로, 식물신품종 및 컴퓨터프로그램이 있다. 이 산업분야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
권 관련 특별법이 존재하기 위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먼저 반도체는 IT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 부품으로써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
히 크다. 이러한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의 특특한 배경 없이는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반면 인적자원, 특히 고급인력
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인데, 이의 개발에는 상
328) 일본의 경우 처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입법할 당시의 초안에는 15년 정도의 단기로 정하였었고, 프랑스
의 기본적 저작권법도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시로부터 25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오승종, 전게서
적(2007), 8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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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비용의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개발된 반도체 집적회로에 표현
되어 있는 배치설계는 그 모방이 상당히 용이하여 배치설계에 대한 무단복제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그 보호가 기존 법체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반도체 배치설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체계에서는 설계도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면에 해당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적 요건을 적용하기도 어려
우며 반면 예술성과 같은 저작권적 요건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치
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중간적 성격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둘째로 종자산업에 관하여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 규모는 300억불 내외이며, 이중 채소
종자 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연평균 5.2%)로 성장하고 있다. 자본력과 선진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M&A 등을 통하여 세계 종자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자는 농업생산의 기본적 요소이며 일단 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에 대
해서는 지속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품종은 수출산업
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육성이 필
요하다. 최근에는 신품종의 순환주기(Life-cycle)가 짧아짐에 따라(10년에서 3,4년) 관련 업
체들의 R&D 투자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사의 품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 식물 신품종에 대해서는 기존 지식재산 법체계에서
식물특허제도가 실시되었으나, 특허법상 실물발명특허는 제도에 관한 업계인식 부족,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특허요건 적용에 따른 등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
지 못하였다. 이에 TRIPs 체결로 인한 식물신품종 보호가 의무화되면서 품종보호제도 등을
규정한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분야는 저작권법과 통합을 통하여 현재는 별도의 특별법이 존
재하지는 않으나 20년간 별도의 특별법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으로 인하여 살
펴볼 의의가 있다고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사회의 지식 확산에 결정적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재로서 모방이 용이하고 가치의 산정이 어려운 등 지식
재산권 침해가 용이함에 반하여 대하여 적절한 보상 등에 바탕된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하
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비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및 투자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새롭고 유용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이 유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별도
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분리하여 컴퓨터프로
그램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프로그래머들의 창작의
- 250 -

욕을 고취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확대 등 산업발전을 도모하였다.

나. 공통적 요소의 추출
이와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
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식집약
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둘째 투자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소요된다. 셋째. 산업의 순환주기
(Life-cycle)이 짧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없는 경우 시장실패에 이를 가능성이 상
당히 높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산업 분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무단의 모방과 사용은 상당히
용이하다는 특징329)이 있으므로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는 점이다.
즉 이를 정리하면 특정의 산업분야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하
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는 산업적 중요성, 모방의 용이성과 더불어 기존 지식
재산권 법체계에 의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백 부분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

가. 특별법 제정의 요건 검토
지식기반의 경제가 도래하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건축설계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건축
관련 서비스업은 정부의 주력 육성대상 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여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현실은 진정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궤도에 이르지 못하여,
창조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생산보다는 한정된 시장규모를 둘러싼 단가경쟁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 WTO⋅FTA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개방으로 경쟁력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기반 설계서비스업 고사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산업의 매출 규모 증가로 건축설계 산업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329) 건축설계 산업 실무에서도 종사자들이 자신의 건축설계를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여 권리가 침
해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응답자의 총 64.9%(설문대상자 177명 중 115명)가 그렇다고 응답
한 결과를 보면 건축설계 산업에 대해서도 무단의 모방과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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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일 뿐, 대 중 소규모 건축설계 업체의 균형적인 발
전이 필요하고, 각자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설계 산업 구조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편과 관련 제도와 법의 개정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자, 더욱이 관련 산업인 건설
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
업의 진흥은 국가 미래를 위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진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고, 또한 건축문화 창달을 통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로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잠재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
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낮은 형편이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지식서비스산업 진흥정책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이 제외되는 등 정책적 지원
이 미흡하고, 관련된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330) 따라서 급속하게 시장경쟁이 격
화되는 가운데 창작활동 유인 등 건축설계창작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
로 건축설계업이 진정한 지식서비스업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기술적, 기능적, 예술적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건축설계는 그 역사
적 배경이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생활로써 인식되어 문화적, 예술적인 성격으로 먼저 인
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간적인 요소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 종사자들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내고자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
격의 건축설계창작물은 각각의 특징에 맞게 특허법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
호받고 있지만 각 요소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현행 지식재산권법은 건축
설계창작물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아닌 각 부분적 측면만을 분리하여 보호하기에 건축설계
창작물의 각 요소가 결합된 종합적 가치에 대한 보호는 어려운 구조이다.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질문(설문 16)에서 전체 응답
(복수응답) 중 46%가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
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현행 지식재산권법으로써 건축설계창작물이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5년 단위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
에 있으며, 건축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산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국토해양
330) 유광흠 외 2인, 전게보고서(2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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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각 추진 중에 있
다. 그러나 건축설계 산업의 지식재산권적인 보호보다는 업계의 전반적인 행정과 절차에 대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대한 내용은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선
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건축설계창작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 건축설계창작물을 무분별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
행 정책적 노력은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그 특성상 특허법이나 저작권법만으로는 권
리보호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이기에 특허권과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곤란한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
며, 식물 신품종 또한 별도의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식물특허제도 실시하였으나 특허법상의 식물발명특허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특허와 동일한 특허요건에서 오는 특허등록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종자산업법
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특별법 제정의 장애 요인
특정의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법제와는 별도로 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
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확인된다. 먼저 산업적인 중요성이 상
당하여 그 보호가 절실하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산업이
상당한 기간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해 산업이 실패되는 경우에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두 번째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비하여 모방(복제) 및 무단사용은 상당히 용이한
반면 기존 법제로는 보호대상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려우며
그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
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창작물 또한 정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써 창작 활동
의 활성화 및 건축설계창작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
근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의 증가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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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각각 부분적 요소들에 대한 보호만이 가능한 현행 지식재산권 법체
계 내에서는 산업적·전체적 관점에서의 종합물로서의 건축설계창작물을 완전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특별법적 보호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축설계창작물이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그 판단의 기준으로는 앞서 살펴본 특별법 제정의 공통적 요소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먼
저 건축설계창작물은 여타 지식재산 객체들과 비교하여 그 산업적 규모·국가경제의 영향력
등 산업적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당한 노력을 통하여 도출된 기
술과 노하우 등이 도면 및 건축물 등으로 현출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하여 쉽게 모방될 수
있으며, 그 규모 등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점들은 건축설계창작물이 특별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검토의 전제가 된다.
다만, 특별법적 대상으로서의 적합성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축설계창작물을 대상으
로 입법화하는데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관련부처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
여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산업의 조성·개발·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진흥법(안)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 법익별로 담당 부처
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원활한 조정이 쉽지 않다.
둘째는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직까지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하여는 해외에도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보호수단이 주어진 경우가 없고 개별적인 지식재산권 법제의 틀 안에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특별법 제정에 따른 효
과 및 영향 등을 참고할 수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다. 덧붙여서 해외에서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해 특별법을 통한 권리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원인이 기존의 개별적 법률에 의한 보호가
효율적이어서 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특별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
다. 건축설계창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기존의 법제와 구별될 수 있는 권리범위가 주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보호의 대상·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등이 명
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법제와 의미있게 구분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슷한 권리를 별도의 법이 규율하는 것이 될 수 있어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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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등록 및 심사기준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면 특별법으로 건축설계창작물
을 보호하는 실효성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개별 권리자의 보호 및 보상, 산업에서의 요구, 지식재산권
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히 권리 보호적 측면에
기울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편익이 극대화 되는 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소 결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 관련 특별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그 규정하고 있는 내
용 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각 산업의 특성상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며 투자의 상
당성 및 짧은 순환주기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경제적 파급이 매우 상당하다. 이
에 더하여 특히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복제가 용이하여 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요구된다
는 필요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특별법에 의한 보호의 이유가 이와 같다고 볼 수 있
다. 기존 법률에 의하여 특정 산업 및 지적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이를 온전히 보호하기에
대상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 반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 특별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설계창작물은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보
호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건
축설계창작물이 갖는 주요한 요소인 기술 및 기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기능과 미적 요소 등의 종합체적 성격을 갖는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법에 의한 보호는 의미있게 살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건축설계창작물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관련 관련부처의 분산 및 선례의
부재를 비롯한 여러 제약요소가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관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여러 제약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특별법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시도하
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미비가 제도적 문제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 산업계 등의 인식이 낮음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선과
인식재고를 통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는 단순히 각각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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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법익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창작물이 갖고 있는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의 법익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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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장의 영역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의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만큼 건축에 들어가는 자본, 노력, 노하우 등이 거대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보호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설계 분야는 건축분
야에 있어 지식재산의 축적 및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여서 그 보호의 필요성
역시 상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법체계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축설계 창작물은 개별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법률로 각기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보호체계는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데, 단일의 건
축설계창작물을 여러 권리의 다발로 나누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하는 방식
은 구조상 어느 정도의 영역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등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건축설계 창작물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건축 분야에서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건축설계 창작물의 권리침
해 및 이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그리고 창작의 둔화와 같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인이 된
다.
이러한 문제점은 건축설계창작물 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논의를 가져왔고, 특히 건축
설계창작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의 각 법익들에 대한 개별적 보호
가 아닌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전방향의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다만 특별법에 의한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된다. 특별법에 의한 보호는 현재 각기 분리되어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설
계창작물 자체가 특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종
류의 유형으로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일률적인 보호의 적용이 쉽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
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체계와 건축설계창작물의 특별법 규정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체계에 있는 다른 보호 객체
들과의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체계와의 질서에 혼동이
발생하여 건축설계창작물의 순기능적인 발전보다 오히려 역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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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보호보다는 기존의 법제도를 보완한 보호 방안을 활용
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건축설계창작물은 저작권법 및 특허법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보
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권리의 확정이 어렵다는 문제와 미적 부분에 한
정된다는 점 그리고 침해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허법 역시 보호대상이 구체적인 기술에 한정되어 건축설계창작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과
각 요건의 충족 정도에 대한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경우에
따른 문제가 존재하지만 현행 법제에서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큰 틀로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특허등록의 수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례 및 판례의 형성이 극히 적다는 한계가 있어 건축설계창작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침해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러한 사항은 판례의 지속적인 형성 및 법리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앞에서의 이유로
인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건축설계창작물에 관하여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시장의 형성을 위하여 사례와 판례를 통해 판단기준이 정립되는 방식
을 벗어나 특허청 등 정부가 건축설계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사지침331), 침해판
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점차 그 규모가 커져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누적된
사례와 판례를 통한 판단기준 정립 방식으로 회귀하는 형태도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
불어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국민들의 인식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에 관하여 단편적
인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상황이어서 종합적 산물인 건축설계창작물을 지식재산으로서 적절
히 보호받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건축설계창
작물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다지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객체들과 비교할 때 건축설계창작물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추출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법 및 심
사지침 등을 수정·보완하여 나아감과 동시에 효과적인 인식제고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점
차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이 촉진되고 이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331) 본 보고서에서는 [붙임3]에서 건축설계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이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가이
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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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inth

Encourage

Treasures

vol.56.

Art

No.2-3,

[ 붙임1] 건축설계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지(건축실무자용)

건축설계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과제명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방안

주관기관

특허청

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
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
되며, 조사 및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예상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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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의 이해를 돕고자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략적인 내
용을 소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공학적, 기능적, 예술적 가치가 포함된 지적 창작물로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레이아웃(Layout)'이나 건축설계 관련 '기술'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으로 보호가능
▶ 조립가옥 등 건축물의 '디자인'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으로 보호
가능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가능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타인의 무단 모방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지만, 현재 건축설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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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건축설계 분야의 제도적·정
책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인 적 사 항

문1 산업/연구/기타 중 귀하의 소속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산업

② 연구

③ 기타 (

)

문2 다음 중 귀하의 구체적인 직업과 실무 경험 연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년 미만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5년미만

~7년미만

~9년미만

9년 이상

건축설계업자

①

②

③

④

⑤

건축시공업자

①

②

③

④

⑤

교수

①

②

③

④

⑤

연구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 (

)

문3 위 2번 질문에서 건축설계업자라고 응답하신 분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
사 혹은 기관의 규모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대형

2

② 중형

③ 소형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문4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셨습니까?
① 예 (☞ 문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8로 이동)
문5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저작권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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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이나 출원 또는 등록해 보신 경험
이 있습니까?
① 예 (☞ 문7로 이동)
② 아니오 (☞ 문8로 이동)
문7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저작권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문8 귀하께서는 건축설계 종사자들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문9 귀하는 향후 건축설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
니까?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 설계물이 없더라도 장래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응답)
① 매우 그렇다

(☞ 문10으로 이동)

② 그렇다

(☞ 문10으로 이동)

③ 그렇지 않다

(☞ 문12로 이동)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문12로 이동)
⑤ 잘 모르겠다

(☞ 문13으로 이동)

문10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법적 보호 기대 (독점성,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② 사업상 유용성 (PQ 등 심사시 가점, 홍보 효과)
③ 시장 선점
문11 권리획득을 원하는 영역은 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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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 (특허권)
②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인적 특징 (디자인권, 저작권)
③ 위의 특징 모두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문12 지식재산권 등록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희박 등)
②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이 낮다 (권리보다는 업체 협력관계 등 다른 요소가 중요)
③ 권리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④ 비용이 부담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문13 귀하의 건축설계를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한 경우가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사례를 목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15로 이동)
문14 상기와 같은 허락없는 이용이나 모방은 건축설계의 어떤 영역에서 많이 발
생합니까?
①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
②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인적 특징
③ 위의 특징 모두
문15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바람직하다 (건축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어쩔 수 없다 (설계의 범용성으로 인해 모방과 인용이 빈번하다)
③ 지양되어야 한다 (타인의 창작에 대한 무단 모방이 과도하여 새로운 설계창작이 부진하다)
④ 기타(

4

)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방안

문16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
②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관련 제도 종사자(변리사, 심사관, 판사)가 적다
③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
④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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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 다음 중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 활동
② 건축설계창작물의 기술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출원서류 작성방법 교육 실시
③ 건축설계창작물의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공
④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DB 강화
문18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많아지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건축설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행위가 활성화 될 것이다
② 특허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로 건축설계 창작자 존중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③ 실효성 없는 지식재산권이 양산되고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④ 지식재산권이 대형 설계사무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극화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⑤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로 창작 행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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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건축설계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지(법률전문가용)

건축설계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과제명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방안

주관기관

특허청

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
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
되며, 조사 및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예상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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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의 이해를 돕고자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략적인 내
용을 소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공학적, 기능적, 예술적 가치가 포함된 지적 창작물로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레이아웃(Layout)'이나 건축설계 관련 '기술'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으로 보호가능
▶ 조립가옥 등 건축물의 '디자인'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으로 보호
가능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가능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면 타인의 무단 모방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지만, 현재 건축설계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건축설계 분야의 제도적·정
책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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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적 사 항

문1 산업/연구/법률/기타 중 귀하의 소속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산업
② 연구
③ 법률
④ 기타 (

)

문2 귀하의 건축 전공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건축 전공

② 건축 비전공

문3 다음 중 귀하의 구체적인 직업과 실무 경험 연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년 미만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5년미만

~7년미만

~9년미만

9년 이상

건축설계업자

①

②

③

④

⑤

건축시공업자

①

②

③

④

⑤

교수

①

②

③

④

⑤

연구원

①

②

③

④

⑤

판사

①

②

③

④

⑤

변호사

①

②

③

④

⑤

변리사

①

②

③

④

⑤

심판관

①

②

③

④

⑤

심사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 (

)

문4 위 3번 질문에서 건축설계업자라고 응답하신 분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
사 혹은 기관의 규모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대형
② 중형
③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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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문5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셨습니까?
① 예 (☞ 문6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6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저작권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문7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과 관련된 대리, 심사, 심판, 송무 등의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8로 이동)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8 위의 질문에 ‘예’로 응답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저작권
② 디자인권
③ 특허권
문9 건축설계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혹은 등록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 문10으로 이동)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 문10으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11로 이동)
④ 그렇지 않다 (☞ 문11로 이동)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문12로 이동)
문10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법적 보호 기대 (독점성,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② 사업상 유용성 (PQ 등 심사 시 가점, 홍보 효과)
③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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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문11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지식재산권 등록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실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희박 등)
② 권리의 사업상 유용성이 낮다 (권리보다는 업체 협력관계 등 다른 요소가 중요)
③ 권리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④ 비용이 부담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문12 지식재산권의 출원 혹은 등록 수요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 (특허권)
②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인적 특징 (디자인권, 저작권)
③ 위의 특징 모두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문13 건축설계분야 현장에서 창작자나 권리자의 허락없는 무단적 이용이나 모방
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문1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15로 이동)
문14 상기와 같은 허락없는 이용이나 모방은 건축설계의 어떤 영역에서 많이 발
생합니까?
① 건축 환경, 공간·구조 요소의 배치 등 기술적·기능적 특징
② 건축물 내·외관의 미적·디자인적 특징
③ 위의 특징 모두
문15 타인의 건축설계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바람직하다 (건축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어쩔 수 없다 (설계의 범용성으로 인해 모방과 인용이 빈번하다)
③ 지양되어야 한다 (타인의 창작에 대한 무단 모방이 과도하여 새로운 설계창작이 부진하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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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방안

문16 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건축설계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는다 (☞ 문18로 이동)
②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관련 제도 종사자(변리사, 심사관, 판사)
가 적다 (☞ 문18로 이동)
③ 현행 법제도로는 건축설계창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호가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 (☞ 문17로 이동)
④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 문18로 이동)
문17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권리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여 무단모방에 대한 처벌 곤란
② 권리 획득의 어려움 (예를 들어, 특허법상 진보성 요건 충족)
③ 위의 내용 모두 해당
④ 기타 (

)

문18 다음 중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개선 및 지원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 활동
② 건축설계창작물의 기술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출원서류 작성방법 교육 실시
③ 건축설계창작물의 심사 시,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공
④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창작물 관련 DB 강화
문19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건축설계창작물이 많아지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건축설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행위가 활성화 될 것이다
② 특허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로 건축설계 창작자 존중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③ 실효성 없는 지식재산권이 양산되고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④ 지식재산권이 대형 설계사무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극화 문제가 심화 될 것이다
⑤ 침해 예방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로 창작 행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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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건축설계(Layout)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개선(안)

목 차

1. 일반사항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2. 특허요건
2.1 발명의 성립성
2.2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2.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4 신규성
2.5 진보성
3. IPC

4.

분류 및 선행기술 검색

3.1

건축설계(Layout) 분야의

3.2

선행기술 검색

IPC

분류

국내외 심사사례
4.1

국내 등록사례

4.2

일본 등록사례

4.3

미국 및 유럽 등록사례

4.4

거절사례

※ 개선 안 은
(

)

2008.

8.

특허청에서 발간된 “건축설계[Layout]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선의견으로 수정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
다. 다만,

1~2

장에 관하여만 수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일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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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에 관하여는 기존과 동

1.

일반사항
목적

1.1

이 심사기준은 건축설계(Layout)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심사함에 있어
서, 심사지침서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1.2

이 심사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축설계(Layout)와 관련된 IPC분류(국제특
허분류) E04H 분류에 속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으로 한다.

건축설계(Layout)와 관련된 발명에 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특
허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심사지침과 다른 경우에는 특허법․동시행령․동시
행규칙 및 심사지침을 따른다.
※

1.3

용어정의

구조요소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요소를 말하며 반드시 구조적으로 하중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예 : 벽, 기둥, 보, 슬라브, 계단 등)
(1)

설비요소
건축물 내외에 형성되어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 공조설비, 상하수도설비, 전기 및 기계설비 등)
(2)

(3)

공간요소
소요공간을 갖는 것을 말하며 공간의 모든 경계가 반드시 구조요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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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요소에 의해 한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예 : 침실, 거실, 상하부공간,
놀이공간, 여유공간 등)
(4) 건축물
일정한 설계에 따라 만든 소요공간을 갖는 구조물을 말하며 반드시 주
거용일 것이거나 지면에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예 : 주택, 아파트, 공
장, 납골당 등)

일반적으로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말할 때는 ‘구성요
소’라고 총칭한다.
※

2.

2.1

특허요건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1.1

관련 규정 해석

특허법 제2조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
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법상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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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형에 따른 발명의 성립성 여부

2.1.2.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일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일 것을 요하므로 인간의 추리력, 순지능적, 정
신적 활동에 의해 안출되고 발견된 법칙, 인위적 결정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
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
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사례 1>
건축물 설계방법에 있어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듣는 단계, 건물이 들
어설 대지를 답사한 후 대지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의 순으로 설계를 진행하되 각 단계마다
건축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방법

<

☞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듣는 단계, 건물이 들어설 대지를 답사한 후 대
지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각 단계나 단계의 순서
는 단순히 설계프로세스 자체나 설계프로세스의 나열 또는 조합에 관
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상기 사례 1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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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한 설계프로세스가 물(物)과 협동하여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물이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물이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
는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할 수 있다.
사례 2>
건축물의 설계방법에 있어서, 시공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지형 조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제1단계; 디스플레이 수단이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평면 지형도와 건축물의 표준평면도 및 표준구조도를 화면
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제2단계; 처리수단이 상기 표준구조도의 사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3단계; 및 출
력수단이 상기 표준평면도 및 구조설계 결과를 최종 출력하는 제4단
계; 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방법

<

☞

지형 조건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평면 지형도
와 표준평면도 및 표준구조도를 디스플레이하고 구조계산을 통해 안
정성을 검증하고 설계도를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설계프로세스
자체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설계프로세스가 입력수단, 디스플레이수단, 처리수
단, 출력수단 등의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협동하여 기본 데이터의 입
력만으로 설계도가 완성되어 출력되는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방법이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므로 상기 사례 2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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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바닥, 벽, 보, 기둥이 일체식으로 형성된 건축물에 있어 보의 중앙 단
면은 아래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건축물
Z≧M/σ (M:보의 중앙에 작용하는 모멘트)

<

라는 계산방법 자체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그대로 이용한 수
학적 원리에 해당하나 상기 사례3은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
리 그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Z≧M/σ 라는 계산식에 의해 변
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이루는 보의 최적 단면을 설계함
으로써, 건축물의 소요 물량을 최소로 하면서 건축물이 파괴되지 않는
다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축물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상
기 사례 3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에 해당
한다.

☞ Z≧M/σ

2.1.2.2

미적 창조물

미적 창조물은 기술적인 면 이외의 시각적인 면을 가지며 그 평가도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적 효과 그 자체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
는다. 그러나 미적 효과가 기술적 구성 혹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얻
어지는 경우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사례 4>
통상의 주택에 있어서, 건물의 처마벽(5,6)에 주택지붕과 연속하는 차
양(10)을 갖추어 이 차양(10)의 상단측의 양단부에서 윗쪽으로 연속
하는 제1지붕 측단부(11)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상기 차양의 처마
끝 측의 양단부에서 하부로 연속해 늘어나는 제2지붕 측단부(12)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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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되, 상기 처마벽(5,6)에는, 차양(10)과 제2지붕 측단부(12)의
하단 사이에 위치하는 창(7)이 설치되고 상기 처마벽(5,6) 중 상기
차양(10)의 윗쪽의 처마벽(6)은, 그 차양의 하부의 처마벽(5)보다 안
쪽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

사례 4> 관련 도면
☞ 사례 4는 미적 효과 그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미적 효과를 얻
기 위한 수단으로 지붕의 처마와 벽체, 창 등의 기술적 구성 혹은 기
술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이러한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수단과 효
과와의 인과관계의 존부 여부는 명세서의 기재요건과 진보성에서 판
단할 사항이다.
<

2.2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1. 5. 24 개정)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
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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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③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7. 6. 29. 신설, 2011. 6. 23 개정)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2007. 6. 29. 신설)

2.2.1

관련 규정 해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건축설계관련 발명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
술적 이해력을 가지고 통상의 창작능력을 가진 평균적 기술자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을 과도한 시행착오나 고도의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특허법(2011.5.24. 개정, 2011.7.1. 시행)은 특허법 제42조제3항
제2호에서 배경기술의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
허법 시행규칙에서는 명세서 작성 기재요령(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배경기술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1.7.1. 이후 출원의 경우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42조제3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2.2.2

배경기술 기재 요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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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인 선행기술문헌 확보가 용이치 않은 건축설계 관련 발명이더
라도 배경기술은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술과 전혀 다른 신규한 발상에 의해 개발된 발명이어서 배경
기술을 특별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술분야의 종래기술을 기재하
거나 적절한 배경기술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해당 발명의 배
경기술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1)

선행기술문헌은 특허문헌 및 논문, 잡지 등 비특허문헌을 포함한다. 비
특허문헌의 경우 저자, 간행물명(논문명), 발행처, 발행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야 하며, 배경기술의 구체적 설명을 적지 않고 선행기술문헌 정보만을 기재
하였더라도 그 선행기술문헌이 발명에 관한 적절한 배경기술을 개시하고 있
는 것이라면 발명의 배경기술을 적은 것으로 본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배경기술로서 적고 있으나 그것이 특허를 받고
자 하는 발명이 아닌 다른 발명의 배경기술인 경우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3)

배경기술로서 해당 기술분야의 기초적인 기술이 적혀 있을 뿐이어서,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
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4)

2.2.2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의 유형

2.2.2.1

발명의 목적의 기재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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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
나 불명료한 경우
(2)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

2.2.2.2
(1)

발명의 구성의 기재불비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이 불명료한 경우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개의 기술적 구성이나 기술적 구성간
상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하면서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건축물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물의 일부 상호 간의 결합관계에
대한 구성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청구범위에 건축물
의 일부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일부 자체가 최종 목
적물이 아니고 건축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경우에, 건
축물의 일부의 구조나 형상에 특징이 있어 그러한 건축물의 일부를 결합하
여 최종목적물을 형성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최종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물의 일부 상호 간의 결합관계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 상호 간의 구체적인 결합관계(재료,
습식, 건식접합 등)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각 건축물의 일
부를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배열 또는 적층함에 있어 배치나 위치 등을 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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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정도의 기재면 족하며, 최종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물의 일부
상호 간의 결합관계가 당업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면 결합관계에 대한 기재
를 생략할 수 있다.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의 기능이 불명료한 경우
발명의 구성에는 개개의 기술적 수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작용하여 그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공간, 제2공간 등의 공간요소나 제1구조물, 제2구조물 등
의 건축물을 배치, 조합, 결합에 의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집합을 특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간요소나 건축물에 대한 기능, 용도,
상호 간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실시예가 불명료한 경우
실시예에 대한 기재가 단지 추상적, 기능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
적인 구성, 재료, 장치, 공정이나 수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발명
을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
(4)

2.2.2.3

발명의 효과의 기재불비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1)

(2)

발명의 효과에 대한 기재의 의미가 불명료한 경우

발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발명의 효과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부터 발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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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유의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효과를 명확히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기재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
의 효과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설계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관이나 이미지,
공간감 등 효과를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에 인간의 감정
과 관련된 효과는 판단 주체에 따라 또는 판단 시기나 장소 등 환경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나 발명의 구성과 효과 상호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발명의 효과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기타 자연친화적 구조물, 풍족한 공간감, 거실의 압박감 감소, 고급스러
운 이미지 제공 등에 대한 효과의 기재도 이러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
단 기준이나 발명의 구성과 효과 상호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발명의 효과
를 인정할 수 없다.
2.2.2.4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의 상호관련에 관한 기재불비

(1)

발명의 구성, 목적 또는 효과가 상호 대응되지 않는 경우

(2)

발명의 목적과 효과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2.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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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2.3.1

관련 규정 해석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
항을 기재한 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
고 심사지침서에서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발명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
지 않는 유형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를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중 발명의 카테고리
의 기재유형과 형식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2.3.2

발명의 카테고리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만 기
재하여야 한다.
2.3.2.1

물건발명

건축설계관련 발명은 구성요소 상호 간을 수평, 수직적으로 배치, 조
합, 결합함에 의해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이를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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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건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구조요소, 설비요소, 공간요소 등의 구성요소 상호 간을 배치, 조합, 결
합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함으로써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구조요소인 벽, 기
둥, 보, 슬래브 등 상호 간이나 구조요소, 설비요소 상호 간을 수직, 수평적
으로 배치, 조합, 결합함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요소를 특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경우(사례 5 참조), 구조요소, 설비요소, 공간요소 상호 간을 배치,
조합, 결합함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요소나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청구범
위에 기재하는 경우(사례 6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에 순수한 건축설계(Layout)관련 기술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건축설계(Layout)관련 기술에 구조요소의 일부 구
조나 재료 등을 부가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사례 5>
통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공간 중 독립
된 방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의 바닥과 천정의 높이를 나머지
면적의 바닥과 천정의 높이와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공간높낮이를
갖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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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5> 관련 도면

사례 6>
베란다의 일측면 부분에 도어를 구비한 세탁기 설치공간을 구성하고,
상기 세탁기 설치공간 인접부에 가사작업대를 설치하며, 상기 베란다
의 천정에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설치된 빨래건조공간을 구성한 아파
트의 베란다 구조

<

건축물을 청구하는 경우
구조요소, 설비요소, 공간요소 등의 구성요소 상호 간을 배치, 조합, 결
합하여 건축물을 특정함으로써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건축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구조요소 상호 간이나 공
간요소 상호 간 또는 구조요소, 공간요소와 함께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요
소인 배수, 배관, 기계, 전기설비 등을 상호 배치, 조합, 결합함으로써 건축
물을 특정하여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공간요소는 구조나 형상으로
만 특정될 수도 있고 구조나 형상을 포함하는 기능 위주로 특정될 수도 있
다.
(2)

사례 7>
직사각형의 바닥슬래브 상부에 수직내력벽을 형성하되 수직내력벽을
바닥슬래브의 4면 각 단부에 수직으로 형성하고, 수직내력벽의 상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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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천정판을 형성하고 4개의 수직내력벽 중 어느 하나에 출입문을
형성하여서 된 건축물

<

사례 7> 관련도면

사례 8>
한 개 층당 2세대를 형성하되, 각 세대들은 사각형상의 제1공간, 거
실, 제1침실, 제2침실을 순서대로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배치하고 두
개의 세대를 코어의 중심수직축을 중심으로 상호 대칭인 4-BAY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상형 아파트

<

<

☞

사례 8> 관련 도면

사각형상의 제1공간이라는 공간요소는 구조나 형상을 특정한 경우이
고, 침실, 거실 등의 공간요소는 기능 위주로 특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침실이라는 기능으로 공간요소를 특정하는 경우 침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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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통상 수평바닥과 수평천정, 수면을 위한 공간의 최소 수평, 수직
적 크기 등의 구조나 형상의 요소를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특별히 정의하고 있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된 기능에 포함된 구조나 형상은 관행적으
로 인정되는 구조나 형상으로 해석한다.
건축물의 집합을 청구하는 경우
구조요소, 설비요소, 공간요소, 건축물 등의 구성요소 상호 간을 배치,
조합, 결합하여 건축물의 집합을 특정함으로써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3)

사례 9>
양측면이 도로에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의 양측 도로변 안쪽에 1.5m
이상의 둔덕이 형성되고 상기 둔덕 위에 조경수가 식재되고 둔덕의
단지측 방향에 도로와 수평으로 제1판상형 아파트동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으로 형성된 제1판상형 아파트동의 안쪽에 도로와 수직으로 제2
판상형 아파트동이 형성된 소음저감형 아파트 단지

<

<

2.3.2.2

사례 9> 관련 도면

방법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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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발명은 구성요소를 시계열적으로 구성하여 건축물 또
는 건축물과 관련된 물(物)에 대한 방법을 특정함으로써 방법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물(物)의 생산방법
건축설계관련 발명은 구성요소 상호 간을 시계열적으로 배치, 조합, 결
합함에 의해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물에 대한 생산방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이들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
다.
(1)

사례 10>
노후화된 아파트의 상호 마주보는 동과 동 사이에 주차장 건축공간을
형성하는 제1단계; 상기 주차장 건축공간에 1층 이상의 주차장을 신
축하는 제2단계; 상기 신축된 주차장의 각 층과 그 각 층과 인접하는
동의 해당 층 간에 연결통로를 형성하는 제3단계; 상기 신축된 주차장
의 옥상에 공용공간을 형성하는 제4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후화 아파트의 주차면적 증대를 위한 개축 방법

<

사례 10> 관련 도면

<

(2)

기타방법(비생산방법, 단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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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발명은 구성요소 상호 간을 시계열적으로 구성하여 건축
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물에 대한 방법(예 : 물을 확정하는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비생산방법, 단순방법 등의 방법의 발명으로 청구항
에 기재할 수 있다.
2.3.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위반의 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가
불명확한 경우
건축설계관련 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은 물건 또는 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설계분야에 있어 다
양한 표현형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청구
하고자 하는 바가 물건에 관한 것인지 또는 방법에 관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가 있다.
예를 들면 ~ 아파트설계,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구조시스템, ~
평면시스템 등 청구항 말미의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여 카테고리가 불명확해지
거나, 청구범위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건에 관한 것인데 청구항 말미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재하여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말미를 기재할 때에는 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재형식을 달리하여야 하며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파트
라는 물건인지, 아파트를 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설
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1)

사례 11>
거실, 주방, 두 개의 욕실과 두 개의 침실을 구비하는 중소형 아파트
에 있어서, 제1침실과 제2침실 사이에 거실이 배치되고 거실의 북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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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주방이 배치되고 제1침실의 내부에 제1욕실이 배치되고 제2욕
실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 단
위세대 설계 방법
☞

청구항의 말미를 아파트설계, 아파트계획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아파
트라는 물건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파트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설계하거나 계획하는 방법을 청구하는 것인
지 불명확하다. 아파트설계방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아파트
라는 건축물을 청구하면서 말미를 설계방법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 경우에도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설계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
라면 아파트, 아파트 시공방법, 축조방법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 11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거실, 주방, 두 개
의 욕실과 두 개의 침실 등의 공간요소를 상호 결합한 물건에 관한
것이지 설계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청구항 말미를 아파트 또는 아파트
단위세대구조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사례 12>
특정 거주자가 거주하는 항시적 전용공간들S1~Sn; 시분할적 전용공
간들R1~Rn; 이동에 따라서 항시적 전용공간들과 시분할적 전용공간
들 중의 임의의 두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시분할적 전용이동수단
E1~En; 및 상기 항시적 전용공간들, 시분할적 전용공간들, 및 시분할
적 전용이동수단과 연결되어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시분할적 전
용이동수단을 제어할 수 있는 서버를 구비한 지능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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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
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에 이러한 용
어에 대해 특별히 다른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출원시에 우리나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침실로 기재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별히 다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물리
적으로는 수평바닥, 4개의 수직벽, 수평천정으로 둘러싸이고 출입가능
한 출입부가 형성된 공간이고 기능적으로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
로 해석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 12에서 항시적 전용공간, 시분할적 전용공간, 시
분할적 전용이동수단이라는 용어가 건축설계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
이는 용어도 아니고 상세한 설명에도 이러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지
않았다면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이다.

건축물을 이루는 공간요소의 배치, 조합, 결합에 의해 건축물을 특정하
여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경우 건축물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요소간의 결합
또는 배치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3)

사례 13>
헤어스타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공간; 이용자의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된 상담공간; 이용자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휴게공
간; 미용관련 식품 및 장비 또는 의류를 판매하는 판매공간으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매장

<

☞

미용공간, 상담공간, 휴게공간 등의 공간요소간의 결합 또는 배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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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나열하고 있어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축설계에 있어 공간요소간의 결합관계는 단순히
수직, 수평면상에 배치나 위치를 한정하는 것에 의해 발명을 특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러한 수직, 수평면상 배
치나 위치 한정에 의해 충분히 상호 간의 결합관계가 특정된다면 청
구범위에 결합관계를 기재함에 있어 반드시 물리적 또는 구조적인 결
합수단에 의한 구체적인 결합관계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다.
2.4

신규성

2.4.1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게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2.4.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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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공지된 발명

공지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
는 발명을 의미한다.
2.4.2.2

공연히 실시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4.2.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간행물이란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크로
필름이나 CD-ROM형태의 자료는 물론 플로피디스크, 슬라이드, 프리젠테이
션 또는 OHP용 자료 등도 공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간행
물에 포함될 수 있다.
반포란 간행물 등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말하며, 간행물 반포시기는 다음과 같다.
간행물에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발행연도만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연도의 말일
- 발행연월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연월의 말일
- 발행연월일까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연월일

(1)

간행물에 간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간행물로서 국내에 입수된 시기가 분명한 때에는 그 입수된 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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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행국에서 국내에 입수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소급한 시기
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
- 당해 간행물에 관하여 서평, 발췌, 카탈로그 등을 게재한 간행물이 있
을 때에는 그 발행시기로부터 당해 간행물의 반포시기를 추정
- 당해 간행물에 관하여 중판 또는 재판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간행물
의 반포시기는 초판이 발행된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하나, 추가된 내용
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부분의 내용이 초판과 중판, 재
판이 일치될 것을 전제로 한다.
- 기타 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부터 반포시기를 추정 또는
인정한다.
2.4.2.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게재한 일자나 그 내용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
서도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요건
으로는 다음과 같다.
2001.2.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회선에는 인터넷을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중 게시판, 이
메일 그룹 등이 포함된다.
(1)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발명일 것
공중이란 불특정의 비밀 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며, 이용가능성은
공중이 자료에 접근하여 그 발명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하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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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일 것
-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학교
-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3)

2.4.2.5.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전시통신회선에서의 공개시점은 전기통신회신에 관련기술을 게재한
시점이므로, 이미 간행된 간행물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라도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이 공개통신회선에
공개된 시점을 공개일로 한다.
2.4.3

인용방법

전시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author), 글의 제목(title), 간행물의 명칭, 해당 페이지(또는 그림, 도표
등), 공개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4.4.

신규성 판단

2.4.4.1.

기본원칙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발명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며,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다.
(1)

동일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의 동일성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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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한다.

2.4.4.2.

인용발명 인정시 주의사항

학회지 등의 원고의 접수와 그 원고의 공지여부
일반적으로 원고가 접수되어도 그 원고의 공표시까지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 아니므로 공지된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카탈로그의 반포성
카탈로그란 기업이 자사의 선전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제작하는
것이므로 당해 카탈로그가 반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포된 것으로 추정한다.
(2)

학위논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
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인에게 배포된 시기를 반포시기로 인정한다.
(3)

설계도서의 반포성
설계도서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示方書) 및 이에 따
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관계의 계산서를 말하는데, 이중 시방서는 시공 방
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로, 건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서류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비밀준수의 의무규정이 없는 자(통상적으로 일반인)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시기를 반포시기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날은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반포시기로 볼 수 없다. 단, 인허가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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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열람을 조건으
로 하는 도시계획공고 등은 일반인에게 열람되는 날을 반포시기로 본다.
2.4.4.3.

신규성 판단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일치점과 차이점
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1)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
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
이다.
(2)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신규성
이 없는 발명이다.
(3)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판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의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한정 사항을 제외한 타 기술적 특징만으로 인용발명과 대
비할 때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다. 수치한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적 특징만으로 인용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규성
을 판단한다.
2.4.4.3.1.

인용발명에 수치한정이 없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새롭게 수치한정
을 포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나,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
작할 때 수치한정 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인용발명 중에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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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수치범위가 인용발명이 기재하고 있는 수치범
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
니라,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에 의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치한정 사항을 경계로
특성 즉, 발명의 작용․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①수치한정
의 기술적 의미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②상한치 및 하한치
가 임계치라는 것이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또는 보조 자료 등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 임계치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치범
위 내외를 모두 포함하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어 임계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수치범위가 인용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4)

2.4.4.4.

신규성 판단시 주의사항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하위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상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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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다만, 상위개념으로부터 하위개념이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신규성 판단시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
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하여서는 안된다.
(2)

2.5

진보성
개요

2.5.1

진보성”이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설계분야
의 발명에 있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을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발명을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29조제2항
②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성의 차이 즉, 구성자체 내지 구성의 결합, 배열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가
출원발명과 대비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적어도

2

개 이상인가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들이 결합되기 위해 새로운 구성 내지 새로운
구성의 결합, 배열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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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출원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들이 결합되기 위해 구성자체의 변경 내지
구성의 결합, 배열에 변경이 필요한가

[5단계]

구성의 차이로 인해 현저한 효과가 발휘되는가

[6단계]
2.5.2

1~5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그 발명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일반적으로 ‘당업자’라고
지칭되고 있다.
건축설계분야 발명에서 당업자란 ‘건축설계분야에 관한 일반 상식(현
저한 사실을 포함함)’ 및 ‘건축설계분야의 기술 상식(예를 들면, 이미지 또는
개념을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건축설계분야와 관련한 기술 상
식)’을 가지고 있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을 포함한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
분야에 속한 기술 분야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의 지
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5.3

진보성 판단의 문제

건축설계분야의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이며,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다.
(1)

건축설계분야의 진보성은 특허출원발명이 속하는 건축설계분야의 기술
분야에서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건축설계분야의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업자가 종래기술(인용
발명)에 근거하여 특허출원된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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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진보성 판단 절차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2)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하
여 그 구성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발
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아니한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4)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
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5)

2.5.5

2.5.5.1

건축설계분야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은 당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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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
력한 근거가 된다.
인용발명의 시사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
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다는 근거가 된다.
(1)

과제의 공통성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인 경우에 그것은 당업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별도의 사고과정에 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2)

기능 또는 작용의 공통성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4) 기술 분야의 관련성
출원발명과 관련되는 기술 분야의 기술을 출원발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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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

2.5.5.2

단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
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
용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
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의 선택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사례 14>
(본원발명) 시멘트 벽돌로 내부 칸막이벽을 형성한 아파트
(인용발명) 콘크리트로 내부 칸막이벽을 형성한 아파트
☞ 본원발명은 칸막이벽의 재료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나, 시멘트 벽
돌은 건축자재로 쓰이는 공지된 재료이므로, 본원발명이 칸막이벽
의 재료로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이 단순히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2)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最適) 또는 호적(好適)의 수치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여
<

- 308 -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한정된 수치범
위 내에서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때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5.6.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을
참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사례 15>
(본원발명) 천정의 형광등을 3m 내지 3.6m 간격으로 배치한 사무실의 천
정구조
☞ 본원발명은 사무실 천정의 형광등 간격을 수치한정하고 있으나, 명세
서의 상세한 설명에 이와 같이 수치한정함에 특별한 기술적 설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지 적정한 실내 조도를 얻기 위한 것일 뿐 별다
른 기술적 효과가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수치한정은 임계적 의의 없
이 당업자가 단순히 최적의 수치를 선택한 정도에 불과하다.
<

(3)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사례 16>
(본원발명) 나선형 계단을 통해 상층부에 올라가는 복층형 주택
(인용발명) 꺾은 계단을 통해 상층부에 올라가는 복층형 주택
☞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계단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나선형 계단과
꺾은 계단은 당업계의 공지의 수단으로서,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동
일한 기능을 가지며 그 변경에 의하여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구성의 차이는 단순히 균등물(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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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物)

(4)

에 의한 치환에 기인한 것이다.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공간의 단순한 용도 변경
<사례 17>
(본원발명) 1층부를 유아원 또는 경로당과 같은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아파트
(인용발명) 1층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아파트
☞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의 1층부를 특별한 기술적 구성의 변경 없이 다
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은 당업자가 필요
에 따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➀

➁

공간의 단순한 형상 또는 배치의 한정이나 변경

사례 18>
(본원발명) 곡선형 발코니를 가지는 아파트
(인용발명) 직선형 발코니를 가지는 아파트
☞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의 발코니 형태를 변경한 것이나, 공간의 형상을
한정하거나 변경함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가 단순히 미적 ․
심리적 효과에 불과한 경우, 이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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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
사례 19>
(본원발명)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현관에 형성한 2층 주택
(인용발명)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거실에 형성한 2층 주택
☞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의 계단실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나, 계단실의 위
치 변경이 당업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배치의 변경이고, 그 변
경에 의하여 목적 및 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없다면, 이와 같은 구성의
변경은 단순한 배치의 변경에 불과하다.
<

➂

공지 기술의 일반적인 적용

사례 20>
(본원발명) 어린이방에 별도의 욕실을 구비한 주택
☞ 욕실을 구비된 어린이방은 당업계의 관용수단에 불과하고 이를 부가
함에 의해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와 같은 구성의 변경은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다.
<

2.5.5.3

더 나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가 인
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갖는 경우에 그 효과는 진보성 인
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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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관련 발명의 효과는 많은 경우 수치적 자료로 제시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갖는 에너지 저감 효과는 난방에너지소요량, 냉방
에너지소요량, 급탕에너지소요량, 조명에너지소요량, 환기에너지소요량 등으
로 제시될 수 있다. 실내 자연채광이 개선된 정도는 실내주광조도 등으로,
실내 환기개선 정도는 일산화탄소 농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적 자료는 발명의 효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된 때에는 출원인은 비교 실험자료 등 수
치적 자료를 제출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출원인
이 수치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발명이 가지는 이질의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
를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에서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 기재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사용자 측면에 대한 효과

프라이버시 확보
사용자의 이용공간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3세대 거주
형 주택에서 각 세대를 공간적으로는 상호 연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차단
하거나 화장실의 이용공간은 최대로 하면서 시선은 차단하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➀

사례 21>
양변기(2)와, 세면기(4)와, 개폐문(31)이 구비된 샤워부스(3)가 설치
되고, 래치(521)가 내장된 문손잡이(52)가 설치된 여닫이식 출입문
(5)을 통해 출입하도록 구성된 공동주택의 화장실에 있어서, 상기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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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2)를 수용함과 아울러 이 양변기(2)와 상기 샤워부스(3)를 구획
하는 구획실(6)을 형성하되, 이 구획실(6)에는 상기 여닫이식 출입문
(5)에 대하여 직각의 위치에 상기 여닫이식 출입문(5)을 수용하기 위
한 문설주(61)가 설치되고 문설주(61)에는 상기 여닫이식 출입문(5)
에 설치된 문손잡이(52)의 래치(521)를 고정하기 위한 캐치박스
(512, 611)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화장실 구조

사례 21> 관련 도면

<

☞

여러 사람이 양변기의 사용과 샤워부스의 사용 및 세면기의 사용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사용효율 및 공간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효과가 인정된다.

동선 단축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앙에 서비스 공
간을 집약하여 동선을 단순화함으로서 사용자의 거주성을 증대시키거나 주
부의 생활패턴에 따른 설비와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동선 단축으로 인해 사
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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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
옥내 공간에 있어서, 복수 방향에서 이용 가능한 수납부
(9,11,12,13,14)를 갖춘 수납코어(2)를 형성하고, 상기 수납코어(2)
주변에 각종 용도의 다수개의 서비스스페이스를 배치하고, 상기 서비
스스페이스는, 주방(4), 복도(3), 세면장(W3)으로 구성하며, 상기 수
납코어(2)는 사각형의 평면이고, 상기 수납코어(2)의 사각형의 각각
의 4면에는 수납부(9,11,12,13,14)가 설치되고, 상기 수납부
(9,11,12,13,14)의 적어도 하나는 개폐문(10a)을 갖춘 창고(10)로 구
성되어 있으며, 상기 창고(10)는 수납코어(2)의 각 면에 설치된 수납
부(9,11,12,13,14)에 둘러싸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옥

<

사례 22> 관련 도면

<

☞

➂

상기 사례는 가옥내의 수납공간을 한 곳에 집중하여 배치한 것으로
사용자의 동선을 감축시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공간을 집약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한 효과가 인정된다.

조망권 확보
사용자의 특정 방향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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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숲 등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거나 남향을 선호하는 경우 특정 구성으
로 인해 건축물의 더욱 많은 면이 남향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는 효과 등
을 들 수 있다.
<사례 23>
정남향으로 뻗은 복도(10)가 구비되고, 상기 복도(10)를 기준으로 우
측에는 남동향으로 향하는 3세대를 배치하고, 좌측에는 남서향으로 향
하는 3세대를 배치하여 한 개 층당 최소 6세대를 구성하되, 상기 남
동향 및 남서향으로 향하는 세대들 중에서 앞쪽에 놓이는 세대들은
작은방(32), 거실(30), 주방(33) 및 안방(31)이 일렬로 배열된
4-BAY로 구성하고, 상기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향하는 세대들 중에
서 중간의 세대들은 상기 앞쪽 세대들의 안방(31)에 의해 시야가 가
리는 부분에 주방(33)이 놓이도록 하고, 상기 주방(33)과 연이어서
거실(30), 작은방(32) 및 작은방(32)이 일렬로 배열된 4-BAY로 구
성하며, 상기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향하는 세대들 중에서 뒤쪽의 세
대들은 상기 중간 세대들의 작은방(32)에 의해 시야가 가리는 부분에
주방(33)이 놓이도록 하고, 상기 주방(33)과 연이어서 거실(30), 작
은방(32) 및 작은방(32)이 일렬로 배열된 4-BAY로 구성하여 상기
중간 및 뒤쪽 세대들의 주방(33)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의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향하는 실내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도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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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 관련 도면

<

☞

(2)

상기 사례는 남향으로 뻗은 복도를 기준으로 양측으로 최소 3세대씩
배치하되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배치하여 아파트를 일렬로 배치하더라
도 뒤쪽의 아파트 세대가 앞쪽의 아파트 건물에 가려 남향에 대한 시야
가 막히는 현상이 없어 남향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되는 효과가 인정
된다.

구조적 측면에 대한 효과

건축물의 강도증진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단위 공간의 형상(예 : 육
각형) 또는 주어진 구체 및 단위공간의 배치에 의한 건축물의 내진, 내풍 등
의 구조적 강도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➀

사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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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구획된 입벽(11)에 의하여 형성되는 각 용도의 내실과 그 외
부를 감싸게 구축되는 전, 후면벽체(20)(30)에 의하여 형성되는 건축
물(10)과, 상기 건축물을 연속으로 구축하여 공동주택 건축물을 형성
함에 있어, 내진용 측면벽체(40)의 중앙부를 일정 길이만큼 돌출시켜,
그 중앙부의 중심선 양측으로 120도의 각을 갖는 경사면(41)을 형성
하여 3개의 단위건축물들(10)의 집합부에 내진부(42)가 형성되도록
하며 단위건축물 형상이 육각형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내진
구조를 가지는 공동주택

사례 24> 관련 도면
☞ 상기 사례는 주호 내에 구획된 입벽과 중앙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120도 각을 갖는 경사각을 가지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가지는
내진구조(벽)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구성한 것으로 건축물의 강도가
증진되는 효과가 인정된다.
<

사례 25>
고층 내지 초고층의 집합주택에 있어서, 상기 집합주택의 평면은 팔각
형으로 구성되며, 상기 집합주택의 구조는 건물의 중심부를 둘러싸는
고강성의 코어 월(1)과, 상기 집합주택 건물의 외주벽(21)에 설치된
외주기둥(2)에 의해 구성되는 더블튜브구조를 가지며, 또한, 상기 코
어월(1)의 각부의 외측에 경계 기둥(8)을 형성하고, 상기 기둥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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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사이에 경계대들보(3)를 마련해 그러한 외측을 맨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합주택 존(zone)(6)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합주택 건물

사례 25> 관련 도면

<

상기 사례는 건물 외곽은 안정적인 팔각형 구조를 형성하고 내부로는
코어 월 구조를 형성하여 더욱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효과가 인
정된다.
➁ 보수, 구조 변경 용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보수나 구조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

사례 26>
복수의 박스형의 건물 유닛(20)(30)을 배열 적층하고 연결하여 지어
지는 유닛 건물(10)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건물 유닛 중 일부의 건
물 유닛은 골조로 형성된 프레임(21)으로 구성되고, 상기 프레임(21)
의 일측면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는 외벽패널(14)(27)이 형성되고,
내부에 소정의 내장설비를 갖추며, 상기 프레임 내에 수용되는 카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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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40)(50)(60)와 상기 카트리지를 상기 프레임(21) 내의 소정위치
에 유지되고, 상기 외벽패널 측으로 안내 가능하도록 유지레일(23)이
형성되고, 상기 카트리지는 상기 외벽패널(14)(27)을 해체하는 경우
에 상기 유지레일(23) 위를 이동하여 해체되며, 상기 유지레일(23)
위를 이동하는 상기 프레임(21) 내에 수용되는 신규 카트리지와 교환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닛 건물

사례 26> 관련 도면

<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체를 유닛으로 형성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며 유닛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건축물의 보수나 구조변
경이 용이한 효과가 인정된다.
<사례 27>
집합주택 등의 건축물의 중심부에 코어 벽(8)을 배치하고, 상기 코어
벽(8)으로부터 기둥과 보로 형성된 라멘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코어
벽(8)이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배치하여
설비용의 수직 샤프트(7)를 배치하여 공용 존(9)으로 사용하고, 코어
벽의 주위의 기둥과 보를 가지는 라멘구조로 형성된 주거 존(10)으로
구성된 건축물에 있어서, 상기 주거 존(10)의 내부에 상기 코어 벽
(8)을 감싸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획하는 기둥과 보를 형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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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고, 상기 주거 존(10)을 거실 존(13)과 유틸리티 존(14)으로
구획하여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획하는 상기 기둥과 보로 건물 외
부를 형성하게 하고, 유틸리티 존(14)은 이중 바닥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

사례 27> 관련 도면

<

상기 사례는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거주 존(zone)과 유틸리티 존
(zone)으로 구획하여 설비장치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유틸리티 존
(zone)을 이중바닥구조로 형성하고 건물의 구조를 기둥과 보를 중심
으로 하는 라멘구조로 형성하여 건축물의 보수 및 구조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인정된다.
(3)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
☞

시공성 향상
건축물의 시공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MC(Modular Coordination)에 의한 평면 및 입면계획이나 건축물의
유닛화로 공장생산이 가능해지고 기계화 시공 및 시공속도를 향상시킴으로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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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28>
내력벽(2)을 가지는 공업화 주택에 있어서, 상기 공업화 주택은 제1
및 제2의 구획(3, 4)으로 나누어지고, 평면의 폭이 각기 다른 복수 개
의 유닛으로 구성된 현관부(E), 세니터리유닛(H), 계단유닛(S), 키친
(K)을 형성하고, 상기 공업화 주택의 제1의 구획(3)의 상기 현관부
(E), 세니터리유닛(H), 계단유닛(S), 키친(K)은 상기 공업화 주택의
내력벽(2)에 평행하게 배치하며, 상기 공업화 주택의 제2의 구획(4)
에는 리빙다이닝(LD)을 배치하고, 상기 제1의 구획(3)의 중앙에 상기
계단유닛(S)을 배치하고, 상기 계단유닛의 아래에는 화장실(16)을 배
치하고, 상기 제1의 구획(3)에 상기 세니터리유닛(H)과 상기 계단유
닛(S)을 서로 이웃하게 배치하며, 상기 제1의 구획(3)에 배치된 상기
현관부(E), 세니터리 유닛(H), 계단 유닛(S), 키친(K)은 상기 제2의
구획 (4)측으로 각각을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배치하고, 상기 내력벽
의 일부는 상기 제1의 구획과 상기 제2의 구획과의 사이를 왕래하기
위한 도어(18a)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상기 계단 유닛(S)은 상기
통로와 상기 리빙다이닝(LD)과의 사이에 상기 내력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업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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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8> 관련 도면

<

☞

상기 사례는 유닛으로 구성되는 공업화 주택의 배치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에 사용하는 공간을 유닛으로 구성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는 주택생산을 공업화한 효과와 용이한 시공 효과가 인정된다.

공간 이용효율 증대
주어진 공간내에서 공간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복층구조로
거실은 높은 천장으로 하고 침실은 복층으로 해서 사용가능한 실을 증대시
키거나 주어진 특정 평면(예:삼각형)에서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로 하는 등
주어진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공간을 최대로 하여 공간효율을 증대시키는 효
과 등을 들 수 있다.
➁

사례 29>
중앙의 기계실(1)에 방음효과를 가지는 이중 유리 투명창(2)을 형성
하고 복수의 노래실(6)을 방사형으로 배치하며 노래실(6)은 상호 간
에 방음벽(7)을 가지게 구획되며 노래용 마이크 및 반주용 스피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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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비를 가지며 기계실(1)로부터 스피커를 통하여 각 노래실(6)에
반주음악을 발송하는 반주음악실

사례 29> 관련 도면

<

☞

➂

중앙에 기계실을 두고 주위에 기계실을 공유하는 노래실을 형성하여
공간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인정된다.

조립, 해체 및 재활용 용이

사례 30>
중앙에 설치된 허브(11)에 다수의 지지대(12)를 각각 방사상으로 결
합하여 다각형의 골격을 형성하는 바닥골격부(10); 상기 바닥골격부
(10)의 각 지지대(12)의 사이에 각각 분할 조립되는 마루판(20); 상
기 각 지지대(12)의 외측단부에 기둥결합수단(60)을 통해 수직으로
결합되는 다수의 기둥(30); 상기 각 기둥(30)의 상단에 지붕결합수단
(70)을 통해 결합되되 각 기둥(30)의 사이에 각각 분할 조립되면서
중앙을 향해 경사지게 설치되는 지붕(40); 상기 지붕(40)의 상단에
조립됨과 아울러 지붕(40)의 조립시 상단에 형성되는 개구부를 덮도
록 설치되는 탑지붕(5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허브(11)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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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 지지대(12)의 내측단부의 상,하측면에 볼트(11c)로 결합되는
다각형의 상판(11a)과 하판(11b)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정자

사례 30> 관련 도면

<

☞

(4)

종래의 철재, 콘크리트, 벽돌, 점토 등은 한번 설치되면 분리 및 이동
이 불가능함에 따라 철거해야 할 때에는 비용이 증대하고 재활용이
어려우나, 본원은 조립, 해체가 용이하고 해체시 부재가 파손되지 않
아 해체된 부재의 재활용이 가능한 효과가 인정된다.

환경적 측면에 대한 효과

열환경계획
건축물의 열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태, 구조, 배치 등
의 건축계획적 방법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하거나 설비계획을 통한 건축설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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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의해 열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31>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물리적 에너지 변환 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가
진 가옥으로 상기 물리적 에너지 변환 기구는 거주 공간(Q)의 위쪽에
상위 수조(6)를 형성하고 하부에는 수력 발전기(B)를 갖춘 하위 수조
(7)를 기계실(5)의 하부에 형성함과 동시에 하부 수조(7)로부터 상기
상부 수조(6)에 물을 환류시키는 양수 펌프(P)를 형성하고 지붕부(4)
나 외벽에 태양 발전기(C) 또는 풍력 발전기(D)를 형성해 상기 상부
수조(6)의 물을 상기 수력 발전기(B)에 낙하시켜 발전함과 동시에,
상기 태양 발전기(C) 또는/및 풍력 발전기(D)에 의해 발전하고 발전
된 전력은 축전기(15)에 축전하여 상기 양수 펌프(P)의 구동을 위해
공급되고 하부 수조(7)와 상부 수조(6)와의 사이에 물을 순환시켜
주, 량, 벽, 상, 지붕 등을 연속한 순환수로를 형성하는 구조로 이루어
진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가지는 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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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 관련 도면

<

거주공간의 쾌적한 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옥을 구성하는 벽,
지붕 등에 연속적인 순환수로를 형성하며, 순환되는 물에 의해 건물
을 냉방 및 난방하는 에너지 변환시스템을 거주공간에 적용한 것으로
효율적인 열환경 개선의 효과가 인정된다.
➁ 빛환경계획
건축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빛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채광 계획
에 의해 빛을 유입 또는 차단하거나,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조합하여 조명
설계(PSALI(Permanent Supplementary Artificial Lighting in Interior): 실내상시보조
인공조명)를 함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창의 현휘(눈부심)조절계획을 통
해 직사광은 차단하면서 최대의 빛을 유입시겨 눈부심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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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
복수의 주공간을 적층해서 이루어진 집합주택에 있어서, 맨션 등의 형
태를 취한 집합주택(10)의 마루가 그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
택(10)의 평면 영역의 전체에 걸쳐 실질적으로 플랫한 단일면으로 구
성되고, 상기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10)은 그 천정의 일부
를 상부 층의 주공간까지 2층의 높이를 가지며, 2층의 높이를 가지는
공간(11C)은 옥외에 접하는 개구부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
합주택

<

사례 32> 관련 도면

<

상기 사례는 더욱 많은 자연채광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높은 천
장고를 가지는 집합주택의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실내온도 및 채광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인정된다.
➂ 음환경계획
건축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연,
연극 등 언어를 사용하는 실의 경우는 잔향시간을 짧게 하여 음의 전달을
명료하게 하고, 오페라하우스 등 음악을 목적으로 하는 실의 경우는 잔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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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길게 하여 음의 전달을 풍부하게 하면서 음의 집중이나 반향(에코)은
방지하여 음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이나
진동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33>
중앙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로 구성된 코어를 형성하고, 코어 주위
에 방사형으로 8개의 거주세대를 형성하되, 각 세대의 현관과 부엌을
코어와 접하게 형성하고 침실은 각 단위세대의 코어의 반대방향의 모
서리부에 형성하고, 침실과 부엌 사이에 거실을 형성한 침실의 소음을
고려한 탑상형 아파트

<

사례 33> 관련 도면
출처:건축환경계획(저자 : 이경회, 발행처 : 문운당)
<

상기 사례는 침실을 각 단위세대의 코어의 반대방향의 모서리부에
형성하고 침실과 부엌 사이에 거실을 형성함으로써 침실을 소음원과
분리하고 중간에 거실을 형성하여 침실의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인정된다.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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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및 피난계획
재난에 대한 방어를 위한 설계나 재난 발생시 대응이나 피난계획을 들
수 있다.
➀

사례 34>
택지 내에 계획되는 주택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면진구조의 인공
지반(1)을 조성하고, 인공지반(1) 상부에 단독주택(8)이나 공동주택
(9)의 건물을 구축하고, 상기 인공지반(1)의 하부에는 지하공간(2)을
형성하고, 인공지반(1)의 하부공간에는 인공지반(1)을 지지할 수 있
는 기둥(5) 및 면진장치(7)를 설치하고, 상기 지하 공간에는 주차장
이나 보관창고, 수조, 방재센터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면진장치
(7)를 필요로 하는 방재센터 및 수조 시설은 인공지반(1)과 연결하며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재도시

<

사례 34> 관련 도면

<

☞

상기 사례는 인공지반을 형성하고 지상에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지
하에는 방재시설 및 주택단지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구축하여 구조적
으로 안전한 방재도시를 제공하는 효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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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통풍계획
건축물 내부의 공기를 외부와 순환시킴으로서 실내의 공기질을 개선시
키거나 건축물의 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험적으로 건물의 배
치와 형상에 따른 기류변화에 대해 창문의 형상과 위치를 결정한다거나 굴
뚝효과를 이용한 자연형 냉방계획 등을 들 수 있다.
➁

사례 35>
거주 공간부(13)와 편리 설비부(15)로 이루어진 원룸 타입의 주거 유
닛(1)에 있어서, 상기 주거 유닛(1)의 천정면은 플랫하게 형성하고,
상기 편리 설비부(15)의 일부를 높이 방향으로 나누어 상부에 개방된
형태의 로프트부(27)를 마련하고, 상기 로프트부(27)를 제외한 편리
설비부(15)와 거주 공간부(13)는 추위에 대하여 차단이 가능하게 구
획하고, 상기 거주 공간부(13)에 설치된 창(31a, 31b)과 상기 로프트
부(27)에 설치된 창(33)을 대향시켜 바깥 공기에 직접 접촉하게 하
고, 상기 주거 유닛의 상부에는 공기를 이동시키는 부분을 마련하여,
각 창의 개구면적은 각기 다른 크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기성 주거 유닛

<

사례 35> 관련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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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는 환기시스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배치 및 개구부
의 크기를 조절하고 설비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효율적인 환기효과
가 인정된다.

☞

진보성 판단시 고려되어야 할 기타 요소
발명이 건설신기술지정제도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되었거나 신기술지정
신청을 한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보조적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진보
성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신기술
로 지정된 사정과 진보성과의 상관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
은 경우는 신기술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출원인이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제출된 진보성·시장성(신기
술지정신청 1차심사시 판단기준) 및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보급성 및 경제
성(신기술지정신청 2차심사시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출
원발명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
에 쉽게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주장되는 우수성 내지 효과가 기술적
구성의 우월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건설시장의 관행, 출원인
의 시장지배적 지위 등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면 진보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다.
2.6.5.4

2.5.6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

수치한정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의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수치한정발
명의 경우,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最適) 또는 호적(好適)의 수치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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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
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서 인용발명의 효과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때
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의 효과는 수치한정범위 전체에서 충
족되는 현저히 향상된 효과를 가리키며,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臨界的 意
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인용발명과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인
경우에는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요구된다.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인용발명과 상이하고 그 효과도 이질
적(異質的)인 경우에는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여도 수
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치한정 사항을 경계로
특성 즉, 발명의 작용․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①수치한정
의 기술적 의미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②상한치 및 하한치
가 임계치라는 것이 상세한 설명 중의 실시예 또는 보조 자료 등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 임계치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치범
위 내외를 모두 포함하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어 임계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사례 36>
무기질재로 된 내벽재와 유기 발포재로 된 단열재를 구비한 벽부, 무기
질재로 된 내벽재를 구비한 천장부, 상기 천장부 또는 지붕부에 설치된 유기
발포재로 된 단열재, 및 적어도 하층계의 바닥부에 구비된 바닥 난방 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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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에너지 절약주택으로서, 간극(clearance) 면적이 0.1∼0.95
cm /m , 바람직하게는 0.3∼0.6cm /m 인 것을 특징으로 한 에너지 절약
주택．
☞ 출원발명은 단열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고 기밀성이 높도록 간극 면
적을 채택하여 주택의 단열성을 높인 것이다. 제시된 간극 면적의 형
성과 동시에, 벽부, 천장부 또는 지붕부에 유기 발포재로 된 단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의 바깥 공기의 유입이나 실내의 공기의
유출을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고,열 손실량을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
고 냉·난방과 관련된 에너지(Energy)의 에너지 절약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간극 면적이 0.3 cm2/m2 보다
작아지면 시공 공정 수가 증가하므로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0.1
cm2/m2 보다 작아지면 이 경향은 더욱 현저해진다. 반대로 간극 면
적이 0.6 cm2/m2 보다 커지면 주택의 기밀성이 저하되어 열 손실량
이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간극 면적이 0.95 cm2/m2 보다 커지면
더욱 현저해진다. 따라서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가 제시된 수치의
내외에서 임계적 의의로서 인정된다.
2

2

2

2

결합발명
출원발명이 기존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
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 2개 이상의 공지된 구성요소가 결합 또는
배열된 방식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은 2.6.4
에서 제시된 진보성 판단 절차에 따라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2.5.6.1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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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발명을 특정 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하
여 그 구성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이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기존에 공
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여 당연히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공지된 구성요소가 결합 또는 배열된 방식이 인
용발명의 구성요소가 결합 또는 배열된 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
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 간에 구성상의 차이가 인정된다.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발
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아니한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때 출원발명이 기존에 공지된 구성요소만으
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출원발명 상 구성요소가 결합된 방식의 측면에서 인
용발명과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되, 출원발명 상의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여 판단한
다. 암시,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합발명
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3284 판결 참
조).
(4)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인용발명의 내용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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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당업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능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관점으로
하여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이
때 출원발명이 기존에 공지된 구성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출원발명
상 구성요소가 결합된 방식의 측면에서 인용발명과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5.7

진보성 판단 사례

2.5.7.1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사례 36>
【발명의 명칭】스켈톤 인필 집합주택(스켈톤:구체, 인필:내장재)
【청구범위】 동일한 층에 있어서 2개의 주호를 일군으로 하고, 상기 주
호의 사이에 도중에 막힘부를 가지는 일군의 공용통로(3)
를 배치하며, 상기의 일군의 공용통로(3)와 직교하는 방향
으로 연장되는 복수군의 공용통로(5)를 배치하고, 상기의
일군의 공용통로(3)의 막힘부 주변에는 제1보이드부(4)가
구축되고, 상기의 복수군 공용통로(5)와 각 주호와의 사이
에는 각각의 주호의 복수군의 공용통로(5)에 면하는 부위
의 전체 폭에 해당하는 제2보이드부(9)가 구축되며, 상기
의 제1보이드부(4)의 내측에 배관 및 배선류를 집중하여
배치하며, 상기 일군의 공용통로(3)의 양측방향에는 상기의
제1보이드부의 인접한 각 주호의 배관류 및 배선류의 메타
박스(12)가 배치되고, 상기 일군의 공용통로(3)의 상기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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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스보다 더 반대측 막힘부의 양측방향으로는 각 주호의
현관이 구축되며, 상기 일군의 공용통로(3)의 상기 일군의
공용통로(3)의 현관(13)으로보다 더 반대측 막힘부의 양측
방향으로 각 주호의 트렁크 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켈톤 인필 집합주택
【발명의 효과】 ․ 시공성 향상
․ 설비보수의 간편화
․ 코스트 절감에 따른 경제성 향상
․ 주호내 구획벽 배치의 용이성
【대표도면】

사례 37>
【발명의 명칭】동출입구 공용홀 및 각 층 전용홀을 구비한 아파트 구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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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아파트(1)의 입구 측 동출입구에 위치하는 공용홀(2)을 1
층 세대(10) 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시킴으로 1층 세대(10)
와 공용홀이 높이를 달리하는 격리된 공간을 이루도록 구
성하되, 1층 세대(10)는 통상적인 높이인 지면으로부터
900~1500mm 상승된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기 1층
세대(10)를 포함하는 각층 세대(20,30,40,...)에는 입구에
전용홀(S)을 갖도록 하며, 상기 전용홀과 공용홀 사이에는
층간 이동수단인 계단 및 엘리베이터(5)가 구성되어지되,
상기 엘리베이터(5)는 전면 측에 공용홀(2) 측의 도어(5a)
가 구비되고, 그와 다른 방향으로 후면 측에는 각층 세대
전용홀 측의 도어(5b)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출
입구 공용홀 및 각층 전용홀을 구비한 아파트 구조
【발명의 효과】 ․ 어린이 및 노약자의 사용편의성 증대
․ 1층 세대의 전용홀 공간 확보에 따른 프라이버시 제공
【대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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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8>
【발명의 명칭】 복층집합주택의 거실배치구조

<

청구범위】거실(P)을 위 방향으로 적층한 복층집합주택의 거실배치구
조에 있어서, 거실일부의 천정 높이를 높게 하여 단면을 L형
으로 형성하고, 해당 거실의 L자형 수직부분(P1)의 천정 높
이를 위 방향의 다음 층에 위치하는 거실의 L자형 수평부분
(P2)의 천정 높이와 동일한 높이가 될 수 있도록 복층으로
형성시키고, 각 거실의 L자형 수직부분(P1)을 보이드 구조
로 형성하며, 각 층의 거실의 바닥 면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중간 개체의 하부에는, 아래 방향의 다음다음 층의 L자형 수
직부분 및 L자형 수직부분(P1)과 근접하는 아래 방향의 다
음 층 거실의 L자형 수평부분(P2)을 구획하는 벽면(A2)을
위치시켜, 그 위에 상기 벽면의 상부와 해당 거실의 바닥 면
을 구성하는 슬래브에 의하여 일체로 형성된 보 부재(A1)를
구성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벽면의 하부와 아래 방향의 다
음 층의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내력벽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층집합주택의 거실배치구조

【

발명의 효과】 ․ 거실 수의 감소 없이 공간효율 증대
․ 개방된 거실공간
【대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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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9>
【발명의 명칭】 수납코어주변의 서비스스페이스(가옥)
【청구범위】실내공간(1)에 있어서, 복수의 방향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수
납부(9,10,11,12,13,14)를 갖춘 수납코어(2)가 설치되고, 상
기 수납코어를 감싸는 형태로 각종 용도의 복수의 서비스스
페이스(W)가 설치되고, 상기의 복수의 서비스스페이스(W)
는 주방(4), 복도(3), 세면공간(W3)이며, 상기의 수납부
(9,10,11,12,13,14) 중 적어도 하나는 개폐문(도어)를 갖춘
난도(실내용 창고)이며, 상기의 난도(실내용 창고)는 수납코
어의 각 면에 형성된 수납부(9,10,11,12,13,14)로 둘러싸여
진 형태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옥
【발명의 효과】 ․ 실내 공간의 이용효율 증대
․ 설비공간의 효율적 배치
【대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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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사례 40>
【발명의 명칭】 주택구조물의 평면 배치 구조
【청 구 범 위】침실(110, 112, 114), 주방(130) 및 거실(120)을 포함하
는 주거공간과, 상기 주거공간과는 별도로 구획되도록 배
치된 발코니(140)와, 상기 발코니(140)의 일 측 코너부
에는 욕실(150)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구
조물의 평면 배치 구조
【발명의 효과】 ․ 공간 효율성의 증대
․ 자연친화적(자연채광, 자연환기)
<

대표도면】
【출원 발명】

【

인용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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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면 주거평면이 형상차이가 있으나, 발코
니 공간에 욕실을 배치하는 기술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것이므로, 당
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사례 41>
【발명의 명칭】 노후화 아파트의 주차면적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방법
【청구범위】노후화된 아파트의 상호 마주보는 주호동(10)의 사이공간에
는 1층 내지 복층 이상의 주차장(20)을 신축하되 그 신축된
주차장(20)의 각 층과 그 각 층과 인접하는 주호동의(10)
해당 층 간에는 연결통로를 형성시키고, 상기 신축된 주차장
(20)의 옥상은 입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21)을 조성하며,
상기 주차장(20)과 인접하는 주호동(10)의 해당 층은 주호
동(10)의 상부 층을 연결하는 통로 및 입주민들을 위한 공
용공간(11)을 형성시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노후화 아파트
의 주차면적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방법
【발명의 효과】 ․ 휴식공간의 증대 및 활용의 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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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인접 동의 편리성 증대
․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
․ 협소한 주차문제 해결
․

대표도면】
【출원 발명】

【

인용 발명1】

인용 발명2】

【

☞

【

인용발명 1에는 주동과 주동의 사이에 주차공간 및 연결통로를 형성하
여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구성이 게시되어 있고, 인용발명 2에는 주
차공간의 상부를 휴식공간(정원 등)으로 조성하는 구성이 게시되어 있
는 것으로, 당업자가 인용발명1,2로부터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고 예측
되는 효과도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사
례

사례 42>
【발명의 명칭】 주택의 복층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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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거실(20)과 복수 개의 침실(22,23,24))이 배치된 주택 구조
에 있어서, 상기 거실(20)의 일 측에는 거실(20)에서 왕래
할 수 있는 제1복층부(30)가 배치되고, 상기 침실(22) 내의
상부 일 측에는 침실(22) 내에서만 왕래가 가능한 제2복층
부(40)가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택의 복층 구조
【발명의 효과】 ․ 공간 활용 증대 및 사용의 편리성 향상
․ 부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표도면】
【출원 발명】
【

층 평면도【인용 발명】

층의 복층 평면도-

-1

☞

-1

당업자에게 있어 복층구조는 공지된 기술이며, 발명의 목적 및 효과도
양자 발명이 극히 유사하고, 특정 공간에 복층부를 형성하는 것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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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복층부를 특정 공간에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사례 43>
【발명의 명칭】 코어 공유구조의 탑상형 공동주택 건축물
【청구범위】공동주택 건축물(100)을 조성함에 있어서, 내부에 엘리베이
터(112)와 계단(114)이 대향되게 구성되는 다층 구조로 이
루어진 코어(110) 주변에 방사형으로 다수의 탑상형 공동주
택(120, 120a, 120b)이 상호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복도
(118b)에 의해 상기 코어(110)와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어 공유구조의 탑상형 공동주택
건축물
【발명의 효과】 ․ 각 세대의 독립성 보장 및 조망권 확보
【대표도면】
【출원 발명】
【인용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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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발명은 내부코어 및 외부코어로 구성되어 있어 출원발명과 대비
하여 코어 개수의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중앙의 코어를 중심으로
각 세대를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각 세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망권
을 확보하게 하는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고, 중앙코어 주변의 복도를
중심으로 각 세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의 동선계획이 동일
한 것으로, 코어의 개수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상승효과가 없는
것으로 코어의 개수는 당업자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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