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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소비자들은 보편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믿
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며, 나아가 보다 새롭고 세련된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간 기술경쟁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제품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필
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의 융합과 진
보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로 연결, 융합되는 세상이 만
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과거에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새로운 개념들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 역시 그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슈와 함께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현실 디자인, 홀로그램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영역
과 융합된 디자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
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심사 등
록제도나 부분디자인제도의 도입이나 글자체 디자인,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같은 보호범위의
확대를 통해여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응답해온 바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및 발전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
다.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 디자인 또는 창작 디자인이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 지 확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창작의 장려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용의 활성화
및 산업의 발전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하는 신기술 디자인의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하
여 살피고 신기술 디자인이 현행 디자인보호법 체계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 지를 확
인해보았다.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과의 괴리가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국내
의 타법과 국외의 유사법령 및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개선의 과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반사
실을 토대로 「디자인보호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 및 실무적 개선과제들을 제시해보았
다. 본 과제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디자인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
며, 향후 법 또는 심사실무의 개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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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Creative Design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sumers universally choose products that are high performance, easy to use,
affordable, safe, and reliable. Furthermore, consumers have a tendency to pursue newer
and more sophisticated products. As technological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narrow, and as market competition intensifies, the importance of product design is
increasing and so is the need to more effectively protect product designs.
In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technological integration and progress in
ways that humanity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is blurring, and new concepts, never before imagined, are being
created. As trends change, designs are also entering the next stag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irtual reality design, hologram design, graphic design, and other
designs are being integrated into various industries.
The purpos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to “promote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designs to encourage the creation of desig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With the advent of the new industrial age, people are
demanding a revis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Korea has already responded to
demands for the expansion of design rights protections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non-review registration system, a partial design system, and protection for typeface
designs and image designs.
In that case, it is impossible not to discuss revisions and develop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at this time. We must see to it that newly emerging technological
designs and creative designs are appropriately protected within the scope of the current
law. And we must also see if we can legally protect the promotion of creativity in a
changing environment and legally pursue the revitalization of use and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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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dustry.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types and content of new technological designs
that are emerg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seeks to confirm
whether or not new technological designs are adequately protected within the current
system of the design protection laws. We have identified the challenges of improvement
by identifying the matters that are at odds with the current laws that are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new technological designs, and we have reviewed other domestic laws
and similar laws and regulations from other countries. Based on these facts, we have
examined how to revise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based on the opinions of
experts, we present some revisions and practical improve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With this research, we have confirmed the direction that the design protection
laws must take in the new era and present the findings as materials to be used
specifically for the revision of laws and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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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인류사회가 부단히 발전하고 진보함에 따라서, 공중은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추구할 뿐 아니라, 새롭고 세련된 제
품을 추구한다. 전자의 유형에 속하는 제품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되며,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제품은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생산된다.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으로서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제품 외관의 개량을 촉진하여,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 또는
작업의 환경과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 있었다. 국내외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해졌는데, 제품의 디자인을 발
전시킴으로써, 시장점유를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디자인의 우열이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
다.1)
디자인의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디자인 트렌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디라니 트렌드는 7단계로 발전해오고 있는데, 현대의 디자인 개념은 공예적, 기능적 디자
인을 걸쳐 IT, 웹의 환경적 발전과 함께 상품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인간중심적 이슈를 가
지고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변화해왔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서비
스디자인적 특성과 모바일 환경, 4차산업혁명의 대두라는 이슈와 더불어 다음 단계로 진입
하려는 새로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 1] 디자인 트렌드
시기

특성

주요이슈

공예적 디자인



디자인과 공예의 구분이 모호

1850~1900년



개인에 의한 상품설계, 생산, 판매

기능적 디자인



상품의 실용성, 기능성, 생산성을

1900~1930년
상업적 디자인
1930~1945년
디자인 전문화
1950~1975년
기업의 핵심경쟁력
1975~1990년

중시하는 디자인


경제공황 이후 디자인의 상업성 강조



사내 디자인 전문조직 구축 본격화



전사 차원의 디자인 역량강화(소니,
필립스, 스와치 등)



디자인 전문기업의 전신, 미술공
예기업의 등장



기업통합 이미지전략 효시



디자인 전문사무실 활성화



경영학에서 기업경영의 기능으로
디자인을 인정



포스트모던 이후 다양한 스타일 공존

1) 인씬티엔(尹新天)저·허호신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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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새로운 주체



1990~2010년

디자인이

상품혁신을

주도(푸마, 

P&G, 애플)

IT, 웹디자인 등장, 디자인의 사회
성 대두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제공



인간중심의 디자인

2010년~현재
출처 : 박준홍, 「문화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이처럼 최근에는 단순히 제품의 개념을 넘어 사용자 경험,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을 아우
르는 융합형 디자인으로 전개되면서, 디자인은 이제 R&D 영역에서의 주요한 축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그 영역 및 역할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디자인
은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기업경영전략의 핵심 수단
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제조·서비스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관하여 비즈니
스 창출이 가능토록 하는 멀티가치사슬(multi value chain)형 산업인 동시에 전후방 산업연
관 효과가 큰 중간재형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써, 산업 전반 특히 소비재 산업 전반의 경쟁
력과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조짐은 디자인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2)
디자인보호법 제1조는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활성화라고 하는 중간 목적 또는 수단을 통해서,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최종목
적을 달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보호의 강화의 측면에서 일정한 변화를 겪어왔다. 1998년에는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3)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나, 2001년의 부분디자인제도 도입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 2005년의 글자체 디
자인을 보호한 흐름 등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전해가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디자인권자를 보호해줄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8년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및 발전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 디자인 또는 창작디자인의 경우 현재의 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바뀐 만큼 디자인보호법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이며, 변화된 환경에 상응하는 창작의 장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2)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 디자인」, 2016, 1-2면.
3)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 7월 1일자로 명칭을 일부심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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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등장하는 신기술 디자인의 유형 등 그 내용
에 대하여 살피고, 신기술디자인이 현행 디자인보호법체계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방향성의 도출
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의 내용 및 타법과의 관계, 주요국에서의 디자인 관련
법체계의 동향 및 변화에 대하여 확인하며, 디자인과 관련한 전문가 등을 통하여 개선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의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개선안과 더불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궁극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본 과제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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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차산업혁명과 신기술 디자인

제1절 4차산업혁명과 디자인

19세기 이후 등장한 네 차례 기술혁신으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제1차 산업혁명
은 현실세계에서 물질혁명을 일으켰으며, 전기의 발명은 제2차 산업혁명을 촉발하였다. 공
장의 자동화라는 제2의 혁신으로 대량 생산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가 등장하였다. 반도체의 등장은 1, 2차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을 일으켰는
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 인터넷 혁명이라는 혁신을 촉발하였다. 즉, 반도체가 등장함으로
써, 전자산업, 컴퓨터, 정보통신분야에서 제3의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컴퓨터는 이어 등장
한 인터넷과 결합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발생시켰고 그 정점에서 스마트
폰의 개발로 이어졌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대를 본격화함으로써, 인간을 1인 미디어 세계로 이끌었고,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사회를 열린 세상으로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4)
앞선 혁신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혁신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4차산업혁명이다. 4차산업
혁명의 화두를 던진 클라우스 슈밥은 “4차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산업혁명
보다 그 규모와 범위, 복잡성이 가장 크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
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말처럼 인류의 네 번째 혁신은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기
술을 융합해 생물학적 경계, 물리적 경계, 산업 간 경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현실
과 가상을 융합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해내고 있
는 것이다.5)
제4의 혁신 한가운데에는 ICBMA라는 혁신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ICBMA란 사물인터
넷(IoT)6), 구름 속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Cloud)7), 현실세계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
4)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20-21면.
5) 이러한 기술 융합의 핵심에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시스템(가상)과
물리적 시스템(현실)을 결합하는 것인데, 사람은 물론 로봇, 의료기기, 산업장비 등 물리적인 현실세계와 인터넷
가상공간의 사이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 사물을 자동으로 제
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리시스템이 사이버 시스템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적인 명령이나 명시
적인 개입이 없어도 기계, 설비, 부품 들이 스스로 상호작용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 최은수, 「4차산업
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33-34면.
6)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 것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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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데이터로 만들어 자원화하는 빅데이터(Big Data)8), 세상을 선 없이 연결하는 무선혁
명의 모바일(Mobile), 사람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9), 현실 속에 가상현실을 덧입힌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그리고 현실과 똑
같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 바로 그 핵심적인 혁신 기술이다.10)

[표 2] 산업혁명 단계별 비교
구분

1차산업혁명

2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16년~

핵심

열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인터넷기반의

기술

증기기관

벨트컨베이어

지식정보

생산의 자동화

대량생산

기술의 진보

핵심
가치

주요
특징

열과 물의 힘을
이용한 인력의 기계
대체화

정보의 대량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확산으로 인한

대량생산 체계 구축

과학과 기술의 급
발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기반의 자동화
복지 향상

기기의 자동화와
서비스 제공으로
인류의 복지 향상

출처 : 유성민, 4차산업혁명과 유전자 알고리즘, 「한국정보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016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 보고서 「The Future of jobs」에 따
르면 4차산업혁명은 이미 진입단계에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경제, 인구,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4차산업혁명이 야기할 인구, 사회, 경제적인 영향
으로 작업환경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 신흥시장 중산층의 성장, 기후변화 및 자연자원의
제약과 녹색경제로의 이행, 지정학적 변동성의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1)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
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립중앙과학관
<http://www.science.go.kr/> (2018. 9. 5. 방문)
7)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로 통한다. 소프트웨
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cloud]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참조.
8)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
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
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
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 정의 (빅데이터,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참조.
9)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22면.
11) 이은민, 4차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제28권 제15호. 2016, 3-15면.

- 5 -

I. 디자인 관련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1. 3D 프린터/3D 스캐너

3D 프린팅이라는 명칭은 미국 MIT에서 최초로 개발한 PBP(Powder Bed and inkjet head
3D Printing) 기술을 Z-Corporation社가 이전받아 1995년 3DPTM이라는 상표로 판매 것에
서 유래하며, 이 후 3D 프린팅이라는 용어가 사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D 프린팅의
정의는 ‘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
이다.12) 즉,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해 2차원 이미지를 3D로 변환한 후 데이터의 모양
대로 고분자, 금속, 세라믹 같은 소재를 층층이 쌓아 실물을 만드는 기술로서 물, 공기, 불,
흙 등 네 가지 구성비만 알면 원하는 물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던 중세 유럽의 연금술
처럼 21세기형 연금술이라고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컴퓨터 기술을 통한 설계도와 플라스
틱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인공 장기는 물론이고 요리, 권총, 자동차, 자동차부품, 보석,
핸드백, 시계, 신발, 주택, 교량 등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크게 모델링(설계) 단계 - 3D 프린팅(적층가공) 단계 – 후가공 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모델링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3D 프

린팅이 가능한 파일형식(.stl 등)으로 변환한다. ② 3D 프린팅 단계는 설계 파일을 실제 3D
프린팅하는 과정이며, 3D 프린팅의 특성에 따라서 서포트 단계, 적층범위 설정, 적층 방법
의 경로제어를 설정하고 3D 프린팅을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③ 이후 후가공 단계에서
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제품의 서포트 제거, 표면 처리, 색채 삽입 및 코팅 등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 진행된다.13) 이러한 3D 프린팅의 장점은 크게 적층 제조, 간
결 제작, 디지털 공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① 적층제조라는 특성에 기하여 제품의 종류
가 다양하고 생산수량이 소량인 경우라도 설계 파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과 변형이 가
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바, 개인 맞춤형 제작이 필요한 의료분야나 신
발, 의류, 주얼리 등의 제작이 용이하다. 또한 기존의 밀링·절삭 가공기는 형상가공의 한계
가 있었다면, 3D 프린팅은 형상을 구현하는 데 거의 제약이 없다. 따라서 복잡하고 비정형
적이며, 내부가 비어있는 형상제작에 용이하고, 설계에 따라 요구되는 강성을 만족하면서
12) 다만
3D 프린팅은 일만 대중에서 확산된 기술명칭이며, ISO/ASTM의 공식기술명칭은 Additive
Manufacturin(AM)이다. 이는 재료를 자르거나 깍아 생산하는 절삭가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13) 지식산업정보원 R&D지원센터, 「4차 산업과 3D 프린팅 미래 기술 트렌드」, 지식산업정보원, 2018, 53-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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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시킨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금
형이나 밀링·절삭의 시가공의 필요성이 없어져 초기 제품 제작의 투자비용 감소와 제작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빠른 시간 내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에서 3D 프린팅은 간편하게 제작 및 디자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안에
민감한 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3D 프린터를 보유하였을 때, 설계도면 및 기밀 유출의 가
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가공의 경우는 다량의 절삭 잔재물이 발생하는 등
의 재료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3D 프린팅은 재료의 손실이 거의 없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
징이 있다. ③ 3D 프린팅의 디지털 공정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없는 초보
자나 미숙련자라고 하더라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크기가 작은 3D 프린
터의 경우 개인이 손쉽게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의 준비 등에 있어서 이상
적이다. 또한 동일한 작업장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의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보
다 훨씬 더 많은 제조 능력을 갖출 수 있다.14)15)
입체로 된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에 인쇄하듯 3차원 공간에 실제 사물을 만들 수 있어,
21세기 첨단 기술이 결집된 꿈의 기기라 할 수 있다. 3D 프린터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지만 그간 높은 가격으로 극히 제한된 용도에만 사용되었다가, 점차 그 소재가 확
대되면서 상용화되어가는 추세이다. 3D 프린터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2016년에는 단 하루만에 3D 프린터로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장착한 자율주행 전기버스
Olli를 만들어 선보인 바 있으며,16)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은 무인비행기 설사(SULSA)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띄우는데 성공했다. 3D 프린터는 머지않은 미래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처럼 가정 내 필수 가전제품으로 등장할 전망인데, 슈퍼마켓에서 원하는 재료를 구
입해 원하는 디자인만 입력하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사용할 수 있다.17) 이처럼 3D 프린
팅기술은 기존의 대량생산 시스템과 노동집약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다품종 소량 및 맞춤형
제품생산이 가능한 차세대 생산기술로 변화되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4) 지식산업정보원 R&D지원센터, 「4차 산업과 3D 프린팅 미래 기술 트렌드」, 지식산업정보원, 2018, 54-55면.
15) 다만 3D 프린팅의 단점도 존재한다.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활용할 수 있긴 하나, 현실적으로 고가의 3D 프린
터를 제외한 일반형 3D 프린터에서는 사용가능한 소재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역시 고가의 3D 프린터를
제외하고 출력가능한 크기는 500mm이하가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3D 프린터는 아직까지 제작 속도가 느린 편
이며, 적층밀도가 정밀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또한 3D 프린터의 종류와 사용가능한 재료, 기술방식
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전통적인 방식의 기계가공에서 제작되는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완성 후 치
수의 정밀도와 표면 거칠기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이러한 단점들의 경우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점
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Olli는 3D 프린터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들이 집결되어 있다. 버스는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고 대량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한다, 또한 차량에 채팅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용
자와 노선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 가능하도록 버스에는 Speech to
Text, Natural Language Classifier, Entity Extraction 및 Text to Speech의 4 가지 왓슨 API가 사용된다. ; 출처 :
https://medium.com/cognitivebusiness/olli-the-3-d-printed-self-driving-bus-40a371634813 (2018. 9. 5. 방문)
17)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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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프린터로 제작한 전기버스 Olli

[그림 2] 3D 프린터로 제작한 무인비행기
SULSA

3D 프린팅과 더불어 3D 스캐닝(3D scanning)은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하여 물체의 3D
형태를 측정하는 기술 및 장비를 의미한다. 레이저를 발사하여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
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특별히 고안된 패턴광을 이용하여 물체까지의 거
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물체의 3차원 형상 정보를 획득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분석·가공하는 것이다.18)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역설계나 품질관리, 의류 분야 및 개인 맞춤형 서
비스 분야 등에서 3D 스캐너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전 세계 3D 스캐너 시장의
규모는 2013년 2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는 CAGR19) 13.3%가 성장한 49억 달러 규모로
18) 3D 스캐닝은 3가지 방식이 있다. ① White-light type은 다중 줄무늬 패턴을 대상물에 투영하고, 각 패턴의 ID
를 부여한다. 이후 카메라의 모든 픽셀에 대해 위상값을 획득하여 3D 데이터를 계산하여 결과물을 얻게 되는
데, 이 방법에 따르면 한번의 스캔으로 200만개의 3D 측정점을 획득하게 된다. ② Laser line type에 의하면,
Laser line을 측정 대상에 투여한 후, 카메라로 획득한 Laser line 이미지를 세션화 한다. 이후 Laser 광원과 카
메라의 사잇각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한 번의 스캔으로 하나의 라인 또는 30만개 이하의 측정
점을 획득할 수 있다. ; 조일묵, 3D스캐너를 활용한 도자디자인 연구, 「한국도자학연구」제9권 제2호, 한국도
자학회, 2013, 132면.

[그림 3] White-light type

[그림 4] Laser lin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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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0) 3D 스캐너는 3D 프린터의 보급 확산과 3D 캐드 및 디자인
툴의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그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3D 스
캐너 기술은 유럽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북미와 아시아가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3D 스캐너 기술은 선진국의 28.6%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기술 및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D 시스템즈
에 인수합병된 아이너스 기술이 3D 스캐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현대전자, 삼성전자 등
의 업체들에서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21)
3D 프린팅은 2013년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10대 핵심 제조 기술로,
MIT, 맥킨지 (McKinsey Global Institute), 다보스 포럼의 유망 기술,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
(Global Agenda Council) 등에서 주목받는 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세계미래학회는
3D 프린팅을 생산 혁명의 유발 수단으로써 20대 미래 예측 중 하나로 발표했고, 타임
(Time)지는 최고의 발명품 26선 후보로,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인터넷보다 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제조 과정에서 3D 프린팅
을 활용하는 비중을 보면 전자산업은 2020년 23.5%에서 2030년 49.9%로, 의료기기 산업은
같은 기간 18.8%에서 48.1%로, 생활용품 산업은 11.9%에서 31.1%로, 뿌리 산업도 17.9%에
서 39.3%로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3D 프린팅이 제조공정
에 도입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030년 3D 프린팅 활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조공정으로는 의료기기 산업의 교육용 모형 생산(71.8%), 뿌리 산업의 시제품 제작
(65.0%), 전자산업의 시제품 제작(62.5%) 등으로 나타났다. 3D 프린팅 기술이 바이오기술과
융합한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분야도 주목 받고 있다. 바이오프린팅이란 살아있는 세
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하여 조직이나 장기, 근육과 뼈를 제작하는 것을 의
미한다. 얼마 전 미군(U.S. Army)에서는 환자의 피부 세포를 인쇄하는 바이오프린팅 기술
까지 개발되기도 했다.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IT기술과 나노센서 기술과 융합되면 움직이는
개인 맞춤 의수나 휴머노이드 로봇개발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일본
의 Exiii(exiii.jp)라는 곳에tj 300달러 이하 가격의 바이오닉 의수 Handiii를 공개했는데 스
마트폰을 두뇌로 사용하고, 절단된 팔의 남은 부분에는 근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선으
19) 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연평균증가율을 의미한다. CAGR은 중간 dusehuf의 증가율은 고려하지 않으
며, 첫해 지표에서 마지막 해의 지표를 가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한다.
20) 전세계 3D 스캐너 시장 예측은 다음과 같다. ; Grand View Research, 2015 참조.

[표 3] 전세계 3D 스캐너 시장 예측(단위 : 백만달러)
2012

2014

2016

2018

2020

CAGR(2014-20)

1,700.0

2,317.2

3,088.5

4,006.7

4,900.7

13.3%

21) 강미영, 3D 패션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시사점, 「제4차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2018-제26호,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2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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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부 표면의 신호를 측정한 후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움직임을 알아낸다고 한다.22)
이처럼 3D 프린터 및 3D스캐너 기술은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전망하고 있다. 미래
에는 각 가정마다 소형 3D 프린터를 이용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사
용할 수 있게 되며, 대형 제품은 3D 프린터 전문 매장에 의뢰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알고리즘이 입력된 3D 프린팅 드론 수십대로 원하는 형태의 집을 자동
으로 지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23)

2. 차세대 디스플레이24)

차세대 디스플레이란 기존의 디스플레이와 차별화 된 성능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를 말
하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마
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을 말한다. 디스플레이는 인간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로서, 최근 사용자 편의를 위한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기술을 포함한 융·복합 영상기기를 통칭한다. 디스
플레이는 자체 발광여부에 따라 자발광과 수발광 디스플레이로 구분하는데, PDP, LED,25)
OLED는 자발광형 디스플레이이며, LCD는 수발광 디스플레이로 별도의 백라이트 광원이
필요하다. 1888년 오스트리아의 라이니처(Friedrich Reinitzer)에 의해 액정이 발견된 디스플
레이는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브라운관 TV – PDP – LCD26) – OLED27)를 거쳐, 플렉
서블, 입체, 투명, 3차원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발전 중이다.

22)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53면.
23)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340면.
24)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특허청, 2017, 101-105면 참고.
25) 무기물을 이용한 발광다이오드를 칭하며, 무기물의 특성상 대형화가 어려워 점광원으로 구현한다.
26) Liquid Crystal Display로 액정패널과 백라이트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27) 유기물을 이용한 발광다이오드를 칭하며, 점·선·면광원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휘거나 구부려도 발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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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스플레이의 발전 양태

출처 :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특허청, 2017, 102면.

기술발전에 따라 신개념 디스플레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
의 디스플레이 특성의 손실 없이 종이처럼 수 센티미터 이내로 휘거나, 구부리거나, 말 수
있는 형태를 변형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휘는 정도에 따라서 곡면, 구부림, 말 수 있는 단
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는 곡면형(curved)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있다.
[그림 6]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발전 단계

출처 :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특허청, 2017, 103면.

투명 디스플레이는 평상시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형태로 있다가 필요시 모니터, TV 등으
로 활용이 가능한 장치로 투명 전자소자를 이용하여 정보인식, 정보처리, 정보 전달의 기
능을 하는 투명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이다. 투명 디스플레이의 구현방법에 따라 투사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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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디스플레이와 투과형 투명 디스플레이로 구분할 수 있다. 투사형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Head-UP Display, HUD, 이하에서는 ‘HUD’라 한다.)와 장착형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 HMD, 이하에서는 ‘HMD’라 한다)로 나뉘며, 투과형은 평판 디스플레이인 LCD와
OLED, 전기변색, 광결정, 전기습윤 방식 등이 있다.

[그림 7] 투명디스플레이 예
[그림 8] 투명 LCD 디스플레이

출처 : 함께하는 이야기, LG 공식블로그(http://www.lgblog.co.kr/lg-story/lg-product/679). LG 디스플레이
블로그, D군의 This Play(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youngdisplay)

3차원 디스플레이는 평면정보와는 달리 공간정보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사람의 두 눈에 각각 다른 영상을 제공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양안시차 방식의 3차
원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양안시차 방식의 3차원 디스플레이는 안
경방식과 무안경방식이 있으며, 안경방식에는 셔터 글라스, 편광 안경식이 있고, 무안경방
식에는 패럴랙스 배리어(parallax barrier) 방식과28) 렌티큘러(lenticular) 렌즈방식이 있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는 일상적으로 몸에 걸치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모든 정보기
기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로, 안경형태나 시계 형태 등 신체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와 직
물형태로 의류와 융합하여 제작된 전자섬유(e-textile) 디스플레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
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침 크기가 5~100㎛ 수준인 초소형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디스
플레이로, 최근에 초소형 LED를 하나의 화소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일
본의 소니, 중국의 BACO에 의해 개발된 바 있다. 차세대 가상현실용 디스플레이로는 마이
크로 LED와 OLED가 유룍한 소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섬유와 LED
가 결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체 부착형에 응용이 가능하다.

28) 디스플레이 앞에 방벽을 두어 좌안 우안의 시차를 만들어 내는 방식, 시차방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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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공간형 디스플레이로서 3D 디스플레
이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스플레이
를 이용한 가상현실용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가상·증강현실용 디스
플레이로 OLEDoS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유리하게 사용된다. 지문·손바닥 감지 기
반의 정보보안 기능을 하는 일체형 디스플레이 등 미래에는 웨어러블, IoT 산업 성장 시
다양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매체로 주목받고 있으며, 가상·증강현실 구현
에 필수 기술이다. 2017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스마트폰, TV의 OLED 채용증가에 따
라 OLED 시장이 꾸준히 증가세이며, 현재는 LCD TV가 주력 제품이나 향후 OLED TV,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워치 등 신규제품이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3. 증강현실·가상현실과 혼합현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29)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
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어느 식당을 비추면 그
식당의 메뉴와 가격이 모니터에 뜬다거나, 아파트를 비추면 매물이나 전·월세 정보가 뜨는
것이 증강현실 기술이다. 가구를 사기전에 어떤 가구가 더 어울리는지 3D로, 360도로 보며
배치했을 때 모습을 미리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포켓몬고’게임은 실제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해 현실과 가상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잇는데,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
실 세계에 가상의 이미지(포켓몬)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증강현실을 적용한
게임으로 유명하다.
이와 달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30)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재 사
용자가 위치한 시공간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눈앞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즉,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 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
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
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31) 예컨대 포탄이 떨어
지는 전쟁현장을 경험하거나 우주공간, 항공기 운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만
들어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데서 발전한 기술이다. 스키 고글 같은 헤드셋만 쓰
면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상황과 같은 가상현실에서 비행훈련을 할 수 있다. 실제 시신
보다 더 정교한 가상현실 영상의 띄워놓고 해부학 수술 실습을 할 수도 있으며, 완공되지
29) 이하에서는 증강현실 또는 AR이라는 표현을 혼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0) 이하에서는 가상현실 또는 VR이라는 표현을 혼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1)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836&cid=40942&categoryId=32828, <2018. 8. 30. 밤문>

- 13 -

않은 주택과 아파트를 미리 볼 수도 있다.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면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의 아파트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분양 현장에 도입 되었다. 이용자는
양손으로 컨트롤러를 작동해 취향에 따라 바닥과 벽면의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가
구배치 뿐만 아니라 식탁의자의 재질도 바꾸어서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이 놀라운 것은 보
고 듣고 냄새 맡는 사람의 모든 감각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실
제처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쇼핑몰을 구현할 수도 있고 지능형
쇼핑몰도 구축할 수 있다. 컴퓨터 앞에 서서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골라 입어볼 수도
있고, 얼굴을 인식한 컴퓨터로부터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32)
증강·가상현실은 시각, 청각, 촉감 등 인가의 감각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가상공간 내에서의 조작방법 혹은 증강현실이 실
제 공간 또는 객체의 조작을 위해 필요한 동작인식 등의 상호작용 기술, 가상현실에서 가
상공간을 표현하며, 증강현실에서는 가상의 정보 또는 객체 모델링에 활용되는 저작기술,
가상의 정보를 현실공간에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관심객체를 인지하고, 사용자의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객체 인식33) 및 트래킹 기술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34)
증강현실·가상현실 기술은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켰다. 시장조사업체 이마
케터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만 약 4,000만명이 소셜 앱이나 유틸리티 앱을 통해 증강현
실 게임을 즐겼다. 게임 아이템 시장이 생겨나고,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가상현금이 새
로운 화폐로 각광을 받게 됐다. 3D영상, 증강현실 게임, 증강현실 안경 개발 등이 신사업
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켓몬고가 만든 가상현금 포켓코인은 1,100원(100포켓코인)에서 11만
원(1만4,500포켓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증강현실 시장 규모는

2021년 6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가상현

실의 세계시장 규모가 2025년 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새로운 부를 창
조하는 모델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부상하자 애플, 페이스북, 텐센트 등 글로벌 IT기업
들이 속속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구글의 데이드림,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리프트, 삼
성전자의 기어 VR,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등이 시장을 개척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게임, 스포츠, 방송, 영화, 테마파크, 교육, e커머스,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4의 혁
신을 준비하고 있다.35)

32)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44-45면.
33) Object Recognition이라 하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객체를 찾고 식별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 분야의
기술이다.
34)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특허청, 2017, 110-111면.
35)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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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R·VR 기술 응용산업
산업
게임
교육

의료

영상

방송·광고

제조·산업

활용예시


게임 : PC/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등



테마파크 : 롤러코스터, 4D 시뮬레이터 등



이러닝 : 팝업북 등 교육콘텐츠



훈련 : 군사작전 훈련, 직업훈련 트레이닝



외과학분야 : 수술교육용, 고난이도 수술 훈련용



정신신경과학분야 : 가상시뮬레이션 정신행동치료



영상진단학분야 : 3D 가상 대장내시경 등 CG 활용



재활의학분야 : 재활치료용 시뮬레이션 훈련



헬스케어분야 : 원격의료, 원격 피트니스 등



기타분야 : MRI, CT 등 센서를 통한 환자 정보 3D 구현



영화 : 기술영화(Tech-Film)



내비게이션 : 3차원 가상경로, 실시영상기반 실감 내비게이션



드론 : 1인칭시점(FPV) 영상, e-스포츠 등



부동산 : 가상 모델하우스, 부동산영상 등



방송 : 가상스튜디오, 드라마 등 VR 콘텐츠 제작, 스포츠 중계, 콘서트 실황 공연 등



광고 : 가상광고 시스템, 전시관 가상체험 등



자동차 : 가상테스트. 디자인 및 설계, 자율주행체험 등



항공 : 배선조립 및 도색공정 가상훈련, 기내서비스 제공 등



기타 : 복잡한 기계조립, 유지보수(A/S) 정도 획득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 AR/VR-」,
2018, 2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만 하더라도 새로운 혁신임에 틀림없지만, Microsoft社는 다시 한
번, 혼합현실(Mixed Reality, MR)36)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혼합현실은 실제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해 만드는 새로운 현실로, 즉, 가상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
상현실과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를 덧입혀주는 증강현실을 합친 것이다. 가상현실은 몰입도
가 높아 게임이나 영화산업 등에 많이 활용되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멀미나 두통을 유발하
는 단점이 존재하며, 증강현실은 정보전달 효과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몰입도가 낮은
것이 흠이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전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반면, 융합현실은 시

36) 이하에서는 혼합현실 또는 MR이라는 표현을 혼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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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외에도 청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과 관계된 정보를 가상으로 접목시킬 수 있어서 더욱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가상세계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37) 이처럼 융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상현실의 몰입도와 증강현실의 현실감을 결합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38)
[그림 9] 미국 Magic Leap社의 융합현실(MR) 영상

출처 : 미국 Magic Leap社 공식 유투브

Microsoft社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융합현실에 주목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다. 현재 융합현실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Microsoft社는 2015년
최초로 융합현실 기기인 홀로렌즈(Hololens)를 발표하고, 2017년에는 자사의 가상현실 플랫
폼인 홀로그래픽을 융합현실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융합현실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개발하
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증강현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Magic Leap社는 글로벌 IT 기업
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2018년 8월 8일 개발자용 융합현실 스마트 글래스인 ‘원 크리
에이터 에디션(One Creator Edition)’을 출시하였고, 현실을 기반으로 홀로그래픽을 통합하
여 Magic Leap社의 앱스토어, 웹서핑, 유투브 비디오 시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기기
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래핀을 소재로 한 ‘포토닉스39) 칩’을 통해 웨어러블 기
37) 이아름,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시장 및 산업동향, 「융합 Weekly TIP」(vol.118), 융합연구정책센터, 2018,
4면.
38) 최은수,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63-164면.
39) 포토닉스(Photonics)란 빛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 정보전달을 다루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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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없이 현실 공간에서 가상정보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삼성 또한 지난 2017년
9월 윈도우 혼합현실을 탑재한 가상현실 헤드셋 ‘삼성 HMD 오디세이’를 출시하였는데, 이
에 윈도우 융합현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서 융합현실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40)

이

외에도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는 컴퓨터 단층
촬영(CT)이나 인체 내부 구조 등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융합현실로 구현하여 현
실 속에서 자유롭게 확대·축소·정보결합 등 의학연구에 활용 중이며,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은 우주인 교육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사이드킥(Project Sidekick)’에 융합현실을 적
용하여, 융합현실 기기를 착용한 우주비행사가 바라보는 공간에 설명서나 다음 임무 등을
직접 표시함으로써 교육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그림 10] 미국 CWRU의 융합현실 의학연구

[그림 11] 미국 NASA의 ‘Project Sidekick’

활용

융합현실 활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융합현실 시장은 2015년
433억 원에서 2017년 1,299억 원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2,274억 원, 2022년에는 2조 1,010
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41) 시장규모 자체는 아직 가상현실이나 증강
현실에 비해 작지만, 향후 엔터테인먼트, 과학,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수
요가 예상되고 있어, 융합현실 시장의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
를 볼 때,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社의 부사장인 브라이언 블라우(Brian Blau)가 언급한 바
와 같이, 2020년에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기가 없어지는 대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융합현실 기기만이 남을지도 모른다.42) 또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
일(Ray Kurzwei)은 미래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상당한 시간을 아바타와 보내게
40) 유주경, 혼합현실(MR) 미국시장 동향 및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2018.10.13.).
41) 최현주, “[틴틴 경제] 가상·증강현실보다 진화했다는 혼합현실(MR)이 뭔가요”, 중앙일보(2018.3.6.), 웹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22415675 (최종검색: 2018.11.11.)
42) 유주경, 혼합현실(MR) 미국시장 동향 및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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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2030년에는 인간과 흡사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그림 12] 글로벌 융합현실 시장 규모 전망(단위: 원, 2018년 이후는 예상치)

출처 : 중앙일보 (2018.3.6.)

4. 홀로그램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이후에 올 현실로 ‘홀로그램’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홀로그램이란 ‘표현되는 정보’, 즉 콘텐츠를 의미하고, 홀로그래피는 ‘홀로그램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홀로그램은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홀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사람과 상호
작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홀로그램은 사진을 스
캐닝하여 3D로 만들고, 여기에 홀로그램을 띄운 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여 이동하면서
사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홀로그래피는 장치적 도움 없이도 자연
스럽게 대상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개인비서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듣는 것보
다 모니터 앞에 영상으로 띄워진다면 더욱 실감나고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
대에 따라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 5월 미국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
에서

개최되었던

‘AWE

USA

2017’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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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AWE(Augmented World Expo)는 세계 최대의 증강현실월드 엑스포로 이 곳 행사장에서는
홀로그램을 띄워 골무 같은 장치를 손가락에 끼고 영상과 상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모습
을 보여주었는데, 악수를 하면 약간의 진동도 느끼게 설계되었다. 또한 2015년 말 ETRI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컬러로 볼 수 있는 홀로그
램 개발에 성공하였다.43) 현대자동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카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홀로그램 전문기업인 Wayray社와 함께 홀로그램을 활용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좀 더 상세하게는, 2020년까지 전면 유리창에 도로정보, 위험경보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양산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은 3D 입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ICT 업계 외에도 자동차 업계 또한 이를 접목한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
고 있다.44)
[그림 13] 현대자동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영상

출처 : Auto issue(2018.9.20.)

홀로그램 기술이 상용화되면 영화와 전시는 물론, 교육용, 박물관, 3D 입체화상통화, 원
격진료, 홈쇼핑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SM엔터
테인먼트는 서울 강남역에서 ‘V 콘서트(Virtual Concert)’라는 이름으로 그룹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공연을 기획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고인이 된 유명 인사를 홀로그램으로 재현하는
43) ERTi 성과홍보실,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디지털이 꿈꾸는 미래」, 콘텐츠하다, 2018, 106면.
44) 이현섭, “정의선의 디자인경영③ 홀로그램 내비 개발…전면 유리 통해 영화까지 본다”, 뉴스비전
e(2018.10.23.), 웹주소 : 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70 (최종검색: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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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 예시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은 2016년 가수 김광석을
홀로그램화하여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SK그룹의 경우 고(故) 최종현 회장의 20주년 추모
식을 통해 그의 생전 모습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홀로그램이 상용화되어 기존의 TV를 대체한다면 TV 모양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기존의 단순히 세워져 있는 평면적인 TV 영상이 아니라 보이는 영상이 입
체로 튀어나오거나 올라올 경우 눕힌 방식의 TV를 상상해볼 수 있다.45)
[그림 14] 홀로그램을 이용한 TV 영상 (예)

출처 : CCTV 뉴스 (2016. 2. 26.)

45) ERTi 성과홍보실,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디지털이 꿈꾸는 미래」, 콘텐츠하다, 2018,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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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차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1. 4차산업혁명과 미래 환경 변화46)

디지털 사회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상품과 서비스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 정보통
신기술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며, 물리적인 상품과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
고 디지털화된 제품이 물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서로 믹스되고, 사람, 사물 등 모든 것이 센
서화되고, 클라우드를 통해 연결되고,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여 재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환경과 연결되는 접점에서 서로 소통 하며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의 가속도로 그 속도에 힘겨워 하는 인간은 원
래 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가족, 건강 등을 챙기며 개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
으로 예측된다.
또한 UN의 도시화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도시 인구는 50억 5,800만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세계 인구의 60%가 도심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20년간
도시 성장의 70%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한 개발도상국(신흥국)지역에 집중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공간 제약이 없는 최첨단의 스마트
주택, 효율성을 강조한 인프라와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중요해진다. 도시 근교까지 주
거 반경이 확대되면서 통근 문제 등 시간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운송 수단 특히
무인 자동차를 위한 기반 시설이 요구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도시화의 긍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도시의 단절, 가족 간의 결속력 상실, 도심의 노숙자 문제와 정신 건강 및 기타 서
비스에 대한 요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주목해야한다.
세계 인구의 75%가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사용 역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사용 증가 가 가속화되고 있다.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예측한다.(2012년 34% 이용)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기회의 증가 및 소셜 미디어
를 통한 정보의 신속한 보급은 국제 사화와 정치 등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파워가 점점 부상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미래시대의 소비 주역은 밀레니엄 세대로 대변되는 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
람들로, 전 세대에 비해 개인적 성향이 뚜렷하며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 익숙하다.

46) 이하의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4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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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연령대로 전 세계 25억 명, 전체 소비 시장의 30%, 연간
매출액 2조 4,000억 달러 (약 2,807조원)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세대로 글로벌한 사고를 지
니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이며, 정보 수용을 넘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며, 건강
하고 친환경적인 에코 및 공익 운동을 중요시한다. 그들의 관심, 활동 등을 살펴보고, 가치
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회 계
층의 파워는 중산층으로 이동하고, 베이비부머, 밀레니엄 세대가 마켓의 핵심 대상으로 주
목된다. 한편으로, 2030년에는 6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선진국 전체 인구의 29%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 소비는 5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소비 파워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니즈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재활 의학, 무인 자동차 등의 시장은 우선적으로 베이비부
머를 타겟 대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OECD의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보고서에 따르면,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가
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부부 중심, 한 부
모 가족, 무자녀 가족, 1인 가구 등 가구의 규모가 축소되며, 자녀가 없거나, 부모 부양도
없는 부부 형태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서울시 통계로 본 '서울 가족 구조
및 부양 변화' 결과에 따르면, 가구원 수 감소 추세도 뚜렷해지면서, 4인 가구가 줄어들고
1인과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2030년에는 60세 이
상인 1인 가구수가 전체의 38.1%까지 늘어나고. 이는 60세를 넘긴 부모가 더 이상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분
석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술은 파괴적 메가트렌드로 그 경제적 영향력이 가속
화되고 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ICT 기술을 통한 생산공정과 제품 상호
간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제조공정 디지털화 및 제품 서비스화가 구현되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으로 연결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계, 가공물, 시스템, 인간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주고 받으며 시간, 장소, 객체의 제약이 없는 무한한 연결
성을 추구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미래에는 로봇, 3D 프린팅,
드론, 무인 자동차, 나노 바이오, 인공 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스마트홈은 인간 중심
으로 맞춤화된 최적의 가정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미래예측전문가들은 여러 메시지를 통하여 기술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인간생활과 산업의
진화가능성을 점쳐보기도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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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치연구소 소장인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향후 한사람이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
여 농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드론은 농작물을 모니터하고 비료와 살충제
를 살포하고, 트랙터와 콤바인, 농업용 차량들이 자율운전 기능을 갖추고 스스로 움직이게
되며, 드론이 화물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됨에 따라 드론 보험이 크게 성장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2.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지난 2016년 WEF의 ‘미래고용보고서’ 는 2020년까지 전 세계 719만개의 직업이 사라지
고, 대신 21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사실 각 산업혁명을 맞이
하였던 시기에 있어서 일자리의 변화는 항상 있어왔다. 제1차 산업혁명은 수공업자들의 몰
락이라는 제1의 실업을 몰고 왔고, 이어 진행된 기계화는 공장 노동자를 위기로 내몰았다.
3차 산업혁명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직무 대전환을 촉발했다.
그러나 1차부터 3차까지의 혁명은 특정 직군별로 부분적인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이 있었
으나 4차산업혁명은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4차산업혁명의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송두
리째 위기로 몰아넣을 만큼 충격적인 제4의 실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단순직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미국에서만 약 30만명의 운전
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며, 무인결제 시스템으로 계산원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제
조현장은 더욱 심각한데, 로봇을 도입한 독일 아디다스 공장에서는 600명이 하던 일을 단
10명이 대신하고 있다. 국제 노동기구는 20년 내에 동남아시아 5개국 전체 공장노동자의
56%인 1억 3,70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숙련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인데, 인공지능 통역사의 등장은 통역사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3D프린터가
치기공사보다 더 정교한 치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숙련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은 인공지능 켄쇼를 투자 분석에 도입해 직원
두명만 남기고 600명을 해고하였는데, 이 로봇은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간 해야하는 일을
단 5분만에 처리하였다. 이미 미국, 영국에는 파산 전문 로봇변호사가 활동 중이고, 의사,
약사, 회계사까지 제4의 실업의 충격을 받고 있다.47)
2030년 글로벌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정세와 고용 불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자본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
47) MBN 일자리보고서팀, 「제4의 실업」. 매일경제신문사, 2017 참조

- 23 -

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정부 모두 기술 추세를 따
라잡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행동 및 물류 추적 데이터 등 무형의 디지털 자산은 개인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온디멘드 경제, 공유 경제를 통한 비즈니
스 모델 개발로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48)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
며. 새로운 인공지능 전문가 수요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각 기관 들이 발
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옥스퍼드는 연구를 통해 미국 일자리 47%가 컴퓨터화로 인
해 없어질 위험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영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의 ECG 리포
트에 따르면 제조업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및 대한민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로봇 자동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9) 한편 매킨지(Mckinsey)에서
미국 내 직업 및 기술력을 분석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800개 직업에서 이루
어지는 2,000가지 주요작업을 분석하자, 45%나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벽
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5%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로봇의 노동력 대체는 ‘직
업’단위가 아닌 ‘할 수 있는 일’단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자동화로 인해 작업 일부가 대체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며, 기계와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나
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반복적이거나 물리적인 일을 기계가 담당하고, 인간은 보다 창의적
인 일이나 감성 및 협업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산업의 생산성이나 제품 및 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50) 다빈치연구소 소장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20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3D 프린팅,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기회를 창출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 시스템과 하이테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
며, 이에 한 번 더 슈퍼고용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전망하였다.

[표 5]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망직종과 쇠퇴직종
발표기관

옥스퍼드

쇠퇴직종

유망직종

텔레마케터, 세무대리인, 재봉사,

치료사, 정비공/수리공/설치공,

자료입력원, 도서관리정보원, 은행계좌

사회복지사, 외과의사, 전문의, 영양사,

상담 및 개설직원, 신용분석가,

안무가, 심리학자, 초등학교교사, 관리자,

보험감정사, 심판 및 기타 스포츠관계자, 상담교사, 컴퓨터시스템분석가, 큐레이터
48)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59면
49) 예로 대한민구의 경우 2020년에는 전체 업무의 약 20% 정도를, 2025년에는 45% 정도를 자동화된 로봇으로 대
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50) 노기영 외, 「4차산업혁명과 실감미디어」, 한국학술정보, 201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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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서, 출납원 등

, 트레이너 등
정보보안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전문가, 모바일

농업분야 노동자, 우편 서비스 노동자,
워싱턴

재봉틀 사업자, 배전반 사업자, 데이터

포스트

입력 사무원 및 워드프로세서
타이피스트

장치용 프로그램 개발자, 웹 개발자, DB
관리자, 비즈니스.시스템 분석가,
윤리학자,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금융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전문의,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수의사,
심리학자, 교사, 영업담당자와
건설노동자(특히 벽돌공과 목수)

테크M

콜센터 상담원, 교수, 택시기사,

데이터분석가, SW개발자, 헬스케어

세무·회계사, 단순조립, 의사, 약사,

종사자, 로봇공학자, 예술가, 보안전문가,

변호사

바이오 엔지니어

출처 : 노기영 외, 「4차산업혁명과 실감미디어」, 한국학술정보, 2017

기관이나 사람마다 상이한 예측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대
부분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
해 인간의 지적·육체적 업무 대체가 일어날 것이고, 단순 반복적 업무나 매뉴얼에 기반을
둔 직업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문서비스 직종의 대
체는 기존의 산업화·자동화와 달리 고도의 정신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단순·육체노동의
대체와 달리 파급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람을 돕고 보살피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등의 면대면 위주의 직종이나 예술적·감성적 특성이 강한 분야
의 직종,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참신한 방법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하거나 종합적·창조
적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의 탄생도 예측하였는데 데이터 사이언티
스트, 로봇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수리 및 유지 보수 관련 직업 등 개발인력
이나 숙련된 운영자 등의 지식집약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51)52)
국내에서도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소멸 됨에
따라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 이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모습의 기준전
망과 혁신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
51) 예를 들어 시장조사업체 메트라 마테크(Metra Martech)가 2011년 브라질, 독일,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
으로 한 예측조사에 따르면 로봇 연구개발 및 제조,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운용,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
한 고용이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2) 노기영 외, 「4차산업혁명과 실감미디어」, 한국학술정보, 2017,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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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융·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진해오디면서 새로운 산업·제품·서비스 등이 창출할 전망이며,
이에 기존 산업분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반영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4차 산업
혁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을 연계하여 전망하여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산업과 고용, 직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신기술·고숙련 인력수요 확대에 대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과
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습득에서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 강화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53)
마지막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 산업 시대의 신직업」 보고서에 따르면,54) 새롭게 발
생하는 직업군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으로 클라우드 개발자,55) 가상현실
전문가,56) 홀로그램 전문가,57) 인포그래픽 기획자,58) 가상훈련시스템 전문가59) 등이 있는
데, 이들 모두 디자인과 높은 연관이 있는 신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이다. 미래 사회에는 국
가나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후에는,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
은 디자인 또는 콘텐츠 인 바, 미래사회에서는 디자인이 산업에 있어 보다 주요한 쟁점으
로 떠오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디지털화 확대와 심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상세계화 현실세계의 경계
가 모호해지면서, 현재까지 물리적 공간에서 소비되어오던 정보, 제품, 서비스의 개념이 변
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폭이 실제 세상의 경험만큼 다양화
되고 직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아직 한국시장에서는 신기술에 따른 시장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다양한 상호작용방식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기술과 관
련디자인은 일상적인 업무, 콘텐츠를 통한 교육, 업무 및 연구의 효율 증대, 복잡한 협의의
53) 고용노동부,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고용노동부, 2018 참조.
54) 외국의 직업관련 정보, 취업 및 진로관련 사이트 분석, 협회, SC(Sector Council), 학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
수, 현장전문가,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신직업을 발굴하였고, 35개의 직업군을 개발하였
다. 제시된 직업으로는 SNS 전문가, 빅데이터분석가, 인공지능전문가, 감성인식기술전문가, 클라우드컴퓨팅보안
개발자, 디지털장의사, O2O서비스기획자, 클라우드개발자, 사물인터넷기기보안인증심사원, 자율주행자동차개발
자, 유전학상담전문가, 스마트팩토리설계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자, 뉴로모픽칩개
발자, 데이터브로커, 로봇윤리학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빅데이터플랫폼개발자, 공유경제컨설턴트, 3D프린팅
모델러, 가상현실전문가, 헬스케어기기개발자, 홀로그램전문가,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용로봇전문가, 인포그
래픽 기획자, 드론촬영조종사, 사물인터넷개발자, 핀테크전문가, 스마트공장코디네이터, 스마트도시전문가, 가상
훈련시스템전문가, 크라우드펀딩매니저, 인간공학기술자가 있다.
55) 클라우드 서비스(스토리지, 플랫폼,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서비스 활용 유형, 서비스 선택 유형 등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안정적으
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56) 게임, 비행, 관광, 훈련 및 교육 등 가상현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사용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가상
현실콘텐츠와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
57) 홀로그래피기술(두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입체정보를 기록, 재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3차원 입체 영상을 공연, 전시 등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획·제작
58) 사람들에게 전달할 데이터 정보의 특성, 유형 등을 분석하여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은 시각적 인포그래픽을 기획
59) 가상훈련 시스템을 기획·설계 및 검증하여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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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함에 새로운 인력의
타분야의 협력 역량과 다학제 융합 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여러
분야 지식 및 기술 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인문학적 교육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디자인·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의 강화가 필
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차원의 대응을 보면 학과를 새로이 신설하
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전공분야에 더한 새로운 기술의 기본원리 교육과 실습위주의 교육
을 병행하여야 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60) 또한 가상세계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계는 산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하여 가상세계 기술관련 산업계의 수
요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특수학과의 신설이나 체험형 학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도입, 협
약을 통한 기회의 다양화 등을 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디자인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신기술의 기본적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한 융·복합 인력양성에 대
한 니즈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4차산업의 신기술 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을
고려한 시장 역시 확대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61)

60) 예컨대 인터렉션 디자인의 경우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패널(터치스크린 등) 중심이었던 디지털 상호작용 방식이
가상세계 환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사용자에게 직관적일지에 대해 상상력 확대 훈련, 사용자와
콘텐츠 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기본원리 교육이다.
61) 디자인·문화콘텐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가상-현실세계 융합시대의 디자인·문화콘텐츠 산업인력, 「디자인·
문화콘텐츠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디자인·문화콘텐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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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신기술 디자인의 동향과 쟁점

I. 신기술 디자인의 동향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디자인포럼에서 하라 켄야(原研哉, Hara Kenya)62)는 “제
품 생산 위주의 산업은 끝났다”면서 “이 프로젝트들(하우스비전, 센스웨어)의 목표는 새로
운 산업의 비전, 가능성을 시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디자이너의 능력으로 인류가 가진
가능성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일반인들에게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의식
을 진보시킬 수 있다. 일반인의 의식이 변화되면 사회는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즉, 일반인들은 느끼기 어려운 사회 전반의 불편과 사용자의 드러나지 않는
니즈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제시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이 새로운 시장
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하라 켄야의 전시와 미래의 비전은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세상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무엇일지 비전을 제시한 사
례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이 외형상 매력도를 높이는 치장의 역할이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
성으로 미래 통찰력을 제시하고 수요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찾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63)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은 특정한 전문분야의 기술, 제품, 특정산업만으로는 불가능하
고, 타 분야와의 연결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새로운 상상력을 통하여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 생활 트렌드의 예측과 함께 디자인은 발전하고 있
다. 미래 인간생활 중 가정생활, 건강생활, 일과 여가생활 및 이동생활에 있어서 핵심 주체
들의 관심과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과 디자인이 발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미래에
는 가정생활 중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
존의 디자인에 가치를 더해줌으로써 실용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모니터링하여 최상의 사애로
관리해주는 디자인, 메이커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디자인, 타인의 도움없이 스
스로 편리하게 홈메이드 경험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해주는 디자인키드, 새로운 가족의 형태
로 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반려로봇과의 관리와 관계를 지원해주는 디자인, 그리고
2030 미래의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 중 하나인 셰어하우스에서 보여지는 유연한 공간구성
과 실용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컨셉 등 건강, 감성 실용가치를 더해주는 디자인들이 보여지
고 있다.64)
62) 하라 디자인연구소 디자이너, 무인양품 디렉터
63) 한국디자인진흥원, 「밀레니얼 세대의 노마드 마켓 디자인트렌드 2018」, 쌤앤파커스, 2017,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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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래 건강 생활에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 기술과 디자인

출처 : http://blog.agfahealthcare.com/mobile-health-2024,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111면

1. 4차산업혁명과 디자인의 발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이 접목하여 아이디어가 발현된 제품들이 등
장하고 있다. 그 중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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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동선수들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해 활용되었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방법을 일
반인들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방식의 코칭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맞춤
데이터 관리와 직관적 인터페이스 사용성을 제공하여 건강을 지원해주는 제품들이 있다.
웨어러블 모션 트레커 ‘무브(MOOV)’는 사용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운동에 대한
측정을 분석해주는 기기이며 UI를 지원한다. 밴드형 스타일로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할 수
있으며 달리기, 걷기, 사이 클, 복싱, 수영 등의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운동 하면서 이를 감지할 수 있고 운동기록을 서버에 저장하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며 측정된 기록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다. ‘볼트(BOLTT)’는 각종 센서
가 내장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버추얼 볼트 코치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개인 맞춤형 코칭시스템을 제공한다. 사용자를 모니터링하여 운동, 수면, 식습관 등
활동패턴을 분석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선방법을 제공하여 준다.65)
[그림 16] 무브(MOOV)

[그림 17] 볼트(BOLTTT)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14-215면

3D 프린터의 발전 및 증강현실(AR)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가정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가 제작, 지원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취미 생활로 직접 만드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드는 재료, 과정, 결과물을 공유하는 활동은 네트워크 관계 강화
로 이어지며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요리, 인테리어, 공예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자기
기, 3D 프린팅 기술 등이 개인 맞춤으로 진화되면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유통의 변화
65)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14-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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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상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 기업인 토이박스에서는 5세 이상의 어린이
들을 위하여 자신의 장난감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기기 ‘토이박스(ToyBox)를
선보인 바 있다. 사용자는 토이박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앱에서 제시할 수 있는 500
여개의 라이브러리의 장난감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난감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기기는
3Kg의 무게로 가벼우며 인체에 무해한 옥수수기반의 플라스틱인 친환경 PLA 소재로 출력
소재를 사용하였다. 영국 런던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인 메이쿠(Mayku)가 선보인 폼박스
(FormBox)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몰드용 형태를 제작할 수 있는 진공 성형기이다. 폼박스는
기존 3D 프린터기로 인쇄할 때 물체를 적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생산성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탁상용 진공성형기로서 개인들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고 있
다. 원하는 재료를 폼박스 안에 넣은 후 3D 템플릿을 선택하여 폼박스 위에 올려둔 후 전
원을 켜서 재료에 열을 가하면 틀이 제작된다.66)
[그림 18] 토이박스(ToyBox)

[그림 19] 폼박스(FormBox)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22-223면

미래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 될 것에 대비하여, 이제는 자동차의 기술이 아닌 공
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팝업 공간 및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가변형 가
구, 가전 등을 활용하여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시켜주고,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상
호작용적

요소가

접목된

환경을

실용적으로

제공하여(인터렉티브

디자인(Interactive

Design))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에
서 자율주행차량을 생활환경에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버전 컨셉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더 이상 이동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경계를 보호하게 함으로써, 사용
자의 일상에 자동차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를 집의 벽면에 도킹함으로써 또 다른 넓
66)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2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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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동할 때 바로 집안에서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
에 편리함, 안락함, 연결성을 전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실내 에어컨 및 인포테이먼트 시스
템67)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68)
[그림 20] 현대자동차의 Mobility Vision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50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F015 컨셉카를 선보였는데, 수동 또는 자율주행
모드 선택 시 불필요한 운전대가 사라지며, 차량 내부 좌석들은 응접실처럼 탑승자의 편의
를 위해서 재배치 된다. 3가지 조작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공간의 대형 디스플레이
터치패널을 만져 조작을 하거나 시선, 몸짓을 통하여 운전자는 차에게 직접 운행에 관한 명
령을 내릴 수도 있다. 르노의 자율주행자동차 심비오즈(Symbioz)는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
터쇼에서 컨셉카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심비오즈는 고대 그리스어로 ‘더불어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4.7미터 길이의 이 컨셉카는 실제 집 내부에 주차되어 집의 한 공간처럼 사
용이 가능하다. 집에 정전이 될 경우 심비오즈의 배터리 팩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집에 공
급할 수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 모드 설정 시 운전자가 독서나 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스타어링 휠이 들어가고 와이드 디지털 계기판이 뒤로 물러나도록 설계되어
있다.69)

67)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는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정보의 전달에 오락성을 가
미한 소프트웨어 또는 미디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특히 차량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오디오와 비디오, 음성제
어시스템 등 다양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68)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50면
69)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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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벤츠의 F015

[그림 22] 르노의 심비오즈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71면

2. 디지털미디어와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

디지털미디어는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던 디지
털 미디어는 20세기 후반기를 거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21세기에 들어 혁신적인 변화를 모
색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의 특징으로 인해 아날로그와 비교해서 변형이 용이하고, 다
양한 분야에 이식성이 좋다. 다시 말해, 어떤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은 해당 산업이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감미디어의 개발에 필수적인 초고
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은 방송 산업을 포함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적용된다. N-screen 기술70)이나 오버더톱 서비스(Over-The-Top, OTT)71)의 발전에 따라 향후 모
든 디지털 영상기기는 스크린의 크기나 종류, 매체별 특성과 무관 하에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
린으로 동질화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영상기기의 기술적 진보는 영상 산업 전체로 쉽게 응
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디지털 경제는 비교우위에 있는 특정 사업자가 방송, 통신,
기타 응용분야에 이르기까지 무한 확장하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애플이 컴퓨터 산업에
서 시작해서,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거쳐 자동차산업가지 넘보는 것이 좋은
예이고, 구글 역시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72)
70)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영화, 음악 등)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저긍로 즐길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1)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힌다.
72) 노기영 외, 「4차산업혁명과 실감미디어」, 한국학술정보, 2017, 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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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래픽 디자인 그 자체 또는 타 기
술·산업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캐나다 스타트업 기업인
나노리프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삼각형 LED 조명을 조합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꾸
밀 수 있는 ‘오로라 스마터 킷(Aurora Smater KIT)’을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벽, 천장, 가
구, 가전 및 익스테리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중심 부품에 커넥터
를 끼워 다른 삼각형 조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삼각형 LED는 사용자의
선호컬러에 따라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자유로의 색의 변형이 가능하다. 단순한 삼각형의
조합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동, 합체, 변형의 모듈기법에 그래픽을 조합하여 새로운 디
자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73) 그래픽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사용자에게 적극
적인 움직임을 도모하는 디자인도 있다. 나이키에서 출시한 LunarEpic Running Shoes를
홍보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마닐라 시내중심부에 세계 최초의 풀사이즈 LED 주행 트랙인
‘Unlimited Stadium’을 제작한 바 있다. 이 트랙은 200미터 길이에 전면 LED로 제작되었
으며 LunarEpic Running Shoes의 신발모양과 무한을 상징하는 뫼비우스의 형상으로 제작
되었다. 최대 30여명의 러너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트랙에서 달리게 되면, 신발에 부
착된 RFID의 센서가 트랙의 LED와 연결되면서 한 바퀴를 주행하고 나면 LED 화면에 자
신의 경쟁 아바타가 현재와 예측 속도를 계산하여 함께 지속적인 주행을 하게 된다. 아바
타와 함께 주행을 하게 되면서,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디지털 운동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74)
[그림 23] Aurora Smarter KIT

[그림 24] NIKE Unlimited Stadium

73)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27면
74)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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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designboom.com/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28면

그래픽디자인의 성장과 함께, 최근 이미지와 GUI 디자인 등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의 보
호가 세계 산업디자인 보호의 주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디자인권(또는 디자인 특허)의 법적 성립요건에 이미지와 GUI를 포함시키고 있다.75) 이미
지와 GUI 디자인 보호를 위한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원동력을 부여하고 있는 바
세계 각국은 이미지와 GUI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
국은 이미 직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 각국이 어떻게 그래픽 및 GUI 디자인을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기와 결합한 GUI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기기와 결합한
또는 기기에 표시되는 GUI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기와 결합한 GUI의 예시로
서, 프랑스 기업 키네티가 개발한 커피테이블은, 터치 디스플레이와 윈도우 10을 내장하고
있다. 1080p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42인치 화면을 갖춘 이 제품은 여러 명이 동시에 조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기기와 파일 공유가 가능하다. 단순한 터치스
크린이 아니라 주변 디바이스들과 연동이 가능하여 주변 전자기기들을 원격 제어하는 스
마트 홈 허브로 활용할 수 있다. 음성인식과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는 디스플레이 ‘두오
(DUO)’는 외형은 거울이지만 컴퓨터가 내장된 반사형 디스플레이이다. 음성비서 서비스를
통하여 아마존 알렉사와 비슷한 음성명령 기능을 수행, 스케줄 관리, 음악감상, 웹서핑, 비
디오 스트리밍, 스마트기기 등과 연결이 가능하고 목소리를 구별하여 다르게 대응할 수 있
다.76) 미국 벤처기업 브릴리안트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스마트 홈 컨트롤인 브릴리안트
컨트롤을 선보였는데, 스마트 홈 가전의 기능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크기의 터치
스크린 아이콘을 이용해 집안에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조명, 오디오, 온도장치 등의 가전제
품을 조작할 수 있다.77)

75) GUI는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자로 사전적 의미로는 컴퓨터그래픽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고 하며,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내리고 있는데, ‘GUI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에 있어 쉽
고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대화방법’ 이라는 커뮤니케
이션 측면에서 정의. ‘사용자-컴퓨터 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이라는 디자인적 측면의
정의 등이 있다. 정리하면, GUI디자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여러 디자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에는 색상,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동영상, 레이아웃 등이 있다. ; 진진아,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의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기초조형학연구」19권 2호(통권86호), 한국
기초조형학회, 2018, 481면.
76)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62-263면
77)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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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LA Table Kineti Touch Screen

[그림 26] DUO

Coffee Table

[그림 27] BRILLIANT CONTROL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현재 그래픽 및 GUI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응용 기기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있거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다. 예
를 들어, Amazon.com, Google Play78), Apple의 애플리케이션(iTunes) 등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과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산업이 일련의 파급효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생겨난 경제
적 이익은 이미 기업 그 자체를 넘어섰으며, 이와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은 사회공동
체와 지역사회에도 현저한 공헌을 기여하고 있다.

78)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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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아마존의 GUI 특허 (등록번호 :

[그림 29] 아마존 쇼핑몰 내 이미지 관련 GUI

미국, D588149 (GUI))

특허(등록번호 : 미국, D573602(GUI))

나아가 한때 미래의 꿈이라고만 여겨졌던 과학기술이 머지않아 산업 발전의 주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 홀로그래픽 키보드(Holographic projected keyboards) 가
상현실,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Microsoft HoloLens의 혼합현실 디스플레이가 그것이다. 이
에 WIPO 상설위원회(SCT)는 그래픽 및 GUI 디자인의 산업디자인 보호에 대하여 논의하
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디자인 부류를 광범위하게 「신기술 디자인(New technological
designs)」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30] Google의 무인자동차

[그림 31] 무인자동차의 운행 이미지 특허

디자인 특허 (등록번호: 미국,

(등록번호 : 미국, D708217)

D734211)

출처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t_Column/IPNC_161102_1201.htm

일본의 파이오니어(pioneer)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정보를 운전석 앞 유리에 띄워주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네브게이트HUD(head-up display)로 불리는 이 장치는 네비게이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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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30인치 모니터 크기로 보여주는데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더라도 네비게이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영상정보의 밝기가 조정된다. 또한
BMW는 퀄컴과 증강현실 고글을 개발하였다. 운전자가 고글을 쓰면 자동차 전면 유리에
방향, 현재속도, 제한속도 등을 표시해주고 시선을 차량 밖으로 돌리면 차량 위에 설치된
카메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79)

[그림 32] Pioneer의 자동차 HUD : 착용예시

[그림 33] 네브게이트 HUD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12/5/9/3010623/pioneers-laser-projected-car-hud-lets-you-drive-like-robocop

홀로렌즈는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기존의 가상현실 헤드셋 기능에 더해 주변
전체를 360도 3D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쉽게 말해,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허공에
3D 영상과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손짓만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영상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 홀로렌즈는 응시, 몸짓, 음성으로 작동하며, 응시는 HMD((Head-mounted
display) 착용자가 특정방향을 보면 컴퓨터 화면 속 마우스 커서처럼 위치를 지정하는 기
능을 실행한다. 몸짓은 허공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두드리는 동작을 하면 누르기 기능
이 실행되고 다시 손가락을 펴면 떼기 기능이 실행되고 음성기능을 활용하면, 음성을 통하
여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인텔도 최근 복합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알로이를
선보였는데, 올인원 VR HMD라고 불리는 이 헤드셋을 착용하면 별도의 조종 장치를 사용
하지 않고도 직접 사용자의 손으로 가상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다.80)

79)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62면.
80)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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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Microsoft社의 Hololens

[그림 35]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자인 특허 제품 (특허

제품 예시

등록번호 : D 740815))

출처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t_Column/IPNC_161102_1201.htm

기술의 발전에 따라 GUI는 기기에 구현되는 그 이상의 영역에도 확대되고 있는 바, 기
기과 관련하여, 또는 기기와 관련없이, 또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GUI
가 등장하고 있다. 홀로그래픽 프로젝션 키보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데, 빛으로 키보드
형태를 책상이나 바닥에 비춰주고 마치 실제 키보드처럼 사용자가 타이핑하면 센서가 그
위치를 알아내 해당 키를 누른 것처럼 입력해주는 장치이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물론 개인
휴대정보단말기나 노트북, 전자수첩, 모바일 기기의 물리적 키보드나 마우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체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다.81)
[그림 36] 홀로그래픽 프로젝션 키보드 사례 : [그림 37] 홀로그래픽 프로젝션 키보드 사례 :
CL850 레이져 가상키보드
VKEY 가상키보드

출처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t_Column/IPNC_161102_1201.htm

81)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젝션 키보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59304&cid=50371&categoryId=5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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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패턴을 측정하는 트래커인 Circadia Contactless Sleep Tracker와 조명으로 수면을 조
절하는 Circadia Smart Therapy Lamp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트래커는 수면 패턴을
측정하고 결과치를 바탕으로 수면을 조절해주는 조명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트래커는 전자
파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심박, 호흡, 움직임, 코골이 등의 생체 정보와 수면 환경에 해당하
는 온도, 습도, 빛, 소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수집된 정보는 스마트 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춘 빛을 기기 밖으로 내보내는데, 잠들
기 전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파장을 발산하고, 잠을 깨야하는 시점에는 멜라토닌
을 억제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82)
[그림 38] 수면패턴 트래커 CIRCADIA의
그래픽 활용 예시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79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홀로포테이션(Holoportation)83)장치를 이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
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악수하고 만질 수 있으며, 나아가 홀로렌
즈에 담긴 3D 영상을 양방향으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84) 독일 엘리베이터회사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홀로렌즈 기술로 혼합현실 장치
를 개발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속도를 최대 4분의 1로 단축했다. 엘리베이터 고장접수를
받은 직원은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서비스 요청을 받은 엘리베이터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찾아낸다. 허공에 모니터를 띄어놓고 문제점들을 입력하면 수리방법이 모니터에 나타나 이

82)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79면
83) 홀로포테이션은 홀로렌즈(hololens)와 트랜스포테이션(Transportation)을 결합한 말이다.
84)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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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대로 수리하면 된다.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문제점을 화상으로 전문가에게 알려주면
전문가가 해법을 알려준다.85) 일본항공(JAL)은 홀로렌즈를 이용해 비행훈련을 받거나 엔진
정비 실습을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홀로렌즈가 제공하는 3D로 표현된 영상을 보면서 부품
을 살펴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86)
[그림 39] Microsoft의 홀로포테이션 :

[그림 40] Microsoft의 홀로포테이션 :

사용예시

사용예시

출처: https://www.hardwarezone.com.sg/tech-news-microsofts-holoportation-tech-lets-you-virtually-teleport-one-space-another-real-time

일본의 사물인터넷 벤처기업 원크루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커뮤
니케이션 로봇 ‘게이트박스(GATEBOX)’를 선보였다. 이 로봇은 커피머신 정도 크기의 작은
원통형의 통 안에 홀로그램 캐릭터가 등장하여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일상적인 인사부터 격려 메세지 및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게이트박스의 첫 번째 캐릭터로 아즈마히카리라는 소녀 캐릭
터가 공개되었으며, 하늘색 머리에 나이는 20세, 키는 158cm 프로필을 지니고 있고, 캐릭터
는 사용자가 추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87) 게이트박스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홀로그
래픽 커뮤니케이션 머신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상호작용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인식이
나 집안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IoT 기술과도 연결되어 있다.

85)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66면.
86)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66면.
87)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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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ATEBOX

[그림 42] GATEBOX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242면 /
http://techg.kr/12842

또한 3D 스캐닝·프린팅 기술과의 발달로 인하여 패션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디자인 혁신
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그
중심에는 다양한 모바일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여러 기업들에 의해
“쇼핑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와, “내가 입은 것처럼 가상
으로 제대로 입어보고 구매하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있
었으며, 상용화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VR 패션쇼, VR 쇼핑
몰, AR 티셔츠, AR 가격표, 3D 프린팅 디자인 상품 제작 등을 1차적으로 선보이며 상당히
진행된 기술 혁신을 반영한 결과물들을 속속들이 시장에 내놓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맞춤형 의류를 제작하고 있으며, 3D 전신 스캐너로 자신의 아바타를 만
들어 가상 의류를 착용하는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디지털 매장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소비
자가 원하는 의상을 고르고, 3D 의복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고
고르는 기술이며, 또한 소비자가 잡지, 광고판, 패션화보에 찍힌 바코드를 휴대폰의 카메라
로 인식하면 휴대폰 내 저장된 아바타에 가상으로 입혀보고 구매할 수 있다.88)
이미 다양한 기업 등에서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인터
파크가 ‘피츄인(fitUin)’이라는 앱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가상피팅이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처
88) 아이패션 의류기술센터(건국대학교)가 신세계, 리바이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3D 전신 스캐너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맞는 옷을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며, 최근에는 CJ몰, FUBU 온라인
등 다양한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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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알렸다. 2D 기술 기반의 피팅서비스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었지만,
3D 가상피팅은 그 기술이 점차 진화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 디자인 기반 스타트업은 피틀은 본인들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해 한
단계 발전된 3D 기술을 선보였는데, 본인들이 축척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상피팅 서비
스를 이용할 시의 구매 전환율을 계산하여 가상피팅 서비스가 실제로 패션 시장에서 매출
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 국내기업인 두비파트너스의 경우에는 패션쇼핑몰
과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융합한 3D Fitting Shopping Platform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두
비파트너스가 제공하고 있는 ‘픽슈(fixou)’ 피팅앱 서비스는 리얼피팅(Real Fitting)기능과 아
바타 피팅(Abatar Fitting)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리얼피팅 서비스는 실제 표준 모델 영상을
제공하면서 그 영상 위에 가상으로 피팅해보는 서비스이다. 실제 남, 녀, 남아, 여아 표준
모델 영상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준 체형의 영상 중에서 자신과 유사한 표
준 모델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가상피팅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 설치된 피팅미러
(Fitting Mirror) 앞에서 자신의 영상을 직접 촬영해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제
한 무료로 자신의 영상을 사용해 가상피팅을 해볼 수 있다. 아바타 피팅 서비스는 자기의
ㅅ니체정보를 직접 반영해 ‘나를 99% 닮은 아바타’로 가상피팅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핵
심이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3D 아바타에 얼굴형, 헤어스타일, 허리둘레, 다리 길이 등 15가
지 이상 다양하게 화면 터치로 쉽게 3D 아바타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신의 얼굴을 아바타
얼굴에 반영할 수도 있다.89)
[그림 43] 두비파트너스의 픽슈 3D 가상 피팅 서비스

89) 메가트렌드 랩, 「지금의 디자인」, 율곡출판사, 2018, 143-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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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패션솔루션 개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90)

[표 6] 3D 패션솔루션 개발 사례
기업명

제품명
3D 가상의상 기술

디쓰리디

활용 플랫폼
(Oneday Sample/
Your my Designer)

제품설명

예시

동대문 인프라와 ‘3D
가상의상’을 활용한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온라인쇼핑몰 등이 제작된 의류를

자이언트
소프트

3D 스캐너로 스캔하여 등록하고,
On fit

사용자는 자신의 신체
스캔데이터를 저장하여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류를 구매

브리즘

3D 인터랙티브
뷰어 솔루션

3D 스캐닝으로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확대·축소 가능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3D 가상
피팅 솔루션이 탑재된

에프엑스
기어

인터랙티브 방식의 거울형태의
FX Mirror

디스플레이 기기(동작인식
카메라로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자동 측정, 의류 착용
피팅 시뮬레이션 제공

클로
버추얼
패션

CLO엔터프라이즈
4.0

현대

아바타

홈쇼핑

가상피팅서비스

화면 속 의상 재질, 특성, 패턴을
실물처럼 구현하는 가상의상
디자인 SW
데이터방송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리모콘 조작으로 3D
모델인 아바타를 통해 가상체험

90) 강미영, 3D 패션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시사점, 「제4차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2018-제26호,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2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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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가상피팅솔루션

3D 가상 피팅기를 설치하여

서비스

가상 피팅 체험

이처럼 3D 가상유통기술은 온라인 쇼핑, 패션쇼, 테마파크, 가상현실게임서비스 등과 융합
하여 쇼핑의 편리성 제공, 인체계측데이터의 활용, O2O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할 전망이며, 3D 가상피팅 서비스를 도입한 홈쇼핑 사업자는 협력업체와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군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점목한 3D 콘텐츠를 선보여 실감형 ‘T-커머스’시장
을 확대할 전망이다.91)

3. 디자인의 미래전망

4차산업혁명은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
에는 디자인은 창의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와는 다르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적이었지만, 인공신경망과 유사한 딥러닝 기술
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의 알고리즘화에 대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가령, Logojoy라는 사
이트를 이용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매우 쉽고 빠르게 자신만의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의 디자인에 불과하지만, 향후 딥러닝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컴퓨터가 디자이너의 전문성과 사고 패턴까지 학습하게 된다
면, 인간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포켓몬고나 홀로그램 TV와 같이 기존의 디자인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품이 등장
하면서 물리적 형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디자인은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나타
나고 있다. 더 나아가 딥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학습된 모방능력과 인간의
창의적 사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까지도 나온다. 얼마 전,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초상화 15,000장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에드몽 드 벨라미’가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러한 그림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과는 달리 ‘감
정’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단계에 도
달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창작한 디자인의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
91) 강미영, 3D 패션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시사점, 「제4차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2018-제26호,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2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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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디자인 가치의 보호라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신기술의 도입과 함께 디
자인으로서의 객관적 요소를 갖춘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UI에서 UX까지. 최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면서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신기술과 디
자인의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과 ‘융합’으로 귀결되듯이, 디자
인 분야에서도 역시 다른 영역과의 연결과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디자인이
라는 하나의 분야로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통해 외형
적 결과보다는 가치와 의미의 창출이 중요해질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44] 디자인 경영의 효과

4차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기술로 구현되는 무한한 연결성은 사람과 사물, 환경과의 교감
을 이끌어내며 지속적으로 편리한 세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술은 인간 중심으로 재구성되
면서 드러내지 않는 진화된 모습으로 개개인 맞춤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행복가치를 구
현할 것이다. 환경에 대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어 불평등을 해
소, 공존, 공감을 제공할 것이다.92)

가. 그래픽 디자인 관련 기술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자인의 변화와 관련한 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혁명은 미래
92)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 FUTURE VISION CODE 4.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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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마트폰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먼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holographic display)기술
이다. 이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면 앞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던 영상을 크게 확대
에 공중에 띄어놓고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신체를 허공에 띄어 몸짓 등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고용량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카드(GPU)를 가진 컴퓨터의 형태
로 진화하게 되면, 동작인식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홀로그래픽 기술과 결합한 새로
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 가능을 갖게 된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행사 등을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로 촬영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영상이 된다. 현재 이미 개발된 360도 카메라는 스마트폰으로 360도 영상을 입체적으
로 찍고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구글에서 개발한 카드보드앱을 다운받으면 가상현실
의 재생이 가능하다.93)
2050년대에 등장할 옥외광고판도 눈길을 끈다. 이는 LCD나 LED, PDP 같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
는 진화된 형태의 기술을 보여준다. 행인의 홍채를 전광판이 인식해 신원을 확인한 뒤, 행
인이 좋아하는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다. 휴대폰 구입을 망설이고 있
는 행인에게는 유행하는 최신 휴대폰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컴퓨터를 만지지 않고
도 손동작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허공의 화면에 영상을 펼쳐보인다. 불가능할 것 같지
만, 벌써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는 기술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아날로그형 광고판인 포스터나 간판, 안내 표시
등의 광고를 디지털 모니터로 전화해 보여주는 디지털 광고판, 디지털 간판이라고 이해하
면 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텔레비전이나 PC, 휴대폰에 이은 제4의 미디어라고 불리며 쌍
방형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94)

93)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01면.
94)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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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림 46] 디지털사이니지 예시

디지털사이니지

출처 : https://onsign.tv/technology/transparent-displays-the-future-of-digital-signage/

나. 가상현실·증강현실과 디자인 관련 기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앞으로 현실세계의 많은 것과 결합 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생생한 환경을 구현하
여, 게임이나 실전 훈련,95) 가상 여행,96) 물건의 구입97)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이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증강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 등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패션분야에 있어서 이미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개발
되어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VR Glass, 스마트 거울 또는 모바일 피팅 앱을 이용해 이탈리
아 장인이 하는 어느 수트 가게를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디자인 상품을 손동작 몇 번으로
가상피팅해보고, 본인의 신체 사이즈가 정확히 반여오디는 개인 맞춤형 상품을 주문하면 관
련 정보가 지역 고객서비스센터에 전송되서 1~2일 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One Stop
Personal Fashion Service’가 먼 미래가 아닌 수년 안에 우리 눈앞에 펼쳐 질 것이다.98)
또한 기업들 역시 실제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 그래픽으로만 구성된 가상의 제품을 선 공
개한 후 고객의 요청이 발생하면 이후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꾀할 수도 있다. 실제
로 물건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으로 인해 30%에 달하는 높은 반품률이 공급자에게 큰 손실
을 안겨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시급히 풀어야 할 묵은 난제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그래픽 의류와 가상 피팅서비스가 결합한다면 차세대 패션산업에서 전도유망
한 특별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95) 화재가 발생, 테러, 지진, 자연재해 등 다양한 환경을 설정하고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
96) 세계 곳곳의 유적지 등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현실보다 더욱 생생하게 유적지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97) 예컨대 주택, 부동산 등의 경우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가상현실로 해당 공간을 살펴본 뒤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8) 메가트렌드 랩, 「지금의 디자인」, 율곡출판사, 2018, 162-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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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인 1품 디자인과 UX 디자인

제4의 혁신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와 물품이 제공되는 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 즉 주문형 경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모바일 기술과 IT인프라를 통
해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즉각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 1인 맞춤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과거 제3의 혁신 시대에 각광을 받았던 대량생산-대량공
급 시스템은 제4의 혁신 시대에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99)
향후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1인 1품’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 생산의 제조혁
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품종 대량 생산시대를 접고, 소품종 소량 생
상산시대에 맞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디지털 가공장비, 즉
디지털 패브리케이션(digital fabrication)은 기존의 제조공법과 디자인, 설계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전망이며 그 핵심에는 3D 프린터가 존재한다. 에지니어,
디자이너, 건축가는 컴퓨터 설계, 입체가공, 소재공학, 합성생물학 등의 기술을 결합하고
융합해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 사는 집까지 탈바꿈 시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공장은 개인의 피부색, 성향 등 소비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인 1품 생산이 가능할 정도
로 완전 자동생산 체제를 완성할 것이다.100) 이미 아디다스의 스피드팩토리는 단순히 공장
만 자동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단 시간에 만들어 공급할 있도록 개
선되었다. 신발끈, 깔창, 뒷굽의 색 등 수백만 가지 옵션 중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
면 다섯시간 안에 로봇과 3D 프린터로 제품을 생산한다. 인간의 노동력과 분업화로 사람
이 물건을 생산하던 공장이 스마트팩토리로 속속 변화하게 되면서 나이키, 리복 등의 경쟁
사도 지능형 공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101) 2017년 코엑스에서 열렸던 ‘Preview in Seoul
2017’에서는 흥미로운 부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3D 스캐너에서 몸을 스캔하면 1
시간 만에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옷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
다. 이처럼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 후 고객이 직접 원하는 디자
인을 선택하고 3D 프린팅으로 옷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
미 실현되어 있다.102)

99)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351면.
100)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199면.
101) 최은수, 「4차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비즈니스북스, 2018, 200면.
102) 메가트렌드 랩, 「지금의 디자인」, 율곡출판사, 2018,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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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의 디자인은 기업이 주도하여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어떤 화면을 대할 때 보통의 학습 경험을 통해
인지된 패턴에 따라 접하게 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나 사이트에서도 혹은 애플리케이션
에서 그러한 행동 패턴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용자들의 이러한 눈높이에 따라 하나의 화면
혹은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리는 것을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UX 디자인)이라고 한다.103)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은 특히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할 때 네이밍, 로고, 색상, 아이
콘과 정보의 배치는 물론 일련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치는 프로세스에 관계하는 모
든 것들에서 사용자의 경험의 요소가 되며, 이러한 상호 감각과 일련의 절차들이 결합한
것이 산업에서 가치가 있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구현되게 된다. UX디자인은 기술과 만나면
서 창의적인 융합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기업들 역시 콘텐츠에 접근하던 기
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손가락으로 바로 터치하여 접근한다던지, 터치스크린, 동작인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UX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II. 4차산업혁명 및 신기술 디자인 관련한 국내 동향

국내 시장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 역시 미래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하에
서는 그래픽 디자인과 보다 관련이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국내 현황 및 미래 시장에서의
그래픽 디자인의 수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증강·가상현실 분야104)

현재 정부는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약 2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기
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서 소프트웨어·디바이스 원천, 콘텐츠 응용기술 등 증강현실 중심의 3대 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3월 사업단을 구성해 과제 기획을 실시하고, 2017년 11월 범부처 증
103) 메가트렌드 랩, 「지금의 디자인」, 율곡출판사, 2018, 59면.
104) 이하의 내용은,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 AR/VR-」, 201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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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실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지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6개
월 이내로 줄이기 위한 기술과제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2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정하면서 ‘가상증강현실’을 포함
시켰다. 이에 정부는 현장 중심 실감형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게임·영상·공연·전시 등 이용자의 실감을 높이는 문화콘텐츠 기술 개발과 함께 펀드 및 제
작지원 사업과의 연계, 홀로그램 자동차·프린팅 등 첨단 VR·AR 플래그십 패키지 R&D를
지원하고, VR·AR 기술을 활용한 치매예방·치료 등 기능성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VR·AR융합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합 융합콘텐츠 초기시장 조성,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한
대국민 재난·안전 분야 가상훈련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2월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업을 이끌 한국
VR·AR 콤플렉스(KoVAC)를 개소하였다. KoVAC를 VR·AR관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
아래, 연구기관 개발자가 최신 VR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의 조
성, VR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 및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ETRI 인하우스 R&D 연구실이 입주
하여 제품테스트와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5년간 유통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약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2018
년부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가 적용된 초·중
학생용 사회·과학·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6월부터 전국 5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VR·AR·MR 등 첨단 융·복합게임은 물론 기능성 게임과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에 총 9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VR·AR 세계시장은 2021년 5,920만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삼성·LG는 가
상현실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SK텔레콤, KT는 통신망 연계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현
재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2.5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5) KT는 대관령 의
야지 마을에 ‘평창 5G 빌리지’를 조성해,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VR·AR, 홀
로그램 등 첨단 ICT를 결합시켜 방문객들에게 관광 안내, 특산품 판매, 드론 체험 등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IPTV 서비스인 ‘올레TV’에서 업계 최초로 ‘실시간 모션인식 증강현실’기
술을 적용하여 양방향 놀이학습 서비스가 가능한 ‘TV쏙 2.0’을 시범 출시하였다. ‘TV쏙 2.0’
은 하이퍼 VR서비스에 모션인식 AR을 적용하여 양방향 놀이학습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이
다. 국내 업체 중 ㈜무버(MOOOVR)는 360VR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CES2016에서 ‘무버릭(MOOOVRIG)’이라는 자체 촬영 솔루션을 공개하였다. 이전까지 주로
105) 2015년 ICT 기술수준조사 IITP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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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던 카메라는 해상도와 DR 등 기본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웃도어 전용 카메
라인 고프로(GoPro)였기 때문에, 실내나 어두운 곳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영상을 제작하
기 어려웠다. 무버릭은 고프로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한 장
치로, 360도 VR 촬영을 위해 국내 광학기업인 삼양의 어안렌즈를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360도 VR 콘텐츠와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현실 솔루
션 제공업체 넥스트이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력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전용 하
드웨어 없이 360도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유브이알(YouVR) 기술을 개발·상용화하고
있다. 360도 VR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멀티카메라 리그와 같은 전용 하드웨어와 여러 개 카
메라로 동시에 사진을 찍고 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ETRI가 개발한 유브이
알은 무선으로 연결된 로테이터(rotator)를 이용해 360도 VR 사진을 촬영하면 자체 개발된
스티칭 알고리즘이 사진을 생성해 360도 VR 콘텐츠를 제작 가능하다. 그 밖에도 팝스라인
은 중국 최대 O2O 플랫폼 메이퇀·디엔핑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저가 360VR 동영상을 활용
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마케팅·쇼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든 브릿지는 VR을 활용
한 영상회의 솔루션을 개발해 중국과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
Digi-Capital에 의하면 VR·AR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39억 달러에서 연평균
145.6%씩 급증해 2021년에는 3,735억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대
비할 때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협소한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VR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1조 31735억 원에서 연평균 42.9%씩 증가해
2021년에는 8조 1,839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표 7] VR·AR 분야의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6

‘17

‘18

‘19

‘20

‘21

CAGR

세계시장

3,900

9,712

24,187

60,233

150,000

373,549

145.6

국내시장

1,215

1,733

2,476

3,540

5,065

7,237

42.9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 AR/VR-」,
2018, 17-18면. 국내시장의 수치는 세계시장의 수치 대비 환산하여 재 작성.

이처럼 VR·AR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HMD, AR 글래스를 활용한 빅데이터와
지능처리 기반 혼합현실 기술의 도입 및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증강현실용 모바일
환경에서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상캐릭터를 현실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혼합현실 서비스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VR·AR 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PC와 모바일을 대체할 컴퓨팅 플랫폼으로 관련 플랫폼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개인 VR·AR 디스플레이 도구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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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인해 빠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우수한 기술
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저가의장치위주의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
현실 기술은 융합을 통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투자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증강현실 기술은 혼합현실로 진화
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 시도와 SW 원천기술 고도화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국내 기업의 경우 VR·AR 하드웨어 플랫폼의 기술발전에 맞춘 콘텐츠의 제작이나 해당 콘
텐츠 특유의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제시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감각 재현의 원천
기술 확보 및 시각과 나머지 감각들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통합 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일
반인 소비자들을 위한 손쉬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선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내재된 콘텐츠, 즉 그래픽 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점할 필요
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VR·AR 오감 인터랙션 시
스템은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
재 전시와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에서 벗어나 공간형 VR·AR 디스플레이 솔루션 등
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현실세계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VR·AR에 특화시킨 콘텐츠, 실감 시네마, 홀로그램, Screen X 등 실감형 기술
을 이용해 시청각 중심의 콘텐츠 한계를 극복하는 상호작용 시스템,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
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VR·AR 디스플레이용 솔루션 등을 기술개발의 테마로 삼을 수 있다.

2. 융합현실과 산업 이슈106)

2016년을 기점으로 각종 제품 및 콘텐츠 출시와 함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가상세계 기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해외
시장이 연평균 4.4%, 국내 시장은 연평균 11.5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을 전망하고 있다.

106) 이하의 내용은, 디자인·문화콘텐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가상-현실세계 융합시대의 디자인·문화콘텐츠 산업
인력, 「디자인·문화콘텐츠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2018년 3/4분기 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2018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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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해외

2,079

2,172

2,262

2,351

2,452

2,509

4.4%

국내

42.3

47.1

52.7

59.1

66.5

75.2

11.57%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016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중장기 기술로드맵」, 2016

이렇듯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보편화가 맞물려 가상세
계 기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이 2016년 61억 달러에서
2020년 1,44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07) 또한 한국의 경우 2 ~ 3년 내에 가
상현실 분야에서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며, 증강현실의 경우 5년 내외로 시장이 창출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108)109)
뿐만 아니라 혼합(복합·융합)현실이라는 개념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에 대비
하여 복합현실은 가상현실 콘텐츠 대중화를 어렵게 하는 호환장비나 프로그램 구성, 인프
라 구축 문제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가상현실 체험을 위해
서는 HMD110) 등의 착용이 필수인 점과 해당 기기를 착용한 개인 단위(1인칭)로만 콘텐츠
경험이 가능한 점 때문에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복합현실은 기기의 착용 없
이도 가상현실 세계의 구현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이 함께 보거나 체험이 가능하다.111)
이렇듯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 등 다양한 가상세계 기술의 연관 산업은 모두
‘가상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산업이며, 디지털화 등의 트렌드로 콘텐츠 이용 빈도가 높아지
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향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부터 인터랙션,
네트워크 기술까지 가상세계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 여러 분야 및 기술의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혼합현실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전망, 「주간기술동향」, 2017년 7월. 2017, 5면.
108) 현재 가상현실 분야의 경우 기초, 원천기술이 확보된 상태이나 가상현실의 응용이나 증강현실의 기초기술 등
은 민간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109) 미래창조과학부, 「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기술분야별 투자전략(ICT, SW 분야」, 미래창조과학부, 2017,
11면.
110) Head Mounted Display로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헤드셋의 일종이다.
111) 물론 모든 복합현실을 기기없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합현실의 단점으로는 현실-가상 콘텐츠의 융
합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공간·사물의 3D 스캐닝과 맵핑(Mapping) 작업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대
용량 데이터의 수·송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등 다양한 연관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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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혼합현실의 기술 분야
분야

개요
CPU, GPU가 탑재된 HMD를 착용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사용자가 위치한

몰입형

현실 실내 공간을 측량해 실제 사물들과 3D 사물을 덧씌우는 방식. 투사된

디스플레이 기술

스크린이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며, 음성명령, 제스처 등을 통
해 제어 및 상호작용이 가능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사용자의 오감을 제시하는 H/W와 이를 구

인터랙션 기술

동하는 S/W, VR 콘텐츠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 영상 생성을 위해서 주로 그래픽 엔진 위주의 도구들

콘텐츠 제작

을 사용한 합성 영상기술과 360도를 촬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 혹은

기술

360 카메라를 이용

혼합현실 시스템
기술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동작인식 센서와 방의 벽과 바닥, 천장에 CG를
투영해 방 전체를 가상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6대의 프로캠(Procam) 광시
야각 프로젝터로 구현

혼합현실 모션
플랫폼 기술

눈, 귀뿐 아니라 몸 전체로 느끼도록 다양한 효과를 주는 4D 콘텐츠의 중요
한 기술 요소로 쓰임. 관심도가 증가한 3D 영상에 대한 보조적 역할 혹은
고급 선택 사항으로 MR 모션 플랫폼이 사용됨
사용자와 가상콘텐츠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동작인식 및 상호작

네트워크 기술

용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 이에 따라 높은 해상도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한 매우 큰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고 인터넷 트래픽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이대현, 「문화기술(CT)분야 글로벌 기술 동향」, 미래창조과학부, 2015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외의 여러 분야 및 기업, 산업계 및 학계, 의료
계, 서비스 분야 등에까지 혼합현실을 활용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10] 기술교육 및 서비스를 위한 혼합현실의 활용
카테고리

활동내용
- (Ford社) 혼합현실 기술을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 중

자동차

- (BMW社)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혼합현실 시스템을 구축, 디자이너

제조

와 엔지니어의 효율적 협업이 가능하게 함. 차량 사양 및 디자인의 실용성을 실험,

업체

소재의 적용 등 보다 자유로운 시도를 실시
- (볼보社, 루시드모터스社) 혼합현실을 자동차 설계 및 테스트에 적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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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창작

- (젠슬러社)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Trimble의 혼합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건축디자인을 개발, 사무실에서 작업된 디지털 디자인 등을 실제 환경에 배치,
평가하여 더 효과적으로 개발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NASA) 실제 우주인 교육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사이드킥’에 혼합현실 기술을 활
용, MR 디바이스 착용 시, 우주비행사가 보고 있는 공간에 설명서나 임무 등을 직

첨단교육 및

접 표시하여 교육 시간을 절약

서비스 분야 - (티센크루프(ThyssenKrupp)社) 2016년부터 서비스 기사 24,000명에게 홀로렌즈와
스카이프(skype)를 이용, 콜센터에 위치한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고객 건물의 엘
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수리
- (케이트웨스턴리저브 대학(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인체 내부 등 실
제로 보기 힘든 부분을 혼합현실로 구현,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을 현실에서도 자
유롭게 확대·축소 및 정보 결합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학연구에 도움, 홀로렌즈
의학·
의료계

등 혼합현실 기술을 이용해 가상해부 수업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이는 기
존 해부학 수업의 대체가 아닌 추가도입으로 학생들의 이해력 및 응용력 향상을
위해 접목될 예정
-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혼합현실 기술을 암 연구에 활용, 제한적 영상으
로만 볼 수 있었던 암 분자나 세포분화 모습을 현실에서 자유자재로 크기 및 부분
을 지정해 볼 수 있음

현재 기업들의 경우 증강현실과 혼합현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콘텐츠 배
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류, 소매, 상거래, 마케팅, 기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제조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러 관점에서 혼합현실이
ICT 시장에 새로운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IndustryArc와 KT경제경영연구
소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MR 시장의 규모는 2015년 4,580억 원에서 2021년 1조 98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혼합현실 시장은 가상현실이나 증강
현실에 비해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연평균 성장률 69.7%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러한 배경에는 혼한현실 기기와 같은 각종 디바이스나 전용 콘텐츠의 증가와 함께 더욱
빠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2)
주요 기업들 역시 혼합현실에 등에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1월 공개한 혼합현실 웨어러블 기기 ‘홀로렌즈’등을 통해 혼합현실 시장을 선도하
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윈도우즈 홀로그래픽 플랫폼’을 공개하여 혼합현실 시장의 규모
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윈도우 플랫폼 기반의 자체 혼합현
실 기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에이수스, HTC 등도 윈도우 기반의 혼합현실 기기의 제작을
112) 한국인터넷진흥원·KT경제경영연구소, 「2017 인터넷 10대이슈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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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113) 에이서(Acer)사는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혼합현실을 구동하는 보급형
헤드셋을 출시하였으며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홀로그래픽 혼합현실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
유한 매직리프(MagicLeap)社가 주목을 받는 중이다.114)
다만, 글로벌 혼합현실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아직 3.6%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분야도 활성화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
지만 국제적으로 혼합현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국내 시장에서도 혼합현실
시장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혼합현실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선도 기술 개
발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면,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위해 기술
을 활용 및 응용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혼합현실의 활용범위는 일상생활의 자잘한 활동부터 복잡하고 전문적인 작업까지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대체할 가능
성이 높다. 기술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경우 일상적인 일의 수행 및 관리, 직관적 콘텐츠를
통한 교육의 질과 관여도 상승, 업무 및 연구의 효율성 증대, 복잡한 협업의 효과적 수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활용패턴의 예측에 따라 관련한 기술개발 및 플랫폼
의 구축, 혼합현실과 관련한 장비 및 주변제품의 개발에 이어 혼합현실 응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및 선행연구 개발을 통해 주요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를 지원하는 주변장비 및 상호작용을 위한 보조제품의 개발이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혼합현실 응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의 경우, 가장 많은 사업자
들이 경쟁하게 될 영역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소비자나 사용자가 개발된 가상세계 기술이
나 플랫폼, 기기 등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소비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의 보호가 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진보하는 기술과 산업에 디자인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디자인은 아직까지 과거
의 법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기술의 일정부분의 진보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부분은
디자인이나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하여 보다 강력하게 디자인을 보호해야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113) 한국인터넷진흥원·KT경제경영연구소, 「2017 인터넷 10대이슈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2면.
114) 2018년 기준 총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8월 첫 제품인 혼합현실 기기
‘매직리프원’을 출시하였다. 매직리프원의 주요대상 고객은 개발자와 창작자이며, 시장 가격은 2,295달러에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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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어러블115)

웨어러블은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
활요잉 증가함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건강관리, 레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서 해당 기기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시장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웨어러블
관련 제품은 의료분야에 활용되어 생체정보를 측정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소득수즌의 증가로 레저·스포츠 활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니
즈에 따라 운동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
스는 ‘유형’에 따라 크게 휴대형(Protable), 부착형(Attachable), 이식/복용형(Eatable)으로 분
류된다. 휴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휴대하는 형태의 제
품으로 안경. 시계, 팔찌 등으 형태로 제공되며 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패치(patch)와
같이 피부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를 의미한다. 이식/복용형 웨어러블 디
바이스는 인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기술개
발 수준에서는 상용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웨어러블 기술에서 출력기술은 그래픽과 많은 연관이 있다. 신체에서 측정한 값을 외부
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섬유일체형
디스플레이 기술, 인체무해 신체부착형/신체이식형 디스플레이 기술. Eye Glass 디스플레
이 기술, 증강현실 및 Infographic 기술 및 액추에이터 기술 등이 활용되는데, 웨어러블의
특정 기술 뿐 아니라 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출력되는 형태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5) 이하의 내용은,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웨어러블-」, 201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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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요 활용 사례

출처 : 웨어러블 디바이스혁명, 2014, Deloitte&Touche.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웨어러블-」, 2018, 1면 재인용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착용형 스마트기기 국제표준화를 진행하
고 있으며,116)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
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초기 스마트미디어 기기들은 사용처 부족과 기술상
제약으로 대중에게 필요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배터리 성
능 향상 및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디자인 개선, 다양한 기능의 추가 등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IT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출시하면서 시장 확대 및 기
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네트워크 및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으로 스마트미디어기기의
대중화 기대 및 착용감, 항시성, 편의성, 안정성, 사회성 측면에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들은 콘텐
츠, 플랫폼 등 분야에 진출하여 전용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웨어러블 제품과 아동 콘
텐츠를 융한한 새로운 서비스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등 생활약자 보조를 위
116) 착용형 스마트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전담하는 착용형 스마트기기(IEC/TC 124)는 우리나라에서 제안해
2017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11년 설립한 IEC/TC 119(인쇄전자) 이후 ISO**/IEC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위원회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국제간사국을 맡고 있으며, 착용형 스마트기기 핵
심요소기술인 전자섬유. 인체안전성, 제품의 신뢰성 등 표준화 작업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시장활성화 초기
부터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시장 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국제 간사국 수임과 더불어 이번 창립총
회 국내 개최를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을 위한 국제 표준 주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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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ICT 차세대 성정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패션과 기술력이 결합한 웨어러블 상품의 개발이 활발하다. 미국의 가민
(Garmin)은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 ‘비보무브
HR’의 국내출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아날로그 시침과 분침을 탑재해 평상시 일반 시
계와 동일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면 숨겨진 디스플레이가 문자메
시지나 알람을 비롯해 다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랄프로렌은 캐나다의 센서기술 전문
업체 옴시그널(OMsignal)과 협력해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셔츠 ‘폴로테크(Polo Tech)’를 개발하였다. 스마트 셔츠는 의류에 센서를 내장해 이용자의
심박수, 신체사이즈,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헬스케어 및 라이프로깅 서비스를 구
현하는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종류인데, 폴로(Polo) 브랜드 마크 하단인 셔츠 중간 부분에
특수 섬유 소재로 제작된 생체 측정 팔찌에 심전도 측정을 위한 부품과 함께 가속도계, 자
이로스코프 등의 센서가 탑재되어 심박수, 호흡수. 스트레스 수준,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
량, 운동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나아가 랄프로렌의 폴로테크는 기능적 측면에만 집중
했던 기존 웨어러블 단말과는 달리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패션 아이템으로 포지셔닝 하여
향후 웨어러블 기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17 개막을 앞두고 운동에 특
화된 웨어러블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기어스포츠’와 ‘기어 핏2 프로’는 삼성 기어 제품
중 처음으로 수심 50m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수영용품 제조업체인
스피도와 협력한 ‘스피도 온’기능도 있어 수영을 할 때 영법과 스트로크 횟수, 거리, 속도
등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기어 아이콘 X’sms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운동정보를 기
록하거나 실시간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전작 대비 사용시간이 대폭 개선되어 단독 재생하
면 7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며 삼성의 갤럭
시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이 제품만으로 삼성의 인공지능 빅스비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
다. LG전자는 ‘LG워치 스포츠 LTE(LG-W281)’모델을 출시하였다. 디바이스 단독으로 GPS,
통화, 앱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하며 방진, 방수 설계를 적용하였다.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올비에서 영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올비’를 출시하였다. 정확한 원인이나 이유 없이 아
기들의 호흡이 끊겨 숨을 거두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아기의 상태
를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무호흡 상태가 시작된 후 15-20초 이상 지속하면 부모에
게 알람을 통해 전달한다. 직토는 걸음걸이를 인식해 자세교정을 도와주는 스마트밴드인
‘직토워크’를 출시하였는데, 이것을 손목에 착용한 후 잘못된 걸음걸이가 감지되면 진동으
로 신호를 보내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시장조사 기관마다 포함하는 제품군의 기준이 달라 예측치에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향후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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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건강관리 및 피트니스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내비게이션, 상거래,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전반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강현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상승
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접목한 콘텐츠 및 기기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16년 약 672억 원에서 ’21년에는 약 4,688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급증, 유아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ICT와 의료를 융합한
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표 11]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CAGR

국내시장

372

1,410

1,989

2,730

3,606

4,688

47.5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
웨어러블-」, 2018, 17면.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통신서비스 연결 웨어러블 가입자 수는 2016년 11월
말 기준 83만 7천여 명으로, 이는 2015년 12월말 기준 36만 3천여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만 보면 매달 5만명 안팎의 신규 착용형 스마트기기 가입자가 늘어난 수
준이다. 나아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키즈용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는 국내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에서의 두드러진 약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차세대 혁신제품 출시 및 스마트폰 연동 디바이스를 출시하여 보
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차세대 혁신 제품으로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신체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의류 시장 진출을 위한 소재 및 핵심 기술개발
과 웨어러블 전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웨어 2.0’ 및 저전력화·지능화 기술 등이 진화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은 정부의 웨어러블 산업 발전 노력 지속에 힘입어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센서 고기능화 및 제품 소형화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시장
의 경우 중국의 가격 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 점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바, 기술발전에 따른 신서비스 대응 및 차별화 전략에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웨어러블의 경우 외부로 표출되는 그래픽에 있어서 디자인과 많은 연관성을 지닌
다. 스마트 패치 등의 경우 생체신호 및 사용자의 외부환경 정보등을 수집하여 신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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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한 기술이 적용되어 그래픽으로 표출되며, 게임용 웨어러블의 경우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나 현실세계에서 가상의 오브젝트가 증강된 게임을 플레이 시 사용자의 몸
에 소형 컴퓨팅 기기를 장착하여, 음성을 인식하거나 동작인식센서가 탑재된 입력도구로
신호를 받아 사용자의 동작과 게임과의 상호작용을 재현하는 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복용·이식형 웨어러블의 경우 초소형 센서를 입으로 삼키
거나 각종 무선 센서를 피부에 이식하여 외부 디바이스와 연계함으로써 건강상태 변화, 사
용자 무선인증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패치로 대표되는 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인체에 부착가능한 모든 형태의 디
바이스를 의미하는데, 디바이스 자체에 부착력을 주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인체에 부
착된 패치를 이용하여 인체의 생체 정보(온도, 습도, 심박수, 글루코오즈 농도 등)나 움직임
을 주기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외부 기기에 전해주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유
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외부의 신호나 센싱한 신호에 의해 인체나 열, 전기 자극,
저주파 등을 주거나 약을 주입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스마트패치는 파스형과 에피더벌 디
바이스로 구분되는데, 파스형은 기존의 기술을 차용한 형태로 기존의 단단한 제품들에 부
착력을 더하여 인체에 부착해 사용하게 되는데, 단단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장시
간 부착 시 피로하고 불편함이 느껴진다. 에피더멀 디바이스는 피부와 유사한 물리적 성질
을 가진 늘어나는 박막혁 디바이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제작이 매우 어렵고 고가이지만, 스
마트 패치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점이다. 사람의 인체는 늘어나므로 편안한 착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패치도 같이 늘어나야 목적에 부합할 것이며, 매우 얇고 늘어나는 스마
트패치는 현재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궁극적인 목적의 스마
트패치가 실현된다면, 신체의 모양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특성상 그 물리적 외관
보다는 내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지에 더
욱 중요성이 쏠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기존의 디자인 보호 체계와는 다른 방식과 관
념이 전개됨을 의미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복용/이식형 패치가 상용화될 경우, 스마트
패치의 물품은 눈에 띄지 않으며, 해당 패치에서 발생하는 빛, 그래픽 등만이 신체 외
부로 표현될 것인 바, 이 역시 기존의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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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식형 웨어러블의 예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ICE평가정보(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 –
웨어러블-」, 2018, 132면.

III. 그래픽 등 신기술 디자인의 출원 동향

이미 국외의 주요국에서는 신기술 디자인이 접목된 기술의 경우에는 특허로, 그래픽 디자
인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으로의 출원 및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
우 그래픽 디자인이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WIPO Design Database에서
‘Graphic’으로 단순 검색을 하면 약 12,000건의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9] WIPO Design DB의 ‘Graphic’ 검색 결과(2018. 12. 기준)

다만 명칭의 검색만으로는 실제 출원된 내용을 명확하게 그래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로카르노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픽이 포함된 출원이 가능한
사항으로는 제14류(14-04)에서의 스크린 디스플레이 및 아이콘에서 관련 출원 및 등록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물품군에서 GUI를 포함할 수 있는 물품 등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4-04류는 구체적으로 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로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의 레이아웃을 포함하는 것과, ② 컴퓨터 화면에서
사용하기 위한 아이콘(Icon) 으로의 구분할 수 있다. GUI 및 아이콘의 출원의 경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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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화면 또는 그 부분의 표시’와 같이 물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 역시 비슷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스플레이패널’과 같이 화상이 표시되는 부품의 명칭을 기재
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단말기’, ‘…전자기기표시판’등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50] WIPO Design DB의 ‘Locarno Class 14-04(GUI)’ 검색 결과(2018. 12. 기준)

[표 12] 국외의 Graphic 관련 출원/등록 동향 예시 (14-04류)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명칭

상세 내용

그래픽

그래픽

EUIPO Design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2018-9-12

그래픽

그래픽

EUIPO Design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2018-9-26

GUI 화면 및

GUI 화면 또는

그 부분의 표시

그 일부 표시

US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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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14-04

14-04

예시

로카르노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그래픽 등이 해당하는 제32류에서는 헤이그 국제출원
및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약 15만 건에 해당하는 출원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의 디자
인 특허에 있어서도 약 1,000여건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WIPO Design DB의 ‘32-00’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2018. 12. 기준)

제32류 디자인 출원에 있어 2차원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및 로고(logo),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표면문양(surface patten), 장식(ornamentation), 겟업(Get-up, 방·열
차 내의 실내배치(Interiors) 포함)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그래픽 디자
인이 포함된 디자인 특허 등이 출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국외의 Graphic 관련 출원/등록 동향 (32-00류)
명칭

상세 내용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그래픽
그래픽 디자인

디자인(2차원),

EUIPO Design

(2차원)

로고, 표면패턴,

2018-9-24

장식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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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예시

명칭

상세 내용

그래픽 심벌,

그래픽심벌,

로고, 표면패턴

로고, 표면패턴

및 장식

및 장식

겟업-방의
겟업

실내배치, 호텔
내부의 배치

그래픽 심벌

그래픽 디자인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EUIPO Design
2018-8-23

Hague Design
2015-12-14

Hague Design
2016-6-30

예시

32-00

32-00

32-00

그런데 미국의 디자인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유사한 그래픽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14-04류
또는 32-00류로 출원을 하는 등 혼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미국의 GUI 관련 출원/등록 동향
명칭

상세 내용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일러스트와 같이
GUI가 있는

GUI가 있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화면

화면의

USD0663741
2012-07-17

32-00

장식디자인
GUI가 있는

일러스트와 같이

화면 표시

GUI가 있는

USD 063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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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예시

명칭

상세 내용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예시

디스플레이
화면의 장식
디자인

모바일
전자장치용
GUI가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용
GUI를 갖는

USD 0816106

디스플레이

2018-04-24

14-04

스크린에 대한
장식디자인
일러스트와 같이

GUI가 있는

GUI가 있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화면

화면의

USD 0803833
2017-11-28

14-04

장식디자인

또한 2차원 그래픽이 아니라 물품의 외부나 패널 등의 2차원 부품이 없이 3차원 공간에
서 구현되는 홀로그램, 홀로그래픽 디자인의 경우에는 현행 디자인권의 등록이 된 사례는
파악할 수 없으며, 다만 홀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물품 등이 출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홀로그램 관련 출원/등록 동향
명칭

상세 내용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가상
홀로그래픽

가상 홀로그래피

USD0768588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장치

2015-06-26

14-03

장치

홀로그램
화상회의 장치

홀로그램
화상회의 장치의
장식 디자인

USD0762761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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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예시

명칭

상세 내용

관련정보

로카르노

(국가/등록일)

분류

예시

홀로그램
홀로그램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타블렛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USD 0735709

유연한 개폐식

2013-06-10

스크린이 있는

14-02

타블렛의 장식
디자인

홀로그램
쇼케이스

홀로그램
쇼케이스의 장식
디자인

USD 0690964
2012-01-12

06-04

국내의 경우에는 화상디자인은 14-04류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2류의 경우 국내
에 채택을 하지 아니한 바 물품이나 부품을 통하지 않은 그래픽 디자인, 로고, 표면장식
등을 등록될 수 없다. 패널이 없는 그래픽 디자인의 발상이나, 제32류로의 출원이 이루어
진 적은 있으나 거절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표 16] 국내 그래픽 관련 출원/거절 동향
관련정보
명칭

상세 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예시

비고

로카르노분류)
물품성을갖추지
아니한

태권연습용구

태권도원의
캐릭터 디자인

2013-05-24
30-2013-0027038
32-00

디자인등록출원
으로 거절,
보정에
의해서도
거절사유
극복할 수 없음

핸드폰에
시계프로젝션

프로젝션을

핸드폰

포함시켜 야간
수면 시

2013-04-22
30-2013-002117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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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출원은
그래픽 부분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관련정보
명칭

상세 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예시

비고

로카르노분류)

천장이나
벽면에 시계를

함은 아니었음

비춰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심벌

동물캐릭터

2016-01-28

디자인이

30-2016-0004305

표현된 물품을

32-00

보호, 해당
출원은 보정에
의해서도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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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자인의 문제

I. 신기술 디자인과 산업의 문제

1. 전통적인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이란 본래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서 각 영역마다 해석하
는 바가 약간씩 다르며,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범주가 달라질 수 있
다.117) 먼저 디자인을 산업목적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디자인산업 분
류를 제정하여, 디자인산업을 8개의 대분류와 42개의 중분류, 그리고 154개의 소분류로 구
분하고 있다.

[표 17] 8대 디자인 구분별 정의
구분
제품 디자인

정의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 서비스 활동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이라는 용어로 더 일반화 되어 있으며, 주로

시각 디자인

인쇄 매체를 통한 회화적 표현수단이나 문자,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로서,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중요한 범주 안에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영상 및 애니메이션,
웹, 게임 디자인 기술 등으로 구분되어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117) 디자인의 일반적 어원을 살펴보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디자인’에 대해 ‘표시’ 또는 ‘지정’을 의미
하는 동사로 정의되어 1548년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후 곧바로 ‘디자인’에 대한 다른 의미가 추가되어 나타
났고, 1558년부터 ‘목적, 목표, 의도’를 의미하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5년 후, 정교한 디자인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계획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상한
아이디어’라고 정의되었다. 디자인은 영어 어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
전 도입을 살펴보면 미국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가 1890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전
해진다. 대중매체에서 디자인에 대한 의장, 도안, 데자인이라고 사용된 시점 보다 더딤을 알 수 있다. 기술 환
경 변화에 따라 디자인 관련 사전적 정의는 검색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장, 도안 및 데자인으로
사용되던 디자인의 대중적 관점인 신문매체는 인터넷으로 옮겨 폭넓게 확장되어 오히려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데 어렵고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다. 1981년 제작된 마이콘사이스 영한사전을 직접 찾아보면‘Design’은 명사
로 의장, 디자인, 설계, 도안, 밑그림, 소묘, 설계도, 무늬, 본, (예술품의) 구상, 착상, 줄거리, 그리고 계획, 목적,
의도와 함께 음모, 모략, 속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 ‘디자인’으로 한국어
번역된 단어를 검색하면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 간략
하게 명사로 예시되어 있다. ; 김효진·나건, 디자인 용어 활용 확장에 따른 본질적 의미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디자인무화학회지」제24권 제2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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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 기술)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옷과 장신구에 관한 디자인 및 미학 응용분야를 의미하며, 다양한
패션분야에서 창의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내는데 활용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대여, 소비, 향유 및 그 과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험ㆍ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객
중심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하는 것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의미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지는 연구ㆍ개발 및 교육과
제반 시설의 확충을 의미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2015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은 그 분류상 성격이 약간 상이하다 할 수 있는데, 주로 물품을 중
심으로 한 디자인과 디자인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디자인 산업
목적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보면, 제품디자인, 패선/텍스타일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은
전자에 해당할 수 있고,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은 후자에 해당
할 수 있다.118)
이렇듯 디자인의 성격이 다른 바, 디자인 관련 법률 역시 보호대상을 각각 상이하게 규
정하고 있다. 이는 각 법률이 정하는 입법의 목적과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각각의 디자인 관련 법률에서의 디자인 관련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8] 디자인관련 법률에서의 디자인의 정의 규정
관련 법률

개념 정의
제2조(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

118)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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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
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
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
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저작권법」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디자인’이라고 정하지는 않으나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정의)에
서는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
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디자인과 유사한 공예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
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하여 응용미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
화산업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의 범주에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
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
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에서 산업디자인을 명시적으로 제
외하고 있다.
디자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미적 기능과 그
미감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
법」에서 모두 ‘물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물품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작 및 개선행위와 그 결과물’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물을 ‘제품
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으로 예시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법률들은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그 배경에 두고 있음으로서 물품을 중심으로 디자
인을 바라보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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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I 디자인의 등장과 보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내 빠른 인터넷 환경은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
다. 이러한 변화는 좀 더 쉽고 편리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에서 비롯되
었으며, 디지털 디바이스와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 이상 기능의 진
보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심미적 측면의 만족을 주진 못하였으며, 이에 사용용이성과 편리
성, 심미성을 겸비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자 기술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한 최적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사용자경험을 바탕
으로 한 GUI는 누구든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각적 효과를 만족하
게 하는 차별화된 인터페이스의 GUI는 디지털시장에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119)
GUI는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먼저 색상은 화면의 분위기
를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조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심미성과 주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
한 색채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용자의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색채를 선택해야하며, 특히
앱(App)에 사용되는 색상은 제품이나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타이포그
래피(텍스트)는 인쇄상의 텍스트와 디스플레이 화면상의 텍스트의 차이를 고려해서 선택해
야 하며, 하이퍼링크된 텍스트에 대한 차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콘은 텍스트의
단점을 보완한 요소로 문자를 해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축소시켜줌과 동시에 시각적 효
과를 증대시킨다. 아이콘은 시각적 표현방법에 따라 심벌형, 텍스트형, 심벌과 텍스트의 조
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표현유형에 따라 픽토그램형식 이미지, 일러스트적인 이미지,
만화적인 이미지, 사진이미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사용자 분석을 통
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콘 디자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은 정적인 이미지에 재
미요소를 주기 위해 움직임과 사운드를 추가하여 생동감을 주어 시각적 몰입감을 준다. 그
러나 용량에 따라 로딩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에 습득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나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마지
막으로 이들 구성을 화면상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레이아웃이 라고 한다. 레이아웃
은 시각적 조형요소의 구성과 배치에 따라 사용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에서 언급된 구성요소를 통일감 있고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야 한다.120)
급변하는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 인터페이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119) 진진아,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의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기초조형학연구」19권 2호(통권86
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481면.
120) 진진아, GUI(Graphic User Interface) 디자인의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기초조형학연구」19권 2호(통권86
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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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앞서서 기기 뿐만 아니라
기기를 넘어서는 GUI들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3. 디자인 개념범위의 확장

종래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이었으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물
품을 전제하지 않은 디자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기준
으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디자인의 경우 물품과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제품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될 경우
디자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가 없고 물품의 외형과 결합되었을 때만 디자인으로서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물품과 예술적 특징이 분리가 가능한 디자인이 있다. 저작권
법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물품으로부터 분리되는 경
우, 독자적인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디자인
산업 특수목적분류 중에는 산업공예디자인이나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이 이 분류에 속할
수 있다. 셋째로, 물품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디자인이 있다. 물품으로
부터 예술성이 분리되는 경우도 그 예술적 특징이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예술적 특징을 떠나 디자인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
러한 유형의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이 가능할뿐더러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경우이다. 디자인산업 특수목적분류 중에는 대부분의 시각디자인이 여기에 속
하고, 공간디자인이나 서비스/경험디자인, 그리고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도 이 분류에
속할 수 있다.121)
디자인은 여러 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또한 그래픽을 매
개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소리, 냄새와 결합한
형태 등도 등장하면서 새 시장의 개척활로와 영감을 제시하고 있다.122) 디자인은 아름다움
의 영역을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그렇다면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의 변화된 역할에 대하
121)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6면.
122) 일상적인 장소에 특정한 냄새(Scent-scape)를 배치하여 그래픽 등으로 구현된 광고에 감각을 추가하고 있다.
Beefeater Pink Gin은 딸기와 감귤맛이 나는 술로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런던의 옥스퍼드 서커스 지하철역
출구경로에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딸기향을 삽입함으로써, 화면 등에서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시한
바 있다. 상하이 쇼핑몰인 The Mixc도 통근시간의 지하철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향기 마케팅을 사용하였다.
상하이 지하철 내부에 화면을 통해서 그래픽이 제공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당 구조물에 3개의 창문을 설치
하였다. 이 창문을 통하여 일정한 그래픽을 볼 수 있는데 산림지대, 꽃, 들판 등을 볼 수 있으며 해당 그래픽과
함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도시생활에서의 일상의 탈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Julla Errens,
「Sensory Engagement」, Stylus, 201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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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시금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II. 신기술 디자인과 디자인 제도가 나아갈 방향

1. 디자인 제도의 발전

특허제도나 저작권제도에 비해서 디자인제도는 뒤 늦게 탄생해서 현재까지도 그 변화가
진행 중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허제도가 16세기에 처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는 달리 디자인 제도는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탄생하게 된다. 디자인제도는 그 당시 유
럽에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던 직물산업에서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제도가
[그림 52] 향기와 결합한 그래픽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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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이후, 단순한 장식적 작품뿐만 아니라, 기능적 작품까지도 보호하는 데 그 보호범
위가 확대되어 왔다. 디자인제도는 각 나라별로 보호범위 뿐만 아니라 보호방법에 있어서
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예컨대 영국은 1787년에 면직물과 마직물 등 직물에 권리자
의 성명을 표시하는 한 그 디자인의 공표 시로부터 2개월의 단기간에 걸친 저작권보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123) 1843년에는 그 보호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모직, 견직, 혼합직물
등의 디자인과 모든 제품적 장식적 디자인 그리고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 디자인까지로 보
호범위를 확대하였다.124) 영국은 이 과정에서 보호방법 역시 변화시켰는데 1839년부터 디
자인 보호는 저작권 보호와 달리 반드시 공표 전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
업재산권제도로 바뀌게 되었고,125) 1843년에는 그 등록부가 산업부에서 특허청으로 이관되
어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말에 ‘지식재산권
과 예술저작권’을 보호하는 일반조항에 의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등록디자인 제도는 1909년 디자인법의 제정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
도 1842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신규성을 갖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특허제도
를 도입하게 되었다.
디자인제도의 탄생도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자국의 디자인제도가
과연 효율적인 법제도인지에 대한 논란과 고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29년 주가폭락과 함께 대공황이 시작되자 유명패션디자인을 모방해서 저렴
하게 판매하느 모방의류가 범람하게 되었지만 저작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한 패션의류업자들은 1932년 동업자조합(Guild)를 구성해서 모방의류를 판매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의류공급을 거절하기로 합의하고 조합 스스로 등록부를 만들어 새로운
패션의류를 등록해서 스스로 보호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에 관한 지침126)과 규칙127)을 마련하면서, 등록디자인권과 디자인저작
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디자인 제도 이외에 등록없이도 공표된 날로부
터 3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에 유사한 보호를 해주는 무
등록디자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128)12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음의 디자인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장특허(design patent)라 하
여 특허법에 함께 규정이 되어있었다.130) 하지만 특허법에서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Designing&Printing of Linen Act of 1787.
Desing Act of 1843.
Copyright and Design Act of 1839.
Directive 98/71/EC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Council Reguliation (EC) No 6/2002 of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Article 11 of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5-6면.
법률 제238호(1952. 4. 13. 일부개정) 특허법 제21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인 기 결합에 관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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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제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규정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디자인131)을 따로 분리하여 1961년 의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국내 환경은 선진 외국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모방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왔지 스스로
디자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인식에서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보호의 강화라고 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1998년에는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국제적인 동향
에 따라 부분 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
폰 등 정보기기의 영상표시부에 표현된 화면디자인도 보호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5년에는
보호대상을 더 확대하여 글자체를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
[표 19]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 정의의 연혁
법령구분

시행년도
1961.12.31.

정의
의장, 디자인의 용어 관련 별도 정의 없음

1974.1.1.
1976.12.31
1981.9.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 용어 관련 별도 정의 없음)

1987.7.1.

의장법

1990.9.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1996.3.6.

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의장, 실

1994.1.1.

시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디자인 용어관련 별도 정의 없음)

1996.7.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1997.7.1.

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의장, 실

1998.3.1.

시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 디자인 용어관련 별도 정의 없음)

1999.1.1.
2000.10.1.
2001.2.3.
2002.7.1.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의장, 의
장등록, 의장심사등록, 의장부심사등록, 실시에 대한 용어 정의, 디
자인 용어관련 별도 정의 없음)

2003.5.12.
디자인
보호법

2005.7.1.
2005.9.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
등록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 디자인무심사등록, 실시에

하고 장식적인 미장을 고안한 자는 기 미장에 대하여 미장 특허를 수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31) 법제정 당시의 표현은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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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시행년도

정의

2006.9.4.
2007.4.11
2007.11.18.
2008.2.29.
2009.7.1
2010.5.5.

대한 용어 정의)

2012.3.15
2013.3.23
2014.1.21
2014.1.31.
2014.7.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2016.2.29.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

2016.4.28.

등록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 디자인무심사등록, 실시에

2017.9.22.

대한 용어 정의)

출처 : 김효진·나건, 디자인 용어 활용 확장에 따른 본질적 의미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199-200면.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디자인보호법의 전신인 「의장법」132)의 제정 이유에서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의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목적으로 ‘의장고안을 장려,
보호, 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133)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일맥상통하게 디자인보호
법은 법에서 요청하는 성립요건을 갖춘 디자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는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
호 및 이용활성화라고 하는 중간 목적 또는 수단을 통해서,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최종목적
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

132) 법률 제951호, 1961. 12 .31. 제정
133) 의장법(법률 제951호)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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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과 산업의 발전의 상호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궁극적 법 목적이 디자인 창작을 장려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창작
자에게 디자인권의 부여 내지 디자인의 법적 보호라고 하는 법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발전 및 디자인 창작
의 장려라고 하는 법 목적이 어떻게 디자인의 보호와 그 이용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수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디자인보호법이 마련한 구체적인 법 규
정이 무엇이며,134) 디자인의 보호·장려와 그 이용의 활성화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어려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 상의 문제로 제기된다.135)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된 모든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다.136) 이러한 등록요건은 디자인
등록이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디자인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137) 이러한 요건은 디자인의 보호를 통해서 창작을
134)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구체적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의 보호라
는 관점에서, 디자인보호법은 설정등록을 기준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창작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법 제3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등록받을 수 없으며(디자인보호법 제62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고(법 제54조), 다만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법 제54조), 한편 디자인권자는 업으로
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법 제92조), 존속기간 동안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법 제94조). 한편 디자인 창작자는 디자인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법 제36조), 조약에 다른 우선권
주장(법 제51조) 등의 절차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디자
인청구제도(법 제43조), 출원디자인의 형식적·내용적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정제도(법 제47조 및 제48조),
2 이상의 출원 디자인을 분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법 제50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디자인
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인 및 유사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92조), 이 경우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
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고(법 제2조), 이와 같
이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타인을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디자인 등록출원 이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디자인이 출원디자인 공고를 통해 공개될 수 있고(법 제52조), 등록 후에는 등록디자인공고
를 통해 공개되므로(법 제90조), 제3자는 이를 참고문헌으로 활용하여 디자인을 이용 또는 개량하여 창작할 수
있고 디자인권자와의 실시권 설정, 양도 등을 통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되
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등록디자인의 실시가 가능하고(법 제94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궁극적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디자인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③ 디자
인의 창작의 장려라는 관점에서,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권의 부여 및 디자인의 실체적 및 절차적 보호를 통하
여 디자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결국 참신한 디자인의 창작은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하고, 이러한
수요를 통해 디자인 창작자는 창작의욕을 얻게 되어 더 참신한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인 개발의 선-순환 과
정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등록을 위한 등
록료 및 수수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두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에 더
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한국디자인법연구회,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12-13면 참조.
135)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1-2면.
1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
137)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후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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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법 목적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실체법적 요건
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 가운데 성립요건을 명확히 갖추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138)139) 디자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디자인의 보호뿐
만 아니라 이용활성화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그 목적을 달성
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주에서 그 요건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저작권법과는 달리 디
자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즉, 산업발
전을 위해 디자인 창작자의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적절한 이용 측면을 조합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140)141)

3. 디자인 제도의 이념

디자인제도의 이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해석과 운용은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의 디자인보호법의 개정과 국가정책의 마련에 있어서도 그 방향
성을 설정할 수 있다. 보상설에 따르면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당연히 사회적인 보
상으로서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순수한 재산권적, 소유권적인
의미와 보상설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 제도의 경우 최초로 창작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출원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이 부여될 뿐이기 때문이다. 보
상설은 디자인제도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에게 결과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재
산법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이다.142)
그렇다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

게 된다. 보상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디자인
의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 제도
는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보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디자인의 창작
을 유인·장려하고, 종국적으로는 산업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발전을
138) 이는 침해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디자인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디자인 침해의 사전예방이 어려워
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제도의 디자인 유인·장려책으로서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139)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16면.
140)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한국디자인법연구회,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13면.
141) 다만, 디자인권이 너무나 강력한 권리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디자인 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장애가 될 수
있다.
142) Willian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 Copyrights, Trademarks & Allied Rights」,
Sweet&Maxwell, 1989,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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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제도인 것이다. 디자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나
사회에서는 디자인 활동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성질의 디자인에만 집중될 것이고, 대부
분 인적자원이 비밀유지 또는 타인 디자인의 모방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은 극
히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디자인제도는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제도라고 볼 수
있다.143)
디자인 제도의 이념이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디자
인의 창작을 유인·장려하고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인센티브가
효율적으로 기능해서 그 제도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내지 평가해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디자인 개발에 많은 자본과 시간
을 투여한 데에 대한 법적 보호, 즉 디자인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과 같이 디자인에 대한 투자회수 및 상당한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제도와 같은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러한 디자인제
도가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디자인 창작을 촉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디자
인제도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유경쟁 시장에서 투자회수를 기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디자인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4)

4. 디자인보호법의 방향성

앞서 살펴본 목적과 디자인제도의 이념을 통하여 파악해 볼 때, 디자인보호법은 발전해
가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디자인권자를 적절히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디자인보호법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할 것이며, 변화된 환경에 상응하
는 창작의 장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균형있게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창작의 장려와 이용의 활성화가 상호 모순 내지 충돌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견해145)도 존
재하지만, 결국 다양한 창작을 유인할 때 보다 폭넓은 이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143)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2d ed.), little/Brown and Company, 1977, p. 54.
144)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9-10면 참조.
145)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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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자인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한 이후에,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배타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새로운 경쟁업자의 참
여를 부당히 억제하거나, 새로운 창작을 억제한다면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등록요건이나 권리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함
으로써, 디자인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새로운 창작과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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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제1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국내법 분석

I. 디자인보호법 개별 규정의 분석

1. 디자인 성립요건 상 물품성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물품성)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형
태성), 시각을 통하여(시각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원래
물품의 장식적인 연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창작된 것을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상품의 판매 동향은 그 상품의 기능·품질의 우수함 뿐만 아니라, 외관으로부터의
미적 감각, 즉 디자인의 좋고 나쁜 것에 상당히 좌우되므로 디자인의 본질적인 기능은 디자
인이 표현된 물품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6)
통상적인 개념 하에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공간에 존재하는 물품의 형식이므로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품과 분리된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즉 물품에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화체되지 아니한 추상적인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147) 이와 같이 어떤 특정 물품에 관한 어떤 특정
형태가 하나의 디자인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형태가 다른 물품에 관한 것이라면 별개의
디자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148)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정의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
니하나, 일반적으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
146)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13판, 세창출판사, 2012, 196면.
147) 특허 국제지식재산연구원,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2007, 122면.
148) 예외적으로 유사물품에의 전용, 2차원적 평면디자인을 3차원적 입체디자인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다
르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 (상)」, 육법사,
2013, 9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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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이다.149)150)

가. 고전적 해석에 따른 물품성의 요건

(1) 독립성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고 소유권의 객체로서 지배와 이동이 가
능한 것을 말한다. 화투의 낱장·트럼프의 낱장·장기의 낱알 등과 같은 합성물151)의 구성각
편(構成各片), 양말의 뒷굽·병의 주둥이·찻잔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분디자인제도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다. 다만, 합성물의 구성각편 중에서도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상거래나 지배의 객체
로 되는 것은 물품의 전체이기 떄문에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도 물품의 독립성은 부분디자
인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52)153)

(2) 유체성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일정한 형태가 존재하는 물품의 외관을 미적으로 설계한 것이
므로 전기, 열, 빛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무체물은 보호객체가 될 수 없다. 즉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유체물이어야 하고 그것 자체
가 공간상에 일정한 형상을 가지는 존재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빛으로 형이나 색채를 나
타내는 폭죽, 레이저광의 간섭에 의하여 위상을 재현하고 3차원의 상을 만드는 홀로그래
149)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150)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표법상의 ‘상품’이 존재한다. 상표법 역시 상품의 개념에 대하여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이란 거래사회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유
체물로 운반 가능한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만 거래현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통념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54면.
151) 합성물은 수 개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1개의 물품으로 취급되며 장기짝,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등이 그 예이다.
15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①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 ② 물품
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③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서 인정되는 부분일 것과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12면.
153)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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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빛의 점멸 등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는 네온사인 등은 그 형상, 모양, 색채 그 자체가 유
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없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의 형상, 모
양, 색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무체물일지라도 특정한 방법에 의해 일정한 형
상·모양·색채로 파악될 수 있다면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예를 들면
네온사인 자체는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유리관으로 된 네온관은 전구와 마찬가지
로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154)

(3) 동산성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은 유체물이면서, 그 성상, 특히 형상을 변화함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동산을 말한다고 이해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토지 그 자체에 의하여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정원이나 도로, 그 토지의 위에서만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일반적 건축물과 건조물은
여기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토지 그 자체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또는 그 토지에 정
착하고 그 토지의 위에서만 형태가 성립하는 것, 그 토지에 의하여 조건 지어져 1회성을
가지고 성립하는 것의 형태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그 생산·유통과정에 있어서 동산과 같이 관념되
는 것은 그 동산성을 인정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물품으로 인정한다.155) 이와 관련하여 디
자인심사기준에 방갈로, 공중전화부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
립가옥 등은 물품성이 인정되는 예에 해당한다.156) 한편, 재질이 석재와 황토이며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고, 외부충은 화강암으로 적층하
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한증막’은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
산에 해당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157)158)

(4) 일정성(구체성)

154)
155)
156)
157)
158)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42면.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43면.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09면.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 대법원 2007후4311 판결.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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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성을 구비한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구체적 물품이 아
니면 그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 심사기준에는 기체·액체·전기·빛·열·음향 및 전파와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시멘트·설탕 등과 같이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그리고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 모양과 같이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이 규정되
어 있다.159)160) 이 가운데 일부는 위에서 본 유체성 결여로 분류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유체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든 일정성이 없다고 보든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물
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한편 아이스크림, 얼음과자, 엿, 과자 등과 같
이 일정 기간 동안 정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일정성이 인정된다.161)

나. 물품성의 예외

(1) 글자체 디자인

글자체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글꼴, 글자꼴, 활자꼴, 서체(書體) 등으로 불리는데,
2004년 디자인보호법으로 법제명이 개정되기 전 의장법162)은 의장에 대하여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자체는 물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의장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4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
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
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
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글자체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으
로 명시하였다.163)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다.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글자체이어야 하는데, 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

159)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09-110면.
160) 다만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그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09면.
161)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43-44면.
162) 「의장법」(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법률)
163)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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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일 것, ②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③ 한 벌의 한글 글
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한자 글자꼴, 그 밖의 한 벌의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특수기회 글자꼴이여야 한다. 또한 글자치의 모양·색채 또
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하며, 글자체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164)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디자인의 경우는 물품성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글자
체의 경우는 일반적인 의미의 물품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글자체의 디자
인등록의 경우는 다른 디자인 등록의 경우와 달리,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

자 도면과 함께 출원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된 경우도 함께 공지된다.
[그림 53] 글자체디자인

등록번호 : 30068152200000, 등록일자 : 2013. 2. 14.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58면에서 인용

164)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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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165) 표시되는 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움
직이는 화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화상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이 전제되
어야 한다. 화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 구분
에 따라 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 물품으로 구분한다.

166)

따라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

스플레이’ 등과 같이 총괄명칭을 사용하거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디자
인’등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물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래픽 및 GUI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활동적이고 다양하며 다변화한다. 따라서 주관기관
은 변형, 변화, 색상 변경 또는 기타 애니메이션 구현의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래픽
및 GUI의 디자인을 신청 안에 반영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보통 그래픽이 동적으로 변화할 때 그래픽의 다양한 외관 모양을 도면에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및 EU에서
는 일련의 정적으로 배열된 이미지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167) 한국 특허청(KIPO)은
2003년부터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화상디자인심사지침을 제정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보호를 꾀하고 있다.168)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글자체와 함께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을 약화시킨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고, 컴퓨터 환경의 도입이 디자인보호법에 미친 영향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사용
자와 컴퓨터 사이의 중요한 인터페이스 부분인 액정화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실행으로
인한 특정 명령이 표시되는 것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169) 실
165) 물품의 표시부란 문자 또는 이미지 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물리적인 화면을 말한다.
166)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239면.
167) GUI 디자인을 제도로 도입하게 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UI 디자인 보호에 대한 디자인 산
업계의 요구가 커지면서 화상디자인 보호제도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2002년부터 디자인제도의 현대화추진팀을
발족하였다. 2003년 7월 의장심사기준에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GUI 디자인 보호를 싲가
하였으며, 2007년 6월 디자인트렌드가 빠른 GUI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심사
물품으로 전환하였다. 2009년 5월, 화상디자인의 경우 정면도만 제출가능 하도록 하는 도면요건완화가 포함된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는 동적화상디자인의 출원증가와 3D모델링도면 제출허용에 따라 동적
화상디자인의 동영상 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 GUI 디자인은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모두 출원가능했으나 실
질적 보호범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2013년 1월 부분디자인에 한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기
준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 로카르노 국제분류가 도입되면서 물품에 다라 심사, 일부심사 물품으로 분
류, 창작성 및 유사판단 등의 기준확립을 위해 2016년 1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 진선태, 그래
픽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 보호에 관한 실무적 고찰-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제86권, 세창출판사,
2017, 7-8면.
168) 「新兴科技设计发展与图像及GUI的设计保护」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
t_Column/IPNC_161102_1201.htm
169)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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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우리나라에서 화상디자인이 등록된 사례 등을 살펴보면,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무인수

색차량용 계기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자동차용 정보표시기’,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이동통신’등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여 출원, 등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4]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자동차용

[그림 55]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정보표시기

이동통신

- 등록청 : 대한민국 특허청
- 디자인분류 : H4401S
- 출원일자 : 2017. 11. 15.
- 등록일자 : 2018. 06. 04.

- 등록청 : 대한민국 특허청
- 디자인분류 : H3301S
- 출원일자 : 2016. 09. 27.
- 등록일자 : 2017. 08. 10.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따르는데 물품의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
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도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만, 물품 내에 표시부를 특정할 수 없고, 빛의 투사(Projection)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는 물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
되지 않은 경우 및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이 함게 도시되지 않은 경우도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단, 투사되는 물품 및 물품의 표시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시각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표시부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확대하여야만 화상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시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 화상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170)
화상디자인은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 스마트폰 액정화면 등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은 2차원적인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시각적인 미감이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요소들이
중요하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에는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디자인 등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
에 시각디자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디자
인 그 자체로는 등록되지 않고,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액정표시판’,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전자기기표시판’등으로 물품이 구체화 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171) 또한 화상디자인 출
170)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241면.
171) 이상정, 디자인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산업재산권」제3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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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있어서 동적화상디자인이 화상의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통일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 등
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2. 디자인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업
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또한 양산은 동
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172) 이러한 공업적 생산
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인 생산도 포함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
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173)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
여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 다량 생산
할 수 없는 것,174)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175) 물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 디자인176) 등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7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판결.
173)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15면.
174) 동물박제, 꽃꽂이, 수석 등이 해당하며, 단 자연물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도 그 가공 정도가 높
아서 동일한 형태로 양산이 가능하다면, 공업상이용가능성이 있다.
175) 그림, 유리공예작품, 도자기작품, 설치미술작품류 등은 본래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저작물이기 때문
에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단, 거래 통념상 미술저작물로 취급되지 않고,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의 형상 등
에 관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대량 생산될 수 있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176) 물품의 포장, 완성된 물품의 통상의 사용 상태를 변형시켜 고객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디자인,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물품을 배열하거나 결합하여 진열한 것 등은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업적 생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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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의 구체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1) 일반적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구체성 판단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177)
① 도면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추측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
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
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사용상태·재질 또는 크기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
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③ 도면 상호간 불일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디
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
우에도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도면, 견본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⑤ 디자인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 ⑥ 재질 또는 크기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 ⑦ 색채도면의 일부에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 다만,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무착색 분란에 백색, 회색 또는 흑색이라고 색채를 적거나 투명 부
분 또는 뚫린 부분이라고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도면 내에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
는 점, 선, 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 중 도면 내에 도형 안에 중심선, 기선,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는 불인정한다.
⑨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의 경우,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과 정보를 전달하
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
로 취급한다. 또한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
으로서 신문·서적의 문장부분과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178) ⑩ 도면만으로 물품의 전체적
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⑪ 도면에서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디
자인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디자인의 설
법에 의하여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
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268면.
177) 이하의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116면.
178) 다만 이 경우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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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란에 정확히 적지 아니한 경우, ⑫ 제출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ⅰ)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절단부 단면도 또는 사용 상태도 등이 없는 경
우, ⅱ) 조립완구 등 합성물의 경우에 있어 구성하는 각 편의 도면만으로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각 편의 도면이 없는 경우, ⅲ)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
의 디자인으로서 변화하기 전후의 상태롤 도시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ⅳ) 일
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
현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
한 설명이 없는 경우, ⑬ 단면도 등의 절단면 및 절단한 곳의 표시가 불완전하게 표시되었
거나, 절단된 부분을 원래의 도면에서 쇄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⑭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확대한 부분을 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니 아니한 것, ⑮
덮개와 본체로 구성된 물품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결합된 상태만으로 디자인
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합된 상태의 도면과 구성물품 각각의 도면이 없
는 경우, ⑯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형상이 연속하는 디자인 또는 평면적인 물품으로서 모양
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이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되지 않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상태
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⑰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으로서 생략한 부
분을 적절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없는 도면과,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면상 수치가 생략
되었다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아니한 경우, ⑱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
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시하고 나머지 짝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 ⑲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생산 가능성
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 ⑳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의
기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㉑ 부분 디자인의 경우 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ⅱ)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
는 부분을 도면 등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 ⅲ)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를 적절히 도시하지 않거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

㉒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이 규칙에
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ⅱ)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㉓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이 ⅰ)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아니한 경우, ⅱ) 각 구성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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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아니한 경우, ⅲ) 각 구
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한 경우, ㉔ 3D 모델링
도면의 경우 ⅰ) 3D 모델링 도면이 셰이딩 상태가 아닌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모델링되었
거나 3차원 돌려보기 상태가 아닌 2차원상태로 도면이 표현된 경우, ⅱ) 3D 모델링 도면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도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ⅲ) 3D 모델링 도면을 실행하였을 경우 도면이 깨지거나 터지는 현
상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ⅳ) 투명부가 있는 물품의 도면에서 그
투명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투명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㉕ 도면 및 부가도
면이 선도(線圖), 사진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㉖ 3D 모델링 도면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도면을, 복수 디자인으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일련번호의 디자인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에
도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디자인의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상디자인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구체성 판단

화상디자인에 있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은 일반적인 물품의 요건을 다
르며,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179)
① 물품의 형상 및 화상디자인이 표시되는 표시부 전부가 도면에 명확하게 도시되지 않
은 경우,180)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서한 경우에도 디자인
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사용상태 또는 크기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③ 도면 상호간 불일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
는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디
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도면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⑤ 디자인이 추
상적으로 표현된 것 중, 디자인의 요지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⑥ 화상으로 구현되는 방법
또는 조작방법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⑦ 도면 내에 디
179) 이하의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249면 이하.
180) 그 예로 꺾어지거나 굽은 표시부를 나타내면서 꺾어지거나 굽은 부분의 화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
다.

- 93 -

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점·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이 있는 것 중 도면 안에 중심
선, 기선,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
자의 경우, ⑧ 도면 내에 표현된 문자·표지의 경우에 있어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한 것, ⑨
제출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확대도 또는 상태도 등이
없거나, 도형 등이 확대·축소, 이동 등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로 전후의 상태를 도시하지 아
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
는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⑩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확대한 부분을 쇄선 또는 이
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⑪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범
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⑫ 참고도면을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적화
상디자인의 경우 참고도면 이외의 도면을 동영상 파일 형식의 도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파일을 실행하였을 때 도면이 재생되지 아니하거나 디자인의 대상이 명확히 표현되지 아
니한 경우가 해당된다.

3. 디자인의 동일·유사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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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디자인의 형태
가 동일·유사하여야 한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디자인이 되고,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가 유사한 경우, 물품이 유사하고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이 된다.
현재 화상디자인의 판단에 있어서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은 일반적인 물품 판단기준에 따
르며,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유사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 경우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등의 구분은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한 비유사 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181)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
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동일·유사한 물품 간에만 유사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하나, “화상디
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패널”을 포함하여 비유사 물품 간
에도 유사여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도면에 표현된 내용, 디자인의 설명 등
을 참고하여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특정할 수 있다.182)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
단하게 되는데,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디자인
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
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등을 고려한다. 다만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크기 이동 또는 확대·축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
사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83)

181) 혼용이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82)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272-273면.
183)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2018,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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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기술 디자인과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규정과의 문제

1. 신기술 디자인과 물품성의 문제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고 있으며, 물품이란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
고 소유권의 객체로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품성의 예외로서 글자
체 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을 보호객체에 포함하고 있기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
품이 전제되어야 하며, 화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 구분
에 따라 출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을 넘어, 특정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면 또는 공간 등 어디에나 구현이 가
능하며, 산업적 의미에서 최근의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이 아니라 기업의 브랜
드로서의 디자인으로 그 개념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물품과 분리가 가능한 디자인
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그래픽 심벌’은 그림적 요소를 포함하는 기호나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도안, 캐릭
터 또는 변형된 정도에 따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글자배열이나 아이콘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볼 수 있다.184)185) ‘심벌’이라는 용어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경우에는 그래픽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나 사상을 전달하려는 그림기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디자인적인 개념을 추
가한다면, 기능적인 요소와 함께 디자인으로서 심미적인 특징을 지녀야 한다. 2010년 디자
인보호법 개정안에186)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187)에 따르면,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의 범위에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신“그래픽 심벌”을 포함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 “그래픽 심벌”을 적극적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
하였는데, “그래픽 심벌”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① 그림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184) 김창현 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0, 22면.
185) ‘심벌’은 공공장소를 나타내는 픽토그램 같은 영상심벌(image related symbol),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개념을 간단히 도형화한 시멘토그래피(semantography) 같은 지각심벌(concept related symbol), 이미지가 나타내
는 개념과 상관없이 학습을 통해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수학기호 같은 임의의 심벌(arbitrary symbol)로 구분하
기도 한다. ; 박형근 외,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2,
43면.
186) 의안번호 1808811, 2010. 7. 7. 제안.
187) 문병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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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② 일반적인 문자나 사물의 사실적인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것,

③ 2차원

(two-dimensional)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그래픽 심벌
이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기호나 표시”를 말하며, 도안, 캐릭터, 변형된 정도
에 따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글자배열, 아이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88) 또한
그래픽심벌에 관한 특허청의 디자인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래픽심벌이란 ‘어떤 사물이
나 사상, 추상적 개념 등의 의미 전달이나 연상의 목적으로 그림기호나 도형 등 시각적 이
미지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89)
이러한 해석으로서 그래픽 심벌의 대표적인 예로 캐릭터를 들 수 있다. 캐릭터란 일반적
으로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등을 묘
사한 것으로,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활용용도에
따라 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캠페인에 활용될 수도 있으며, 상품 그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190)
그래픽심벌은 시각디자인의 일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순수한 디자인 관점에서의 시
각디자인은 오감 중 시각적인 미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품디자인과 달리 물품성이 필
연적으로 전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
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디자인 등의 시각적인 이미지 자체만으로
는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물품성은 육안에
의한 입체적 형태가 두드러진 물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견 평면의 형태더
라도 물품성을 지닌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즉 현재로서는 광고지, 전단지,
인쇄물 등의 물품으로 디자인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191)

188) 박형근 외,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2, 43면.
189) 특허청, 「디자인보호대상 확대,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특허청, 2012 참조.
190)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7면.
191)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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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부착용인쇄물디자인

[그림 57] 홍보용광고지디자인

[그림 58] 전시용인쇄물디자인

등록번호 : 3005498470000
등록일자 : 2009. 12. 31.

등록번호 : 30074827300000
등록일자 : 2014. 6. 13.

등록번호 : 30077164100000
등록일자 : 2014. 11. 12.

한편 시각디자인에 속하는 시각편집디자인 자체는 문자, 사진, 그림 등의 구성요소들을
조합하여 출판물이나 발행물의 전체에 시각적 통일과 조화를 부여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품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물이나 발행물의 표지(커버)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192) 캐릭터의 경우에도 캐릭터가
구현된 물품이 아닌 캐릭터 그 자체는 물품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품성의 요건을 전
제로 하는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캐릭터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자 한다면 캐릭터를 구현한 물품에 대하여 모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물품을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캐릭터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캐릭터를 로카르노 분류 제
32류의 물품류 분류에 채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193)

나. 로고(logo)

로고는 일반서체와 구별되게 쓰기 위해 디자인된 브랜드 명칭으로서의 글자를 의미하는
192)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48면.
193)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61-162
면.

- 98 -

개념으로서, 본래 글자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그림도 그 범주에 포함되면서,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독특하게 표현하기 위해 상표처럼 사용되는 글자체나 그림을 의미한다.194) 그림의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에 따라 로고에 해당되는지는 구분하기 어렵겠으나, 그 본질
이 일반 서체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가독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
다.195)

다. 장식(Surface)

장식이란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서, 건축물이나 물건에 달린 개개의 장
식 또는 그 형식이나 모티브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196) 그러나 물품성
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장식은 물품 그 자체의 외형에 나타난 장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
다 물품의 물리적 외면에 꾸며진 장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며, EU 등록디자인지침
에 의하면 장식은 ‘다양한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어 제품의 윤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부가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197)

라. 겟업(Get-up)

겟업은 EU공동체디자인의 정의규정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는 하나, 공동체디자인규정이나
심사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유럽실무에서의 겟업은 크게 두 가
지 의미로 해석되는 데, 첫째는 미국에서의 트레이드드레스(Trade-dress)의 유럽식 표현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비닐포장(Plastic Wrapping)으로 사인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라고 해
석된다.198) 유럽에서 겟업이 트레이드드레스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는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물 외부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의 전체적인 외관을 지칭하는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상품의 용기·포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
194) 박형근 외,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2, 65면.
195) 김원오, 상표의 로고화 등 디자인적 요소강화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상호간 충돌과 조정, 「제5회
상표포럼 자료집」, 대한상표협회, 2012, 48면.
196) 박형근 외,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2, 66면.
197) Examination Guidelines Community Design 8.3.
“Ornamentation” is an additional and decorative element capable of being applied to the surface of a variety
of products without significantly affecting their contour.
198) 김창현 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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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된 겟업은 건물이나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특히 가리
키고, 그 외 겟업은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건의 집합이나 거래대상이 되는 제품의 포장 등
에서 타인의 것과 구분되는 시각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유럽 실무상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포장 등에서 그 물건의 집합이나 제품
포장의 외관 전체가 아닌 부분을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으므로, 포장의 외관에 사용되는
아이콘 등의 형태로 등록되는 경우들도 많다.199)
산업디자인 분류의 관점에서는 겟업은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인테
리어(Interior)란 단어는 내부(內部)를 뜻하는데, 이를 어원으로 한 인테리어디자인은 실내
공간 디자인을 말하며 건축물의 내부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하고 형태화하는 작업을
뜻하며 오늘날 인테리어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는 주택을 비롯해서, 사무실, 학교
등 거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실내장식의 의미만을 갖
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계획,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익스테리
어(Exterior)는 인테리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부(外部)를 의미하고 건물의 외부구조 또는
외부부속물이나 장치를 의미한다.200)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는 여러 요소가 모여져서 구
성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체적 분위기와 외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
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인테리
어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은 그 자체의 개념이 다의적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201)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익스테리어디자인처럼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경
우에는 그 부분을 이루는 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물품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대
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의 해석상 현장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한증막과 같은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운반이 용이한 경우에는 디자인으
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로카르노 분류에 의해 인테리어·익스테리어 디자인이 겟업에 포
함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202)203)

199)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12면.
200)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85면.
201) 유호정, 하미경, 인테리어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미국 상표등록 사례를 중심으로,「디자인지식저
널」제29권,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4. 313면.
202) 임남향,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187면.
203) 로카르노 제32류의 채택과는 별론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을 ㅗ포섭
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개념으로 동산성을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동산성의 전제가
되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유지한다면 인테리어·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의 예외가 될 것
이다. ;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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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이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사용자들의 프로그램,
도구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흐름을 계획하는 것과
사용자들이 작업하는 일(이미지, 문서 등의 제작과 작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
로 휴대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하는
사용자 환경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용자들이 IT기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매
개체로 컴퓨터를 조작할 때 나타나는 이른바 ‘아이콘’이나 텍스트 형태의 구동화면 전체,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및 아이콘의 형태 등을 가리킨다. UI는 크게
“LUI(Logical UI), GUI(Graphical UI), AUI(Auditory UI), PUI(Physical UI) 등으로 구성되
며,204) 이 중 그래픽을 사용한 UI가 GUI에 해당한다.
또한 UX는 사용자 경험으로서 사전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떠한 시스템, 지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지각과 반응, 행동 등 총체적인 경험을
말한다. 하지만 이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 컴퓨터 제품 뿐만 아니라 산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 프로세스, 사회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UX 디자인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기도 하는데, 사용자에
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인간과 디지털 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HCI(Human Compter Interaction) 분야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의 사용
성이 중심이었던 UX는 최근 유희성이나 심미성이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미래에는 보다 사용자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해 사용자 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바, UX는 산업현장에서 성공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으로 그 관리와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
이 UI가 시각적 요소에 치중한 디자인 방법이라면 UX는 사용자의 경험적 요소를 시각적,
감각적, 상호작용적, 기능적, 감성적, 맥락적 요소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대입하는 디자인
방법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205)

204) 박지수·김헌, 「UX디자인의 7가지 비밀」, 안그라픽스, 2013, 46면.
205) 진선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 보호에 관한 실무적 고찰-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제86
권, 세창출판사, 2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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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UX와 GUI의 개념

출처 : 진선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 보호에 관한 실무적 고찰-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제86권, 세창출판사, 2017, 4면.

현재 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나 엄밀히 구분하면 현행 디자
인보호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화상디자인과 UI·UX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구동, 또는 작동하는 데에 필요한 모양·색채·이들의 결
합으로서 현실세계의 UI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특정 물품에 표시
되어야 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래에서 특정 물품의 특성에 맞춘 UI 디자
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특정 물품에 한정되지 않는 UI·UX디자인에 그 중요도가
옮겨지고 있다. 즉, 종래의 특정 기기에 국한된 요소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물품을
넘나드는 체험으로 그 중요도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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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UI·UX 실현 예시

[그림 61] UI·UX 컨셉

출처 : ソニー株式会社 クリエイティブセンター, 「画像デザインの保護について」, JPO, 2018

바. 정리

[표 20] 새로운 디자인 유형의 물품성 충족여부
디자인 유형

독립성

유체성

동산성

일정성

그래픽 심벌

○

×

○

△206)

캐릭터

○

×

○

○

로고

○

×

○

○

(건축 외관) 장식

○

○

×

○

×

○

×

△207)

UI·UX

○

×

○

X208)

홀로그램

○

×

○

X

겟업(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외관)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자인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현행법 상 보호를 받을 수
206) 해석이 나뉠 수는 있으나 디자인심사기준에서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전파 등은 형체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물품과 관계없이 외부로 노출되어 빛으로서 그 디자인을 드러내는 순수한 그래픽의 경우에는 빛으로
개념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일정성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207) 경우에 따라 일정성을 가지는 외관장식도 존재하나, 그렇지 아니한 음식물 등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도 포함
하고 있다.
208) 해석이 나뉠 수는 있으나 디자인심사기준에서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전파 등은 형체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물품에 구애를 받지 않고 빛 등으로 이루어진 UI·UX 그 자체는 일정성을 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03 -

가 없다.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물품성의 각 요건인 독립성, 유체성, 동산성, 일정성과 관
련하여 대부분 독립성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해석기준에 따른 유체성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그 형상, 모양, 색채 그 자체가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없는 무체물은 물품이 아니라고 보며, 무체물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전기, 열, 빛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신기술 디자인은 아니지만,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건축, 외관장식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독립성 또는 동산성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구체적 물품이 아니면 그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 심사기준에는 기체·액체·전기·빛·열·음향 및 전파와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일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바, 신기술 디자인의 많은 영역 및 물품을 상업적으
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일정성
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신기술 디자인의 구체성의 판단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발표한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총 70건이며 이중 심판청구가 기각된 건이 42건
으로 나타났다. 기각된 42건을 분석한 결과 41건을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
자인과 유사하여 기각되었다.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례는 TV, 인터넷, 간행
물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 분할과 메뉴구성 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
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제시한 경우이며, 또한 디자인이 표
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도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209)
이처럼 기존의 화상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나 그 성립을 위한 구체성
을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최근 ‘적을수록 좋다(Less
is More)’210)라는 모토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유행하면서 장식
을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직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9) 노컷뉴스,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창작성 낮은 이유로 심판청구 기각 많아, (2081. 8. 27.) ; <http://www.nocutne
ws.co.kr/news/5021817> 참조.
210) 독일의 건축가 미스반데로어(Ludwig Lies van der Rohe)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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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전세계 웹디자인을 관통하는 핵심코드로 자리잡았다. 예컨대 애플社
의 경우 간결한 제품디자인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1987년 선보인 매킨토시Ⅱ는
단순하고 직선으로 구성되어, 당시 복잡하고 산만한 IBM 컴퓨터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획
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 이어 애플사는 아이맥(iMac), 아이팟(iPod) 등 기기와 컴
퓨터에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제품은 직사각형 디자인에 버튼을 찾기 어럽게
디자인되었으며, 불필요한 기능이나 장식, 최소한의 조립을 위한 이음새나 연결구, 최소한
의 기능을 위한 버튼마저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며 일관되게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추구
하고 있다.211) 이는 화상디자인에서도 동일한 추세로 나타나는데 특히 PC에서 모바일 환경
으로 변화해가면서 화면이 작은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
의 본질만 남기는 UI구성으로 변하해가고 있다. 예컨대 쇼핑과 관련한 모바일 화면의 경우
잡다한 디자인과 정보를 빼고 상품이라는 콘텐츠에 집중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빠르고 간편하게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엄지족들의 쇼핑패턴을 반영해 할인, 옵션, 가
격비교 등 구매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미니멀리즘 쇼핑을 추구하는 형태
로 변화하고 있다.212) 화상디자인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
되는 경향이 있지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
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다. 더군다나 물품을 전제하지 않는 그래픽 등에 대
하여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성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사실무상 물품의 종류나 성질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거절 이유 중
하나인데, 심사기준에서 디자인의 용이창작의 기준으로 평면적인 형상 및 기하입체 형상
등 주지의 형상을·모양을 제시하고 있는 바,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이라는 기준
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특허청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용이창작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바, 최근의 각종 첨단 디지털기기는 대부분 용이창작으로 등록거절되어야 하나, 심사
실무상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평면TV의 경우, 전면에 버튼이나 브라운관, 스피커
등이 모두 사라지고 단순한 직사각형으로 표현되고 스마트폰 역시 직사각 박스 형태로 제
작되어 아무런 개성이 없는 형태이지만 등록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심사정
책상 용이창작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미니멀리즘이 일반화된 첨단 전자제품의 등록률을
211) 김종균·이철남·강민정, 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9
권 제2호, 한국지식개산연구원, 2014, 219면.
212) 부산일보, 모바일쇼핑 ‘미니멀리즘’뜬다, 눈속임 대신 기본에 클릭!. (2016. 7. 25.) ; <http://www.busan.com/
view/busan/view.php?code=20160726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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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는 것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두 거절할 경우 디자인권의 무용론을
자초할 소지도 안게 되기 때문이다.213)
오늘날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수많은 기업에 의해서 디자인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그래픽 디자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만약 그래픽 디자인
등의 신기술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영역으로 포섭할 경우, 구체성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존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구체성 판단에서 논의
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나아가 주지형상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기준의 재검토와 연계하여 보호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3. 신기술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 판단

현재의 화상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물품의 동일·유사를 판단하고
그 판단은 일반적인 물품 판단기준에 따르며,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유사여부를 따지게
된다. 하지만 물품성을 전제하지 않는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그 동일·유사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214)
물론 현행에 있어서도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패
널”을 포함하여 비유사 물품 간에도 유사여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있긴 하나,
물품성을 전제하지 아니하는(또는 물품성이 완화된)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그 동일·유사
판단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물품에 대한 동일·유사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경우에 있어, 디자인의 동일·유사
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컨대 물품에 대한 동일·유사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유사판단에 있어 그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어지고, 그 물품의 수가 많아지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오거나 일반수요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사의 폭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인 유사의 폭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결국 그 디자인이 창작된 배경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215) 대법원 판례 역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여 여
213) 김종균·이철남·강민정, 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9
권 제2호, 한국지식개산연구원, 2014, 224-225면.
214) 현행 유사여부의 판단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다.(대법원 98후492판결)
215)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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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며,216) 이와 달리 새로운 물품, 같은
조율의 물품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등은 유사의 폭
을 비교적 넓게 본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내부덮개 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서 피고 실시
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다.217)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디자인 유사의 폭, 공지의
형태의 판단, 기본적·기능적 형태의 판단, 기능과 관련한 형태의 판단, 사용 시·거래 시의
외관의 판단,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이 다른 경우, 형태 변화가 있는 물품, 색채의 고려,
상업적·기능적 변형과 디자인 유사 등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물품성을 전제
하지 아니한 또는 지극히 완화된 수준에서의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을 위해서는 기존의
존재하던 판단 기준과 더불어서 동일·유사 판단의 주체(일반인, 디자이너, 변리업계 및 행
정청, 사법부 등), 유사판단을 위한 관찰방법, 유사판단의 배경 등을 아울러 검토하며, 개별
국가에서의 판단방법을 함께 살피어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4. 신기술 디자인의 물품분류 판단

그래픽, 심벌, 캐릭터 및 로고와 문양의 경우에는 물품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행의 물품 체계 내에서는 출원조차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의 출원된 사례를 보면
물품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편의상 그래픽이 개념하는 형상 및 대상을 범주화하
여 구분하고 있다. 통상 그래픽·심벌·캐릭터를 하나의 범주로 두고 볼 수 있으며, ‘DESIGN
MAP’에서는 형태를 기준으로 대분류 및 세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표 21] 그래픽, 심벌, 캐릭터의 분류
대분류
천체·자연현상·지도
인간
동물

세분류
별, 혜성/ 태양/ 지구, 지구본, 위성/ 달/ 별하늘, 천체지도/ 행성의 원자 및
분자/ 자연현상/ 지도, 평면구형도
남자/ 여자/ 어린이/ 혼성그룹, 단체장면/ 인체일부, 골격, 두개골
사자, 호랑이, 고양이, 개, 곰/코 끼리, 하마, 기린, 낙타/말, 당나귀, 얼룩말,
노새/ 소, 사슴, 염소, 양/ 토끼, 다람쥐, 캥거루, 원숭이, 코알라/ 몸체일부·

21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4후2418 판결.
2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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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두개골/ 조류, 박쥐/ 수생동물·전갈/ 파충류·양서류·달팽이·물개/ 곤충·
거미·미생물/ 기타 동물·선사시대 동물/ 다른 군 동물의 집단
초자연적, 전설적,
공상적 또는 미확인
존재
식물
풍경
건축물·광고용 구조물,
문, 방책
식품류
섬유·의류·재봉·
모자류·신발
담배·흡연용품·성냥·여
행용품·부채·세면용품
가사용품
가구·위생설비

날개 및 뿔달린 사람/ 반인반수/ 전설적 동물/ 사람, 동물 모양의 식물 및
도형/ 기타
나무·관목/ 잎이 있는 나뭇가지/ 꽃/ 곡물·씨앗·과일/ 야채/ 기타 식물/ 식
물로 만든 장식
산·바위·동굴/ 물·강·시냇물 풍경/ 사막 또는 열대풍경/ 도시풍경·마을풍경/
기타 풍경
건물·광고판·동물집/ 가옥의 일부·실내/ 기념물·스타디움·분수/ 대형 건조물/
건축자재·벽·문·발판
빵류·과자·초콜릿/ 우유·유제품·치즈/ 육류·돈육·생선류 기타 식품
직물·재봉틀의 실타래/ 의류/ 재봉 관련품/ 머리에 쓰는 것/ 신발류
담배·흡연용품·성냥/ 여행용품·부채·가방/ 세면용구·거울
식칼·수저·부엌용품/ 음료수용기·접시·부엌용품/ 기타 가사용품
가구/ 위생설비

조명·무선밸브·난방·
조리·냉장장비·세탁기·

조명·무선밸브(진공관) /냉난방장비·세탁기·건조기

건조기
철물용구, 연장, 사다리
기계류, 모터, 엔진

관·케이블·중대형 철물용구/ 소형철물·용수철/ 자물쇠·열쇠/ 연장/ 농업용구·
쇄빙도끼 /사다리
산업용 기계·모터·엔진/ 가사용 기계·물레/ 사무용 기계/ 바퀴·베어링/ 전기 설비

전기통신·녹음·재생·
컴퓨터·사진·영사기·광
학기구
시계류·보석·도량형·
측정기구
운송기구, 동물용구.
마구
용기, 포장용기, 잡화
문구, 서적, 사무용품

전기통신·녹음·재생·컴퓨터/ 사진·영사·광학장비

시계류/ 보석류 /천칭저울·저울추 /측정기구
육상차량 /동물용구 /수상, 수륙양용 운송구 /닻·부표·구명대 /항공·우주 수
송기구 /교통신호·이정표
대형 용기 /소형 용기 /병·휴대용기 /병의 일부 또는 부분품 /항아리·물주전
자·꽃병·화분 /실험용기 /내과·외과 기구·의족·의치·약물 /잡화
문구·소형 사무용품 /종이류·문서 /서적·제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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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장난감, 운동용구,
회전목마
악기 및 그 부속품, 종,
그림 조각
무기, 탄약, 갑옷
문장, 주화, 표장, 심벌
장식무늬, 장식면,
장식배경

게임용구, 장난감, 운동용구, 회전목마
악기 및 그 부속품/ 종/ 그림·조각
휴대무기·비 화약 무기 /화기·탄약·폭약 /갑옷
방패문장 /인영·스탬프 /메달·주화·훈장 /깃발 /왕관·보석의 머리띠 장식 /
표장·기장 /십자가·십자응용 도형 /화살(표) /부호·특수기호
장식무늬(장식재) /수평의 장식면 /둘,넷으로 나누어진 배경 /도형,문자의
반복적 표면·배경 /기타 장식품 배경·표면
원·타원 /원, 타원의 부채꼴 절단부 /삼각형·각을 이루는 선 /사각형·사변형

기하도형, 입체

/기타 다각형 /병렬 또는 교차의 기하도형 /선·띠 /기타·정의 곤란한 디자인
/ 기하학적 입체도형

문자도형, 숫자도형
여러 가지 문자
색채

기하도형,원근법 표현 문자·숫자 / 생물, 물체 표현 문자·숫자 /특수하게 표
시된글자 /특수하게 표시된 숫자 /알파벳 문자도형
아랍 문자 /중국·일본 문자 /키릴 문자 /그리스 문자 /히브리 문자 /라틴
문자 /역사상의 문자 /기타 문자
색채

만약 신기술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 체계 내로 포함시킬 경우, 어떠한 체계 내로 도입할
것인지도 고민하여야 한다. 물론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는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라서 현
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로카르노 제32류를 채용하여 그래픽 디자인 등을
일원화하여 제32류로 출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분류체계를 단순히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디자인의 경우 분류를 어떻게 지정하였느냐에 따라 기능 및 용도를 판단하
는 기초자료가 되며 선행 DB의 검색 시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분쟁 시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대상의 선정과 권리범위의 폭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218)
따라서 해당 디자인의 사용실태, 유통이나 활용경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분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등록여부나 분쟁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으로
서 완전히 물품을 배제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제32류의 그래픽이 아닌
해당 그래픽이 사용되는 물품군의 물품으로 직접 등록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
다.219)220)
218) 박해림, 중국 시장에서 디자인권 분쟁유형에 관한 연구 – 중국에서 발생되는 디자이누건 분쟁을 중심으로, 건
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93면.
219) 예를 들어 벽에 투시되는 방식을 가진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단순 그래픽으로 보게된다면 로카르노 제32-00
류가 되겠지만, 완전히 물품성을 배제하는 방식을 가정한다면 로카르노 제10-01류의 시계 및 알람시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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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결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입법으로서 미적처리 된 디자인의 수요 환기적 기능과 물품의
수요증대 기능에 착안하여 공업적으로 동일제품의 양산이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디
자인과 물품은 상호 불가분적인 관계로 보고 형성된 법리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물품”
을‘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운영했던 태도를 버리고 물품성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그“예외”로서 “물품의 부분, 글자체”를 인정하
고 있으나 여전히 로고, 그래픽 심벌, 캐릭터는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형성이 없는
불꽃 분수대 등도 등록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소품종 맞춤형 소량 생산과 정보와 물질
이 쌍방향적 변형이 수시로 가능한 디지털 제조시대에는 대량생산-대량판매 체제에 맞추어
져 있는 대표적 요건인 공업적 양산가능성으로서의 공업성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층생산방식에 부합되도록 물품의 정형성과 불가분성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운
영의 묘를 보여주어야 하며 까다로운 도면 기재 요건을 해제하고 도면의 불일치를 이유로
공업상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거절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221)
또한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외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내부 또는 물품
과 관계없이 구현되는 디자인까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법 개정 또는 최소한 디자인 심
사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222)

의 출원도 생각해볼 수 있다.
220) 다만 이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디자인 1
출원의 개념은 하나의 물품이 있고, 이 물품에 나타난 형태가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출원될 것을 의미하는
데, 통상 벽면 등에 투사되는 화상 등의 경우에는 그 화상만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투사를 위한
매개체인 물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투사를 가능하게 하는 물품인지, 투
사되는 물품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투사되는 물품과 투사용 물품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1디자인 1출원 개념
의 위반이 될 수있으며, 투사되는 물품(그래픽)만 등록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221) 김원오,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산업재산권」제53호, 지식재산권
학회, 2017, 201면
222) 물품의 내부의 보호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은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부를 보호하면 그 근간이
흔들린다는 견해와 내부에 특징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 실재 사용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최근
시각성 판단과 관련한 심사기준도 완화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확대경 등을 통한 관찰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현행법제로도 내부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김원오,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산업재산권」제53호, 지
식재산권학회, 2017,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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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타법과의 관계

I. 디자인 보호에 관한 타법에서의 논의

1. 디자인의 보호방식에 대한 연혁적 고찰

디자인은 그 성질상 기술과는 달리 저작권적 보호와 산업재산권적 보호의 영역에 걸쳐
있으며,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보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국제협약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베른협약」223) 제2조 제1항은 이 협약의 문학·예술적 저작물에는 응용미술저작
물(work of applied art)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4항은 예술저작물로서 보호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하지만, 그러한 저작물이 만
들어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의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용미술저
작물에 관한 규정은 1908년 베를린 개정을 통하여 이 협약 내에 반영되었으며, 당시에 사
용한 어휘는 ‘산업목적에 응용되는 예술작품(works of art applied to industrial purposes)’
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산업목적’이라는 규정의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고 보아서,
1948년에 통과된 브뤼셀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파리협약」224)에는 디자인을 언급한 조문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의 ‘공업소유권’225)은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5조의5는 ‘디자인은 모든 동맹국에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TRIPS협
정」226) 에서는 디자인을 독립적인 유형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였는데, 협정 제25조 제1
항은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성 있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의 보호를 규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독창성 있는’은 저작권법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며 ‘새로운’은 각국 특허법 또는 디자인법의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디자인에 대한 요구에 대응한다. 이것은 실제로 각 회원국이 자기의
223) 정식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224) 1883년 3월 산업재산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한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공업소
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다.
225) 현재에는 공업소유권이라는 표현을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최초의 협약 및 인용된 문헌의 표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226) 정식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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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보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27)
디자인이 산업재산권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과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권리의
취득이나 보호,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권리의 취득방식에서 보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 디자인은 국가별로 특정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비
로소 권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디자인은 어느 나라나 그러하듯, 저작
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권리의 취득요건에 있어서도, 산업재
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신규성, 창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진보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독창성만 있으면 족하다.228)
권리의 무효 또는 취소로 보면, 디자인권이 등록된 이후 법 상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는 자가 있다면,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
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심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발
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무효심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면, 타인의 저
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오직 그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야 할 뿐이다. 권리의 보호기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그 기간을 출원일 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의 경우는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효력에 있어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 없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의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차이점은, 저작권법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고, 피고의 저작물 중 일부가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작품이 독립
적으로 창작된 것이고 표절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독창적 성과가 포함된 것
은 창작상의 우연이므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디자인권은 타인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227) 인씬티엔(尹新天)저·허호신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34면.
228)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산업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인데, 신규성은 출원한 디자인
이 과거의 선행디자인과 같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독창성은 저작물이 단지 창작자 자신의 독립
적인 창작이고, 타인의 것을 표절한 것이 아닐 것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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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

디자인과 관련한 법제도는 그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가에 따라서 ① 권리 귀속법
제,229) ②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230) ③ 경쟁법,231) ④ 디자인에 관한 진흥
내지 지원 법제(정책관련 법제),232) ⑤ 소송 내지 집행의 절차법233)과 ⑥ 세법 또는 가치평
가 법제234)로 구분할 수 있다.235) 다양한 법에서 디자인이 논의 되고 있기는 하나, 본 과제
의 경우 신기술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기 위함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보호
범위 및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상기의 ‘②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에 대하
여 상호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제외한 지식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디자인 관련 국내법

디자인은 「상표법」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
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
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
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
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
229)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 귀속 법제로는 「국방과학연구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다.
230) 디자인과 관련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무
역행위」,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간
정보산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231) 디자인과 관련한 경쟁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232) 디자인과 관련한 진흥 및 지원 법제로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디
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무원의 직
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
술혁신촉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233) 디자인과 관련한 소송 내지 집행 등의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군사법원법」, 「변리사법」이 있다.
234) 디자인과 관련한 세j법 및 가치평가 법제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있다.
235) 이상의 분류체계는 이규호,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18-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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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36)
또한 디자인이 도용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디자인에 관
해 이 법들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해당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37)238)
디자인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
족하는 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의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
당할 경우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
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39)

나. 디자인 관련 법제간의 경계와 장단점 분석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은 해석 및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선택적 또는 중첨적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 디자인보호법만으로는 그 보
호가 충분하지 않은 산업디자인 영역을 이러한 법률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중첩적으로 작용
236) 이규호,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19면.
23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3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등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
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이러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므로(디자인보호법 제1조 참조),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보호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이러한 경
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되낟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판결.
239)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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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보호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산업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경
우가 많다.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은 실용신안법이나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각각 디자인에 대한 해당 법상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독자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이 각 법의 경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240)

[표 22] 디자인보호 주요법제의 기본적 구별

등록요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

×

○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행위
×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

보호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식별력

는 그 상품과 기능

신규성

분리가능성(응용미

사용에 의한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창작비용이성

술저작물)

식별력 포함

유사한 상품을 말함)
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가 아닐 것

보호기간

출원일부터 20년

저작자 생존 중 +
사후7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상품의 시제품 제작
+ 갱신을 통한

등 상품의 형태가 갖

영구독점

추어진 날부터 3년

출처 :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6면.

디자인과 관련한 각 법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디자이너 등 창작자들은 제도를 활용하
는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시스
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물성만 인정되면 그냥
주어지므로, 다양한 창작활동의 결과물들을 디자인 등록출원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할 것인
지,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상표전략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전략을 세우는 등, 출
시 제품과 관련된 포괄적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유용한 개념적 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다.241)

240)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6면.
241)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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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디자인 관련 법제의 장단점
디자인권


장점



상표권

독점배타적 권리(절대적 권 

등록절차 없음



독점배타적 권리

리 : 의거요건 입증불필요) 

장기의 보호기간



갱신에 의해 영구적 독점

보호수단이 강력한 편 

물품과 상관없이 그 어

가능(사실상 최장 보호)

(권리행사의 편리성)

떤 복제로부터 광범위한 

주지, 저명성 취득시 보

공신력 있는 증명서(디

권리보호

호확장 가능

자인등록증 발급)


저작권



유사범위까지 침해주장 가능 

국제적 보호확산 용이



유사범위까지 침해주장
가능

독일 : 산업디자인의 중
복보호 가능(단 창작의
정도가 높아야 함)




등록절차의 번거로움(기 

상대적 모방금지권(소송 

등록절차의 번거로움과

간 길고, 비용발생)

시 침해자의 고의 및 모

까다로움(사용에

동일 유사물품에 한정된

방행위 추가 입증 책임)

식별력 취득 입증)

침해성립의 어려움(우연 

동일 유사상품에 한정된

의 일치 인정)

권리범위

표현에 국한되는 저작물 

상표의 사용의 경우에만

의 보호범위

침해성립

공정이용 등 많은 저작 

속지주의 적용

권리범위
단점



상대적으로 짧은 권리기간



속지주의 적용



소프트웨어, 캐릭터 등
의 보호 한계





권 제한 사유



의한

트레이드드레스적 디자
인에만 보호적합

출처 :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7면.

3. 지식재산권의 경합·중첩의 경향과 해석

디자인은 반드시 하나의 법에 의하여만 규정되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자인 제도는
그 탄생초기부터 구체적인 보호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다시 말해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가운데 디자인을 어떠한 유
형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초기부터 어려운 문제였고 현재까지도 그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현재진행형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작권에 의한 디자인
보호의 대상과 등록디자인의 보호대상을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일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두 가지 제도에 의한 중첩보호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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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산업디자인이나 응용미술품 같이 보호대상 자체가 중첩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
지가 있거나, 지식재산권법을 이루는 각 법에 보호의 한계가 있어 권리자로 하여금 타법에
의한 권리의 확보도 꾀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각 법에
서 앞 다투어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호 요소가 겹치면서 중첩보호의 양상이 확
대되어 가고 있다.243)
사례로, 직물디자인(textile design)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물디자인과 패션의류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과 심사, 등
록에 이리는 기간을 거쳐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시되었다. 디자인 등록이 완료
된 이후에는 이미 시장가치가 사라지고 디자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
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물디자인과 패션의류의 경우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한 구제수단이 중첩적 또는 선택적 보호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어 왔다. 직물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초기에 디자인보호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극히 제한적으
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입법해석을 한 바 있다. 즉 직물디자인 등의 응용미
술품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외의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간의 존석기간 등 디자인보호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직물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44) 하지만 이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해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볼 때에도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응용미
술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
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245)
직물디자인과 달리 의류패션디자인은 그 물품 즉 의류 자체와 구분되어 저작물로서의 독
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 하에서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다.
242)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9-10면 참조.
243)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8면
참조.
2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판결.
245) 히딩크넥타이 디자인에 대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관련, 이전에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
물성을 부인한 판례는 해석상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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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류패션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이외의 어떠한 다른 방
법이 있는지 문제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의류업체들이 동업자조합(Guild)을 결성하여 자
력구제의 방법을 동원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독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여
의류패션의 단순모방을 규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
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기 이전 패션의류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판례에
따르면 패션의류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
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시킨 행위가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
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46) 기본적으로 디자인제도
는 디자인 창작에 관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부
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도 창작과 혁신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으로써, 장기적으로 창작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이
념 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7)248)
서체디자인(typeface)은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써 서로 토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문자들, 숫자들 또는 기타 상징적인 기
호들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의미하는데, 글자꼴, 글꼴, 활자체, 서
체자형 등으로 불려진다. 서체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디자인권 이외에 다른 보호방법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한 지 문
제되어 왔다. 실용적인 기능을 가진 서체디자인과 달리, 주로 미적 감각의 대상이 되는 서
예(Calligraphy)가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이
론의 여지가 없으나,249) 서체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되
지 못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대법원은 서체디자인이 일부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
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250) 그러나 하급심 판결 가운
데 서체디자인을 컴퓨터 화면,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즉 폰트(font) 프로그램은
24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판결.
247) 저명한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광고를 삽입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광고를 유치한 사안
에서 대법원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제시한 근거에서 경제적 불법행위법 또는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
의 그러한 이념을 확인해볼 수 있다. ; 대법원 2010. 8. 25. 선고 2008마1541 판결.
248)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12-13면 참조.
249) 대법원 1998. 1. 26. 선고 97다49565 판결.
25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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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외곽선정보를 벡터화된 수치내지는 함수로 구성된 폰트데이터에 따라서 출력기종
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 대법원도 폰트 프로그램
의 저작물성 보호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251) 서체디자인은 대부분 폰트 프로그램의 형태
로 생산 및 유통되기 때문에,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실질
적으로 서체디자인에 대한 등록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적 보호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
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252)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중첩보호의 양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바, 현재 제품의 입체적형상이나 포장디자인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경
우 상표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중첩 보호가 가능해 졌고,253)
특히 공예품, 직물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은 예술적 저작물이면서 문화상품의 성격을 지
녀 디자인권과 저작권 양 권리는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응용미술저작물
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유럽의 경우는 로고 자체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바, 신규성을 문제삼지 않는 상표보다 통상 디자인을 먼저 등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
며,254) 우리나라에서도 그래픽심벌이나 로고자체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I. 디자인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과의 중첩 문제

2000년 전후의 기존 산업디자인에서는 기획-제작-유통-판매 각 단계에서 특정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전제성이 기본적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을 보호하
고자 하는 관련 법규들 또한 현재까지 이 같은 물품의 전제성 개념을 필수적인 구성요소
로 두고 각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에서의 산업디자인은 기존의 산업
구조와는 달리 가상현실 디자인 등과 같이 물품의 전제 개념으로부터 상당부분 탈피된 형
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
25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판결 등.
252)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13-14면 참조.
253) 예컨대, 상품의 특징적 외관을 통징하는 트레이드드레스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도 다각도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어떤 상품의 와관 등이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받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 주지의 상품표지로서 요건을 갖추면 각 법에 의한 중첩보호가 가능하
다.
254)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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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근거 법규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거나 물품 전제성에 관한 해석론의 대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4차 산업 디자인의 특성으로부터 요구되는 적절한 법적 보호체계의
수립이 요구되며 현행 법규의 문제점 파악과 그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직접적인 보호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디자인보
호법과 더불어 응용미술저작물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이며, 보호대상의 중복현상
이 발생하게 되어 보호범위의 확정문제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보호의 중
복현상은 양 법 간 입법목적의 차이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저작물 정의규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의 내용을 제1조에 대입하여보면, 저작
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용미술을 산업적 시각에서 본다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하며, 디자인보호법은 제1조에서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
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산업디자인은 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에 양법에서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독자적 보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보호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정장치
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범위의 확정이라든가 보
호의 충돌현상 완화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최근의 디자인의 중첩보호의 확대경향
이 뚜렷한 데, 권리저촉과 달리 얼핏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일 대상
에 대한 중첩보호의 인정은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리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는 않지
만, 법 이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며, 공공의 영역으로 자유실시가 보
장되어야 할 영역이 다시금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공익적 보호법익과도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약용될 수도 있다.255) 그러므
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설정을 위한 원리규명과 대책이 요구되며, 현행법제의 근본적 접
근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관한 개선책도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선등록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이용관계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권리들은 각각 합법적으로 발생한 권
리이기는 하나, 그대로 두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며, 디
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성의 완화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충돌할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
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 디자인 창작수단과 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디자인권과 타 권리간
의 권리저촉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저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사후 조정하
는 방식의 평가 및 저촉 발생 시 어느 법의 적용을 우선 할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기준마
련이 관건이다. 나아가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권리간 저촉을 사후적으로 해결
255) 예컨대 디자인보호기간 경과 후의 저작권에 의한 중첩보호 요구 문제라던지, 고유의 전통적인 디자인의 보호
대상인 직물지 디자인 모양이나 상품디자인을 상표로 등록받아 영구적 독점을 꾀하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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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반 규정과 제도가 운영사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256)
이하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대응하는 응용미술257)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
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쟁점을 크게 해석론적 측면과 보호방법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상호간의 보호 중첩지점 발생에 따른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기술디자인의 경우 응용미술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전반적인 범주에서 응용미술이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사이에서의 중첩되는 문제들
을 검토하고, 이후 보고서 말미에서 신기술디자인으로 그 범위를 좁혀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및 쟁점

가. 응용미술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은 200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
이 요구되며, 응용미술의 경우 일반적인 저작물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적 요건 이외에도 응
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성립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특허발명이나
디자인은 그 성립에 대한 요건 외에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 특허법 상의 특허요건
(특허법 제29조 제1,2항), 디자인보호법 상의 등록요건(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2항) 등 공
통적 요건이 요구되는 반면, 저작권법의 경우 등록이 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 그
정의규정(제2조 각 호)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규정내용의 해당여부에 따라 간접
적으로 요건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258)
256) 김원오, 디자인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4-35
면.
257) 응용미술(applied arts) 이란 미술을 일용품이나 행사 등에 응용하는 것 또는 이 과정을 의미하며, 예술작품이
아닌 실생활에 주로 쓰이는 물건을 만들거나 꾸미는 미술이며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이다. 미술이 지
적 흥분과 이론적 감각을 주는 반면, 응용미술은 디자인과 장식(decoration)을 접목한다. 장식미술과 비슷하지만
별도의 개념으로 여겨지며,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션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장식미술, 실용미술 등의
분야는 응용미술로 간주하고 있다. 도자기, 직물, 보석, 유리제품, 가구, 장난감, 자동차, 일렉트릭기타, 영화의
포스터, 오래된 광고 등 상업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형식 이미지 등이 수집 대상이 된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91%EC%9A%A9%EB%AF%B8%EC%88%A0> 참조.
258) 김홍,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청구
논문, 2017,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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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 해석은 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을 도출하
는 작업으로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
해석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 해석을
통해 보호대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기타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의 경
우 어느 범위까지 응용미술로서 보호되는지, 즉 보호범위의 문제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즉, 응용미술의 경우 물품에 적용된 창작적 표현 중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체계에 있어 크게 해석론적 쟁점과 보호범위 설정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나.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요건 분석

(1) 물품 개념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인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은 물론, 동시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제2조 제15호에서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
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은
형식상으로는 응용미술개념의 개념범위에 대한 구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물품의 존재를 필수적인 전제로 두고 있으면서도, 그 이용된 물품과 독자적으로 구분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응용미술 정의규정에서의 물품은 응용미술이 적용되는 물적 대
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 분리시켜야하는 대상이다.
먼저, 국내의 법제 중에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품의 의미와 가
장 근접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디자인보호법이다.259)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
인의 정의에 있어 “물품(…중략…)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
호), 디자인보호법 또한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 ‘물품성’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므로, 디
259)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이 유독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에 있어서만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면서
도, 물품과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의 디자인’과
의 중첩보호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홍, 앞의 학위논문, 216-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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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보호법 분야에서는 ‘물품’에 대한 개념탐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디자인보호
법상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물품에 표상 또는 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모티
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디자인과 물품은 불가분의 관
계에 있으며 그 형태나 모양 등이 동일하더라도 물품이 상이하면 별개의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은 시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되며 일
정한 형상을 지니는 특정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15조 또한 응용미술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면
서도, 그 물품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함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물품의 구체성 또한 디자인보호법상과 마찬가지로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동 규정에서 “물품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을 때, 특정 물품의 어떠한 형태 또는 모양 등으로부터 응용미술로 볼 수 있는 미적
측면을 가진 요소를 어느 부분만큼 또는 어떤 방식으로 분리해야 비로소 구분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물품의 구체성 요건이 응용미술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그러한 구체성 요건을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와
동일한 구체성으로 본다면,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창작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법 체
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을뿐더러,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응용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은 물품의 존재 및
물품과의 구분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필수적 요건으로 명시하는 한편, 디자인보호법과
는 달리 권리부여에 있어 등록이나 물품류의 지정 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260)
반면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정의규정)에서는 ‘useful article’, 즉 실용품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있다.261) 미국 저작권법의 해당 규정을 보면 “실용품이란, 단순히 물품의 외관을
표시하거나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실용품의 일부분인 물품은 ‘실용품’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62)
260) 여기에서도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응용미술)이 평면적인 것인지, 아니면 입체적인 것인지에 따라 구체성요건
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굳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평면의 물품,
또는 물품의 평면적인 면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품의 구체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입체디
자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물품의 형태나 모양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물
품과의 구분성 등의 판단에 있어 판단대상이 되는 물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261) WIPO의 용어사전에 의하면, 응용미술은 “수공예품이든 산업적 규모로 생산된 공업적 생산품이든 상관없이,
‘실용적인 물품에 응용된(applied to objects for practical use)’ 미술저작물”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WIPO
용어사전이나 다른 외국의 법 규정에서는 그 ‘실용적인 물품’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262) 17 U.S.C. §101; A “useful article” is an article having an intrinsic utilizatio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An article that is normally a part of a
useful article is considered a “usefu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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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 정의규정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실용품의 가장 중요한 개념요
소는 물품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지 해당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특성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63)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저작권법상 실용품에 대한 정의규정과 같이 물품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
서 그 실용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물품이라 명명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들이 일차적인 저작
물성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응용미술저작물 규정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된다.

(2) 복제가능성 개념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
제의 개념은 물품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물품에 대한 복제가능성’
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복제 개념이 단순하게 응용미술작품 그 자체의 재창
작이 가능한지의 여부인지, 양적인 측면에서 산업적 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양산) 가능성의
여부인지, 아니면 질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일한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
확하지 않다.
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에서의 복제 개념은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 개념과
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
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동일물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동일물이 양산가능
하다는 것은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화나 조각 등 저작물이 공업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264) 특히 양산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특허
나 실용신안의 경우와는 달리, 디자인의 보호목적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양산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이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산성을 공업적 이용가능성의
필수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265)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즉 양산성을 중요한 개념적 요소로서 전제하고 있다.266) 또한 “공업
263) 예컨대, 1976년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하원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의자와 은쟁반은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
을 가진 물품이지만 의자의 등받이 부분의 조각이나 은쟁반의 꽃무늬 양각디자인의 경우 의자나 쟁반이라는
물품의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될 수 있다(H.R.Rep. No. 94-1476, 94th Cong., 2d Sess. 105, 1976, p. 55).
264)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216면.
265) 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217면.
266) 디자인의 자질이 공업적이라는 것은 공업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서, 환언하면 양산이 가능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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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서의 ’이용‘이란 완성품으로서의 물품이 어디에 이용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형태인 무형재 ‘디자인’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 즉 관념적 존
재인 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 등을 개개의 물품에 체현하여 실재의 물(物)로 하는 것을 의
미한다.267)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요구되는 ‘물품에의 복제가능성’ 개념과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 개념을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각 성립요
건의 대상이다. ‘물품에의 복제가능성’의 경우 그 대상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의 응용
미술저작물이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경우 그 대상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다.
보호방법론을 별론으로 하고 그 개념적 해석론에서 보았을 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품성의 여부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
물 중 응용미술저작물에서는 그 특수한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에의 복제가능성’, 즉 물품과
의 불가분성268) 및 양산가능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성 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유사한 성격의 속성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9)

(3) 물품과의 구분가능성

물품과의 구분가능성 요건은 저작권법 체계에서 유일하게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에만 요
구되는 특이한 점이다. 물품과의 구분가능성은 응용미술의 개념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중 있게 논의되어 오던 쟁점이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성립하려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
야”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의 구분을 말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물품과의 구분가능성 요건은 응용미술의 보호문제와 직결되며, 이에 관한 해석론은 그 논

이기 때문에 공업성이 있다는 것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7) 齋藤瞭二, 『意匠法』, 發明協會, 1985, 175頁.
268)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과의 구분성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려면 응
용미술저작물이 부착 또는 체현(體現)된 상태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며, 구분가능성 여부의 판단은 그 이후에 이
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69)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고정화(fixation)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만 물품과의 구분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규정목
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따져보았을 때, 그 이유는 순수미술과 대비되는 응용미술의 개념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포섭시켜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그 응용미술이 한편으로 디자인보호법 상의 성립요건(특히 물
품성) 또한 만족시킬 경우 물품과의 분리가능성 여부라는 기준을 두어 디자인보호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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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범주가 더욱 구체화 되어 진행되어왔다. 특히 물품과의 구분가능성 요건에 관한 국내
해석론들 중 대부분의 주장들은 미국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분리가능성 이론을 그 중심축
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들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에서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하는 물품과의 구분성에 대해,
‘물품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한정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이다.270)
(ⅱ) 저작권법의 응용미술 정의규정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입법적 결단으로서 받
아들인 결과이며, 따라서 분리가능성 이론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이다.271)
(ⅲ) 저작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해당 응용미술이 창작성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저
작물로 보호되어야 하며, 순수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한계가 불분명함에도 산업상 이용가
능성 또는 대량생산 등을 이유로 직물디자인 등의 저작물성을 배척할 수 있는 이론적 근
거는 미약하다는 견해이다.272)
(ⅳ) 응용미술도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다만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문제에 대해 응용미술
저작물로 저작권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소위 미국저작권법에서 논의되어온 분리가능
성 기준을 도입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법에 의한 단기보호만 가능
한 것으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중첩보호를 적절히 제한하기 위한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273)
(ⅴ)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복제
가능한 응용미술의 경우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그렇지 않은 공예는 그러한 독자성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미술저작
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일본 판례의 영향을 받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일부 수정하여 수용하고, 미국의 분리가능성이론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
는 견해이다.274)
(ⅵ) 우리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수용한 것
이라는 점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다만 미국의 판례 및 실무의 다양한 판단기준에 관한 이
270) 오승종,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299면.
271)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제7판)」, 세창출판사, 2011, 89-90면.
272) 김태훈,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통권 제49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7-8면.
273) 김원오,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원리 –응용미술품의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중
심으로-, 「산업재산권」 통권 제15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 132면.
274) 심재필, 응용미술작품의 지적재산권적 보호, 「대전지방변호사회지」 창간호, 대전지방변호사회, 2000,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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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은 각각 판단기준으로서 결함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여러 이론을 함께 고려한 뒤 우리
법상 해석론으로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275)
이처럼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물품과의 구분성 요건은 사실상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
을 우리 저작권법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대부분지만, 미국의 저작권법 또
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PGS)’로서의 특징이 실용품의 실용적 측면과 어떤 방식으
로 분리되어야하는 것인지, 분리가 되었다고 보는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하여
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276)
미국은 저작권법 규정의 해석론으로서 분리가능성 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져왔다. 분리가능성 테스트는 디자인의 장식적 측면이 실용품
의 기능적 부분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이
다. ‘분리가능성 이론’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물리적 분리가능성’과 ‘개념적 분리가능성’
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그 중 어느 한 가지의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물성
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미국 저작권법상의 보호법리라고 할 수 있다.277)

275) 차상육,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346면.
276) 이 문제에 있어 법 해석의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의 법원들은 법 규정이 구체적 범주를 설정하기보다는 법원
에게 응용미술과 산업디자인을 구분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77) 미국의 사례를 보면, 분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체적으로 직물이나 벽지의 디자인처럼 평면적(2차원적)인
것은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다고 보고 있으나, 3차원적인 것인 경우에는 실용품의 실용적 요소
와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 저작권 보호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적지 않은 판
례에서 저작물성을 부정함으로써 가급적이면 특허법상 디자인특허권과의 중첩보호를 피하려는 태도를 취해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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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미국에서의 ‘분리가능성 이론’에 대한 논의
물리적 분리가능성은 실용품의 실용적인 기능에 필요한 특징을 제거한
후에도 예술적 특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분리가
물리적
분리가능성
(physical separability)

능성이론에 입각한 판례로서는 Ted Arnold Ltd. v. Silvercraft Co. 판
결278)과 Esquire, Inc. v. Ringer 판결279)을 들 수 있다. 특히 Esquire
판결은 물리적 분리가능성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서, 가로등 디자인의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한 Esquire 사건 항소심은 당해 가로등 디자인의
어떤 부분도 전체적 구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280)281)

개념적
분리가능성
(conceptual
separability)

관념적 분리가능성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지만, “어떤 물품의 실용적
인 측면으로부터 장식적 또는 미적인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인간의 관념적 사고과정
을 통해 물품으로부터 그 미적 형태의 특징을 분리시켜 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82)

한편 다른 분리가능성 이론에서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에 대한 비
판론들이 존재하는데, 그 비판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각기 주장하
278) Ted Arnold Ltd. v. Silvercraft Co. 259 F. Supp. 733, (S.D.N.Y. 1966).
279) Esquire, Inc. v. Ringer, 591 F. 2d 796(D.C. Cir. 1978).
280) Esquire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사안의 가로등 디자인의 형상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 비교적 제한적인
분리가능성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용품의 디자인 전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당해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어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작물
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Esquire 사건에서 적용된 물리적 분리가능성 법리는 후속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학자들과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4th ed.), Matthew Bender & Co, 2006, p. 122).
281) Esquire 사건에 적용된 분리가능성 기준의 또 한 가지 결함으로는 실용품의 전체적인 형상의 보호가 부정된
점에서 이 방법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론은 판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요소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Barton Keyes, Alive and Well: The (Still) Ongoing Debate
Surrounding Conceptual Separability in American Copyright Law, Ohio State Law Journal, Vol. 69, 2008, pp.
120-141).
282) 관념적 분리가능성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의 중심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용품의 부차적인 실
용적 기능으로부터 주요한 장식적 측면들을 관념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Primary
/ Subsidiary Test이다. ② 디자인적 특징들을 실용품의 기능적 측면들로부터 관념적으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은 ‘그 실용품의 실용적 기능에서 촉발된 개념’으로부터 분리되는 개념을 통해 관찰자들의 마음을 자극
시켜야 하며, 실용적 기능의 관념이 모종의 예술품이라는 관념에 의해 통상의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대체될 수
있어야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Temporal Displacement Test이다. ③ 실용품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최종작품보다는 디자인 과정상 디자이너의 의도와 목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기능적 영향과 무관한 디
자이너의 미적 판단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가 확인되어야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존재하며, 미적인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융합되어 있으면 분리가능성이 부정된다는 Design Process Approach이다. ④ 어떤 제품에 실용적인 용
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지닌 미적인 요소 및 그 우수성 때문에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 계층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시장에서 판매될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는 Marketability Test
이다. ⑤ 실용품의 디자인에 편입된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의 특징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구체화된 실용품이 그러한 특징이 없더라도 동등하게 실용적이
라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Traditional Aesthetic Appeal Test(Equally Useful Te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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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단기준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주체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 그 최종적 주체는 당연히 법원(해당 사건 재판부의 판사)이 될 것인
데,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판단만을 하도록 훈련받은 판사에게 과연
미적 측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283)
응용미술저작물에 있어 물품과의 구분가능성 요건에 대한 국내의 학설들을 살펴보면, 미
국의 학설 및 판례이론들을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미국의
각 학설 및 판례이론들에 관해 그 비판론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
미술저작물 규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
된다.

(4) 디자인 개념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규정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을 두어 디자인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 디자인보호법과의 충돌지점을 만드는 모순이 발
생한다.
즉 저작권법 상 응용미술저작물이 되려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용된 물
품과 구분되어 하나의 미술저작물로서 성립해야 하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중략…”이라 명시함으로써,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반드시 디자인이 해당 물품에
화체(化體)되거나 표현될 것, 즉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첩보호가 발생하
는 것이다. 특히,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미술공예저작물 등을 미술저작물의 유형으로 규정
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디자인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두고 있는 경
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조에 존재하는 해석론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에서
의 물품, 복제가능성, 구분성 등의 요건으로 인해 중첩보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 제2조 제15조에서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결론짓지 않는 이상, 결국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규정은 ‘물
283) 김홍, 앞의 학위논문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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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의 구분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둔 규정의 취지가 일부 몰각되더라도 디자인보호법과의
중복보호를 인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84)

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문제

(1) 보호방식 적용과 배포권·전시권의 문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유형 중 미술저작물의 정의에 있어 우리 저작권법은 정의규정을 별
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대해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과 같이 선, 색채, 명암을 사용하여 2차원적 또는 3차원적 아름다움을 시각적
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85) 미술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
다.286) 응용미술저작물 또한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론적으로 공예는 일품제작의 수공예적 미술작품을 말하며, 응용
미술저작물은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정설이라 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은 기타의 다른 저작물 유형과는 달리 그 표현이 화체된 유체물이 주된 거래
의 대상이 되며, 그 유체물을 공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전시’라는 이용형태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제19조에서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에 대한
특유의 지분권으로서 ‘전시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술저작물의 경우 양
도 등의 사유로 저작자와 유체물인 원작품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양쪽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저작권자가 가지는 전시권을 비롯한 저작재산권과 원작품의 소유자
가 가지는 소유권과의 충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복제 및 그
이용행위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 것인지 등 저작재산권과 공중의 이익 간의 조화, 초상화
나 인물사진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저작자와 위탁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87)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미
284) 김홍, 앞의 학위논문, 231면.
285)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2판)」 홍문사, 2011, 274면; 박성호, 앞의 책, 77면; 半田正夫, 前揭書, 85
頁.
286)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四訂新版)』, (社)著作權情報センター, 2003, 120頁.
287) 이에, 저작권법은 제35조에서 미술저작물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전시권이나 복제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오승종, 앞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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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저작물로서 분류되므로, 응용미술 또한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미술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일반적 저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보호 및 미술저작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시권 등의 규
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이 아닌 다른 상품들과 함께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 힘들고, 가사 저작권의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
음과 같이 미술저작물로서 부여받은 법적 보호 범위를 파악하여 해당 응용미술작품을 이
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힘들다.
저작물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은 매우 폭넓은 권리범위를 갖고 있다. 복제권과 2차적저작
물작성권, 배포권288)은 물론, 아직 큰 논란이 된 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전
시권289)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중, 특히 응용미술저작물의 미술저작물
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① ‘배포권’과 ② ‘전시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저작재산권인 배포권은 ‘소리바다’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유체물의 형태
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에 한정시키는 법리가 형성되었으며,290) 물품에의
복제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물품에의 적용, 즉 제작 이후 배포
권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배포권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됨으
로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응용미술저작물이 적용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의 충돌이
조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의 원칙은 다른 산업재산법상의
유사 제도와는 그 적용범위가 상이하다. 즉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해 권리 전체를 잃게 되지만, 저작권자의 경우 배포권 외 다른 저작재산권이나 인격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② 저작권법 제19조는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
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원본과
그 복제물의 구분 없이 그리고 공표여부와 상관없이 전시권이 미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대상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전시’의 의미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전시’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91) 전시의 장소는 화랑・도서관・상점 진열대 등과 같이 전시를
위해 마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건물의 로비 등 그 밖의 공중
에게 개방된 모든 장소가 포함된다. 이처럼 전시권의 넓은 권리범위는 대량생산 및 유통되
어 상품으로서 전시될 가능성이 높은 응용미술저작물에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았을

288) ‘배포권’이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
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0조).
289) ‘전시권’이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9조).
290)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29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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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각 대상별 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 검토

① 응용미술로서의 심벌마크 및 상표도안

일반적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술로서의 저작물이라고 하여 다른 저작물에 비
해 특별히 고도의 예술성이라든가 미적인 가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림픽 오
륜마크라든가 적십자사의 십자가 마크 등과 같은 상징적 도안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제가 일본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다.
오륜마크의 저작물성 판단을 맡은 동경지방법원은 “올림픽 오륜마크는 비교적 간단한 도
안 모양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92) 오
늘날에는 올림픽 오륜마크나 적십자의 십자가 마크 등은 갱신을 통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표법이나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줄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2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상표로 사용되는 간단한 도안 등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적용되는 심벌 마크나 상표로 사용되는 도안
등의 경우, 대부분 평면적(2차원적) 도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
제될 수 있고, 특히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인정받기 용이하므로, 결국 일반 미
술저작물성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저작권법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저작물의 유형 중 미술저작물로서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반면, 미술 미술저작물의 유형으로 예시된 ‘회화・서예・조각・판화・
공예・응용미술저작물’ 중 어느 한 유형의 개념범주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응
용미술저작물로서 구분하되, 다만 그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
건보다는 미술저작물로서의 창작성에 관한 판단에 더욱 무게를 두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294)
292)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올림픽 오륜마크를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공
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어 누구라도 올림픽 마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시는 당시 저작권 전문가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오승종, 앞
의 책, 120면).
293)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
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294) 김홍, 앞의 학위 논문,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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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용미술로서의 글자체(Typeface)디자인

글자체는 ‘서체’, ‘서체도안’, ‘글꼴’ 또는 ‘글씨체’ 등으로 명명되며, 글자체를 법리적 측면
에서 보았을 때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나 숫자, 기타 상징적
기호들의 조합으로서, 그 형태가 표기체제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고, 문장을 구성하거나 그밖에 의미 있는 기호의 조합을 구성하는 실용적 기능
을 하는 물품에 형상화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295)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현재까지 판례는 글자체의 저작
물성 여부에 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학설은 글자체 디자인에 대
해 찬성하는 견해와296) 반대하는 견해로297) 나뉘어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글자
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지만,298) 글자체를 프로그램화 한 서체파일(font
file)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299)
아직까지 글자체 디자인에 관해 저작물성을 다룬 판례는 많지 않으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에도 글자체 자체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는 응용미술저작물 해당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원칙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에서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글자체 디자인 또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글자체 디자인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부정하는 한
295) Melvill B. Nimmer・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LexisNexis, 2003, p. 2-15.
296) 한승헌, Typeface의 보호와 저작권,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한국출판연구소, 394면; 차상육, 앞의 학위논
문, 171-172면; 송영식・이상정, 앞의 책, 83-85면.
297) 이호흥, 「타이프 페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1, 45면; 박문석, “저
작권과 글자꼴의 법적보호 (3)”, 인쇄신문(1991. 11. 22), 4면.
298) 글씨체의 저작물성을 다툰 ‘서체도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
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
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 바, …중략… 우리 저작권법
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
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
326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
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글자
체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 5632 판결). 한편, 서체도안 사건과는 달
리 1988년 3월 12일 문화공보부장관은 ‘구고딕 도안서체 1012자’에 대해 글자꼴 저작등록증(등록번호 제
880010호)를 교부한 바 있다.
29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19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4. 7. 선고 98나23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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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서체파일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이러한 대법
원의 태도에 실무의 비판을 수용하여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는 서체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300) 나아가 2013년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제2조 제2호에서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체계
가 성립함으로 인해 향후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글자체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는 논의의 방향이 더욱 소극적 보호에 그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캐릭터 보호

캐릭터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속하는 시각적 캐릭터에 해당된다면 당
연히 응용미술저작물에 의한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설속의 주인공 캐
릭터와 같은 어문적 캐릭터(literary character) 등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캐릭터
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대상으로서 논의될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다.
캐릭터에 대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보호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의 문제보다는, 캐릭터가 특정 물품에 상품화된 경우일 것이다.301)
즉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캐릭터를 제3자가 특정 상품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캐릭터가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만족하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미 일반적 저작물로서 창작된 캐릭터에 대해 다시금 응용미
술저작물로서의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달리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캐릭터는 우리 생
활 전반에서 무수히 다양한 물품에 디자인으로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물
품이 아닌 캐릭터 자체만을 두고 그 창작과정을 되짚어 본다면 과연 응용미술로서의 보호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캐릭터가 이용된 물품들의 대다수 경우에는 그
300) 다만, 타자나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301) 일본에서 캐릭터의 상품화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된 사례로서, 원고가 잡지의 연재만화 및 텔레비전 애니매
이션 캐릭터인 ‘근육맨’ 캐릭터를 플라스틱 고무지우개 인형(1개 10엔 정도)으로 디자인하여 발매한 제품에
관한 저작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그 캐릭터를
상품화한 인형의 복제, 판매한 것에 대해 피고들의 저작권을 침해를 인정하였다(東京地方裁判所昭和61年9月19
日判決 判例タイムズ 624号228頁(「キン肉マン」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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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이용된 캐릭터는 해당 물품을 위해, 그리고 해당 물품의 형태를 고안할 당시에 창
작된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존재와는 별개인 사상 또는 감정에 의해 창작된 것이고, 그
캐릭터는 그 물품과는 상관없이 애초에 일반적인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갖추어 창작되
었기 때문이다.302)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에 대한 긍정설의 측면
에서 본다면,303) 캐릭터는 특정한 저작물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304) 캐릭터가 그 창작 시점(부정설에 따를 경우305) 해당 캐
릭터가 특정한 유형의 미술저작물로서 창작된 시점)에 그 저작물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더불어 물품에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작인 미술저작물 저작권을 이유로 한 복제권 침
해주장이나 2차적작성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족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품에의 적
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이라고 할 정도의 미적 측면이 감득되는 등 특별한 창작성이 새롭
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물품에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306)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쟁점

디자인보호법 내에서는 응용미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특허청
의 디자인심사기준에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
의 예시적 사례로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을 명시하고 있다.307) 응용미술, 디자
인, 산업디자인의 각 개념들이 서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에 대립이 있으나, 디
자인심사기준을 보면 응용미술이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성립요건 및 공업적 생
산가능성을 만족하는 디자인에 해당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308)
302) 미국의 경우 우리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PGS의 권리범위에 관해, 저작권법 제113조에 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략…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을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실용성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물품으로도 또는 어떤 종류의
물품에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중략…”
303)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어문저작물로, 만화는 미술저작물로, 만
화영화는 영상저작물로 각각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캐릭터 자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 정도는 오히려 그 매체인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호보다 더
욱 포괄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캐릭터저작물은 캐릭터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가진 독립된 저
작물로서, 저작자의 ‘원래의 표현(original depiction)’을 떠난 복제행위에 대한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Goldstein, Copyright, Little Brown & Company, 1996, p. 2-130).
304) 특히 해당 캐릭터가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그 보호기간 산정문제 등 더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305) 캐릭터 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용모와 행동거지, 성격 등이 집합된 대상인 캐릭터 그 자
체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영화 등을 각각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306) 김홍, 앞의 학위논문, 247면.
307)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특허청, 2015, 115면.
308) 특허청, 앞의 디자인 심사기준,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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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에 한해 법
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미술 역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갖추어야 하고, 이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고 있
는 저작권법 간 보호범위의 충돌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체계 검토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과 ‘심미성’
을 중점으로 응용미술의 보호요건 및 보호범위를 분석한다.

가.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의 보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하면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디자인까지도
포함한 것을 의미하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디자인은 반드시 물품에 표현된 것만을 의미
한다. 이는 추상적으로 인지되는 모티브를 디자인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물품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구체성을 갖추어야만 디자인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309) 따라서 물
품에 표현되거나 화체되지 않은 단순한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물품에 화체되어야 비로소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에 있어 물품에의 적용여부를 필수적 개념 지표로서
설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물품에 적용된 응용미술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요건
의 만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응용미술의 물품성 만족여부에
대해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품성과 관련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일반법상의 유체물 개념과는 달리, 형상이
나 모양 등이 고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 즉 공간상의 위치,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고정적 형상을 나타내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응용미술품이 실제 사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앞으로도 다루어질 가능성은 적음은 별론으로 하고, 만약,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
는 물품의 유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응용미술품은 당연히 물품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
다.
두 번째로 물품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물품의 부품 또한 200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의
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물품의 부분이나 부품에
309) 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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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응용미술의 경우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독립적인 거래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인
정할 수 있는 경우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품의 동산성과 관련하여, 응용미술 중 액체나 기체, 유동체와 같은 정형적인 형태를 지
닌 고체가 아닌 유체물에 표현된 것이거나,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경우는 당연히 그 물
품성이 부정될 것이다. 한편,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기준’이나 대법원 판례해석에 따르면,
“물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있는”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에 적용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 동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310) 반면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
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물론 디자인보호법과 같이 저작권
법상 건축저작물 개념이 위 ‘디자인 심사기준’이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방갈로, 공중전화
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을 건축저작물로서의
보호범주에서 제외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인적 출입의 예정이 되어있지
않거나311) 건축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할 경우 등을 그 범주에서 제외할 뿐, 양산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이 그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312)
마지막으로 심미성은 미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특성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미감’이
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시각을 통해 인식할 때 느끼는 미
적 감흥을 의미한다.313) 그러나 미에 대한 기준은 시대,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동일
시대나 동일지역에 속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하는 환경이나 관습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요구되는 미감은 개인을 떠나 공통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미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314)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미감의 문제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었던 시대부터 “시각을 통해 미
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는 현행법 체제에 있어서도 주의환기설, 취미
성설, 미적 처리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315)

응용미술을 디자인으로 출원하게 되

310) 특허청, 앞의 디자인 심사기준, 108-109면.
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312) 즉 물품에의 복제가능성과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및 디자인 보호요건을 갖춘 이동식 건조물 등에 적용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디자인으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나,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만족한 이동식 건조물 등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김홍, 앞의 학위논문, 254면).
313) 황종환, 「의장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223면.
314) 노태정, 의장보호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지식과 권리」 창간호, 대한변리사회, 2003, 78면.
315) ①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 또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극을
주는 것이라면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설로서 자극설이라고도 한다(주의환기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
이 창작한 것에는 필연적으로 미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양산수단에 의해 생산되는 디자인에 굳이 미감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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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디자인 성립요건으로서의 심미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의 입법목적이나 그 취지에 비추
어 보았을 때는 “디자인은 주의를 환기하게 하고, 사람의 취미적 감정에 의해 지각되는 것
으로 족하며, 반드시 미적 감각에 다다를 정도의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16) 따라서 특정 응용미술품에 대한 심미성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응
용미술의 심미적 수준을 떠나 단지 미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지 여부만을 따져보게 된다.
한편,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떤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지 여부만을 따지며, 여기서의 창작성 개념은
그 예술성과는 무관하다. 응용미술의 경우도, 저작권법 규정에 대해 순수한 문언적 해석으
로만 접근해보면, 그 예술성이나 심미성을 요구하는 어떠한 표현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학설에 따르면 ‘물품과의 구분되는 독자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술성이나 심미적
가치가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도 논의된 바 있
다. 만약, 이 같은 입장에 따르게 된다면, 저작권법의 측면에서는 다른 저작물과의 보호요
건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 반면 디자인보호법의 측면에서 보면 응용미술 보
호에 있어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심미성의 개념이나 그 수준과의 해석론적 비교검토 문제
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나. 응용미술디자인의 등록요건

나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디자인에는 적극적인 미감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미의 단일성 이론(Unity of
Art)’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의 단일성 이론’이란 미의 해석이나 미의 가치 기준이 주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재판관이 순수한 미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②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통해 형태를 인지하는 경우 거기에 어떤 특수한 감정, 즉 취미감(趣味感)을 생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디자인은 주의를 환기하게 하고, 사람의 취미적 감정에 의해 지각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미적 감각에 다다를 정도의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취미성설). 우리나라 대법원
또한 1966. 5. 3. 선고 63후30판결 이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7 판결;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2. 5. 8. 선고 89후2041 판결;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 ③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심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통설적 견해
이다(심미성설). 여기서 심미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醜)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감성적 인
식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해석은 미를 느끼는 것 또
는 미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다. ④ 심미성에 있어 ‘미감’이란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형
태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미적 처리설). 즉 번잡한 감정을 주지 않게끔 형태상에 일
정한 목표나 질서가 존재한다면 디자인에 미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한국 및 일본의 특허청 입장
인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특허청, 앞의
디자인 심사기준, 111면).
316) 김홍, 앞의 학위논문,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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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중략… 그 디자인
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임을 요구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
인이란 공업적 생산과정(방법)에 있어서 동일물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
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이고 양산이 가능하다면 수공
업 방식의 가내공업에 의한 생산도 포함한다. 동일 물품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을
요하지 않고 일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의미한다.317)
물품의 형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래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예는 회화나 조
각 등 순수미술의 영역에 속하는 미술저작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순수미술
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양해를 얻어 양산화 되어 상품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실제로는 순수미술품과 양산품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디자인의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의 창작물의 보호관계에 있어 저작권과 디자인권
간의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때 선행하는 원작품이 창작되고 그 이후에 양산화가 이루
어지는 경우, 그 양산품에 대해서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17) 따라서 공업적 이용가능성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원자재에 전기적・물리적・화학적 처리를 가하여 동일물품
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요건화 시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디자인을 기재한 도면 등에 의해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반복생산성).
대체로 동물의 박제나 부산물(예컨대 진주나 대모갑 등)의 세공품 등 자연물을 재료로 이용한 장신구의 경우
반복생산성이 문제가 된다. 디자인보호법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품의 기능이나 사용방법 등이 문제
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소재를 사용하여 창작된 의장이냐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목제인형과 같이 물품의 기능, 사용방법이 사용된 재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에는 동일한 디자인이 반복생산될 수 있는지, 즉 인형목의 모양 등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생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은 양산을 의도한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양산 가능해야만 한다(양산성). 이런
점에서 일품제작된 미술적 저작물이나 건조물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일품제작 된 미술적 저작물 외에도 건조물
등의 경우, 이들 중 거대한 것, 거액의 제조비용을 요하는 것(예컨대 생산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양산이 가능한
것)은 양산이 가능하더라도 양산을 의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다 많다(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218면.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상기한 반복생산성과 양산성 이외에도 기술적으로도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기
술적 달성가능성). 디자인의 창작은 발전된 기술개발이 그 창작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디자인 개발의
성과가 기술개발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기술적 달성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공정방식이나 생산
기술의 수준을 벗어나 있거나 과도하게 진보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달성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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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성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물품에 표상 또는 체화되지 않은
단순한 모티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디자인 간에 서로 형
태나 모양 등이 동일하더라도 물품이 상이하면 별개의 디자인으로 본다.318)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은 시각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되며 일정한 형상을 지니는 특
정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물품의 구체성).
물품의 구체성 개념과 신규성의 문제는 그 물품대상 디자인이 응용미술디자인이라고 하
더라도 ‘1물품 1디자인권’이라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대원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즉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의 유사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성립성을 판단하게
되지만,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디자
인이 등록된 응용미술디자인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상물품이 다를 경우 등록된
응용미술디자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
게 된다.

(3)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당업자’라고 한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형태요소의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등록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즉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당업자가 선행하는 디자인의 형태요소를 보고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
건을 ‘창작비용이성’ 또는 ‘창작성’이라고 한다.
‘창작용이’는 디자인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경우의 개념으로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된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결합의 단순한 이용 또는 단순한 상
업적 변형인지 여부에 기준을 두며,319) 수요자의 혼동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직 창작의 정도
318) 디자인의 본질이 상품의 식별력에 있다거나 또는 수요자의 상품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는 디자인과 물품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지만, 디자인의 본질이 디자인의 미적 창작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디
자인과 물품은 서로 기능적 측면 및 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분적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른 현상은 디자인보호법 규정에서도 나타나있는데, 디자인의 정의규정(제2조 제1호)은 불가분적 입장
에 있지만, 반면 창작성 판단의 측면에서, 주지의 형태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을 등록할 수 없도
록 한 규정(제33조 제2항)은 가분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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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제로 한다.320) 응용미술은 미술저작물의 속성과 산업디자인의 속성이 공존하는 경우
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에 대해 요구되는 각 법상의 보호요건, 디자
인보호법상 창작비용이성과 저작권법상의 창작성과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즉 저작권법의 측면에서는 사상과 감정 표현의 독창성 여부가 중점적 판단요소가 되는
반면, 디자인보호법의 측면에서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결합의 창작용이성 여부가
중점적 판단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응용미술이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적격
이 주어짐은 물론이나, 저작권법과의 보호관계에 있어 양자의 보호범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고유의 응용미술 개념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권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하는 권
리를 독점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면서,321) 동시에 권한 없는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
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322)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적극적 효력 및 소극적 효력 외
에도 간접침해규정을 두어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디자인권 효력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이나 글자체디자인과 같이 디자인으로서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성 등의 요건만족 가능성이 문제될 경우와 같이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기존

319) 창작비용이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
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
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
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320) 만약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 상호 간에 있어 유사하지는 않으나 창작용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창
작비용이성)의 규정이 적용되고, 유사하면서도 창작용이성 또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신규성)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의 구체적 적용문제에 있어서 창작비용이성의 규정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물품 간에도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21)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 효력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322) 이처럼 디자인보호법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재산권 및 인격권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적극적 효력(독점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배타적 효력)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저작물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호
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디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대해 그 성립요건과 등록
요건을 만족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인 보호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양 법의 체계면에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권리 발생요건, 인격권의 존재유무 등과 같이 서로 상이한 법 목적에
기초한 여러 요소들이 각각의 체계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김홍, 앞의 학위논문,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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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적 보호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되 특수한 유형의 디자인의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추
가적 규정신설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다.323)

(1) 응용미술의 보호범위 검토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의 범위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9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권의 독점배타적인 효력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얼마의 기
간 동안, 어디에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미치는지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범위이다. 디자인
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지
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의 내용은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등에 표현되어 있지

만 그 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부분디자인의 표시, 도면의 기
재사항 중의 디자인의 설명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
한 디자인권의 법적 효력은 그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되며, 디자인권의 성립・이전・소멸 등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는 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된다.

① 응용미술의 효력범위

응용미술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및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
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을 만족하면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디자인보호법
상의 보호요건을 갖춘 응용미술디자인은 다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적극적)・배타
적(소극적) 효력을 갖게 된다. 등록받은 응용미술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
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응용미술디자인의
권리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중지시킬 수 있고, 침해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
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소를 통해 형사적 구제절차 또
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은 응용미술에 대한 개념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립요
323) 김홍, 앞의 학위논문,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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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권리범위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고유의 해석론적 쟁점은 뚜렷하지 않으나, 디자인 등
록된 응용미술의 경우 항상 저작권법상의 보호범위와 중첩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용미술의 소극적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이하에서와 같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범위를 비교
대상에 놓고 검토해볼 수 있다.324)
제3자가 등록된 응용미술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디자인보호법상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 된 응용미술은 물품성과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만족한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요건인 물품에의 복제가능성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이용된 물품과 독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디자인권과 달리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 단위, 또는 비사업적 실시의 경우에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는 i)
동일물품에 유사한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ii) 유사물품에 동일한 형상・모
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iii) 유사물품에 유사한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325) 즉 등록된 응용미술디자인과 유사한 형상・모양・색채를 가진 다른 디자인을
실시한 경우라도, 그 다른 다자인의 대상 물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326)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의 복제가능성은 단지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일 뿐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품의 동일・유사여부를 따지지 않는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 따
르게 된다.
응용미술디자인의 경우 해당 응용미술디자인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자인
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물품에 실시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침해를 구성하거
나 오히려 2차적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이 논의될 수 있다. 나아가 실시’와 관련하여, 이러
한 각 실시행위는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행위가 적법하다 하여 다른 행위
도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327) 한편 이러한 실시행위의 독립성에도 예외가 있다. 즉 디
자인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판매한 디자인등록물품을 구입한 자가 스스로 사용 또는 타인
에게 환매(還賣)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등은 당연히 권리침해가 되지
324) 김홍, 앞의 학위논문, 266-267면.
325) 그러나 이는 형식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개념범위를 표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등록디자인과 그 등록디
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표현된 다른 디자인이 서로 공통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326) 물품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설 및 판례는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용도 및 기능
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물품이라고 해석한다(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
327) 예컨대 등록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 물품을 그 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생산하여 그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한 경우이다. 이 경우,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
만료 전에 생산한 행위는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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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328)329)
또한 디자인권의 침해는 해당 디자인의 전체에 대한 것일 때 성립하는 반면, 해당 디
자인의 일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효과
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부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아야 할 경
우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
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해당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14조).330)
즉, 응용미술이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한 디자인등록이 된 경우, 저작권 각 지분
권에 의한 보호범위와 더불어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행위에 대한 보호범위가 주어지며, 나
아가 타인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
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
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응용미술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배타적 권리이지만, 공익적 필요성이나 산
업정책적 견지에서 일정한 경우 그 독점・배타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고 있으
며, 응용미술디자인 또한 각 제한규정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응용미술 디자인의 적극적 효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331) 첫째,
328) 이러한 독립성의 예외에 대한 법률적 해석론으로는 ① 디자인등록품의 판매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 그 권리
는 소진된 것이 되고, 다시 동일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권리소진설), ② 권리자가 물품
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묵시적 실시허락을 한 것이라 보는 견해(묵시적실시허락설)가 있다(노태정・김병
진, 앞의 책, 631-632면).
329) 그러나 해당 등록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독립성의 예외를 믿고 그 디자인물품을 전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권리소진은 배포권에만 국한되며, 미술
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전시권은 저작자의 허락에 따라 원본에 의해 일정한 장소범위 내에 전시가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되는 물품의 전시에 대한 저작자의 허락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니와, 응용미술의 특성상 그
원작의 특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330) 예컨대 블럭인형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타인이 그 디자인 등록된 블럭인형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실시하는 경우나 블럭인형의 조립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블록인형이 응용미술저작물에도 해당할 경우, 이러한 실시행위가 저작권법상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 고유의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법은 사상과 감정의 구체적 표현인 창작물, 즉 블록인형의 형태로서 독창적으로 표현된 부
분에만 그 보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 복제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복제・배포・전시
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저작권법상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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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적재산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응용미술이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그 등록출원일 전에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만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선 창작된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일 경
우 권리경합 주체의 증가에 의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제95조 각 항).332) 둘
째, 응용미술의 경우 현행법상 디자인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
과는 별론으로,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만족하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저작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는 점, 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권리의 이용태양
이 서로 다르다는 점, 각 권리는 창작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
질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제92조 단서, 제97조 제2항). 셋째,
공유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이다. 즉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각자의 자유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받
게 된다(제96조 제3항). 이 경우에도 공유관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
물성 있는 응용미술이 복수인에 의해 공동으로 창작되고, 또한 공동출원 한 뒤 디자인등록
을 받아 디자인권자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333)
한편 소극적 효력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첫째, 디자인보호법 제
94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334)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해 법 제23조 내지 제36
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나.335) 상술한 디자인보호법 제94조가 열거하고 있는 보호제한범
331) 김홍, 앞의 학위논문, 268-269면.
332)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은 디자인권자나 실시권자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
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통해서
만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권이
저작권과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보호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보완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디자인등록 받은 응용미술디자인과는 별도로 선 창작된 저
작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응용미술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도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333) 공유자간의 특약을 통해 디자인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시킬 수는 있으나, 디자인권과 별개의 권리인 저작권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유형과 중첩되는 실시행위에 대해 효력 제한의 특약을 두더라도, 이는 저
작권의 적법한 행사라는 항변에 대해 과연 이러한 특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논의된 바나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334) 디자인보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효력 제한사유로는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
시, ii)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iii)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iv) 글자체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서 (i)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ii) (i)에 따른 글자체
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가 있다.
335)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
용(제24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
조), 시자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
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및 동조의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
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
조의3),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그리고 영상제작자의 권리(제101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제101
조의2 내지 제101조의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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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범위는 서로 상이하고 만약 상호간에 일정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36) 둘째,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통상실시권은 크게 i) 허락에 의한 실시권(제99조 제1항
및 제2항), ii)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제100조 및 제103조), iii)
공평의 견지에서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제123조)에 의해 설정되는 강제실시권, iv)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62조)이 있다. 이처럼 통상실시
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37) 셋째, 등록료의 추납 등
에 의해 디자인권이 회복된 경우가 있다.338) 그러나 해당 응용미술디자인이 저작물성을 갖
추었을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데, 저작권의 경우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해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료로 인해 실효된
응용미술디자인 실시에 대한 적법성을 믿고 실시행위를 한 제3자의 신뢰보호의 문제 또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자인등록 된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상술한 사유로 인해 디자인권으로서의 효력
은 제한되더라도, 디자인의 실시 행위 중 저작권법상 허락받지 않은 권리행사, 즉 침해행
위에 해당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상 효력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기타 특수한 경우의 보호범위
336) 한편,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효력 제한사유는 종래에 열거식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한정성’을 요구한다는 점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 저작권
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새기는 것이 통설적 견해였다. 그러나 2011년 한
미 FTA의 영향으로 인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즉 포괄적 일반조항 형태의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이 도입되어 2012년부터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추가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일 유형으로 디자인등록된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4조의 보호제한범위에 맞춰 조율하는 해석
론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여전히 서로의 보호제한
범위의 차이점으로서 남아있게 된다는 점, 특히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우리 저작권법이 그 보호여부에 대한 명
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이 상품유통 및 경제질서의 측면에 입각하여 글자체디자인
의 이용태양 중 일부에 효력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보호목적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문
제가 남게 된다.
337) 예컨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 설정을 허락한 뒤, 이후 다른
제3자에게 저작권 허락을 한 경우 이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338) 즉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등록료의 추가납
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다시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고(제84조 제1항),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미 등록료의 불납에 의해 실효되었던 권
리가 회복된다(동조 제2항 및 제3항). 이 때 그 회복된 권리의 효력은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효력제한 기간) 중에 타인이 그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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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분디자인·부품디자인

부분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
조 제1호). 물품의 부분이 보호대상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
립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기준 또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은 물품성이 없어 디자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독립하
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이나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이나 ‘합성물
의 구성각편’은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39) 한
편, 부품의 경우 완성품과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자체만 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완성품과 분리되었을 때 그 자체로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갖춘 디자인보호법상 하나의 온전한 물품이 된다.340)
우리나라보다 앞서 부분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보호법제를 정비한 영국 CDPA(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의 경우,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보호 관련내용을 미등록디자
인권과 등록디자인 파트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CDPA의 미등록디자인편에 따르면 디자인
이란 “어떠한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 또는 형상(내부 또는 외부를 불문한다)적 측
면의 디자인”을 의미하며,341)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서,342) ① 구조의 방법 또는
원리, ② 다음과 같은 물품의 모양적 또는 형태적 특징으로서, i) 어느 한 물품의 기능을
수행케 할 목적으로 그 물품을 다른 물품에 연결시키거나, 다른 물품 또는 그 물품의 내부
나 주변에 배치하는 물품의 모양적 또는 형태적 특징, ii)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필수적
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의도되어 있는 다른 부품의 외관에 의존하는 물품의 모양적 또
는 형태적 특징. ③ 평면적(2차원적) 장식 디자인이 해당된다. 또한 CDPA의 등록디자인
편에 따르면 제265조 제1항은 RDA(Registered Design Act) 제1조의 디자인에 대해 “본법
에서 ‘디자인’이란 산업적 공정을 통해 물품에 적용되는 형태, 형상, 패턴 또는 장식적 특
징이며, 그 완성된 물품이 시각에 의해 인식되거나 또는 판단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면
339) 특허청, 앞의 디자인 심사기준, 108-109면.
340)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다시 완성품과 부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분은 여러 부품이 최종적으로 결합된 상
태인 완성품과 독립된 부품 각각을 가리킨다. 완성품과 부품 모두 독립되어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외관의 물
리적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거래상 이루어지는 물품구분과 일치한다. 반면,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따라 전
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나누는 것은 창작자 등의 의사가 반영된 권리 구분이라 할 수 있다(진선태, 부분디
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0
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02면).
341) CDPA 제213조 (2).
342) CDPA 제213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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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물품의 형태 또는 형상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경우, 즉 ①
단지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에만 의존하는 경우, ② 다른 물품의 필수부분을 구성하도록 하
고자 하는 디자이너에 의도에 따라 다른 물품의 외관에 의존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
다.343) 또한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RDA 규정인 제44조 제1항에서 “물품이란 ‘제조된 물품’
을 의미하며, 그 부품이 분리하여 제조되고 또한 판매되는 것이라면 물품의 부분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국 디자인보호법제에서의 부분디자인 보호규정들을 통해
도출되는 해석론으로는, 교환부품 및 물품의 부분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 등록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특정한 물품의 교환부품으로 제조되었다거나 판매되었다는 사
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유통물품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단순히
특정 물품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344)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2007년에 예비부품(spared parts), 즉 복합제품의 구성부품에
서 밖에서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자동차의 범퍼, 전조등 등)의 디자인보호폐지에 관한 유럽
연합디자인지침 개정안은 수리 또는 교환에 이용된 예비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에 의한 보
호가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바 있다.345) 우리나라의 경우, 응용미술은 물품의 부품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물품의 부분이라도 부분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영국 디자인보호법제에서와 같이 “교환부품 및 물품의 부분인 경우 자체로서 독립적인
유통물품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단순히 특정 물품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 이라든지, 유럽연합의 사례에서처럼 “수리 또는 교환에 이용된 예비부품에 대해 디자
인권에 의한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교환부품 또는 예비부품에 대해 그 디자인보
호를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응용미술의 대상물품이 특정 물품의 교환
부품이나 예비부품에 관한 것이더라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사여부의 판단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
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②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
분의 용도나 기능 ③ 그 물품 전체 중에서 점하는 부분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크기・범위, ④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자체의 형태 등의 요소에 기
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346)
343) CDPA 제265조 (1).
344) (社)著作權情報センター, “應用美術委員會著作權法と意匠法の交錯問題に關する硏究,” 著作權硏究所硏究叢書
第9號, 2003, 60-61頁.
345) 차상육, 앞의 학위논문, 173면.
346) 반면, 저작권법은 물품의 부분에 적용된 응용미술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
로,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하여 판단할 뿐 적용된 물품, 그 용도나 기능 등이 상이하다
는 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요소와는 그 기준이 다
른 저작권법상 유사성 판단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김홍, 앞의 학위
논문,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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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은 “물리적인 표시화면상에 구현되어 일시적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이차원적으로 형성되고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의미한
다.347) 즉 액정과 같이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해 표현되는 그 물품의 모양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348)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Icon), 그래픽이미지(Graphic Images)349) 등이다. 디자인보호법은 부분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을 통해 화상디자인을 그 보호객체로 두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의 물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보호객체로서의 인정여부는 물론, 권리의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화상디자인만의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화상디자인을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크게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물품에의 복제가능성 중 ‘물품’의 범위에 표시화면이나
액정 또한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응용미술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350) 즉 저작권은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기본적으로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응용
미술저작물 규정상의 물품의 개념범주를 디자인보호법의 물품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 것으로 본다면 화상디자인의 표현상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화상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에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상디자인 역시 응용미술에
포함된다고 보았을 때, 다른 응용미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간
보호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347)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 (상)」, 육법사, 2008, 865면.
348) 즉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
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김원준, 「산업재산권법」, 도서출판 오래, 2012, 526면).
349) 그래픽이미지에는 콘텐츠로서의 그래픽,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된다(송영식 외, 앞의 책, 866면).
350)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정병일, 저작권법에 의한 『화상디자인』의 보호연구 II), 「지식재산21」 통권 제88호,
특허청, 2005, 8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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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문자는 말의 음과 뜻을 표시하는 시각적 기호로서,
시각적 측면에서 문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자체는 현실의 디자인에 있어 그 배치
나 구성 또는 그 표현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 구성요소의 하나로 취급된다.351) 이것은 시각
에 의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비주얼디자인(visual design)뿐만 아니라 제품 출처 및
제품 명칭을 나타내는 포장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352)353)
또한,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에 대한 디자인 구성여부의 판단기준
에 대하여, ①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354) i)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거
나, ii)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
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②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
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i)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ii)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
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 등은 모양으로 보조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355)
한편, 저작권법의 경우 판례는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오고 있
지만, 글자체를 프로그램화 한 서체파일(font file)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저작물로
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356) 아직까지 글자체 디자인에 관해 저작물성을 다룬
판례는 드물지만,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에도 글자체 자체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는 응용미술저작물 해당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글자체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독성’ 외에도 그 ‘조형성’ 및 ‘정서적 개성’의 전달
력을 그 중요한 요소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작성 정도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독일 제국법원
의 ‘학교수업용 독일 글자체’ 판결357)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다른 응용미술의 경우와 동일
351) 齋藤瞭二, 前揭書, 150頁.
352) 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185-186면.
353) 그러나 종래까지는 의미전달기호인 문자의 공공성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상
품의 식별로서 기능하는 문자는 상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문자를 포함한 디자인을 등록하면 문자가 가지는
의미관념에도 독점권을 부여한 결과를 낳을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글자체 디자인의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는 서체 디자인도 디자인보호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
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함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
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
였다. 다만, 타자나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
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354) 표지란 시각을 통하여 특정한 관념을 일으키기 위한 도형으로서 그 중 사업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상표라고 하며, 그 외에도 심벌마크, 국공립단체의 문
장, 학교 및 단체의 기장, 도로교통 표지 등 일반적으로 마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355) 특허청, 앞의 디자인 심사기준, 119면.
35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19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4. 7. 선고 98나23616 판결.
357)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관계에 대하여 다룬 바 있는 독일 제국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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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 놓고 ‘단계이론’을 적용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58)
따라서 글자체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시된 문자에
대해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으로서 보호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보호를
부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보호범위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문제

가. 개념 충돌의 문제

(1) ‘물품’ 개념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있어서의 ‘물품’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동
법 정의규정은 응용미술의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품의 존재를 필수적인 전제로 두고 있으면서도, 그 이용된 물품
과 독자적으로 구분될 것, 즉 물품과의 구분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응용미술 정
의규정에서의 물품은 응용미술이 적용되는 물적 대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물성 판단
에 있어 철저하게 분리되어야하는 대상이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품의 의미와 가장 근접한 개념으
로서는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개념이 가장 먼저 비교검토 되어야 한다.359) 현행 디자인보
호법은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 “물품(…중략…)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디자인보호법 제2
조 제1호), 응용미술의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만족여부에 대해 구체적 유형별로 검토해

‘학교수업용 독일 글자체’ 판결(RGZ 76, 339 “Schulfraktur”)에서는, “저작권을 통한 미술보호와 디자인
보호의 사이에는, 어떤 명료한 개념적 징표에 따라 종국적으로 확정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판단대
상의 미적인 내용이 보다 풍부한지 또는 빈약한지 여부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358) 김홍, 앞의 학위논문, 279면.
359)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이 유독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에 있어서만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면서
도, 물품과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의 디자인’과
의 중첩보호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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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다음과 같다.360)
첫째, 유체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규정에 있어 물품의 유체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해석은 이루어진 바 없으나, 표현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된 형태의 대상
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성과 그 개념이 유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
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품의 유체성 요건을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정의규정상의
물품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품의 동산성과 관련하여, 응용미술 중 액체나 기체, 유동체와 같은 정형적인 형
태를 지닌 고체가 아닌 유체물에 표현된 것이거나,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경우는 당연히
그 물품성이 부정될 것이다.361) 반면, 저작권법은 제4조 제4호에서 미술저작물의 유형을 예
시하며, 건축저작물과 응용미술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통상적으로는 인
적 출입의 예정이 되어있지 않거나,362) 건축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할 경우 등을 건축저작물
의 범주에서 제외할 뿐, 양산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이 그 해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즉 이동식 건조물 등에 적용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
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서의 보호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나,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요건을 갖춘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에도 해당
하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 규정 및 최근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로서의 요건 및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요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우 당연히 양
법 모두의 중첩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디자인보호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건물디자
인으로서의 보호는 물론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이동식 건조
물 등의 경우 보호범위의 중첩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363)
셋째, 독립성과 관련하여, 물품의 부품 또한 200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의해 부분디자
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물품의 부분이나 부품에 적용된 응용
미술의 경우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독립적인 거래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364)
360) 김홍, 앞의 학위논문, 280-282면.
361) 한편,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기준’이나 대법원 판례해석에 따르면, “물품의 재질, 구조 및 형상 등에 비추
어 볼 때 현장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있는” 방
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에 적용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 동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특허청, 앞의 디자인 심사기준, 108-109면).
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
363) 특히, 근래에는 건축물이나 건조물이 산업상의 생산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었고, 하나의 건축
설계도에 따라 현지에서 건축자재 등을 재단하여 하나의 건축물이나 건조물을 완성하는 종래의 공법으로부터
하나의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그 단위 유닛, 부재(部材) 등을 미리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제에서 조립하는 공법인
프리패브 공법(prefabricated construction)이 등장한 뒤 같은 형태의 건축물이나 건조물을 양산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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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달리 물품의 부분 또한 물품으로 인정한다
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물품의 부분이나 부품도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상 개념요건
과 창작성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저작권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과 디자인
보호법 간 보호범위의 중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물품’의 개념은,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성을 갖춘 실용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법과 디자인보
호법 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물품’의 개념해석에
있어,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 명시된 ‘물품’ 개념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상의 ‘물
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놓고 보호방법론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물품의 ‘복제’ 개념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365)에 의해 동일물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동일물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화나 조각 등
저작물이 공업성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366) 공업상 이용가능성
을 구체적으로 요건화 시켜 살펴보면, ① 디자인을 기재한 도면 등에 의해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반복생산성), ②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 가능한 것(양산
성) ③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기술적 달성가능성)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구체적 요건 중 ‘반복생산성’ 및 ‘양산성’만 놓고 본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인 ‘물품에의 복제가능성’과 매우 근접한 개념으로 파
악된수 있다. 한편, ‘기술적 달성가능성’의 경우 아이디어 단계가 아닌, 표현단계 이후 저작
물성이 인정되는 저작권법의 효력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에서
의 ‘북제가능성’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순수미술의 개념에 따르면, 일품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것인지 여부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순수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364) 또한 우리나라는 영국 디자인보호법제에서와 같이 “교환부품 및 물품의 부분인 경우 자체로서 독립적인 유
통물품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단순히 특정 물품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 이라든지, 유럽연
합의 사례에서처럼 “수리 또는 교환에 이용된 예비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교환부품 또는 예비부품에 대해 그 디자인보호를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가 가
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65) 여기서의 ‘공업’은 원자재에 물리적・화학적 전기적 등의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한 분야이다(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216면).
366) 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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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양산 가능할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이에 대한
보호를 부정할만한 법적 근거 또한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디자인’ 개념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과는 달리, 디자인보
호법은 심사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2조에서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 “물품의 형상・모양・색
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이나 글자체는 포함되지만 한 벌 물
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디자인 성립요건을 만족한 후에도 디자인은 등록요건을 갖
추지 못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을 순수미술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디자인 등을 포
함한다”라는 표현 중 ‘디자인’의 개념 범위는 응용미술저작물 규정의 입법취지, 즉 ‘권리보
호에 있어 디자인보호법과의 구분을 위한 조정장치’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디자인보
호법상 ‘디자인’개념과의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디자인보호법은 제2조에서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범위에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를 포함
시키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
각성, 심미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등록요건, 즉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갖춘 뒤,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만 비
로소 법적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법이 요구하는 성립성을 갖춘 물품의 형태 창작을 말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단계는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뿐 등록요건의 만족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상 법적 보호대상은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까지 받은 ‘등록디자인’이다. 한편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정의규정에
서의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로 파악 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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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범주의 명확성 재고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367)

나. 보호대상(범위) 충돌의 문제

(1) 물품과의 관계성 문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요구되는 물품성은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의 판단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
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
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
다”고 하여, 디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물품간의 동
일・유사 여부 판단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68)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15조 또한 응용미술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으
면서도, 그 물품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함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만, 물품의 구체성 또한 디자인보호법상과 마찬가지로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하
지 않다. 동 규정에서 “그 이용된 물품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
미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특정 물품의 어떠한 형태 또는 모양 등으로부터 응용미술로 볼
수 있는 미적 측면을 가진 요소를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 어느 부분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분리함으로써 구분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물품의 구체
성 요건이 응용미술에 있어서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구체성 요건을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되는 정도와 동일한 구체성으
로 본다면,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창작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법 체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을뿐더러,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응용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은 물품의 존재 및 물품과의 가
분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필수적 요건으로 명시하는 한편, 디자인보호법과는 권리부여에
있어 달리 등록이나 대상물품의 지정 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개념에 대
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범위의 중첩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명

367) 김홍, 앞의 학위논문, 287면.
36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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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응용미술디자인이 그와 비교되는 디자인과 서로 대상물
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만 각 디자인간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물품
이 서로 다르면 형상이나 모양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별개의 보호대상인 디자인
으로 보아 보호되지 않는다. 반면, 저작권법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의 등록여부와는 상관
없이 창작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고, 대상물품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적용된 물
품의 범위를 넘어 그 표현상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그 응용미술저작물의
권리범위는 디자인권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369)

(2) 보호범위 중첩문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권리범위는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복제・배포・대여・전시・공
연・공중송신・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를 기초로 한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권
리범위는 실시행위, 즉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370)・사용371)・양도372)・대여373)・수
입374)・양도나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375)행위를 기초로 하여 설정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실시행위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자인보호법의 ‘실시’개념에
기초하여, 각 실시행위에 대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와 저작재산권의 보호범위가 중첩되는
369)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디자인과 미술저작물에 있어, 그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모방품의 경우 원작이
적용된 물품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물품의 원형에 기초하여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품의 지정여부에 따른 양 법 간 보호범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이 적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물품에 적용된 모방품과의 침해문제가 야기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보호범위 중첩문제 발생할 수 있게 된
다(김홍, 앞의 학위논문, 290면).
370) ‘생산’이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생산행위는 반
드시 완성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모형의 제작, 설계도의 작성과 같은 준비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황
종환, 앞의 책, 578면).
371) ‘사용’이라 함은 디자인등록 된 물품을 그 창작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작자는 원칙적으로
그 창작품에 관한 이용가능성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용의 목적이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다 하더라도 무방하다(노
태정・김병진, 앞의 책, 631면).
372) ‘양도’라 함은 등록디자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양도는 그 횟수의 제한이 없으며,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의 종류 또는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계약성립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는 ‘수출’도
포함된다(황종환, 앞의 책, 578면).
373) ‘대여’라 함은 등록디자인 물품을 빌려주는 행위로서 유상인지 무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지만 단순히 기탁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황종환, 앞의 책, 578면).
374) ‘수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생산된 등록디자인 물품을 국내시장에 반입하는 국제상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단순히 보세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수입품이라고 보지 않는다(황종환, 앞의 책, 578면).
375) ‘양도나 대여의 청약’이라 함은 양도나 대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공람(供覽)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시
는 그 전시의 목적이 양도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만 한하므로 박람회에서 행하는 단순한 전시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6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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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80)
[표 25]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범위 충돌 문제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품의 ‘생산’은 등록된 응용미술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만들어내
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상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2
차적저작물작성’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
생산

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다. ‘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은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물품에 응용미술디자인을 적용시켜 ‘생산’하는 행위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나, 양법간
의 상이한 침해판단 법리에 따른 보호범위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품의 ‘사용’은 저작재산권상의 특정 행위유형과 관련시키기 어렵

사용

다. 디자인보호법의 실시행위 유형 중 ‘사용’은 디자인을 구체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디자인등록된 물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용의 목적이 창작자의 의도와 일치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품의 ‘양도’는 등록된 응용미술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상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 등을 ‘배
포’하는 행위와 그 개념범위가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이에 따른 권리범위의 중복이 발생
할 수 있다.
권리소진에 있어, 디자인권은 ‘실시행위의 독립성’ 원칙의 예외로서 디자인등록물품의 판
매가 정당하게 이루어 진 후 그 권리는 전부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에 반해,376) 저작권법

양도

상의 권리소진의 원칙은 배포권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이나 인격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응용미술디자인이 저작물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독립성의 예외를 믿
고 그 디자인물품을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377)
또한 저작권법상 배포권이 소진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당해 저작재
산권자의 허락을 얻어 거래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불법
제작 된 복제물을 제3자가 선의・무과실로 취득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
로 보게 되면,378)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여’는 저작권법상 ‘대여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법은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대여

저작물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간 보호범위
중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품의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등록디자인 물품을 국내시장에

수입

반입하는 행위로서, 수입행위 그 자체는 저작재산권 권리 유형 중 배포권 이외에는 보호
범위의 중첩이 발생할 여지는 크게 없다.
청약행위는 그 행위태양에서의 특성만을 놓고 보면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와 보호범위의

청약

중첩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그 행위결과에 있어 보호범위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시’행위이다.379) 전시권이 응용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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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법 자체만으로도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
에 ‘전시’된 상황이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 대여나 양도의
‘청약’행위까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응용미술이 다시금 디자인등록 된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재
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각 권리에 대한 보호범위와 더불어 디자인보호법상의 실
시행위에 대한 보호범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양법의 보호범위 간의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시권’의 문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전용실시권은 강력한 독점・배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381) 응용미술의 경우
현행법상 디자인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과는 별론으로 저작
권법상의 요건을 만족하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저작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다
른 별개의 권리라는 점, 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권리의 이용태양이 서로 다르다는
점, 각 권리는 창작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으
로부터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82) 예컨대 응용미술 A의 창작자 甲이 저작권
376) 실시행위의 독립성에 대한 예외로서, 디자인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판매한 디자인등록물품을 구입한 자가 스
스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환매(還賣)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등은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 것
으로 보는데. 이 같은 예외에 대한 법률적 해석론으로는 ① 디자인등록품의 판매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 그
권리는 소진된 것이 되고, 다시 동일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권리소진설), ② 권리자가
물품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묵시적 실시허락을 한 것이라 보는 견해(묵시적실시허락설)가 있다(노태정・
김병진, 앞의 책, 631-632면).
377)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권리소진은 배포권에 국한되어, 미술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전시권은 저작자의 허락에
따라 원본에 의해 일정한 장소범위 내에 전시가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되는 물품의 전시에 대한 저작자의 허락
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니와, 응용미술의 특성상 그 원작의 특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378)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49면.
379) 디자인보호법상 대여나 양도의 ‘청약’은 대여나 양도의 ‘전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여기
서의 ‘전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공중의 공람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시는 그 전시의 목적이 양도
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저작권법상 ‘전시권’ 규정은 원작의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순수
미술로서의 미술저작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응용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전시가 디자인보호법상 대여와 양도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시
권 또한 인정된다.
380) 김홍, 앞의 학위논문, 295-297면.
381)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범위 내에서 디자인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받게 된다(제92조 단서, 제97조 제2항)
382) 김홍, 앞의 학위논문, 297-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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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받고,383) 이후 저작권 등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다음, 乙에게
A의 복제권 이용을 허락하고, 丙에게는 A 디자인의 생산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
고 할 경우, 乙과 丙간의 법적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양 법상의 권리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발생하는 별개의 독점배타권이며, 어느 한 권
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주종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은 제95조 제3항
에서 저작권과의 이용저촉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디자인이 선 창작된 저작물과
서로 다른 경우이거나 또는 선 창작된 저작물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양 법 어디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 조
항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편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배타성이 없는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통상실시권의 여러 유형 중 ‘허락에 의한 실시권’의 경우
에는 그 실시권 허락행위 이후의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384)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제3자와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응용미술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한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4) 공유관계 문제

응용미술디자인은 다수의 협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공동으로 창작될 수 있으며, 이를
저작권법의 개념으로 본다면 공동저작물이 되고, 디자인보호법의 개념으로 보면 공동디자
인이 된다. 또한 현행법상 응용미술의 경우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각 요건
들을 만족하면 당연히 양법 모두의 중복보호를 받게 된다.385) 따라서 응용미술의 경우 하
나의 창작물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창작한다면 법적요건 만족여부에 따라 단일한 대상물에
대한 공동디자인의 디자인권이자 동시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386)
383)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며, 본 예시에서는 해당 응용미술디자인이 저작물성 또
한 확실하게 만족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384) 예컨대, 허락에 의한 실시권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 설정 후에 다른 제3자에게 저작권 허락
을 한 경우 이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허락에 의한 실시권
에 있어 법 실무에서는 실시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 1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다른 사람
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을 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385) 보호대상으로서의 요건만족 시점을 놓고 보면, 그 창작만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저작권법의 보호가 우선하
여 이루어지고, 이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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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이나 공동디자인의 경우 당연히 그에 관한 권리 행사는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387)
이러한 권리의 발생 및 변동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88) 첫째, 이와
관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응용미술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해 발생한 둘 이상의
권리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의 행사를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
법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389) 만
일 다른 권리공유자들이 저작재산권에 기해 특정유형의 권리행사를 반대하더라도, 어느 한
권리공유자가 디자인권의 실시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 경우 양 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
아 접근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 보호기간의 문제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 시 및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
외적인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디자인보호
법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저작권법과 달리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짧게 제
한하고 있다.390)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특
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은 디자인만을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만 하면 창작 그 자체에 의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용미
386) 한편, 공동창작이 아닌 경우에도 지분의 양도나 상속 등에 의해 그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공유하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 경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른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아닌 ‘다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하고 있는 제48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일명, ‘두사부일체’ 사건).
387)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에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에
있어 각 저작자는 신의(信義)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반면, 디자인보호법은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지분 이전・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 등의 경우에 있어서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디자인보호
법 제96조 제2항 내지 제4항).
388) 김홍, 앞의 학위논문, 299면.
389)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작재산권의 권리행사유형과 디자인의 실시행위 유형은 서로 상당부분 동일하거나 유사
하다.
390)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또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각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각 나라마다 기간의 차이가 존
재한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종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였으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
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그 보호기간을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
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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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보호를 하게 되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응용미술작품까지도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잔존하게 되어, 법 적용상의 혼란은
물론 동종 분야의 경쟁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또한 트렌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산업적 성격이 짙은 응용미술에 대해 문화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온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
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른협약이 25년간 보호기간을 요구한 배경에 비
추어 보더라도, 응용미술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391)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이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저작권
의 효력발생시기를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392) 반면,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디자인 창작의 완성,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등록결정, 등록료의 납부, 디자인등록원
부에의 설정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제3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타인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출원인
자신의 것도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이 원칙을 일관하면 현실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36조 제1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절
차에 의해 해당 권리자가 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예
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93) 특정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 해당 권리자가 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지만, 출원
전에 창작이 이루어 졌거나 심지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원 전에는 실질적으로 제3자의 실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
는 정도의 독점・배타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한 금지적 효력은
설정등록 이후의 효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394)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그
권리의 발생시기는 저작물의 창작시(時)이기 때문에, 해당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을 한 때에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391) 김홍, 앞의 학위논문, 301-302면.
392)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393) 이 같은 출원 전 공개에 대해서는, 그 의제사유를 불문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통해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개의 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그의 의사에 반한 공개인지 여부에 따라 출원 시 취지의 기재와 증명서류의 제출유무에 차이가 있다.
394) 디자인의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그 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경
고할 수 있고,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실시한 자에게는 보상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
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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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4항)과 관련
하여, 직물 디자인 등과 같이 트렌드에 민감하여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디자인
이나 개발 속도가 빠른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의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상
당한 시일 동안 불완전한 보호지점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395) 그러나 저작물성과 디자인
보호법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복보호가 가능한 현행 법제도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
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응용미술디자인의 창작자는,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상의 강력한 독점・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설정등록일 전까지 출원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 주장을 통해 공
백 없는 보호를 원할 것이다.
결국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저작권법
에서는 일반적인 디자인의 경우와는 달리 창작시로부터 법적 보호가 주어지게 되고, 이를
디자인보호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응용미술작품 또한 일반적인 디자인과 동일한 성
립요건 및 등록요건을 만족시킨 보통의 디자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법에 의하여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다른 디자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96)

III. 디자인 보호에 있어 상표법과의 충돌 문제

1. 상표와 디자인의 충돌의 개요

앞서 살펴본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이 서로 겹치는 경우, 상표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의 보호대상 확대는 필연적으로 상표법과의 중복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며, 상표의 구성요건을 갖
춘다면 상표로 등록이 될 수도 있다. 캐릭터 등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고취시키고
구매에 이르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바, 상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395) 다만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1997년 개정을 통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4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
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물품(의류, 침구류, 사무용지, 인
쇄물, 포장지, 포장용기, 미술용품 등이다)의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이 단축되었고, 특허청에서도 심사등록의 경
우 그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옴으로써 종전보다는 그 등록까지의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통 2-3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라이
프 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심재필, 앞의 논문, 208면).
396) 김홍, 앞의 학위논문,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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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해당 상표의 독특한 이미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기억하게 쉽도록 하는 데에는
디자인의 역할이 크며,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이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바, 디자인과 상
표의 중복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397)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본래 창작보호법의 영역에 속하며 상표법은 물품의 식별표지로서
상인의 신용과 경쟁질서의 투명함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산법이자 경쟁법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한 바 각각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중복하여 보호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권리자가 출원하거나, 선행하는 권리가 있을 경우
후속 권리에 대한 처리를 규정할 필요하 있을 뿐이다.

2. 상표와 디자인 충돌에 대한 국외의 법리

미국의 경우 특허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특허와 상표는 동일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디자인과 상표의 중첩보호가 가능함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398) 유럽에
서는 디자인권과 기타의 권리가 중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체디자인 또는 미등록 디자인,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 있는 표장, 특허와 실용신안,
글자체에 있어 민사책임 및 부정경쟁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99) 프랑스의 경우, 1998년 판결에서 ‘기탁된 모든 물품이 식별력을 갖는 이
상 이미 기탁된 디자인이라도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결정하여
상표와의 중첩보호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보호의 공존이 가능한 경우에는 디
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신규성과 상표법의 식별력의 요소를 갖춘다면 중첩보호가 가능하
다는 의미이다.400) 유럽디자인규칙의 선례가 된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CDPA)는 디자인보호를 등록디자인권, 미등록디자인
397) 이영훈, 등록디자인의 상표 등록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제44호, 산업재산권법학회, 2014, 178면.
398) MPEP 15.55.01. (Design Patent- Trademark Overlap) 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in In re
Mogen David Wine Corp., 328 F.2d 925, 140 USPQ 575 (CCPA 1964), later reaffirmed by the same court at 372
F.2d 539, 152 USPQ 593 (CCPA 1967), has held that the underlying purpose and essence of patent rights are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ose pertaining to trademarks, and that no right accruing from the one is
dependent upon or conditioned by any right concomitant to the other.
399) Directive 98/71/EC Article 16. (Relationship to other forms of protection)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provisions of Community law or of the law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relating to unregistered design rights, trade marks or other distinctive signs, patents and utility models,
typefaces, civil liability or unfair competition.
400) 김원오, 지적재산권 중첩보호의 문제점과 해결원리-응용미술품의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보호를 중심
으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논집」,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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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저작권으로 3분하여 등록디자인은 등록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미등록디자인은 원칙적
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장기간 보호되도록 한다. 등록디자인은 독창성과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미등록디자인은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되는 권리이다. 다만 미등록디자인의 경우는 3D 입체형상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며, 표
면장식에 대하여는 미등록디자인이 인정되지 않는다.401) 중국의 경우에는 디자인은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상표권, 저작권, 기업명칭권, 초상권 및 지명상품 특유의 포장 또
는 장식사용권)와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들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상표등록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그보다 선순위에
존재하는 저작권 또는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잇다.
선사용권, 실질적 표장권 등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상표등록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다. 저작권과 저
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무효사유를 설정하는 입장과 권리행사의 면에서 선
순위를 인정하는 입장에 차이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있다.402)

3. 우리나라의 디자인과 상표의 중첩보호 문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
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03)

제3절 소결

디자인보호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은 모두 창작의 보호라는 목적인 같으나404) 그 보호
객체가 상이하고 독자적인 요건에 의해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므로 그 중에는 대상물이
동일하거나 권리 자체가 경합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디자인 보호법제의 경합은 크게
401) 권기일,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6, 82-83면.
402) 이지현, 상표권과 타 지식재산권 간의 법적 충돌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
문, 2017, 65-66면.
403)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5도2749판결.
404) 상표법은 목적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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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한 디자인에 관한 보호가 각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첩보호의
문제와 동일대상에 대한 창작자의 디자인권과 제3자가 획득하는 타 지적재산권간의 권리
저촉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405) 특히 논의코자 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
라 그 권리저촉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동일대상간의 중첩보호는 상이한 권리
주체간 권리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는 않지만, 법 이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법적안정
성을 저해하며, 공공의 영역으로 자유실시가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 다시금 제한을 받게 됨
으로써 공익적 보호법익과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의
확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절한 기준설정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며 현행법제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선등록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이용관계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권리들은 각각 합법
적으로 발생한 권리이기는 하나, 그대로 두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분쟁을 일으킬 소
지가 많으며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 요건완화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충돌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406) 전통적으로 디자인

405)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 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4
면.
406)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 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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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자인의 물품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디자인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외관’을 창작하는데 투입된 지적 노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들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다르고, 그 보호방법 역시 특허, 저작권, 부정경쟁방
지법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07)
각국의 디자인 제도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긴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적인 차이점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실체적인 몇 가지 차이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대표
적인 것이 바로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관점의 차이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상당히 기
본적인 문제로서 디자인의 정의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도 볼 수 이는데, 외관이 동일한 경
우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이 상이한 경우에도 보호가능한지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와 직
결된다. 또 하나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견해의 차이이다. 일반적으
로 디자인은 예술적 창작물이 아닌 공업적 생산품의 외관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국가별
로 별반 차이가 없으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를 공업적 생산
품의 디자인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국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상태로 표현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아이콘 등 시각적 창작물도 물
건의 외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 간에 이견이 있다.408)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법제에서의 보호대상, 특히 물품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전개를 살펴보고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국제사회에서 디자인의 물품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

I.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의 논의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이하 ‘WIPO’라 한
407) 예컨대 어떤 나라는 디자인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재산권의 고유 영역으로 보기도 하
지만,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법의 일종으로 보고 특허법 내에서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지
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자인법조약(Design Law Treaty, DLT)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만 보아도 디자인의 법적성격을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8)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20-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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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WIPO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국제조약인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이하 로카
르노협정’이라 한다)’과 ‘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6년 4월 11일, WIPO/SCT 회의에서는 이미 ‘산업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면, 산
업디자인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 개의 제품이 디자인 특허
및 저작권 보호의 법적요건에 부합할 때, 창작자는 디자인 특허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Yardley 사건에 대한 미국 CCPA(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관세 및 특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본 사건에서 논란이 된 디자인 특허
신청안은 손목시계의 외관 장식용 디자인이었다(그림6 참고). 본 외관디자인은 이미 저작권
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USPTO의 특허 항소 및 침해 위원회(Board of Patent Appeal &
Interferences, 약칭 BPAI)는 반언 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 신청안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대
부분이 알고 있는 선택적 보호이론(The election of protection doctrine) 때문이다. CCPA는
거절 이유를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미국 국회는 디자인 특허와 저작권 부분
이 겹치는 창작에 대하여 각기 다른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법률은 그 중 하나의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명인이나 저작자에게 반드시 디자인 특허
또는 저작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접근법은 엄연히 입법
목적에 저촉된다.409)

409) 「新兴科技设计发展与图像及GUI的设计保护」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
t_Column/IPNC_161102_12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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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Yardley 사건에서의 외관디자인 신청안
[그림 62] 신문상의 이미지

[그림 63] 출원번호 No. 21,125의
표면디자인

II. 로카르노 협정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on for Industrial Design)’, 일명 로카르노협정은 디자인분류체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68년 체결, 1971년부터 발효되었다. 2018
년 11월 현재 총 5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로카르노분류 제11판이 발효 중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제12판이 발효될 예정이다. 로카르노협정에서 결정된 로카르노분류는
기본적으로 기능에 따른 포괄적인 분류체계이므로 주로 무심사주의 국가를 위한 분류체계
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실질심사를 위한 정교한 분류체계가 아니므로 협정에서 밝히
고 있다시피 권리범위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적·관리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
다.410)

따라서 로카르노분류는 행정적 특징만을 가지며, 체약국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의 속성과 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체약국은 이 분류에 적당한 법
률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체약국의 자유에 따른다.
로카르노 분류는 다수의 협정 가입국을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프리카지
식재산기구(OAPI),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베네룩스지식재산기구(BOIP) 및 유
410) 로카르노협정 제2조 (국제분류의 사용 및 법적 범위) 1. 이 협정이 규정한 요건을 전제로 국제분류는 행정적
성격만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류의 법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분류는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디자인에 부여된 보호의 성질과 범위에 관련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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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등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기구들이 이 협정에 따른 로카르노분류
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카르노 분류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통상 5년마다 개정된다.411)
우리나라는 2011년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412) 2014년 7월부터 로카르노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제11판을 사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로카르노분류 제32류는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및 장식(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당 분류를 제외한 31류까지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법체계는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로카르노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에서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체
계를 보유한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로카르노협정 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4년에
야 비로소 가입하였고, 현재는 로카르노분류와 일본분류체계를 조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로카르노협정이 국제디자인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체결된 만큼, 그 기대효과로서 타국
의 디자인 정보 및 자료획득이 용이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로카르노분류체계는 기능에 따른 포괄적 분류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의 보호 보다는 디자인 자체로서의 컨셉을 보호하는 데에 보다 적합하다.
즉, 디자인권이 확대될 여지가 보다 넓어지게 되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일응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하나의 디자인이 동일한 기능의 다른 물품에까지 유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발창작자의 창작원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디
자인 출원 심사 시에 관련 기능을 가진 물품분류 전체를 다 검색해야 한다는 심사실무적
문제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제2절 주요국에서의 디자인 관련 물품성의 논의

I. 미국

1. 미국의 디자인 특허와 성립요건

411) 윤세균·박재원, 로카르노분류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 연구, 「IP소액연구사업」,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6, 6면.
412) 우리나라는 2011년 1월 17일 WIPO에 가입신청서를 기탁한 후, 2011년 4월 17일 조약 제2041호로 발효되었으
며, 2014년 7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로카르노분류를 공식 분류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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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디자인은 특허의 일종으로서 특허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미
국 특허법은 1789년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8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1790년 최초의 특허
법이 통과된 이후, 1836년의 개정 특허법이 현대의 특허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디
자인권을 디자인 특허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1842년 개정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413)414) 디자인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요건은 미국특허법41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
한 디자인 특허는 심사주의의 적용을 받아, 미국특허심사기준(MPEP) 규정에 따라 심사대
상이 된다.
35 U.S.C 171. Patent for designs,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desig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 제조물품에 관해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본편 법전의 조건과 요건
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발명특허에 관한 본편 법전의 규정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특허에도 적용된다.

미국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제조물품에 관해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416)
을 창작한 자는 본편 법전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특허에 관한
본편 법전의 규정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으
로써, 발명특허의 보호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을 충족하여야 한
다.417) 해당 조문을 살펴보건데, 미국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 특허의 성립요건으
로는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과 장식성(ornamentality)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제조물품이란, 사람이 만들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이는
413)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상표·디자
인)」, 2017, 377면.
414) 미국에서의 특허란 미국 내에서 발명의 “생산, 이용, 판매할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
허권자는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과 관계없이 권리를 실시할 수 있다. 미국
특허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s)로 새롭고 실용적인 방법(process), 기
계(machines), 제조물(articles of manufacture),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을 말한다. 두 번째는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s)로 신규성이 있고 독창적, 장식적 디자인(ornamental design)의 제조물에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식물특허(plant patent)는 무성생식에 의해 개량된(asexually reproduced) 식물의 발명 또는 발견에 부여한다. ;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상표·디자
인)」, 2017, 377면.
415) 35 U.S.C. ; Th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416) 35 U.S.C. §171,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
417) 35 U.S.C.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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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유체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미국 실무에서는 그 범위가
다소 넓게 해석되고 있다. 물품이기만 하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물품의 전체
디자인이든 부분디자인이든 상관없으며, 고정적으로 표현되거나 일시적으로 표현된 것도
보호가 가능하다. 이렇듯 미국 특허법의 경우 물품성이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는 바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18)

2. 미국의 디자인 특허에서의 원칙적인 물품성 요건 검토

미국특허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제조물품과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인데, 제조물품이란 사
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만질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그 자체나 그림,
도안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
조물품에 대하여는 동산, 부동산 여부를 가리지 않을 뿐더러 시각적으로 일시적인지 지속
적인지 여부도 뭍지 않는다. 또한 물품의 전체인지 아니면 부분의 디자인인지 여부도 규정
하고 있지 않아 보호대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심사기준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은 ‘제조물품에 적용되거나 화체된 디자인(the design
embodied in or applied to an article of manufacture)’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
대상으로서의 디자인은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물품이나 물품의 일부에 적용되거나 화체
된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의 범위에는 물품의 외관, 표면장식 또는 이들의 결합한 형태의
것도 포함된다.419) 따라서 디자인 특허의 출원 시에는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고 물품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420)

표면

장식의 경우,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물품과 결합된 형태로는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 생성 아이콘(computer generated icon) 등의 경우에도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이콘 등은 제조물품성의 요건에 따라 컴퓨터 화면이나 기타 표시장치
등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될 때 보호가 가능하다. 나아가 글자체 역시 보호대상이 된다. 영
문알파벳의 경우 모든 글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외국어 문자나 기
호문자의 경우 모든 글자들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받고자 하는 문자나 기호
를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글자체는 미국 디자인 특허분류 D18류로 분류되어 있다.421)
418) 유미특허법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1, 31-32면.
419) MPEP §1502.
420) MPEP §1503
4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특허청, 2012, 68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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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인‘분수의 물 분사 패턴(pattern of water for a water
fountain)’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분수대 자체의 디자인이 아니라 분수에 의하여 만들
어지는 물 분사 패턴이 디자인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이 사
건에 대하여 법원은 물이 분사되는 외형이 동일하고, 외형을 장식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모두 제조물품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디자인 특허를 긍정
한 바 있다.422)423)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 등도 보호되고 있다.
[표 27] 미국 디자인특허의 등록사례

출처 : 특허청,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관련 자료집, 특허청, 2010 참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의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살펴보면, 미국 특허법 제289조
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89조에서는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①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
자인의 판매를 위하여 관련한 물품에 적용하거나, ②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
는 디자인을 적용한 물품을 판매한 자는 최소한 250달러 및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

422) Litton Systems, Inc. v. Whirlpool Corp., 728 F.2d 1423, 1444 (1984).
423) 반대견해로 물 분사 패턴은 물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효과에 불과하므로 분사된 물의 형태에 대하여는 디
자인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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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미국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는 침해된 특허권자가 이 법에 따라 가지는
배상 받을 다른 권리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나, 다만 특허권
자는 침해로 인하여 중복해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24)

3. 특수한 디자인의 보호

가. GUI 디자인

미국에서의 GUI 디자인 보호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바, 디자인특허의 보호대상으
로 이미지와 GUI를 사용한 지 약 30여년이 경과하였다. 1970년대 미국의 Xreox社의 Palo
Alto Reserch Center가 첫 GUI 디자인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의 Apple社는 컴퓨터 운
영 시 사용되는 이미지를 GUI를 사용하여 매킨토시 개인용 컴퓨터에 도입하였다. 2007년,
Apple社는 다수의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채택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응용프로그램의
그래픽 이미지를 표시하는 최초의 스마트폰인 iPhone을 출시하였다

424)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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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애플의 아이폰과 GUI 디자인 특허
[그림 64] 애플의

[그림 65] 애플의 GUI

아이폰3

특허 : D617,334(GUI)

출처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t_Column/IPNC_161102_1201.htm

또한 Xreox社는 1985년 10월부터 21건의 소프트웨어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출원
하였는데, 이는 법원과 업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긴 했지만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
다. 1988년 5월, 출원한 디자인 중 11건에 디자인 특허가 부여되었고, 이에는 USD 295,630
의 사용자 데이터 그래픽, USD 295,631의 격자 기호 그래픽, USD 295,632의 휴지통 그래
픽 등이 포함되어있다.425)
1989년 초, Xerox 사는 몇 개의 디자인 특허 출원안을 제출하였으나, 심사원들은 Xerox
가 출원 신청한 그래픽이 법적 보호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거절하였다.
Xerox 사는 BPAI에 상고를 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출원번호 07/303608의 출원안(표16 참
고)으로, 그 특허 출원의 범위는 ‘그림 및 서술한 바와 같이 응용되는 정보 또는 이와 유사
한 용도의 이미지’였다. 이는 미국 디자인 특허 제도의 개방형 그래픽 디자인 보호의 주요
사례 중 하나인 Ex parte Strijland 사건이다. BPAI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설령 신청인
이 디자인 설명을 수정했을지라도, 특허출원 범위 및 디자인 명칭은 이미 ‘청구된 디자인
은 컴퓨터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에 도식화되는데 응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반면, 도식
에서는 응용된 디자인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Schnell 사건에서 법원은 ‘물품에 응용되는
디자인’은 미국 특허법 제171조426)에 규정된 적시된 디자인 보호의 필수요건이므로 ‘공산품
425)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t_Column/IPNC_161102_1201.htm ; 리정·장영, 중국에
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1면
426) 제조 물품을 위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본 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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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业产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표 29] Xerox의 소프트웨어 이미지 디자인 특허
D295630

D295631

D295632

D295764

[그림 66] 출원번호 07/303608의 디자인특허 출원안

Xerox社의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은 관련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았는데, 대다
수의 사람들은 GUI 디자인 특허 등록에 대하여 지지를 표시하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디자
인으로서 컴퓨터 아이콘을 보호하는 것은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으로 미국 특허청은 유사한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하여 수리
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는데, 1989년, 미국 특허청장은 소프트웨어 아이콘은 디자인 특허 보
호객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Xerox사의 GUI 디자인 특허 출원은 모두 거절당하였고, Xerox社는 복심을 신청하였다. 특
허 복심위원회는 1992년 4월 미국의 GUI 보호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친 Ex parte
인에 대한 특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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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jland 재정을 결정하였다. 이 재정에서 특허복심위원회는 Xerox社 의 출원이 어느 특정
제조물품을 지정하지 않았기에 미국 특허법 제17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출원
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하였기에 미국 특허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 재정은 특허청이 사실상 컴퓨터프로그램
과 관련된 화면 아이콘을 긍정하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정확한
출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한 화면 아이콘이 컴퓨터 하드웨어
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또한 컴퓨터의 디자인으로서 디자인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427)
그 후 컴퓨터아이콘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은 1996년 특허
심사지침(MPEP)을 개정하여 ‘컴퓨터 생성 아이콘에 대한 심사지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
켰다.428) 지침에서 말하는 ‘컴퓨터 아이콘’과 ‘UI’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컴퓨터 아이
콘은 UI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라 할 것이다. ‘아이콘’이 디자인의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UI에 대한 디자인 보호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한다. 현행 미국 특허심사지침에서는 컴
퓨터생성 아이콘(Computer-Generated Icons)의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먼저 미국 특허법 제1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품’에 대하
여 일반적인 심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복심위원회의 기존 판정에 의하면 ‘단순
한 컴퓨터 생성 아이콘 자체는 평면 장식에 불과하지만’, 제조물품에서 나타나는 컴퓨터
생성 아이콘은 특허법 제171조의 디자인 보호객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만약
디자인 특허로 출원된 컴퓨터 아이콘이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니터, 다른 디스플레이 패널
이나 이들의 부분에 표현되는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법 제171조의 제조물품의 요구에 만
족한다고 하였다.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이 표현된 제조물품과 분리해
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의 평면 장식으로서 단독으로 존재하여서도 안되기 때문
에, 컴퓨터 생성 아이콘은 반드시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니터, 기타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이들의 부분에 구현되어야만 제171조의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429)
심사지침에서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난 뒤, 약 10년 후 동적 화상에
대하여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2006년 7월, 개정 특허심사지
침에는 ‘변화되는 컴퓨터 생성 아이콘(changeable computer generated icons)’에 대한 내용
을 추가하였다. 이는 관찰과정 중 외관이 변화하는 컴퓨터 생성 아이콘이라 하여도 디자인
427) 리정·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2면
참조하여 작성.
428) 또한 이 지침은 부칙으로 1996년 4월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모든 유사한 출원은 새로운 심사지침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429) 리정·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3면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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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출원의 청구항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도면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면은 나타나는 순서대로 배열되
어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의 도면에서 다음 도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장식적인 특징이
포함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430)
미국에서의 GUI디자인의 경우 아이콘이 표시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icon for a display screen’등과 같이 표현되며, 하나의 디자인 컨셉 내에서
라면, 별도로 특허성이 있을 정도로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실시예를 포함시킬 수 있고, 디
자인특허에 관하여도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디자인에 관한 발명의 명칭
을 ‘Label, or icon for display on an electronic display’라고 하고 이의 ‘electronic display’
에 관해 컴퓨터 모니터, 휴대용 단말기 등의 다양한 실시예를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으로서 ‘label’과 ‘icon’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icon
이외에도 동일한 심벌의 다른 물품에도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취지이다.431)
또한 icon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디스플레이 화면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장
에서도 사용하는 예가 있고, diplay screen 뿐만 아니라 패키징을 대상으로 하여 icon을 권
리화함으로써 그래픽심벌을 넘어선 다양한 포장에 표현되는 로고를 보호범위로 하는 예도
있다. 나아가, 발명의 명칭에 ‘or’를 사용하여 여러 물품을 언급하면서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 물품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432)

430) 리정·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3-154면.
431)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31-132면.
432)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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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미국 디자인특허에서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한 경우

출처 :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32면 인용.

나. 패션디자인

미국의 경우 보호되는 디자인의 영역이 매우 넓은 국가이며433)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
서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범위한 복제로부터
패션 디자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의회는 2006년 디자인 불법복제 금지법
(Design Piracy Prohibition Act)을 제출하였고 계속적으로 2012년까지 디자인 불법복제 금
지법을 기초로 한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법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34)
우선적으로 패션디자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이 충분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패션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출되
433) 미국에서 보호하는 디자인 중 독특한 것으로 ‘선체디자인’이 있다. 선체디자인의 경우 「선체디자인보호법
(Vessel Hull Protection Act)」은 선박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10년간 보호된다. 또한 ‘자동차 부
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보호하자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34) 2006년에 제출된 법안명은 디자인 불법복제 금지법(Design Piracy Prohibition Act)이였으나 2010과 2011년에는
혁신디자인보호 및 불법복제 금지법(Innovation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 Act)으로, 2012년에는
혁신디자인보호법(Innovation Design Protection Act)로 법안명이 바뀌어 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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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패션디자인이 저작권법, 디자인 특허,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기한 적절한 보호방식이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디자인
특허는 진보성 등 성립요건이 까다롭다는 점과 기능적인 면 등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는데, 패션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의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한편 저작권과 관련
하여서는 그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로 등장한
다.435) 더불어 새로운 디자인 창작에 이용되는 원천이 부족하다는 점과 분리가능성 이론에
의할 경우 일반 의류에 적용되는 디자인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업사는 점이 패션디자
인에 대한 새로운 보호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주장된다.436)
이에 혁신디자인보호법안은 패션디자인의 정의에 의류의 장식을 포함하여 의류제품 전체
로서의 외형(appearance as a whole of an article of apparel, including its ornamentation)
으로 규정하고, 보호기간은 등록일 또는 공중에게 제공된 날짜 중 빠른 날로부터 3년을 보
호기간으로 하고 있다. 혁신디자인보호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나 패션디자인의 보호 필
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법안을 긍정하는 견해로 EU가 디자인에서 혁신을 찾
았듯이 미국 또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437)438)

다.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 디자인

미국의 디자인 특허분류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 뿐만 아니라, 건물(building),
집(house), 창고(garage)등과 같은 부동산 자체가 등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분
에 관하여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아울러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등록된
예가 발견된다.

435) 의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은 영역에 해당한다.
436) 상표권의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의 이념이 깊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적절하지 않
다고 한다.
437) 반면 패션디자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양한 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호요건을 약화시키
는 것은 오히려 경쟁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John R. thomas, “Intellectual Property in
Industrial Design: Issues in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438) 상기 패션디자인 관련한 사항은,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
위 청구논문, 2016, 168-1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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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건물의 한쪽
벽면에 관한 부분디자인
[그림 68] 건물자체에 관한 디자인(미국)

명칭 : Octagonal Building
특허번호 : USD607,119
미국특허분류 : D25/32

명칭 : Building
특허번호 : USD583,482
미국특허분류 : D25/5

출처 :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혀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29면 인용.

라. 신기술 디자인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그 정의와 개념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
장 규모 또는 권리화 수요에 대한 조사도 아직은 미비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디자인의
보호는 그 자체에 대한 고려보다 행정적·정치적 편의성에 따라 발명특허 시스템을 통해 보
호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디자인특허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발명특허와 동일하게 신
규성과 비자명성 요건이 특허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디자인특허의 경우, 디자인특허 출원의 청구항 도면이 선행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관찰
자의 입장에서 물품구매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하나의 물품을 보고 다른 물품
이라고 인식하면서 구입할 정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이렇듯 디자인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일반적인 관찰자 테스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디자인특허의 침해판단 테스트에서 사용되
는 기준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439) 한편, 이에 대하여 디자인특허 신규성 판단은 엄격한
동일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비자명성 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존재한다.440) 그러나 디자인특허 침해판단에 관한 사건441)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
439) 안원모,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
구원. 2016, 119면.
440) (Janis M. Mueller & Daniel Harris Brean, op. cit., pp.5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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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 관찰자 테스트만이 침해판단의 유일한 방법임을 확인하고, 신규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관찰자 테스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구된 디자인이 관련 물
품을 디자인하는 일반적 디자이너들에게 명백한지 여부이다. 즉, 해당분야의 평균적인 디
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결합하여 청구디자인과 같은 전체적 시각적 외
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명백한지에 따라 비자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자명성 분석 사례는 선행디자인과 결합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선행디자인의 결합
이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에게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인용자료를 먼저
찾아야 한다. 이때 주된 인용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면 청구디자인은 비자명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은 먼저 전체적으로 청구디자인의 정확
한 시각적 인상을 구분한 뒤,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만들어내는 자료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442)
비자명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구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선정 과정에서 발생
한다. 즉, 청구디자인과 가장 가까운 선행디자인의 선정에 관한 다툼이 비자명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먼저 청구디자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청구디자인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게 되
면 넓은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디자인을 구체적
으로 표현하면 동일한 자료를 찾기 매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즉, 청구디자인의 특징
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할지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할지 여부에 따라 선
행디자인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443)
또한 선행디자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그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디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선행디자인의 범위를 전체 산업제품으
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한데, 이때 사용되는 기준의 설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 또한 높아지게 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업디자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
국 시장은 323억 3,000만 달러에 달하여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위인 영국 시장(83억
6,621만 달러)의 약 3.9배 규모에 달하는 수치이다.444) 이러한 시장규모는 미국이 디자인특
허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볼 수 있다.
441)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Fed. Cir. 2008)(en banc).
442) Durling v. Spectrum Furniture Co., Inc. 101 F.3d 103(Fed. Cir. 1996).
443) 안원모,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
구원. 2016, 122면.
444) 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2018,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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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기술 디자인과 가장 그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래픽디자인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 또한 상당하다. 미국 산업디자인 시장을 크게 8개 분야(인쇄디자
인,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의류디자인, 기타 전문디자인, 상품 재판매
및 기타)로 나누어볼 때, 그중 그래픽디자인 산업의 매출은 약 126억 6,400만 달러로, 전체
산업 매출(347억 7,200만 달러)의 36%를 차지하면서 8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기준).

[그림 70] 2015년 세계 산업디자인 시장규모 순위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8년 국제지식재산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총 37.98
점을 획득하면서 2018년 세계지식재산 환경에 있어서 최고순위를 기록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미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적 보호의 정도가 약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445)

445) GIPC,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Sixth Edition, 2018, p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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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의 평가

미국의 GUI 보호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선두 위치에 서 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보호기간이 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보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제품의 UI, 웹
사이트, 컴퓨터 아이콘 및 동적 아이콘도 포함된다. 보호 강도의 측면에서 볼 때, GUI가
디자인 보호의 객체가 되는 데에 그 어떤 법적 장애도 없다.
미국은 디자인이 저작권, 상표권 및 트레이드드레스 등 지식재산권의 중첩된 보호의 가
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로써 동일한 GUI에 대하여 전방위적이며 전면적인 보호가 가
능하게 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원인은 Version
통신회사 및 Microsoft가 동적아이콘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 특허청이 동적아이콘을 디자인 보호의 객체로 인정한 후, 이러한 회사들이 가
장 적극적인 출원인이 되었다. 2009년까지 수치가 보여주듯이 특허청이 등록한 디자인 출
원 중 Microsoft회사의 것이 70개가 넘었고, 이로써 GUI 디자인보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446)

II. EU

1. EU 디자인 규정(CDR)의 내용

EU는 디자인제도의 경우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 통합 디자인으로서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이하
CD라고 한다)이라 한다. EU의 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설치는 1998년 9월에 채택한 디자인
지침에 의해 회원국들의 단일 디자인제도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447)
446) 리정·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4면
참조하여 작성.
447) 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으로 ‘EC 디자인 지침’이라 한다. EC 디자인 지침의 목적은 역내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
용될 디자인의 보호 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정의, 보호대상, 보호요건, 보
호기간, 타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특히 EC 디자인 지침에서는 디자인을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
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또는(그리고) 제품을 장식한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또는(그리고) 소재
로부터 파생되는 외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의미하는 ‘제품’이라 함은 ‘모든 산업제품이나
수공업제품을 말하며 특히 복합제품에 조립될 부품, 포장, 외장(get-up), 그래픽심벌(graphic symbol), 글자꼴
(typographic typerfaces)을 포함하되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디자인지침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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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에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의 디자인제도가 이사회 규정(공동체디자인
법, 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 이
하 ‘CDR’이라 한다)으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 4월에 공동체 디자인출원에 대한 접수를 위

해 유럽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현재 명
칭은 유럽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이다. 이하
‘EUIPO’로 통일한다)448) 유럽공동체 디자인 규정은 디자인시장에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디자인을 마케팅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맹국에게 디자인법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독
립한 법체계로서 구축되도록 요구하여 합의된 규정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역내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보호시스템(시장지향형 디자인보호
시스템)을 목표로 하여 제도를 구축하였다.449) CDR은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디자인 제
도를 통일하여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CDR은 직접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의 효과는
모두 EU 회원국에 미치게 된다.450)
유럽공동체 디자인권은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일원화된 권리로서 유럽
연합지식재산권청/각 회원국의 산업재산권 관할청/Benelux 디자인청에 출원한 하나의 디
자인출원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등록공동체디자인권 (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과

유럽연합

내에서

상업적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

(UCD/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구분된다.451) 이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
품시장과 그보다 법적 안전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장을 나누어 보호기간을 차별하기 위함
인데, 등록디자인의 경우 EUIPO를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보호기간을 출원
일로부터 5년씩, 최대 25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52)453)

448)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은 EU 상표제도 개혁에 따라 2016년 3월 유럽지식재산청(EUIPO)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449)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EU」, 특허청·한
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2, 37면.
450) CDR 제111조.
451)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상표·디자
인)」, 2017, 450면.
452) CDR 제12조.
453) 반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에 대하여는 등록에 대한 부담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 내에서 공표, 전시 등의 방법으로 3년간의 보호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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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RCD와 UCD의 비교
구분
보호요건

RCD(등록공동체디자인권)

UCD(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



신규성(novelty)



신규성(novelty)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독점배타권(동일한 디자인을 지닌



모방금지권(모방에 따른 사용인 경

권리의 성격

물품의 제조, 대여, 전시, 수출입,

우에만 상업적 이용 금지)

사용, 보관 금지)
보호기간



5년씩 최대 25년



공중이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3년

출원의무



출원의무 있음



출원절차 없음

2. CDR에서의 물품성 관련 내용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Article3 (Definitions)
(a)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s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 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 일체의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제품을 의미, 특히 복합물품의 구성부품, 포장, 복장, 그래픽심벌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컴퓨터 그래픽은 제외함

CDR에서 규정하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또는(그리고) 제품을 장식한 특징, 특히 선(line), 윤곽(contours), 색채(colours), 형상
(shape), 질감(texture) 또는 (그리고) 소재(materials)로부터 파생되는 외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54)

그 제품의 범위에는 부품, 포장, 외장(get-up), 그래픽 심벌, 인쇄용 글자꼴을 포

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55) 여기서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달리 물품(article) 대신 제품(produ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은 물품
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해석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훨씬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454)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455) CDR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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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카르노 분류를 공식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CDR은 우리나라에서 물품성이 결여된
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그래픽심벌(제32류)는 물론, 건축물과
설계도면에 적용된 디자인 등도 동산, 부동산에 구분없이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CDR이 우리 디자인보호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관한 것이다. EU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 출
원서에 디자인이 적용될 제품을 기재하고 분류를 표시하나, 이것이 그 자체로 디자인의 보
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법문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456) 다시 말해서 외관이 동일
하거나 유사하면 용도나 기능이 다른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에도 권리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관이 같거나 유사해도 디자인 적용되는 물품이 상이하면 별도의 디자인으로 간
주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457) 이로 보건데 EU의 디자인
은 제품 자체가 아닌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또한 그래
픽 심볼을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GUI가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법상의 지지를 제공하였다.458)
이러한 제품과 디자인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접근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
다. 먼저 CDR 제3조(a)는 디자인의 정의에 장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EU는 1991년 발표
한 녹서(green paper)에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U는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물품
의 형태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물품의 장식(ornamentation)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를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459) 현대 산업디자인은 공통된 개념을 정립하기 어렵고 고
도의 기술이 접목된 제품에서도 미적 요소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어,460)
디자인을 일종의 마케팅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61)
또한 CDR 제3조(b)에서는 “제품(product)의 범위를 모든 산업제품과 수공업제품(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을 포함하고, 특히 복합제품에 조립될 부품, 포장, 외장, 그래
픽 심벌, 글자체를 포함하되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아이템
(item)’이란 물리적 실체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462) CDR 제정 당시, 논의 초기에는 물
리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인테리어의 내부 장식과 같은 공간적·장소적 개념은 제품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았다.463) 그러나 특정한 미적 가치를 보유한 공간이나 장소 개념의 장식들
456) article 36 (6)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457)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25면.
458) 리정·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5면.
459)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1991, pp.2-3.
460)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1991, pp.57-58.
461) Suthersanen, Uma, Design Law in Europe, Sweet & Maxwell, 2000, pp.28-29.
462) Hasselblatt, Gordian N., Community Design Regulation: A Commentary, Nomos Verlagsgesellschaft, 2015, p.30.
463) Suthersanen, Uma, Design Law in Europe, Sweet & Maxwell, 2000,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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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디자인의 창작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발현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
이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464) 나아가 EU는 가정, 사무실, 자동차 등 현대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이나 사물의 경우에 그 외장이 산업디자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면
서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465)
또한 EU의 디자인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도 디자인과 제품의 분리성이 엿보인다. EU 등
록디자인심사지침(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Registered Community Designs)에 따
르면, 디자인 등록출원시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장식에
관해서는 동일 분류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466) 로카르노 분류는 32류에서 ‘그래픽 심
벌, 로고(logos), 표면 문양(surface patterns) 및 장식’으로 규정하면서 장식과 그래픽 심벌
을 병렬적 구조로 담은 반면, CDR은 디자인의 정의에 ‘장식’이 포함되고 제품의 범위에 대
하여는 ‘외장, 그래픽 심벌, 글자체’로 규정한다. 즉, CDR은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장식을
포함시키는 한편, 제품의 정의에서 그래픽 심벌 등을 예시함으로써 제품과 디자인을 분리
시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물품의 기재는 유럽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467)
결국 유럽에서의 디자인 개념과 정의를 살펴볼 때, 디자인의 등록과 보호 면에서 제품성
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디자인의 개념 자체에 제품이 포함된 것도 아니며 물품과는 별
개의 단지 외형적 특징만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CDR에서 물
품을 표현하면서 ‘디자인이 적용되는’, ‘디자인이 화체되는’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공동체디자인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제품화 될 수 있는 디자인
이라는 것이다.468) 따라서 등록공동체디자인에 기재된 제품의 표시는 그 자체로는 보호범
위에 영향이 없으며,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지정된 제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여하의 물품에 대하여도 보호된다.469) 이상을 종합하면 EU의 디자
인관련 법률체계에서 제품은 단지 디자인의 매체에 불과하고 심사를 돕고 분류하기 편리
한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제품의 정의에 대하여도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제공
464)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1991, pp.66-67.
465) EC,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EC, 1991, pp.57-58.
466) 서재권, 「디자인 개념 확대에 따른 디자인 보호법 개정방향 제안-디자인 보호대상에 대한 EU의 법제와 비교
하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55면.
467) Examination Guideline 6. Indication of Products
6.1. Clear lndication (Art. 36(2) CDR ; Art 1(1)(d), 3(3) CDIR) The indication of products does not affect as
such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Community design.
468)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97-98면.
469)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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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배후의 입법취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디자인이고 제품이 아
님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UI라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체계에서 벗어난
형식이 제품 매체라는 제한을 벗어나서 GUI라는 특별한 디자인을 유리하게 보호해주고 있
는 것이다.470)

3. 특수한 디자인의 보호

가. 이미지 및 GUI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

상기 서술된 바와 같이 EU의 경우 디자인과 제품을 분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GUI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로 EUIPO는 CDR 제정
이후 다수의 GUI 디자인 관련 출원·등록을 허여했다. 또한 EUIPO 등록디자인심사지침에
서도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아이콘과 다른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상 시각적 요소
들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471)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GUI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EUIPO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eSearch)를 활용하여 ‘interface’를 검색한
결과 GUI 디자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1] EUIPO ‘eSearch’ 검색결과

470) 리정·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6면
참고
471) EUI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n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201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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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신청인만이 이미지 또는 GUI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신청인
이 반드시 도면에 실선 또는 단선 형태로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스크린, 단말기, 기타 디스
플레이 또는 그 일부에 GUI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을 강요하진 않는다. 또한, 「도식에서
점선 또는 단선으로 표시되는 부분, 디자인권을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472)
[그림 72] EU 001371892-0008 (GUI)

[그림 73] EU 002258392-0014
(이미지)

또한 유럽은 GUI 뿐만 아니라 그래픽디자인, 그래픽심벌, 로고 등에 대하여도 폭 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적법한 제품으로서 별도의 물품의 기재없이 이들을 제품의 표
시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심벌 등의 정의가 완벽히 분리되
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경우 제품의 표시에는 여러 표현들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473)

472) 「新兴科技设计发展与图像及GUI的设计保护」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
t_Column/IPNC_161102_1201.htm
473)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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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EU등록공동체디자인에서 그래픽디자인, 로고 등의 예

출처 :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76면 인용

나. 부동산과 설계도면

유로로카르노 분류상 건물 등 부동산은 제25류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로 분류된다. 제 25류는 부동산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부동
산 전체에 관한 세분류는 25-03류에 해당된다. 디자인의 대상이 건물 등의 부동산이라면,
도면은 그 제품의 외관 즉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을 도시하여야 하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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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서는 안되는데, 설계도면은 설계도면 그 자체로 별도의 디자인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474) 로카르노 제 19 류는“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제 19.08류에 architects’ plans 이 포함된다.475)
[그림 76] EU의 설계도면
디자인

[그림 75] EU의 건물디자인

명칭 : Buildings, Houses etc.
등록번호 : 177..83-0001
분류 : 25.03
출원일 : 2010. 10. 26.

명칭 : Architects’ plans
등록번호 : 641444-0001
분류 : 19.08
출원일 : 2006. 12. 20.

출처 : 김창현 외, 「헤이그 혀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73-174면 인용

다. 겟업(GET-UP) ; 인테리어 디자인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32류로 등록되며, 제품의 표시에는
“get-up”이라는 표시가 사용된다.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차 내의 좌석배
치, 테이블 위의 음식물 배치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되고 있
다.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대상이 건물 등의 인테리어라면, 도면
은 그 인테리어를 도시하여야 하고, 인테리어에 관한 설계도면을 설계 도면을 도면으로 제
출하여서는 안된다.

474)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73면.
475)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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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인테리어디자인 사례
[그림 78] 인테리어디자인 사례

명칭 : Get-up, ornamentation
등록번호 : 1138317-0001
분류 : 32.00
출원일 : 2009. 5. 18.

명칭 : Rail Vehicles
등록번호 : 77615-0001
분류 : 12-03
출원일 : 2003. 9. 17.

4. EU의 디자인출원 및 심사 등에서의 고려사항

향후 국내에 그래픽 디자인 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를 고려하여, 그래픽 등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EU의 출원 또는 심사기준 등을 살피고 국내법에 향후
반영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체디자인으로서 보호의 요건은 CDR 제4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은 신규하고 개성을 가지는 한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76)
이때, 신규성(novelty)이란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동일한 디자인이 없는 것’을 말하
고,477)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란 공지된 사용자에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여타의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공중이 이
용할 있게 된 디자인이란 ‘출원일(또는 우선일)’전에 등록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공개·전
기·거래에서 사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표된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공동체 내에서 관련
된 부문의 전문적인 집단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478) 신규성과 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디자인이라도, 기술적 기
능만에 따른 제품의 외형적 특징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으며,479) 공공정책에 반
476)
477)
478)
479)

CDR
CDR
CDR
CDR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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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공인된 도덕성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480)
특히 CDR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기능만에 의한 디자인’은 보호하지 않는데, 이
는 기능에 따른 외형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면 이는 기술을 보호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술적 기능만에 의한 디자인인가의 판단에는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떠한 형상이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반면, 다른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적 기능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스프링 형태의 외관은 스프링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만에 의한 외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과자나 초콜릿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과는 무관한 외관이 될 것이다. 기술적 기
능만에 따른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전통적으로 “형태가 기능에 따라 형성된 것(form
follows function)”, 즉, 동일한 기능이 다른 형태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
단하고 있다. 그러나 EUIPO는 “기술적 기능만에 의한 특징이란, 그 특징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그
특징이 도입된 이유가 제품의 기술적 기능이 구현될 필요에 의한 것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481)
공동체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물품 명칭의 표시는 필수조건이며,482) 이 외에도 출원서에
도면에 대한 설명(description) 및 로카르노 물품분류를 기재할 수 있다.483) 그러나 이들 사
항은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484) 이들 기재는 모두 분류와 검색의 도구,
간편한 심사업무, 수수료 결정을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만 활용되는 것이고, 공동제디자인
의 보호범위 확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중 출원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표시
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다른 분야의 물품에도 확장되므로,
물품의 표시가 직접적으로는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물품의 표시가 디
자인의 보호범위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항고심판부의 결정도 있으며,485)
물품의 표시는 전체적 인상의 비교를 위한 선행디자인의 결정,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므로 보호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486)
같은 맥락에서 앞서 유럽의 경우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

480) CDR 제9조.
481)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87면.
482) CDR 제36조 제2항.
483) CDR 제36조 제3항.
484) CDR 제36조 제6항.
485) Casio Keisanki Kabuskiki Kaisha(Board of Appeal, 5 July 2007)
486) 안원모,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침해판단 기준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산업재산권」제53
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331-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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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으나, 다만 제품의 표시가 보호범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지디
자인의 범위를 정할 때, “관련된 부문”에서 알려졌는가를 판단하는데 이 “관련된 부문”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개성을 평가할 때 주체적 기준이자 보호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주
체적 기준인 informed user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개성과 보호범위를 평가하는데
참고되는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제출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
의 속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식별력 있는 표지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기
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487) 다만, 출원서에 기재
된 제품의 표시가 그 자체로는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어떠한
유럽 실무자는 임의의 명칭으로 출원하여도 무방하다는 출원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
만 출원인은 출원에서 제품의 표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향후 상표와의 충돌에서도 제품
의 표시가 영향이 있고, 신규성·개성을 상실하게 하는 공지디자인의 범위에서도 제품의 표
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제품의 표시는 보호범위의 해석에 함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488)

5. 선행 산업재산권과의 충돌의 해결

CDR 제25조 “식별력 있는 표지가 후행 디자인에 사용되고, 그 표지에 관한 공동체법 또
는 동맹국 법령이 표지의 권리자에게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등록공
동체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기 위
해서는 ⅰ) 식별력 있는 표지(distinctive sign)이어야 하며, ⅱ) 후행 등록디자인에서 이러
한 표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ⅲ)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표지의 권리자에게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식별력있는 표지란 단지 상표(trademark)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489)
사용은 상표가 후행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인 디자인이 선등
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상표의 특
징적인 점이 후행 등록디자인에서 인식되어 출처의 혼동이 생기는 경우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행상표가 후행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의 판단에서 전체적인 인상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표시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출
처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표법상의 평균소비자(average consumer)의 관점에서 판단
487)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98면.
488)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98-99면.
489)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89면.

- 194 -

되게 된다. 선행상표에 관하여는, 실제로 동맹국에서 금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단지 상
표등록이 유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독일에서 상표권의 행사를 위해 권리행사 전
5 년 내의 실질적인 사용이 전제되는 경우, 등록디자인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증거가 제
시되어야 한다. 이 대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등록디자인의 제품과는 동일성이 있어야 하
는데,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표시가 넓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선행상표의 범위 또
한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로고의 경우, 선행상표의 지정상품이 무엇이든 CDR 25조의 적
용을 받게 된다. 즉, 로고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공동체디자인과 선행상표와의 저촉
여부는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로고는 상표등록에 관한 제
품을 포함하여 무한한 범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공중은 그 디자인을
순수한 로고로서가 아닌 상표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다툼이 있는 등록공동체
디자인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490)
등록디자인의 일부는 선행 저작권과도 충돌될 수 있다. CDR 제25조에서는 “동맹국의 저
작권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의 권한 없는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에 등록공동체디자인
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DR 제25조에 의해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
기 위하여는, ⅰ) 동맹국 법령에 의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어야 하고, ⅱ) 권한없는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식별력 있는 표지의 사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상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것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의 사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저작권의 법리
에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의 그림을 컵에 인쇄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나리자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등록디자인의
제품이 영향을 미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491)

III. 중국

1. 중국의 디자인특허의 보호 일반원칙

중국은 「특허법」492)에서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함께‘발
명창조’라 칭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와 함께 디자인특허를 함께 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성질상으로 보면 디자인특허와 발명·실용신안특허 사이에는 매우 큰
490)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90면.
491) 김창현 외,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190-191면.
492) 중국에서의 공식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이나 본문에서는 일괄하여 특허법으
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에 상응하는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는 ‘디자인특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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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모두 기술방안으로서 기능적 효과
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데 대하여, 디자인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제품외관의 설계방
안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이용된다.493)
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
的技术方案。 实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 外观
设计，是指对产品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
用的新设计。
→ 디자인(외관설계전리)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
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의미

중국 특허법 제2조 제4항에서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보호객체로서의 디자인 성립요건을 물품성, 심미성 및 공업상 이
용가능성으로 규정한다. 이는 중국에서 디자인특허의 보호객체를 제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제품의 외관에 대한 설계방안이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설계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법위
원회는 해당 조항에 대해 ① 공업제품을 매체로 할 것, ②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이나 형상·도안과 색체의 결합으로 구성될 것, ③ 공업응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 ④ 풍부한 미감을 보유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494)
제품의 외관에 대한 설계방안이라는 것은, 이 설계방안이 제품에 화체되어 제품을 그 매
체로 하여야 함을 가리킨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될 수 없
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이용하여 채색 구름을 분사하면 하늘에 일정한 채색도안을 형성
할 수 있으나, 그 도안은 제품에 화체된 것이 아니고 제품을 그 매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
로 디자인특허가 수여될 수 없다. 자연물(우화석, 결정체 등)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사람이 창조해 낸 것이 아니므로, 비록 풍부한 미감이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특허법 의미의 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때문에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될 수 없다. 순수한
회화작품·서예작품은 비록 종이 등을 매체로 하는 것이나 본조 제4항이 말하는 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때문에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될 수 없다.495) 제품의 외관에 대한 설계방안의
493) 인씬티엔(尹新天)저·허호신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34면.
494) 리정, 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61면.
495)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특허법 제25조에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평면인쇄물에 대한 도안·색
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일으키는 설계’를 규정하고 있다. ‘평면인쇄물’은 주로
평면포장봉투, 병에 부착하는 라벨, 상품에 부착하는 라벨 등과 같이 상품의 포장에 이용되거나 또는 판매되는
상품에 부착되는, 단독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닌 2차원 인쇄물을 가리킨다. “주로 표지작용을 일으
키는”이란 디자인의 도안·색채 또는 양자의 조합이 주로 소비자가 그 포장된 또는 부착된 상품의 출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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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는 형상·도안 및 색채이다. 그 중에서 제품의 형상은 제품의 외부표면에 형성되는
도형을 가리키며, 제품의 색채는 제품 표면의 색깔 또는 색깔의 조합을 가리킨다. 주의하
여야 할 점은, 첫째, 위의 세 요소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표면에 체현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제품의 내부에 체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예를 들어 텔레비전 내부
의 부속품 배열방식은 디자인특허권을 받을 수 없으며, 둘째, 제품 외부 표면의 형상 및
제품 외부표면의 도안·색채는 인간의 시각에 의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현미경
이 있어야만 관찰할 수 있는 형상·도형, 자외선을 비춰야만 나타나는 도형·색채 등과 같이
특정한 측정기 또는 설비에 의해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496)
중국 특허법 제27조 제2항497)은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디자인 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백하게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식 심사 대
상인 동시에 흠결 시에는 등록 후 무효사유가 된다. 도면은 디자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
정한 것으로서, 출원 및 심사의 대상이 되며 보호범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중국 특허법
제59조 제2항도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나타낸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8)
중국의 경우, 정의 규정만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EU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
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상은 그 보호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할 수 있다. 화상디자인(아래
서 설명하는 GUI디자인과 같다)의 경우 2014년의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보호받고 있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경우에는 법 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499)
생산자를 식별하는데 사용되고, 주로 그 상품 자체의 외관에 ‘미감’을 일으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사용
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해당 조문에서는 형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도안·색채 또는 이들의 결
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 디자인특허출원의 객체가 평면인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평면인쇄물상의 도안·색채 또는 그 결합은 주로 표지작용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특허권을 수여할 수 없는 대
상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표지를 담고 있는 평면인쇄물 자체의 형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
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데, 예를 들면 평면포장봉투가 정방형이든 장방형이든 또는 기타 형상이든, 병에 부착하
는 라벨이 타원형이든 마름모형이든 또는 기타 형상이든 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형상의 변
화로 인해 그 표지적 작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침대시트·커튼·직물 등 방직물도 2차원 제
품이지만, 이들은 “인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도안·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도 ‘주로 표지작용을 일
으키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방직물의 디자인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벽지류와 같은 상
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된다. ; 인씬티엔(尹新天)저·허호신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
사, 2017, 410면.
496) 인씬티엔(尹新天)저·허호신역,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세창출판사, 2017, 38-39면.
497) 특허법 제 27조 (디자인특허의 제출서류, 세칙 44조)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당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498)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상표·디자
인)」, 2017, 524면.
499) 오늘날 부분디자인에 대한 보호제도는 하나의 필연적인 발전추세가 되었다. 미국, 일본, EU 등은 모두 과학기
술의 발전과 함께 부분디자인에 대한 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특허법 제3차 개정 시에도 부분
디자인에 대한 특허제도를 특허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의 산업디자인 수준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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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표면적으로 우리나라, 일본의 관련디자인제도와 유사한 ‘유사디자인’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 일본의 관련디자인제도처럼 기본디
자인과 유사하면서도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는 디자인들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
록 한 것이 아니라.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보여주는 다양한 실시예를 10개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념적으로 미국 디자인특허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중실시예
(multi-embodiment)에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500) 디자인분류의 경우에도 로카르
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설정된 외관설계권리는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를 가
진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에만 미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GUI디자인의 보호

컴퓨터,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및 기타 전자제품 등은 최근 몇 년 간 급속한 발전을 이
루었으며, 제품과 인터페이스가 혼합된 제품 등이 다수 등장하였다. 중국의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은 GUI 디자인 인력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고 관련한 투자를 지속하여왔다. 당연
한 결과로 GUI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진 바, 중국의 ‘특허심사지
침’에서 GUI 및 GUI 디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4년 5월1일 개정 이전 심
사지침에는 물품에 전기가 흐른 후 표시되는 모양 (예를 들어, 전자시계판에 표시되는 모
양, 핸드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모양,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등)을 디자인으로 등록받
을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5월1일 중국 지식재
산권국은 상기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디자인을 보호객체로
포함시켰다.501)
중국에서 GUI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람-기기간의 상호작용 및 제품의 기능실현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사람-기기 상호작용”이라 함은 사람과 기기 사이에
서 일정한 상호작용 방식(클릭, 터치, 슬라이딩 등)을 통해 정보의 전달을 완성(명령, 피드
백, 상태 등)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제품의 기능실현"이라는 것은 제품이 유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특정한 명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품 자신의 기능 및 제품에
국가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부분디자인에 대한 보호제도의 도입시기가 아직 성숙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디자인특허제도에서 부분디자인을 베재한 결과, 중국에서 GUI 디
자인 보호에 대한 발전과 돌파도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었다. ; 리정, 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62면.
500)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29면.
501) 다만 아직 부분디자인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외관 디자인은 반만 개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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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앱을 통해 기능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품의 기능실현이란 제품 자체의
기능과 함께 GUI 응용프로그램이 함께 구현되는 기능을 포함하여서 제품을 작동시키는 것
을 의미하는 바, 따라서 게임 인터페이스 및 사람-기기 상호작용과 무관하거나 혹은 제품
의 기능실현과 무관한 제품 표시장치에 표시한 화면, 전자장치의 바탕화면, 전자기기를 켜
거나 끄는 과정에서 표시되는 화면, 웹페이지의 그림과 문자 배열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502)503)
결국 중국의 특허심사지침으로서 보호가 가능한 디자인특허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일반
적으로 제품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도형형식으로 표시되는 인터페이스로서 그 응용분야는
컴퓨터, 핸드폰, 전기기구, 측정기, 계량기, 공업설비, 전자약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드
시 디자인이 제품을 매개체로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독의 GUI 자체만으로는 디자인
특허의 객체가 될 수 없고 GUI를 포함한 제품만이 디자인특허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
다.504)
중국에서 GUI를 포함한 제품 디자인의 경우 등록을 받기 위한 도면으로는 전체 제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GUI가 동적 화상인 경우 출원인은 하나의 상태의 전체 제
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상태에 대해서는 키 프레임의 도면만을 제출하
되, 제출한 도면은 동적 화상 중 동영상의 변화 추세를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원 시에 작성하는 간단한 설명란에는 GUI를 포함한 제품 디자인 출원인 경우 필요
할 경우 GUI의 용도, 제품에서 GUI의 영역, 사람-기기 상호작용 방식 및 변화 상태 등을
설명해야 한다.505)
중국에서 GUI 디자인은 반드시 물품을 매개체로 해야 하고, GUI 자체는 디자인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품은 사람-기기 상호작용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거
나 제품의 기능을 실현하는 유닛인데, 핸드폰, 세탁기 등 최종제품일 수 있으며 또한 계기
판 등 분리 가능한 완전한 부속품일 수도 있지만,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
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GUI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부분디자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적인 제품(아래의 예시
502) 예컨대 전자장치의 바탕화면, 전자기기를 켜거나 끌 때 표시되는 로딩화면, 그림, 문자 배열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ttps://www.liketm.com/zhuanli151203.html (2018. 8. 20. 최종방문)
503) 중국 특허법 제25조에서 평면인쇄품의 도안·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료 표지작용을 하는 디
자인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한 화상디자인은 평면장식에 해당하여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504) 리정, 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64면.
505)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상표·디자
인)」, 2017, 538-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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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GUI를 동일하게 베끼
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다르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GUI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특허법 4차 개정안은 부분디자인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에서도 GUI를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
다.506)
[그림 79] 화상디자인을 전체

[그림 80] 화상디자인을

제품으로 등록받는 예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는 예

구체적으로 중국 특허심사지침의 제1부 제3장 제4.2절 제3단 이후 신설되는 단은 도형화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 외관 디자인은 전체 제품의 외관 디자인 투
시도(视图)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동적인 이미지로,
신청인은 적어도 하나의 상태의 전체 물품 외관 디자인 투시도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상태는 투시도의 주요 부분만 제출 할 수도 있으며, 제출한 투시도는 동적 패턴 중 동영상
의 변화추이를 오직 명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4.3절 제3단 제(6)항에 이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된다. : 제(7)항은 그래
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필요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용도, 제품 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영역, 상호작용(人机对话)
패턴 및 변화 상태 등을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7.4절 제1단 「외관 디자인 특허권
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제(11)항의 내용을 「상호 작용이 없는 게임 인터페이스 및 물품
의 기능과 관계없이 물품 디스플레이장치에 나타나는 도안, 예를 들면

전자 스크린 배경

화면(萤幕壁纸), 꺼져있는 화면, 웹 페이지의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개정하였다. 제4부 제5
장 제6.1절에서는 GUI를 포함한 제품의 디자인인 경우에 해당 특허의 기타 부분의 디자인
506)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상표·디자
인)」, 2017,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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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용디자인에 해당한다면 GUI는 전체 시각적 효과에 더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
로써 무효심판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종류제품의 GUI 식별을 위한 특징을 규정하고 있
다.507)
[그림 81] 중국의 인터페이스 외관 디자인특허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통합 출원(VN
201530160711.0(휴대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중국은 2017년 4월 1일 특허권침해판정지침 개정을 통해 GUI 디자인 보호를 더욱 강
화하였다. GUI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3조는 GUI 디자인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디자인 요점과 결합하여 제품의 디자인 투시
도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간단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동태적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과 동태적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투시도를 함께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 77조에 따르
면, 침해 판정 시에 우선 침해로 제소된 제품이 디자인 제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제품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GUI 디자인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해당 GUI를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적 GUI 디자인 침해 판정과 관련하여 86조는 제품의 GUI 부분을 주로 고려하되 GUI
부분과 기타 부분과의 관계, 가령 위치, 비례, 분포관례,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과 대응되는
507) 신경해, 「중국 GUI 디자인 보호제도」, YOU ME 특허법인 : http://www.youme.com/2005/ko/nw2_176.asp(2018.
11. 2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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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침해로 제소된
제품은 GUI 디자인이 권리를 취득한 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하고 제품의 기타 부분과의
관계가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
이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이 정적
GUI 디자인을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87조는 동적 GUI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과 동적
GUI 디자인의 각 투시도가 동일 혹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이 디자인권
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시에도 GUI 부분과 기타 부
분의 위치, 크기, 분포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의 부분
상태에 대한 투시도가 부족하여 디자인권의 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과정을 보여줄 수 없
는 경우,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권의 디자인과 일치된 변화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동적 GUI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 혹은 키 프레임이 GUI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에 해당한다면 침해로 제소
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과 GUI 디자
인의 전반적인 시각효과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입체 제품 디자인에 관한 88조는 일반적으로 형상이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동일 혹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형상을 중점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형상이 관용 디자인508)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안,
색체가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GUI가 아닌 부분의 디자인 특징
이 관용 디자인에 속하는 경우, GUI는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비해 비교적 더 현저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92조는 상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규정한다. 이와 같은 물품의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그것의 각종 상태변화도는 모두 보호범위에 포함되고, 침해로 제소된 디자인과
상태변화도가 보여주는 각종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 경우에는 침해로 제
소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침해로 제소된 디
자인에서 일부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부족하거나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8) 관용 디자인이란 현존 디자인 중에서 일반 소비자가 숙지하고 있으며 제품의 명칭만 들어도 생각해낼 수 있
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 상품 영역에서 상호독립적인 제품제조업자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
은 일반적으로 관용 디자인에 해당한다. 관용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의 전반적인 시각효과에 현저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관용 디자인의 조합이 독특한 시각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제외한다(특허권침해판
정지침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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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제소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때
참고도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 사용방법 혹은 사용 장소 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상태변화제품의 디자인권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과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국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GUI의 구체적인 예시
및 그렇지 아니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09)

[표 31]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시(중국)
구분

예시
조종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전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손목시계

응용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제품

웹사이트 응용 인터페이스 제품

기기전용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제품

운영체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제품

응용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제품

509) 중국에서의 보호대상이 되는 GUI의 예시는, 리정, 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
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65-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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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갖고
있는 제품

[표 32]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체적 예시(중국)
구분

예시

구분

웹사이트의 그림

바탕화면(화면보호

및 문자배열을

기)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제품

제품

예시

전자기기를
켜거나 끄는

게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를

표시되는 화면을

갖고 있는 제품

갖고 있는 제품

3. 디자인 보호에 대한 중국의 동향

중국은 2015년 특허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디자인 특허의 보호에도 변화를 예고한 바
있따. 제4차 중국 특허법의 개정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상으로는 부분 디자인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제2조에 “디자인
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상, 도안 혹은 그 결합 및 색체와 형상·도면의 결합에 대하
여 만들어진 품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의미한다”고 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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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부분 디자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체 물품의 디자인을 요건으로 하던 것에서 ‘제품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도 보호하게 되었으므로 물품성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510)
또한 제40조에서 “…디자인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42조
에서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서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함으로써 디자인권
이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15년까지 유효하도록 하였다.
중국 디자인권의 경우 발명이나 실용신안과 달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 인정되지 않
았다. 즉, 발명과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우
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디자인을 최초로 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
로 중국 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유사 디자인에 대한 후출원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29조 제2항에 “디자인을 중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로
부터 6개월 내에”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중국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지식산권국은 출원인이 해외에서 최초로 디자인을 출원한 후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에 유사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었던 반면, 디자인권 출원과 관련하여
국내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와 국외 출원인 간의 권리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안 제60조를 통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의적 침해를 조사·처벌토록 함
으로써 행정관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침해품과 침해품 제조도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 등 소송을 통한 민사적
구제방법, 검찰 또는 경찰에 의한 형사적 구제방법 외에도 중국 행정당국에 의한 침해구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식산권국에 행정단속을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도 있다.
디자인권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각적 판별이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행정적 구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주지할만한 요소이다. 나아가 개정안 제65
조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였다. 다만, 특허법 개정안이 공표된 후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실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2015년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510)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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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1. 일본의 디자인제도 일반론

일본의 디자인보호제도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단독법률인 의장법511)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디자인보호제도가 일본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88년 공포된 의장조례를
통해서이며, 이 조례는 1883년 영국에서 공포된 특허·디자인·상표조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할 형상, 모양, 색채라는 소위 ‘물
품불가분성’, 출원과 등록을 필요로 한다는 ‘요식주의’, 신규성 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심
사를 거쳐 등록된다는 ‘심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기본틀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512)

2. 의장법에서의 물품성 및 GUI 디자인의 취급

第二条 この法律で「意匠」とは、物品（物品の部分を含む。第八条を除き、以下同じ。）の形状、模
様若しくは色彩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つて、視覚を通じて美感を起こさせるものをいう。
２. 前項において、物品の部分の形状、模様若しくは色彩又はこれらの結合には、物品の操作（当該物
品がその機能を発揮できる状態にするために行われるものに限る。）の用に供される画像であつて、当
該物品又はこれと一体として用いられる物品に表示されるものが含まれるものとする。
→ (일반규정)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제8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
→ (화상디자인 관련)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러한 결합에는 물품의 조작(해당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으로 해당
물품 또는 이것과 일체로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되는 것이 포함됨

일본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13) 즉
511) 일본 편의 기재의 경우 디자인에 해당하는 용어를 의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512) 배상철·이상정, 「한국 디자인 보호법제의 발전 방향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4, 36면.
513) 日 의장법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제8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형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항에 있어서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러한 결합에는 물품의 조작(해당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위해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으로 해당물품 또는 이것과 일체로 이
용되는 물품에 표시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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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이들의 결합으로의 물품의 조작용(해당 물품이 그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에 한한다)으로 제공되는 화상으로 해
당 물품 또는 이와 일체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해당된다. 일본 디자인제도의 가장 큰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과 물품간 불가분성’은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인데, 이는 설사 외관이 동일하더라도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으로 간주한다. 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전자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GUI에 대한 보호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오다 의장법 내에 해당 규정을 편입시킨 바 있다. 1980년대부터 일본의 반
도체 산업이 선두 위치를 차지하면서 액정 디스플레이를 갖춘 가전제품이 점차 보급되었
고 이에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 특허청(JPO)은 ‘제품스크린표시도면관련 의장
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GUI를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GUI의 보호범위 및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액정표시 심사지침’을 제정한 후 이어 ‘액정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포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이러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GUI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바, 일본에서는 GUI를 의장법의 보호범위로 포
함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연구소는 2001년과 2003
년 두 차례 대규모 연구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의장법의 개정을 추진한바 있으며, 2002년 일
본의 ‘지식재산권전략회의’에서는 의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일정을 계획하면서 디자인 보호
강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2003년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디자인활용전략연구
회’에서도 의장법에 화상디자인을 보호범위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의장제도소
위원회’에서는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장제도의 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의장제도의 이상적인 상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법률개정에 대한 구체적
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입법기관의 승인을 받아 2006년 의장법
은 기존의 보호법위를 유지하는 한편,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을 보호내용에 추가하였다.514)
이에 2006년 개정법에서는 ‘전기적 통전(通電)현상에 의해 화면을 통해 일시적으로 표현
되는 모양’도 기존 개념으로는 물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의장법 제2조 제2항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화상디자인’515)으로 보호를 시작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화상디자인을 심사
기준과 시행규칙 개정만을 통해 부분디자인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과
는 달리 디자인의 정의조항에서 화상 디자인을 의제하는 등 의장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것

514) 리정, 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57-159면 참조.
515) 의장법에 따르면 ‘화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나 편의상 이하에서는 화상, 화상디자인, GUI 등을 혼용하
여 사용한다.

- 207 -

이 특징이다. 또한 화상디자인이 물품을 조작하는 용도여야만 하고 변화의 양태가 고정적
이어야 하는 등 그 등록요건이 우리에 비해 매우 엄격하여 홈페이지, 화면보호기, 바탕화
면, 사용자가 단말기에 임의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프로그램의 화면 디자인 등은 등록할 수
없고,516)

보호대상은 물품과 일체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물품(디스플레이 등) 이외에 표시

되는 화상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본에서 GUI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은 디스플
레이 화면을 가진 제품에서 사전 설치된 상태로 제품기능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입 후 새로 설치한 소프트웨어 OS, 게임화면, 어플리
케이션, 웹페이지 이미지는 보호가 불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심사기준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상이 의장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러한 결합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에 관련
된 물품이 의장법이 대상으로 하는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② 물품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상이, 그 물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시를 하는 화상일 것, ③ 물품의 표시
부에 표시되는 화상이 그 물품에 기록된 화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517) 또
한 디자인에 포함되는 화상은 의장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상을 구성하는 것이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①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의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이, 의장법이
대상으로 하는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② 물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조작일 것, ③ 해당 물품 또는 이것과 일체로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일
것, 및 ④ 물품에 기록된 이미지를 충족하여야 한다.518)
따라서 일본에서 말하는 화상디자인이란, 그 물건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를
하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화상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작
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한편
의장심사기준에 있어서 컴퓨터 상의 이미지의 경우, 컴퓨터가 본래적으로 가지는 기능은
정보처리기능만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컴퓨터’로 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특정
소프트웨어 등으로 표시되는 이미지는 의장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도면 등의 기재에 대
하여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 및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형태에 대하여 전체 디자인의 경
우에는 물품 전체의 형태, 부분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의장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
분‘의 형태, ’의장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의 물품 전체에 있어서의 위치와 크기, 범위
및 ’의장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개정 심
516)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27면.
517) 日 의장심사기준 74.4.1.1.1.1.
518) 日 의장심사기준 74.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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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19) 한편 소프트웨어와 일체화함으로써 구체적인 기능을 갖는 새
로운 물품(부가기능을 갖는 컴퓨터)을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부가기능을 갖는 컴퓨터
의 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서 ‘의장에 관한 물품’란에 ‘○
○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표 33] 일본의 의장법상 보호받는 화상디자인의 예
의장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화상

손목시계의 내의 화상

의장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화상

방위계측 기능을 가진

자기 디스크 레코더

음악 재생 기능을
가진 컴퓨터

컴퓨터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 속하는 그래픽 심벌은 의장법
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로 보건데, 일본에서의 GUI에 대한 보호는 상당히 엄격하며, 모
든 GUI가 의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장’이라는 정의에 부합되고
제품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GUI만 보호받을 수 있으
며 이는 해당 산업젼략의 실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520)

3. 의장법의 개정 논의와 화상디자인의 보호

2006년 의장법이 개정(2007년 4월 시행)된 이후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6년 개정으로 보호대상이 된 화상디자인은 물품에 미리 기록된
화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중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미지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1년에는 표시화상에 대한 보호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는데, 표시화상이
란 물품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시를 하고 미리 물품에 기록된 화상이라
519) 日 의장심사기준 74.2.1.4. (2018. 11. 06. 개정의장심사기준(안) 참고)
520) 리정, 장영, 「중국에서 GUI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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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6년에는 물품에 사후적으로 기록된 이미지(나중에 설치된 소프
트웨어에 의한 이미지) 등도 보호대상에서 포함시키는 등 보호요건을 일부 확충하였다.
[그림 83] 일본의 화상디자인의 출원 건수

출처 : JPO, 의장제도의 재검토과제에 대해, JPO, 2018, 8면.

일본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검토를 실
시해온 바 있다. 2010년에 실시된 ‘의장제도의 미래’연구회에서는 물품 규정의 확대에 대하
여 언급된 바 있다. 연구회에서 나온 마쯔오 카즈오 변리사의 의견에 따르면, 대개 ‘의장’
과 ‘물품’의 결합에 관해서는 일체불가분설이나 가분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며 학설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관계된 의논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특히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
정할 때에는 종래의 물품의 개념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EU나 미국에서는 폭넓
게 무체물의 형태도 보호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경우 물품의 개념을 물품의 부분으로
인정하는 등 서서히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품의 개념은 디자인의 존재이유나 물품의
목적·존재이유로부터 합목적적으로 이것을 포착하여 ‘기능·용도 등에 관계하는 기술의 미
적 조형이며 거래에 제공되어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의장 개념에 대해서도 물품과 물
리적인 일체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물품과 관계하여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충
분하다고 하였다.521)
2011년 12월부터 물품과 독립하여 창작·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 OS 등의 화상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정보기기’라는 새
로운 물품 개념을 도입해 PC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대해 횡단적으로 효력을 가진 디자
521) 특허청, 「주요국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관련 자료집」, 특허청, 2010,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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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검토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회 (新)의장제도소위원회
에서도 화상디자인 보호에 관해 검토가 이어졌으며 법제 정비와 함께 운용상의 정비가 필
요함이 지적되었다. 2014년 1월 (新)의장제도소위원회에서는 ‘사전심사를 전제’로 하는 방안
과 ‘사후심사를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가 진행되었다. 의장제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설계시의 고려사항으로 그래픽 심벌의
경우 선행 기술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모방의 용이성에 따른 보호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대상 디자인의 지나친 확대는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화상 디자인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전제로 하는 안에서는 심사제도 및 등록제도를 가진
기존의 디자인제도를 전제로 하여 기능별로 권리화하는 방안과 물품별로 권리화화는 방안
으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③ 또한 사후심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는데, GUI의 경
우 디자인 트렌드에 의해 좌우되기 쉽고 제품수명이 짧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단 이 경우 실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록 의장의 경우에는 실용신안
법과 같이 과실추정 규정은 마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각각
의 제도는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바, 이용자의 요구를 종합하여 균형잡힌 제도를 구
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상디자인 보호제도의 기본방향은 법제적인 틀 뿐만 아니라 의
장제도의 운영 면의 인프라 정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522)
이러한 맥락으로 2018년 본격적으로 의장법을 개정하며 물품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8년 공개된 「의장제도의 재검토 과제에 대해」 보고
서에서는, 디자인 보호를 위하 새로운 요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로 ‘물품에
기록된 이미지’ 요건의 완화이다. 예컨대 ‘NAVITIME’(네비타임재팬) 이라는 서비스는 전철
의 환승 안내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검색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형 서비스이다. 새로운
요청에 따르면 물품의 기능을 위한 화상이나, 물건의 작동을 위한 부가적인 화상 뿐만 아
니라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표시되는 이미지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존재하고 있다.

522) 유계환, 일본의 화상디자인 보호 동향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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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NAVITIME 서비스 예(https://www.navitime.co.jp)
모바일 화면

웹 화면

또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이라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Sony社의 AnySurface의 경우 벽이나 책상에 화상이 투영되며, 이렇게 투영된 GUI에서 작
업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물품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하여도 의장법의 보호대
상에 포함시켜 줄 것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였다.
[그림 84] Sony社의 AnySurface 시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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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물품에 기록된 이미지 뿐만 아니라 물품에 기록되지 않
은 이미지도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물품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이미
지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 및 한국의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
과 관계없는 장식적 화상도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표 35] 화상디자인의 구분 및 보호
구분

예시
디지털카메라 등 특정용도의
기기조작 화상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앱의 이미지

특정용도의
기기에 기록되어
당해 기기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
日 의장등록 제1592924호
日 의장등록 제1456916호 (디지털카메라)

서버(클라우드

(근태관리의 기능이 있는 컴퓨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접근할 때마다 송신되는 웹 앱의 화상

환경을 포함)에
기록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
상에서 이용되는
화상디자인
벽에 투영되는 화상

기기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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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투영되는 화상

표시부의 배경을 장식하기 위한 이미지

물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화상디자인

[표 36] 화상디자인의 각 유형에 있어 국가별 보호가능 여부
국가
특정용도의 기기에 기록되어
당해 기기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

○

○

○

○

○

○

○

×

×

×

△523)

○

×

×

○

○

○

×

×

서버(클라우드 환경을 포함)에
기록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 상에서 이용되는 화상디자인
기기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
물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화상디자인

다만 화상디자인의 일부 내용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제도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상표법의 경우, 다른제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식별
력을 가지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저작권법의 경우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며, 미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
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화상디자인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지성(혼동이 생길 우려
가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데
드카피인 경우, 제품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523) 미국의 경우 물품에 대해 권리화가 진행된 경우, 물품 이외에 투영된 것도 침해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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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화상디자인의 타법에서의 보호 참고 사례
상표법

저작권법

日상표등록

日상표등록

제4872529호

제5207580호

가상사례 : 게임의 이미지

이러한 맥락에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검토 과제로서, 보호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①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 같이, 물품에 기록되
지 않은 화상디자인, ② 벽이나 인체에 투영되는 이미지와 같이 일체로서 사용되는 물품
이외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 및 ③ 벽지 등의 장식, 그림, 영화·게임 이미지 등의 물품의
기능과 무관한 화상디자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기의 보호대상
의 확대로 인하여 실시행위의 대상에 있어서도 예컨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
인을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524)

V. 그 밖의 국가에서의 디자인의 보호

캐나다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Act) 제2조는 물품은 수공, 도구, 기계로 만들
어진 일련의 물건이라고 정의한다. 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은 완제품(finished article)의 형
상 특징, 표면 구성, 패턴, 장식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발표된 산업디자인 출원 실무 부록 B의 샘플 표본(Sample Drawings)에는
예를 들어 허용되거나 혹은 허용되지 않는 도식(이미지 양식)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도식에는 반드시 전자 이미지 및 응용 완제품(그림9 왼쪽 참고)이 구현되어야 하고,
디자인 명칭에는 반드시 이미지가 최종 완제품(finished article)에 구현된다는 것이 명확하
게 드러나야 한다. 만약 디자인 명칭이 ‘전자 이미지’인데, 도식에는 응용 최종 완제품(그림
9 오른쪽 참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구현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525)

524) 일본 의장법에서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25) 「新兴科技设计发展与图像及GUI的设计保护」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
t_Column/IPNC_161102_12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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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캐나다에서 허용가능 및 허용불가능한 산업디자인출원 실무 예
[그림 86] Electronic Icon

[그림 85] Computer Monitor

대만은 특허법(Patent Law)을 통해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보호한다. 특허법 제121
조는 디자인이란 물품(article)의 전체 또는 부분의 시각적 외관을 통해 형상, 패턴, 색 또는
이들의 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물품에 적용된 컴퓨터 생성 아
이콘 및 GUI에 대해 디자인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특허 심사기준 제9장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란 디스플레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존
재하는 평면 그래픽을 말하며, 비록 포장지나 천에 무늬를 둘 수는 없지만 색상은 항상 물
품 상에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성질이 시각적인 무늬나 색채가 결합한 외관 창작에 속하
기 때문에, 「물품에 적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및 그래픽화에 활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일종의 물품 외관에 응용되는 창작으로서 디자인 특허의 보호대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 중에는 도식에서 평면 도형 자체만을 구현하고 응용 물품의 점선은 표
시하지 않으며 설명서에도 응용 물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픽 디자인의 정의에 부
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526)
디자인특허를 허여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이 충족되어야 한
다. 이때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순수하게 예술적인 창작 또는 예술과 공
예에 관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성의 경우, 절대적 신규
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만 이외의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에도 신규성은 없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이 개시
된 경우나 대만 정부가 후원 또는 승인한 전시회에서 전시에 의해 출원일 전 6개월 이내
526) 「新兴科技设计发展与图像及GUI的设计保护」 ; http://www.naipo.com/Portals/1/web_tw/Knowledge_Center/Exper
t_Column/IPNC_161102_12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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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디자인이 개시된 경우, 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여 디자인이 간행물에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
계에 종사하는 숙련된 일반 기술자가 디자인특허 출원 전의 종래 기술을 기초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창작성 요건은 물품 외관의 창작에
관한 것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같은 진보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은 디자인특허로 권리가 인정되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
터 12년이다. 이때 특허허여가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독립디자인특허 및
결합디자인특허의 경우 서로 변경이 가능하며 원 출원일 또한 유지된다. 독립디자인특허에
대해 최초로 출원된 출원은 결합디자인으로 변경될 수 있고, 또는 결합디자인 특허에 대해
최초로 출원된 출원은 독립디자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디자인특허 또한 분할출원이 가능하
며, 그 경우에는 원 출원일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 그리스, 노르웨이, 터키 등의 유럽 국가와 호주,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등에서도 GUI 디자인의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표 39] 국가별 디자인의 보호대상

단순
그
글 문자
래
색채 픽
자
체 문자
심
연속
벌

겟업
장 트레
식 이드
드레
스

아르헨티나

X

O

X

O

O

△

X

호주

X

X

O

X

O

X

오스트리아

O

X

X

O

O

브라질

O

X

X

O

불가리아

O

X

O

캐나다

O

X

체코

O

핀란드

다양

건
축
구
조
물

건
축
설
계
도

인 형태
제품 라
테 외형
리 (분수, 벨
어 풍선

O

O

X

O

O

X

X

O

X

O

O

O

O

O

O

O

X

X

X

X

O

O

O

X

O

X

O

O

△

X

X

X

O

X

O

O

X

X

O

O

독일

O

X

O

O

그리스

O

X

O

O

구분

홀
로
그
램

카
툰
캐
릭
터

Ani
mated
icon

O

△

O

X

O

△

O

X

O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X

X

O

X

X

X

X

X

O

O

O

X

X

O

O

X

O

X

X

O

O

X

O

X

X

X

O

X

X

△

X

△

O

X

X

O

X

O

O

O

O

O

X

O

O

O

O

O

O

O

X

O

△

O

O

O

X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X

O

O

O

O

O

O

O

X

O

O

O

O

X

X

X

O

O

질감
표현
특수
직물

그
래
픽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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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IC의 부 제품
레이 품 일부
아웃

헝가리

O

X

O

O

O

O

O

O

O

X

O

O

O

O

O

O

X

O

O

일본

X

X

△

X

X

△

X

△

△

X

X

△

O

X

X

X

X

O

O

멕시코

X

X

X

O

O

X

X

O

O

X

X

O

O

X

X

X

X

O

O

노르웨이

O

X

X

O

O

O

O

O

O

X

O

X

O

X

O

X

X

O

O

포르투갈

O

X

O

O

O

O

O

O

O

X

O

O

O

O

O

O

X

O

O

대한민국

O

X

△

X

X

△

O

△

△

X

X

△

O

X

X

O

X

O

O

러시아

O

X

△

O

O

O

O

O

X

△

O

X

O

△

O

△

△

O

O

스페인

O

X

O

O

O

O

O

O

O

X

O

X

O

O

O

O

X

O

O

스웨덴

O

X

X

O

O

X

X

O

O

X

O

O

O

O

O

X

O

O

O

스위스

O

X

X

O

O

O

X

X

O

O

O

X

O

O

O

X

X

O

O

터키

O

O

X

O

O

O

X

O

O

X

X

X

O

X

O

X

X

O

O

EC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출처 :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특허청,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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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국가별 디자인 관련 법에세서 보호범위는 다음과 같다.527)
[표 41] IP5 국가의 디자인 보호범위
국가

보호

법조문

대상

예외 및 기타

527) 또한 각국 디자인보호법의 정의규정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IP5국가의 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 비교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

미국 특허법

유럽공동체

일본 의장법

중화인민공화국

35 U.S.C. 171 (디

공동체디자인법
제3조 정의

제2조 (정의)

전리법
제2조 이 법에서의 발

서 사용하는 용어의

자인에 대한 특허)

이 법에서:

① 이 법률에서 「의

명창조는 발명, 고안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조 물품을 위한

(a) "디자인"이란제품자

장」이란 물품 (물품의

및 디자인을 가리킨다.

1. "디자인"이라 함

신규, 독창적이고 장

체 및/또는 그 장식의 선

부분을 포함한다. 제8

발명이란, 물품, 방

은 물품[물품의 부분

식적 디자인을 창작

(lines), 윤곽 (contours),

조를 제외한다. 이하

법 또는 그 개량에

(제12조를 제외한다)

한 사람은, 본법의

색상(colours),

형상

같다)의 형상, 모양이

대해 제출한 새로운

및 글자체를 포함한

조건 및 요건에 따

(shape), 조직(texture)

나 색채 또는 이들의

기술방안을가리킨다.

다. 이하 같다]의 형

라, 그에 대한 특허

및/또는 재질(materials)

결함으로서

시각을

고안이란, 물품의 형

상·모양·색채

를 받을 수 있다.

의 특징에서 얻어지는 제

통하여 미감을 일으

상, 구조 또는 그 결

이들을 결합한 것으

발명에 대한 특허에

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키는 것을 말한다.

합에 대해 제출한

로서 시각을 통하여

관한 이 법의 규정

외관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물품의

실용적인 새로운 기

미감을 일으키게 하

은, 특별한 규정이

(b) "제품"이란 어떠한

부분의 형상, 모양이

술방안을 가리킨다.

는 것을 말한다.

있는 경우를 제외하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나 색채 또는 이들

디자인이란, 물품의

1의2. "글자체"라 함

고는, 디자인에 대한

물품을 말한다 – 특히

의 결합에는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은 기록이나 표시또

특허에 준용한다.

또는

복합제품(complex

조작(해당 물품이 그

결합 및 색상과 형

는 인쇄 등에 사용

product)에 조립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상, 모양의 결합에

하기 위하여공통적

부품, 포장(packaging),

있는 상태에 두기

대하여 행한 미감이

인 특징을 가진 형

차림새(get-up), 그래

위해 이루어지는 것

있고 산업상 이용에

태로 만들어진 한

픽

(graphic

에 한한다) 용도로

적합한 새로운 디자

벌의

인을 가리킨다.

심벌,

글자꼴(숫자,

symbols) 및 글자체

제공되는 화상으로

문장부호 및 기호

(typographi c

서 해당 물품 또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

typefaces)을 포함하며

이와 일체로서 사용

다)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

되는 물품에 표시되

함하지않는다.

는 것이 포함되는

(c) "복합제품"이란 분해

것으로 한다.

와 재조립이 가능하도
록 복수의 구성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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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한국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글자체,
물품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물품의 부분,
화상 디자인 보호

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해석범위

「특허법」제171조 제조물품에 관해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고안한 자는 본편
미국

법전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특허에 관한 본편 법전의 규정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 특허에

제조
물품

적용된다.528)

넓음
(동산/부동산 불문,
전체/부분 불문
고정적/일시적 불문)

「공동체디자인법」제3조 (디자인의 보호대상)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또는(그리고) 제품을 장식한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채,
EU

형상, 질감 또는 (그리고) 소재로부터 파생되는

제품

외형이며, 그 제품의 범위에는 부품, 포장,

제품의 범위를
법조문에 규정

외장(get-up), 그래픽 심벌, 인쇄용 글자꼴을
포함한다.529)
디자인을

「전리법」제2조 디자인(외관설계전리)은 제품의
중국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외관설계전리라고
제품

표현하여 보호객체가
제품의 외관임을

있는 새로운 설계를 가리킨다.530)

강조

「의장법」 제2조 이 법률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제8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형상,

화상디자인에 대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사항을 법조문에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항에 있어서 물품
일본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러한 결합에는 물품의
조작(해당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용으로 제공되는
화상으로 해당물품 또는 이것과 일체로 이용되는

물품

별도 명기.
최근 디자인보호법
보호범위에 대한
개정논의 있음

물품에 표시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531)
528) 35 U.S. Code § 171 - Patents for designs (a)In General.—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b)Applicability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desig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c)Filing Date.—
The filing date of an application for patent for design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specification as
prescribed by section 112 and any required drawings are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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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마다 보호범위가 약간씩 상이하며. 나아가 보호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대상 역시 그
표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보호대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보호대상으로서의 물품과 제품 등 유사개념의 비교
표현

사전적 개념

법적 개념
(한국)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고 소유권의 객체로
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것, 독립성/유체성/동산

물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

성/일정성(구체성) 필요
(미국) 제조물품 및 물품의 부분 및 부동산, 일시
적으로 성립하여도 보호가능

제품

원료를 써서 만들어낸 물품

(EU) 물품보다 상위개념으로 파악, 그래픽 심벌,
건축물, 설계도면에 적용된 디자인. 부동산 포함
(상표심사기준) 거래사회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유
체물로 운반 가능한 것,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

상품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국외) 상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례 찾기어
려우며, 일본의 경우 통설적으로 ‘독립하여 거래
의 대상이 되고 교환가치고 있고 유체물인 동산

529) Community Design Resulation(CDR) Article 3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s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 alia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 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c) ‘complex product’ means a product which is composed of multiple components which can be replaced
permitting disassembly and re-assembly of the product.
530) 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
案。 实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
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531) 第二条 この法律で「意匠」とは、物品（物品の部分を含む。第八条を除き、以下同じ。）の形状、模様若しく
は色彩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つて、視覚を通じて美感を起こさせるものをいう。
２ 前項において、物品の部分の形状、模様若しくは色彩又はこれらの結合には、物品の操作（当該物品がその機
能を発揮できる状態にするために行われるものに限る。）の用に供される画像であつて、当該物品又はこれと一体
として用いられる物品に表示されるものが含まれるものとする。
３ この法律で意匠について「実施」とは、意匠に係る物品を製造し、使用し、譲渡し、貸し渡し、輸出し、若し
くは輸入し、又はその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申出（譲渡又は貸渡しのための展示を含む。以下同じ。）をする行為
をいう。
４ この法律で「登録意匠」とは、意匠登録を受けている意匠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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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유통과정에 제공되면서 대체성이 있는 것’이
라고 해석

물건

재물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민법)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

돈이나 값나가는 모든 물건

(형법)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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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제1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방향성 분석

앞서 신기술 디자인과 관련된 현황 및,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한계, 타법과의 관계와 국외
의 디자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개
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본격적인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위하여는 법리적인
분석 이외에도 법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를 통하여 필요성 및 개정방향성에 대하여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물
품에 한정하여 그 보호범위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물품을 전제하지 않는 화상 등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제반 조항들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자인의 혁신이 계속되
고 있으며, 이에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의 물품성의 완화를 대비하여, 국제적인 동향 및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학계, 산업
계, 실무계 등의 전문가 등의 구상을 파악하고, 실제 법조문 및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방안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를 도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I. 조사방법의 설계

1. 조사방법

설문조사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일반 또는 특정 대
상을 상대로 한 전화인터뷰,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전문가 집중 설문조사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전화인터뷰는 신속하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상세하게
복잡한 내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설문지에 의한 설문
조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자신에게 문의된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
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법의 제·개정과 같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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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직업적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설문방법은 복합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응답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쟁점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
우 이러한 쟁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자인보호법의 개정방향의 기초자료로 삼기위한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문가 집중 설문
조사 및 서면 자문 방식에 기초하도록 한다. 전화인터뷰나 무작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
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심사 역시
일반국민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디자
인보호법의 상세에 대하여 모르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바, 물품성의 완화 및 이에 수반하
는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에 있어 일관성, 전문성 있는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 대하여는 디자인에 대한 이
해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행정법,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디자인보호법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학계, 변리업계 등을 연구
참여자(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진행과정은 다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산업
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업계의 현황 및 디자인보호법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는 직접 인터뷰의 방식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설문 문항을 토대로 질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 및 보완 질문 등을 통하여 현실에서의 디자인 보호
법의 적용, 신기술 디자인의 현황, 디자인보호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였다. 둘째, 학계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 전문가들에게 디자인보호법
의 개정을 위한 전제사실 및 개정(안)을 포함한 문제제기형 설문지를 발송한 다음, 해당 전
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한 응답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면자문, 인
터뷰 및 동일 그룹 내에서의 소규모 전문가 회의의 방식으로 별도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
와 같은 방식을 취한 이유는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에 있어서 각 속한 전문가 직역별로 상
이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참여하고 있는 그룹이 상이할 경우, 즉 서
로 입장이 다른 주체들이 함께 면담을 진행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구하
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은 편향된 연구결과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과 인식을 수집하고, 개정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반드시 위의 방법을 취한
것만은 아니며 조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산업계라 하더라도 서면자문을 실시한 경우도 존
재하며, 학계라 하더라도 직접 인터뷰의 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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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한 전문가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연구 기간 동안 분석이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15명의 전문
가를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관계자 등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상의 전
문가가 참가하였다.532)

3. 설문 내용

설문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룹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설문을 달리하였다. 전문
가 설문조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설문내용에 관하여 연구진은 1차로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에 한정하여 그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향후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제반조항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창작디자인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3] 1차 설문조사 내용
연번

핵심 이슈

질문내용
시대의 발전과 함께, 기존에 ‘디자인’으로 정의되어 온 것들과는 달리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은 트렌드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특히, 물품에 입

1

혀지지 않은 형태의 디자인(예: 그래픽 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의 사
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국내외 기업의 출시제품 사례, 출시제품의
출원여부, 출시 예정제품, 컨셉제품 등)
산업계 동향

오늘날의 신기술 디자인 트렌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그러한 디자인 유형에 대한 실질적 수요는 어떠할지 등

2

관련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디자인전문회사 등에
서의 니즈 파악, 실무에서의 애로사항(입법,행정 분야), 미래전망, 산업·
국가경쟁력 예측)

3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학계/산업계/실무계에서 이행하는
보호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디자인

532) 단 참여 전문가의 이름, 소속 등을 본 보고서 상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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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례가 있는지 또는 시도하였으나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디자인보호법 상 보호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및 사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픽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화 여부,
그래픽 디자인 등의 침해사례, 침해 시 대응)
현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보호범위의 확대)의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품성 외에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4

있는지 등 현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
디자인보호법

십시오.(법, 정부정책, 사업 등에서의 문제점, 애로사항, 요구사항 확인)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성을 완화하였을 때 저작권법과의 보호범위 중첩,
유사성 판단, 비물품성에 따른 과도한 권리침해·보호범위의 중첩 등 다

5

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성 완화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6

미래전망

신기술 디자인에 대응하여 앞으로 디자인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
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진은 학계와 변리업계, 행정부 및 기관 등의 디자인보호법을 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신기술 디자인 관련 동향 및 법 개정에 대한 2차 서면자문 및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2차 서면 자문에서는 1차 설문조사를 근거로 디자인보호법의 개
정을 전제하여. 실제 개정이 가능한 여러 안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44] 2차 서면 자문 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연번

핵심 이슈
디자인

1

보호법
개정
(공통)

질문내용

신기술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의 요건에
대한 개정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바람
직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성’의 요건을 완전히 배제하고, 디자인보호법을 적용
최광의
2

방식
개정

받지 아니하는 사항을 예외로 규정하는 최광의 방식의 개정(개정의 장단점, 타
당성,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법조문의 정비, 용어선택
등 추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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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 개정 1안 (예시)
조문

현행규정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개정안
1.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디자인”이란______<삭
제>_____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조

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___________

(정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______형상・모양・색채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

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또

일으키게 하는 것 말한다.
<신 설>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조 제1호
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정의
규정상 디자인으로 보지 아니

제2조의2

한다.

(디자인의

1. 순수 예술 디자인
2. 회화, 서예, 조각, 판화,

예외)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저작권법 제4조의 순수
미술저작물
… (이하 추가 가능)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예니는 시행
령 등에서 규정하는 방식의 개정(개정의 장단점, 타당성,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법조문의 정비, 용어선택 등 추가의견)
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 개정 2안 (예시)
조문

3

현행규정

개정안
1.

“디자인”이란______<삭

광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방식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개정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___________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______형상・모양・색채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

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제2조
(정의)

제>_____

또

일으키게 하는 물품 등을 말
한다.
디자인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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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디자인의 구분) 디자

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호에 따른 물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 이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형
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보호법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시행령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제2조의2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
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를 포함한다) 말한다.
3. ‘그래픽’이란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심미적 요
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
다.
… (이하 추가 가능)

협의
4

방식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존의 방식(ex. 글자체 디자인)
과 같이 열거형으로 제시하는 협의의 방식의 개정(개정의 장단점, 타당성,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법조문의 정비, 용어선택 등 추가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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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 개정 3안 (예시)
조문

현행규정

개정안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글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자체 및 그래픽 등을 포함한

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제2조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정의)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2. ‘그래픽 등’이란 명령 등
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심미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해석가능한 명칭으로 변경
(ex. 제품)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심사기준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
식(개정의 장단점, 타당성,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법조문
의 정비, 용어선택 등 추가의견)
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 개정 4안 (예시)
현행을
5

현행규정

개정안

확대해석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1.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부

하는 방안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또는 일부로서 제품 자체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제품의 선·윤곽·형상・모양・

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말한다.

기반으로

조문

제2조
(정의)

6

디자인

상기의 제기된 개정안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바람직한 법 조문

보호법

(시행령, 규칙 포함)의 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법조문예시, 거시적

공통

관점에서의 방향성 등 제언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1개의 안으로 좁혀, 디자인보호법을 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3차 서면자문에서는 연구진 등이
도출한 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 및 자구 등의 의견 등을 수렴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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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3차 서면 자문 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질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장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재료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장식적 요소로서, 물품에 적용되거나 물품
개정(안)

의 외관으로 구현되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유체 또는 무체의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품을 말하
며, 글자체, 건축물, 실내공간을 포함한다.
3. ‘글자체’란...(현행 법조문 그대로)
4. ‘실내공간’이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내부로서 배치 및 장식
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말한다.
1.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판단

자문사항

2. 물품 vs 물(物) 중 어떠한 표현이 보다 바람직 한 지에 관하여
3. 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4.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한 물품은 없는 지에 대하여

II. 의견수렴의 결과 및 분석

1. 1차 설문조사의 내용 및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설문내용에 관하여 연구진은 1차로 현행 디자인보호
법에서 물품에 한정하여 그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향후 그 보호범위를 확
대하고,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제반조항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창작디자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에 각 세부설문에 대한 전문가가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답변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하였음)

(1) 시대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로 정의되어 온 것들과는 달리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사
례가 있습니까? 특히, 물품에 입혀지지 않은 형태의 디자인(예: 그래픽 디자인, 홀로
그램, GUI 등)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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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전략 보고서」 참조
- 장식장에 다양한 색채의 led 광채를 투사시켜 내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즉
빛에 의하여 구현되는 형태를 가진 디자인이 존재함
- 현재 브라운,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디터 람스의 디자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추세이며, 공
통적인 특징은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기능성 디자인이라는 점과 매우 단순한 형태 안에서
도 기업만의 아이덴티티를 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점임
- 최근 전시분야에서도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기본적으로 미디어기기를 장착해두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홀로그램 전시의 경우에는
기본 장착된 미디어기기를 이용하여 위치와 시공방법에 따라 무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
를 어떻게 권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방법에 따른
전시를 지속하기보다는 위치, 시공법 등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창출
하게 됨
- 최근 디자인 패러다임은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출된 UI에서 가치성을 추구하는 UX
로, 다시 감성을 추구하는 EX로 디자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즉, 이제 단순히 캔
버스(화면)를 벗어난 공간적 콘텐츠로 발전 중이며 나아가 공감각적 콘텐츠로 진화하는
추세임
- 증강현실 사례로 포켓몬고 게임, 삼성전자의 갤럭시 S9 증강현실 카메라앱 ‘포토위드
미,’, 가상현실 사례로서 각종 가상현실 체험센터와 가상현실체험장 등이 존재, 국내의
경우에는 게임캐릭터 그 자체로 출원되고 있으나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함
- 게임캐릭터 등을 스티커, 표딱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통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최근
신기술 디자인이 반영된 물품, 예컨대 증강현실용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 등이 출원되고
있으나 물품으로 출원
- 변리업계 실무에서는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 물품과 분리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만을 출원 요청 받은 경우는 없음

시대 발전에 따른 신기술 디자인의 동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림 자료 등으
로 제공하였으며,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형태의 신기술 디자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
며, 그와 함께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 또한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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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 디자인의 트렌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그러한 디자인 유형에
대한 실질적 수요는 어떠할지 관련 사업의 향후전망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디자인 트렌드북에 따르면, 향후에는 물품성 자체가 사라진 형태의 디자인이 발전할 것
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핸드폰의 경우 현재 물품에 고정된 기능이 향후 화상 화면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임.
-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형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과 디자인의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측됨. 예를 들어, AI 개발자
도 로직과 도면을 알아야하므로 곧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음. 이에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과 디자이너의 합성어인 ‘디자이너링’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도 함
- 특히 1개의 디자인에 1개의 기술이 결합되는 것이 아닌, 2개, 3개의 기술이 융합되는 형
태로 발전하게 될 것임. 그 예로, 캄테크(Carm Tech, 조용한 기술)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사용자가 알게 모르게 기술을 구현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며, 고차원적인 기술의 1개가 아닌 작은 여러 개의 기술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냄. 구체적으로, IoT 상품 개발에 있어, 커튼 기업과 소파 기업이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을 개발하는 시나리오가 형성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AI에 “피곤하
니까 영화보는 모드로 바꿔줘”라고 명령하면 커튼이 쳐지는 동시에 소파가 편한 자세 등
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함. 대기업의 경우를 제외한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IoT 상품
제작에 필요한 시스템, 생산시설, 디자이너 등을 모두 갖추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방식으
로 서로의 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하는 융합형 디자인이 성행하게 될 것임
-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디자인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때 현 기술의 수준은 구현 가능성
의 문제일 뿐 이미 이론상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 기술의 상향평준화로 미래에는
디자인의 차별화가 수익 창출에 더욱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디자인의 역할
이 커질수록 권리화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인법 제도의 정
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의 디자인 트렌드는 디터람스의 성향을 따르고 있다고 보여지며, 애플, 브라운 같은
기업들이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함. 디터람스 디자인 트렌드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니멀
리즘을 따르는 기능성 디자인이라는 점임. 즉, 최대한 외관은 물품의 기능을 위한 것만
남겨두고 단순화하여, 외관만으로 기능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애플의 제
품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 안에서도 자사의 아이덴디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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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 디자인이 디자이너가 디자인 심사에 참여하는 해외국에서는 보호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함. 4차산업의 하드웨어적 제품 개발에 있어 디자
인 트렌드가 더욱 단순화되고 기능에 맞게 변모해가며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텐데,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욱 섬세한
심사기준이 필요함
- 기술이 발전될수록 제품의 기능적 편차가 점차 좁혀지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 가질 수
있는 특성으로서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디자인은 기업 정체성의
확립에 크게 역할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체성(이미지)에 따라 수요자는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이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일종의 선입견을 갖게 됨. 이런 점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전에는 제품 디자인 시장이 확실히 규모가 컸던 반면, 최근에는 디지털 디자인 분야가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UX와 서비스 디자인 분야가 각광받고 있음.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디자인 산업분류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
다는 논의 또한 일어남. 이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분류가 아닌, 스
마트폰 전문디자인, 바이오 헬스 전문디자인 등과 같이 기술산업별 혹은 제품별로 분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디자인은 제품 외관을 위한 디자인에서 점차 사용자 중심의 공감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산업기술 발전단계에 따라 ‘(인공물로서의 디자인)→(지식으로서의
디자인)→(활동으로서의 디자인)’으로 진화하는 중임. 이에 따라 디자인의 역할은 단순히
제품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이 아닌, 비즈니스 전략 및 모델 구상까지
확장될 것이라 생각함
- 물품과 분리된 창작물이 디자인 등록이 되지 못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음,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우 등록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
- 신기술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로 특허 영역에서 보호를 시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사용
자 경험(UX)나 인공 지능(AI)에 관한 디자인은 특허법상 BM 특허(Bussines Method
Patent)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나 사용자 인터렉션
(User Interaction) 분야도 대부분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
스, 사용자 인터렉션에 관한 분야는 미적인 요소보다도 그러한 형상과 모양에 새롭게 적
용된 기능성(function)이 보호되어야 하나 디자인보호법은 오로지 형상과 모양의 미적
요소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스마트 기술은 그 컨텐츠에 내재된 사소
하지만 개선된 기능성이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경계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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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즉, 특허법상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그 기능성을
빼고 나면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디자인들이 기능
성을 배제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있는 현실
- 디자인 보호법이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등으로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정의하는 한, 진보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
를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보호되기 어려운 현실

신기술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질문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융합디자
인의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이미 수많은 신기술 디자인이 시장에 진출
하였으며, 기술의 고도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수요자가 인식하는 제품별 차별성이 적
어짐에 따라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신기술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귀하가 계신 업계에서 이행하는 보호방안으
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신기술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 및
관련 사례가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2012년도부터
디자인 산업계의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 수요자(기업 등)에게 용역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용역계
약 표준계약서’ 폼(Form)을 개발하였음. 이는 시행 7년차로 이미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
으며, 최근에는 디자인 잡지에 본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게재되는 등 홍보 및 인식 제고
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스타트업 규모에서도 많은 개
발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권리화에 의한 디자인 보호 보다는 라이
선스에 의한 디자인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으므로 본 계약서가 향후에도 긍정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칠판에 LED 빛을 쏘아 다양하게 형성되는 동적 디자인을 출원하였으나, 빛에 의하여 만
들어지는 것이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당함
-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출원 시, 공간 디자인은 물품성의 요건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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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동일 물품이 양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을 거절당함. 하지만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모듈 방식으로 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
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으므로 물품성 요건이 완화된다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질 것임
- 현재 물품의 정의에 무체물이 포함되지 않는 법 규정에 때문에, 디자인 출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보호의 수혜를 받기 힘든 형태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부자재를 현장으로 가져와서 축조하는 현장시공식은 유체물이 아니
므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함. 반면, 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프리패
스 건축물(조립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물품성이 존재하고 동일한 형태로 양산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현재도 등록 가능함. 때문에 공장제조물이 아님에도 공장제조물이라 출원서
에 기재하여 출원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혹여나 등록이 된다하더라도 추후
에 무효 되기도 함. 즉, 결과물이 같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
라 등록여부가 결정되고, 편법을 통해 등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 수준에 차이가 생
기는 문제점이 있음
-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도, 화상디자인 그 자체가 아니라 물품의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고
있음. 화상이 상당히 많은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품에 한
정해서만 출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보호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스크린에 LED를 투사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동적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한 사례가 있었
으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됨.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대체로 물품
성 요건 불충족 및 동일 물품의 양산 불가를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는데, 건축기술의 발
달로 모듈 방식 시공이 가능해지면서 현실과 법률상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테
리어 디자이너는 그 디자인 자체를 보호받고자 하나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작권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그 보
호범위가 상당히 좁아서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우리 디자인 업계에서는 도용이 매우 만연하고, 해외의 디자인 또는 전시물을 그대로 가
져오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이러한 도용 행위를 법으로 방지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에 대해 법적 보호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임
- 디자인 권리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체로 6개월 ~ 2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 디자
인 업계에서는 이미 수익창출 가능시기를 지나게 되어 보호의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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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권리화를 시도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권리화를 통
해 제3의 목적(예: 국가지원 등)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더 많음. 다만, 보호를 목적으로
한 권리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임
- 홀로그램 분야 내에서 홀로그램을 디자인으로 볼 것인지 기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홀로그램 기술 자체가 복잡하고 정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순한 ‘장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시공(施工)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디자인권으
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 권리의 범위 등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상 해당하는 보호요건을 갖추면 응용미술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 특히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
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
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저작권법도 기본적으로 물품
성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여짐

산업계 실제출원과 관련한 산업계 의견의 대부분은 “디자인 특허의 의미가 존재하는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 사업상 실적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실질적 활용가치는 없
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자인 그 자체
로서의 분야만 보호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기술과의 융합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현재의 디자인보호법 체계로는 신기술 디자인의 권리화는 현실
적으로 힘들다는 공통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보호전략을
시행하거나, 디자인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출원이 아닌 등록을 위한 출원을 선택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었으며, 법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이러한 편법만이 진
화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으로는 현 디자인보호법 및 제도는 오래전
에 구축되어 현실의 디자인에 적용이 어렵고, 때문에 권리화를 통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금전적·방어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
술 디자인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보호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물품성 외에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 현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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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물품성은 판례와 실무에 의하여 그 범
주가 좁게 해석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 개정으로 그 요건을 삭제하거나 혹은 범위
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함. 법률을 개정하여야 판례도 곧
변화할 수 있을 것임. 물품성을 논함에 있어 굳이 유체물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독립거
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짐. 즉, 대법원 판례는 물품성과 ‘형태성’
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태로서 구
체적 특정이 가능하다면 법률로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물품성 요건 문제 외에도, 신기술 디자인은 유사판단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함. 유체
물은 변형의 범위가 크지 않아서 현행 유사판단 기준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만, 화상디자인과 같은 무체물 디자인은 그 변형 범위가 매우 크므로, 어느 기준으로 어
느 범위까지 유사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상품 개발의 측면에서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되어짐. 다만,
물품성 요건 완화보다는 디자인 생산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디자인은 본래도 그 특성상 트렌드 주기가 짧은 편인데, 디자인이 신기술과 융합되면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생산주기가 더욱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
디자인에 대하여는 권리화 과정을 간소화 한다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임.
- 솔직히 법률 개정은 수익 창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짐. 중소 디자인 기업의 경
우 애초에 디자인 출원에 대한 부담을 느껴 권리화 시도 조차를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물품성을 완화하여 디자인권 출원의 문턱을 낮춘다한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함.
오히려 법률 개정보다는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다
양화되었으면 함
- 현재 화상디자인의 경우에 화상 자체는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고 물품에 표현된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한데, 화상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특정
물품에 한정해서 출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보호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문제가 발생
함. 이런 부분에서 현 법률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물품성을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정부기관(특허청)의 입장도 물품성 완화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판례 및 법
리적 측면에서 여전히 물품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법원의 태
도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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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 IT 산업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디자인 보호범위를 넓
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됨
- 우리나라는 물품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법제가 디자인보호법 이외에도 실용신안법이 있
고, 또한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도 물품에 표현된 것을 그 보호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등, 그 보호법제 및 보호대상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거나 특정되어 있는 것으
로 해석됨. 다만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다양한 기술사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기술사상은 특정한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 공통적 기능적 요소를 바탕으로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음. 특히 디자인보
호법에 의하여 화상디자인(부분디자인)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은 지정된 물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사용될 수 있는 등, 그 사용
의 범위 및 대상이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음. 따라서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의
디자인 보호객체는 출원 시점에 하나의 물품만을 특정하여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야 하고, 여기서 출원 시점이 아니라 장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출현되는 새로
운 물품(제품)에 선 등록된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이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현실인 바, 따라서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과 같은
화상디자인은 물품을 특정하지 않고 물품의 포괄적 적용을 근거로 보호해줄 수 있는 디
자인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확대인지, 보호대상의 확대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제92조에 의해 유사범위까지 인정되고, 제35조의 관련디
자인까지 감안하면 등록디자인의 비유사 범위까지도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보호범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보호범위의 확대보다는 “보호대상의 확대”의 필
요성이 있음
-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의 확대”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음. 특허법은 기술적 사항, 디자
인보호법은 외형적 미감을 보호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에는 기술과 미감의 경계가 애
매해 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 디자인보호법
은 동 업계에서 “디자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보호를 수용할 수 있어
야 함. 당장 모든 디자인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디자인의 정의가 법에서 획일
적으로 정해지고, 그에 부합하는 것들만 보호된다면,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의 보호를
놓치게 되는 바,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정의는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처럼 포괄적
으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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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요청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도모를 통한 ‘산업발전’이며 여기에서의 산
업은 2차, 3차, 4차 산업을 한정하지 않은 동시대에 진행되는 산업의 개념이라 할 수 있
음. 그러나 그러나 현재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2차 산
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으로 운용(디자인보호법의 ‘물품’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
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제조물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 한편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VR, AR, AI, 홀로그램 등의 기술은 소위 4차산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상용화가 예측되는 분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분야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섭할 필요성이 존재, 미래에 상용 가능한 분야
에서 실용적인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물품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 범위는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물품성 자체는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되나 다만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산업디자인’이 과거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대상에서 유체물
이 아닌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재 디자인보호법이 글자체 등을 추가한 것
과 같이 추가하는 방향이 바람직 함. 다만, 이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확대가
산업이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해당 산업의 국제적 위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

기술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호할 필요성과 전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우
리 또한 물품성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물품성을 완
화 또는 확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범위의 합리성 및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5)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성을 완화하였을 때 저작권법과의 보호범위 중첩, 유사성 판단,
비물품성에 따른 과도한 권리침해·보호범위의 중첩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성 완화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중첩문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째는 동일인이 하나의 대상을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모두 보호받는 권리의 중첩
의 문제임. 이 경우, 1인이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함. 이미 같은 대상에 대하여 디자인권과 동시에 특허권도 보유할 수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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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권리 사이의 법률관계가 디자인보호법 제95조에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이상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음. 둘째는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2인이 각기 다른 권리인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이 또한 이미 디자인보호법 제95조에서 충분
히 규율을 하고 있고, 이에 저촉될 만큼 보호범위가 크게 중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디
자이너가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기존의 물품디자인 변형 범위에 비해 화상디자
인의 변형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어느 범위까지 유사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
립이 되어야 할 것임.
- 현 법체계에서 물품성 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체계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
을 것이므로, 물품의 범위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더 맞지 않을까 사료됨.
-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ⅰ) 동일인이 하나의 대상을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권리의 중첩은 실질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ⅱ)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2인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미 디
자인보호법 제95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저촉될 만큼 보호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디자인권 소유자가 저작물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물품성이 완화되어 홀로그램 등을 보호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권리화를 시도할 의향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권리화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됨. 디자인권이 매출이라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실제 기업들도 권리화를 통해 얻는 실익은 마케
팅 효과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되는 시간적·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면 결국 권리
화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됨.
- 과도한 권리침해나 보호범위의 중첩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론과 견해는 지식재산권의
독점성보다는 공공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권리보호의 공공성을 언급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러한 환
경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함. 진정한 권리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권리 침해나 권리남
용을 주장하는 자들을 모방을 방조하는 자로 보일 뿐임.
- 과도한 권리침해는 기본적으로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한 이후에 논의 할 이슈임. 진정한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권리침해 또는 재산 침탈을 보호해 주
는 부차적인 이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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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권리침해 문제는 추후에 논의의 실익이 있음
- 보호범위 중첩과 관련하여, 디자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디자인은 그 시
작은 예술적 작품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대량생산되면 상품이 되는 것이고, 그 디자인
을 작품적 관점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상품적 관점에서 디자인권, 상표권, 및 특허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기능적 특성
에 대해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바, 즉, 우
리 법과 그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중첩적 보호를 경계하고 있음.
- 어떠한 디자인 특성이 다양한 법률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양한 법률 영
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디자인이 중첩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여 권리보호
를 배제할 필요는 없음
- (저작권법과의 중첩) 물품성을 완화할 경우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이미지와 저작권법 간
의 중첩이 예상. 하지만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중첩은 응용미술디자인의 저작권법
내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두 분야의 중첩은 보호가
치 있는 대상이 저작권적 요소와 산업디자인적 요소가 공존하는 문제이므로 특별한 쟁점
은 없음. 오히려 각각의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법의 보호를 받는 다면 창작물 보
호의 공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음
- 마찬가지로 산업계의 요청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물품성 범위가 확대되다고 하여도 이는
저작권적 요소와 관계없이 별개의 산업디자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다만 물품성 개념 확대로 새로 포섭되는 디자인은 저작권법과 구별되
는 고유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은 보호요건, 보호범
위, 보고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단지 대상의 중첩을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다만 과도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하여
살피면,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손해에 대한 권리 경합정도로 인
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상표법과의 중첩) 그래픽 이미지, 로고 등이 디자인보호법에 수용될 경우 상표와의 경합
문제가 발생, 위와 같은 디자인의 경우 무효나 저촉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는 것
은 사실임 ①상표로서 사용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으므로 무효사유로 규정할 것인지, ②
문자는 동일하되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경우 상품 연관성을 전제로 저촉사유로
만 규정할 것인지, ③ 상표적 사용의 경우 디자인이 상표에 우선하는 것은 법체계를 흔
드는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우열관계 등 여러 방향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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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프로슈머 개념으로 창작자-생산자-소비자
(이용자)의 구별도 어려워지고 있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물품성
이 완화되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
물 등과의 구별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하는 바, 특히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의 경우 물품성을 기준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그 구
별이 더욱 어려워 질 것, 예를들어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릴 기간과 후발 이용자들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
려한 균형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존속기간 이후에도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
가 연장된다면 입법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마찬가지로 각 법
률이 정하고 잇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나 예외 또는 제한사유도 달라지면서 법률 수요자
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공통의견으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그 방식에 있어
서는 물품성의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체계안전성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법개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 예컨대 유
사판단 등의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타법과의 충돌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디자인보호법에서 저작권법과의 충돌을 고려한
법 조항을 예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신기술 디자인에 대응하여 앞으로 디자인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중소기업’의 디자인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신기술 디자인 개발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GUI나 가상현실
등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금전적 및 시간적 비용 때문에 권리 구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
황임. 중소기업의 디자인 출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추거나, 출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국제 동향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사실상 디자인 창작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고
전 디자인을 고수하는 성향의 일본 국가에서도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노
력을 하는데, 미래 테크놀로지 산업의 주요 강대국이 우리나라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되고 있는 현 트렌드에 따라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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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기술이 도입된 하드웨어적 제품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 트렌드는 더욱 단순화
되고 기능화될 것인데, 이때 어떻게 창작성을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현 심사기준
을 통해서는 등록이 되지 않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섬세한 심사기준이 필요함
- 신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제 디자인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기술과 융함되었을 때 보
호받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로서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함. 특히, 기술적 제품은 디자이너와 기술구현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디자
이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 신기술 디자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디자인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어떤 시대적 필요에 의해 어떤 디자인적 요
소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 그런데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여전히 디자
인을 “물품의 형상 및 모양 등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툼의 여지없이 이러한 정의 규정 자체가 디자인보호
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 산업 발전은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
을 보호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만약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보호범위의 중첩, 과도
한 권리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면 충분. 선도적으로 개발하
는 사람은 법에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후발주자를 추후 법의 개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임
- 디자인보호법은 산업발전과 관계된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정체성 필요, 따라서 타
법을 고려하지 않은 무한 범위 확장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디자인 개념 수용은 법의 공백을 막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하지만 신기술 디자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성립요건, 효력(권
리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타법과의 관계 등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신기술디자인을
수용한 법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 따라서 법 정비와 함께, 제도에 관한 지침, 해석기
준 등의 뒷받침 필요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보호대상이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할 것이지만,
법리적인 고려에 앞서 우리 해당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산업정책적 고려를 우선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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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설문 외에, 추가적으로 조언해주실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디자인권의 보호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디자인을 창작하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시현하고 상품
화시키는 것이 어려움. 상품화와 이윤 창출이라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디자이너들은 창작
한 디자인을 권리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음. 오히려 현 시점에서 디자인 기
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용자 기반의 기술 디자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
어느 디자인 분야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높은지, 혹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어떠한지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를 오픈하고 사용자 리서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지원임.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오픈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디자인산업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트렌드 주기가 짧은 디자인권의 출원에 대한 부담
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디자인은 변형과 회피가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
금만 변형해도 권리화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분야임. 즉, 향후
국내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출원의 용이성을 높이는 등 디자인 보호
제도를 잘 정비하여야 할 것임
- ‘디자인 보호’를 목적으로 디자인을 출원·등록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업무적으로 ‘등
록’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디자인 출원·등록이 이루어지다보니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문
제(예: 디자인권에 근거한 무작위 침해소송)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래 취지
인 디자인의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개정 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함. 그러나 디자인은 기술과 달리
변형과 회피가 용이하다는 점과 자본 투자 없이도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음.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콜라보를 통해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디자인은 관련 산업 및 분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직 디자인
산업분야만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나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산업재산권의 보
호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이 많음. 따라서 디자인 출원·등록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향후 디자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호기제로서의 역할을 더욱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44 -

- 디자인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는 보통 사인간(당사자간) 소송으로 해결되는데,
실제로 권리 보호의 기준은 특허청이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관기관인 특허청이 분쟁을 적
절히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함. 즉, 권리화를 한다면 권리를 기반으로 이
익 도출, 침해 방지 등 후속조치가 가능해야 할 것인데, 디자인권은 그런 후속조치가 미
비함. 저작권과는 달리,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분쟁조정시스템이 없음. 다
만, 특허는 기술적 측면에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판단 및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상표나
디자인이 갖는 정성적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디자인의 본질은 보는 사람(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
품의 수요자 및 거래자)의 마음에 어떤 미감이 느껴지느냐에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
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
다는 것이 디자인의 구성 전부를 동일한 비중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므로, 실제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 디자인의 요부를
추출한 다음 그 요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됨.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 판단한다는 것이 요부만 추출하여 서로 비교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 속에서의 요부를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라
는 점임
- 디자인의 신규성과 관련하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
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이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 공통된
공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비교대상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공지 부분을 포함
하고 있는 등록디자인이 오히려 신규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
임. 나아가,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
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
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침해(권리범위 판단) 단계에서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공지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보호의 전문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완화된 상표법
과 트레이드드레스,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디자인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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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업중심의 등록과 심사, 침해구제절차의 마련 필요

2. 2차 설문조사의 내용 및 분석

1차의 전문가 설문조사, 인터뷰 이후 학계, 변리업계, 산업계의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구
체적인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각 세부
설문에 대한 전문가가 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답변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함)

(1)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최광의 방식에 관한 의견

- 물품과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를 기초로 짜여진 디자인보호법의 법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물품성의 개념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법의 성격을 달리하는 큰 폭의 개정인 것을 파악됨.
이 경우 보호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렵고, 신속한 등록 및 권리행사가 중요한
산업재산권법의 특성상 보호대상 여부의 판단이 더 문제가 되는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되
는 바,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물품성 자체를 없애는 경우 지식재산권 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의 개정은 현실가능성이 없음. 예컨대 그래픽 심벌 자체
가 디자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모든 물품에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 보다 오히려 더 강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임
- 저작권에서는 사람의 사상 감정의 표현물로서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작물의 성립요
건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물품으로부터 분리
된 모양으로서 산업에 이용되는 그래픽 등은 일정한 성립요건이 없어서(저작권에서도 요
구하고 있는 창작성은 제외) 그래픽 자체만도 보호하는 경우 저작권 보다 그 효력범위가
더 커지고 저작권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문체부에서는 물품성의 완
화나 삭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
- 이러한 방식은 상표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충돌이 예상,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유사한 표
장과 동일 유사한 물품에만 미치는데 만약 그래픽 자체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은 모든 물품에 미치게 되어 상표권의 효력보다 더 커지게 되고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지재권과 관
련한 경업질서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246 -

- 법규상 물품성을 완화, 삭제하는 것보다 물품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의 심사기준 등
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등 그래픽이 투영되거나 결합될 수 있는 유형의 물품과 결합하
여 출원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방안이 타
부처 등의 반대를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디자인 보호방안이 될 것임
- 해당 개정안은 디자인의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그 이유로는 ⅰ) 물
품성 요건을 삭제하는 경우, 우선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는 의
미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없고, 또 유․무형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디자인 등록요건심사에서 검색 대상 및 범
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등 심사실무 및 동일유사판단에 많은 어려운 점이 존재, ⅱ) 모든
디자인에 물품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안이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나만 하여도 가능하므로 출원절차 및 출원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등록디자인권이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그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
은 것이 문제인 바, 제3자와의 디자인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오히려 디자인 산업
계에 악영향 초래, ⅲ) 물품성 요건이 폐지되면, 하나의 디자인권출원으로 여러 물품에
동시에 적용되게 되므로 디자인등록 출원건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로 인하여
특허청의 디자인심사물량이 감소되고, 또한 변리사업계로부터도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감
소에 관하여 반대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축
- 물품성을 배제하는 대신, 디자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저작권법과의
충돌의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음. 그 이유로, ⅰ) 개정안은 저작권법
상의 미술저작물과 관련한 충돌 또는 이중보호를 고려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1
조 제1호에 물품성 요건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도형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의 다른 저작물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독 미술저작물만을 예외도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은 의미가 없음. ⅱ) 물품성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
상의 미술저작물 중에서 특히 응용미술저작물과 충돌 또는 이중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즉 응용미술저작물은 순수미술품이 물품에 구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
품성 요건이 디자인보호법에 있는 경우에만 양법의 충돌 또는 이중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양법의 운영에서 적절히 해결하여 왔고 또 출원인/창작자 본인
이 판단할 문제임
-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중복보호, 디자인보호법
과 저작권법의 한계 설정의 어려움,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
에서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
- 디자인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어색함, 「유럽공동체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제품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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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하되 상업화할 수 있는 제품의 내용 전체를 일괄할 수 있도록 정
의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예외 규정을 두어 순수미술을 제외하는 방식은
저작권법상 보호가 있어 영역의 중첩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법의 보호범위는 두터운 것
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 해당 방식은 디자인의 정의를 최대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되, 독점배타적 권리르 부여할
수 없는 사항을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정은 신기술 디자인
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비보호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
요하고 적절한 권리보호 배제가 필요
- 해당 방식의 경우,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타당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의 관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바, 만약 해당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형상·모양~’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물품성은 그 본질적인 보호
대상과 이 법의 목적을 충족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
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과도 구별되는 중요한 속성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
법과의 관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형식적 측면의 수
정이 필요한 부분)
-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순수예술 디자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임. 팝아
트 등 예술과 산업의 경계에 있는 영역들이 많고 순수하게 예술적 감상을 위하여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산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념은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만약, 물품성을 완전 배제하고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을 별도로 규
정할 경우 ‘응용미술저작물을 제외한 미술저작물’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
으며,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응용미술저작물도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회화, 서예, 조간, 판화, 공예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순수라는 표현이 가지는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이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기존 우
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이라 사실상 각호에 특정된 것을 제외하고

- 248 -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
- 최광의 방식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
친 범위 확대는 오히려 디자인 창작성을 저해하고 보호범위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타법과의 관계, 디자인보호법 내에서의 보호범위 설정,
심사의 곤란성,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간의 권리 충돌 등이 예상되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
다고 판단, 만약 최광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정의규정 내에서 옐외규정이 상세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디자인보호법상의 저촉규정, 무효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 검토 필요

(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의 요건을 완화(물품 등)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예시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광의의 방식의 개정에 관한 의견

- 물품성의 요건을 규정하되 물품의 범주를 정의하는 별도의 시행령을 두는 방식으로서,
법해석 및 개정의 용이성의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 개정안인 것으로 파악됨. 다만, 보호
대상을 굳이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물품에 관
한 규정을 디자인보호법 상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디자인의 예시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물품의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신 변화에 대응할 때마다 새
로운 물품의 유형으로써 “물품 등”의 대상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절차상의 복잡성이 있
다. 즉 “물품 등”의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려고 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시행령에서 두고 있다는 점에, 체계상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시행령에서 보호범위의 예시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래픽이나 글자체 등
구체적으로 정의내리지 않는 것이 해당 업계의 디자인 발전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짐
- ‘물품 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 등’을 나
열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그러나 나열식으로 기재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의 일반적인 정의와 시행령에 기재된 예시 물품 들과의 관련성, 기재되지 않은 물
품들과의 관련성이 문제되어 보호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반적인 물품의 정의와 특유한 물품의 정의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정의하고 열거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또한 제2조 제1호의 물품 등의 개정에 있어 법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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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품이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전체 또는 부분에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
들이 결합되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물품 등’이라는 표현을 법문에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움. 또한 시행령으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 본문에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문구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시행령에서 ‘디자인의 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어색하
다는 문제가 존재
- 물품의 정의 역시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와 동떨어져 있으며 또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법상 디자인 정의규정의 내용
과 동일하므로 중복, 아울러 그래픽의 정의도 구두의 명령과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기기의
작동을 위한 명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수식이 필요함
-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관하여 기존의 물품성을 유지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정체성을
유지한 점, 물품성이 없는 대상 중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만, 법에서 ‘물품 등’이라고 하여 포괄적 해석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제안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이와 같은
방식은 자칫 제1안 최광의의 규정방식과 동일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고 판단됨, 따라서 법체계의 문제르 제외하고 내용만을 볼 때에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부분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픽과 관련하여, ‘명령 등을 수행하
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정의할 경우 현재의 화상디자인 심사실무보다 그 인정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3)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존의 방식(ex. 글자체디자인)과 같이
열거형으로 제시하는 협의의 방식의 개정에 관한 의견

- 나열의 방식의 법 규정은 법 문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바, 따라서 해당 방식
을 취한다면, 1호에서는 물품만 규정하고 2에서 “제1호의 물품은 본 호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넓게 규정).” 또는 “제1호의 물품은 본 호 각목의 사항에 따른다(좁게 규정).”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물품성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물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한 것

- 250 -

으로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해당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그래픽 등의 정의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에 ‘디자인’으로 정의되어 온 것들과는 달리 신기술
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을 최대한 개정하지 않고 물품의 정의에 그래픽을 추가하는
정도로 보여지며, 현행법 체계를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행 디자인의 정의규정도
깔끔하지 않은데, 계속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추가할 것인지 의문, 물품의 일반적 정의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아울러 ‘물품’을 규정하고 그 ‘물품’에 새로운 보
호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은 점점 법을 누더기처럼 만드는 문제가 있음. 물론 실현가능성
은 높지만 이번 논의의 결과물이 단순히 ‘그래픽’을 추가하는 방안에서 끝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는 물품을 전제로 하고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형태로 형식적
으로는 가장 바람직. 기존에 글자체를 추가하는 방식과도 부합하는 안임
- 다만 그래픽의 정의가 자연적인 언어의 사용가 일치하지 않아 어색하므로 조금 더 수식
어를 붙인 용어가 필요, 명령이라는 것은 특히 전자기기기의 동작을 위한 명령이므로 이
러한 수식문구가 있어야 일반적인 지시·명령과 구별이 될 것
- 참고로 보통 정의에서는 ‘그래픽 등’으로 정의하려면 ‘그래픽등’으로 붙여서 표현해야하
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관하여 기존의 물품성을 유지하여 디자인보호법의 정체성을
유지한 점, 물품성이 없는 대상 중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만 법에서 ‘그래픽 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 규정 자
체가 불분명한 것이므로 적당하지 않음. ‘그래픽 등’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지 알기 어렵
기 때문, 따라서 법문상의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제외하면 내용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그래픽과 관련하여‘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정의할 경우 현재
의 화상디자인 심사실무보다 그 인정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4)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해석가능한 명칭으로 변경(ex.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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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심사기준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식의 개정
에 관한 의견

- 물품의 개념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 의해 보호 대상이 변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보호 대상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권리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
는 바, 법문에서 물품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법 상의 물품성 요건과 관하여 물품을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인데, 개정안에서
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물품의 범위보다 매우 넓은 의미이며, 이는 물품과 제품의 법적개념을 명확히 정의
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각국 법을 검토하여 보면, EPO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는 물품, 일본은 제품의 외관, 중국은 물품, 미국의 제조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물론
물품의 범주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넓게 또는 좁게 취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디자인 기본
적으로 물품에 한정해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EPO법 제3조(디자인의 보호대상)에는 제
품성 요건을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즉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
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또는(그리고) 제품을 장식한 특징”이라는 제품성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 그 제품성의 유무는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또는 (그리
고) 소재로부터 파생되는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의 범위에는 부
품, 포장, 외장(get-up), 그래픽 심벌, 인쇄용 글자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
한 디자인의 정의에는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제품의 한정요소를 보면
결국 물품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현행 물품성 요건을 제품성 요건으로 변경할 필요
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물품성보다 넓은 제품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또 디자인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판단객체의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으로 보이지 아니함
- 해당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 나아가,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글
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음. 이 부분도 문체부의 주장에 의하여 반영된 것으
로 글자체 디자인권 자체를 모두 제한하고 있는데, 당시 개정 초안에는 이 효력제한 규
정이 없었으나 글자체디자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소설 등 문학 분야의 발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반영된 사항임. 이
로 인해 현재의 글자체 디자인은 등록을 받아도 실질적인 권리는 거의 없음. 그래픽 디
자인의 경우에도 개정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한 글자체 그래픽 부분의 경우에서도 효력제한 범위를 일부만이라도 줄이는 개정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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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해석 가능한 명칭으로 변경
(ex. 제품)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심사기준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
적으로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
- 해당 안의 경우,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보호대
상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개정안으로 여겨짐
- 일본 「의장법」에 따른 미감에 집중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특허대상이 되는 제품의 외관과
이것을 상업적으로 확장하여 사용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유럽공동체디자인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물품보다는 제품이나 상품과 같이 명확한 업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지며, 차라리 산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국어에 더욱 어울리는 것으로 보여짐
- 법규정은 조금 더 정치(精緻)하게 다듬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디자인화한 제품의 상용
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럽공동체 공동체디자인법에 따른 정의규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
여짐. 모바일 UI나 홈페이지 구성 등 명확하게 일반인에게 디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동
법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영역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어를 열
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본 개정안은 디자인의 정의가 상당히 확대되어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나, 디자인보
호법이 보호해야할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
음. 또한 기존 한정적으로 해석된 물품을 더욱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
으나 제품의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이 제품은 곧 물품이라는 해석이 나
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음. 예컨대, ‘제품이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물품, 글자체 그래픽 등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물품과 제품의 구별은 영어의 article과 product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 국어적 개념에서
는 영어처럼 구별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물품은 일정
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을 의미하고 제품은 원료
를 써서 물건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 보다 넓은 영역으로의 해석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서 용어의 변경을 가하는 장점이
있으나 법의 전체적인 취지나 체계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에 대한 법의 명확한
규정 없이 용어만 도입하는 것은 개정의도를 법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편 그 적용범위를 심사기준을 통하여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법 취지나 법문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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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심사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정의규정을 법에서 마련하지 않고 심사
기준 운용을 통한 보호범위 정립에는 문제가 있음. 특히 법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고 판단됨. 또한 기존에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있던 ‘형상, 모양, 색채’이외에 ‘선, 윤곽’을
추가하였으나 개정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됨. ‘선’은 모양에, ‘윤곽’은 형상에 포함
되는 개념이므로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됨.

(5) 그 밖의 의견

- 신기술의 발달로 탄생되는 유형의 창작물은 물품성이 인정되므로 현 제도에서도 보호가
가능하고 문제는 무형의 창작물이라 할 것이지만 무형의 창작물도 투시배경이 있어야 하
므로 투시배경이 되는 객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호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하부 규정의 개정만으로도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창조물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무형의 창작물 그 자체를 보호객체로 하는 것 보다는 그 권리범
위가 약하다 하겠으나 투시배경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면 무형의
창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의 버금가는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됨
- 즉, 디자인권은 동일 유사한 물품과 동일 유사한 형태에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투시되는
배경 물품으로 등록된 무형의 창작물에 관한 디자인권은 투시 배경이 되는 물품이 동일
유사하고 무형 창작물의 모양이 동일 유사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미쳐서, 무형 창작물
그 자체가 등록된 경우보다 그 효력범위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배경 물품의 동일 유사
성 범위를 최대한 확대한다면 문체부 등의 반대를 피하면서 현실적으로 물품성을 완화하
거나 삭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디자인보호법에서 그래픽 등을 보호범위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래픽디자인, 홀로그
램, GUI 등과 같은 조작화상디자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용어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그래픽 등”에 대한 정의로서, “‘그래픽 등’이란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심미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라는 표현 및 의미가 무엇을 특
정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디자인은 물품성 요건을 기준
으로 하고 있지만 물품과 관련한 기능성 요건은 관련이 없음. 즉 “그래픽디자인, 홀로그
램, GUI 등과 같은 조작화상디자인”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표시되는 화면을 기준으로 디
자인권이 부여되는 것이지,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이 특정 기능적인 수단 또는
과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의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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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라는 의미가 특정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한”이라는 의무조건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요건이 부가되는 것이므로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성 요건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기능성 요건이 부가되
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픽 등”의 정의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법 개정 시,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캐릭터 등)과 충돌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저작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
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
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16호), 여기서 프로그램저작물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과 같은 화상디
자인의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법과 보호대상의 충돌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그래픽 등”을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특정하는 경우
에는 하이퍼 링크를 포함한 웹페이지와 같이 일부에 조작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전체
적으로 감상, 열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상 등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과의 충돌 또는 이중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
적 검토가 필요
-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용어 중 “그래픽 등”의 표현이 특정 물품뿐만
아니라 범용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과 같은 조작화상
디자인”을 통칭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
견으로는 “그래픽 등”을 “조작화상디자인”으로 수정 또는 별도의 개정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래픽 등”을 “조작화상디자인”으로 수정 또는 별
도 개정안을 검토하는 경우를 전제로, 제2조 제2-2호에서 ‘조작화상디자인’이란 그래픽디
자인, 홀로그램, GUI 등과 같이 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하여
조작되는 기호나 표시로 심미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한번 고
려해볼 수 있음
- 물품의 정의규정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현행 통용되고 있는 물품의 정의(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는 신기술 디자인을 절대로 포용할 수 없는 바 이 점은 반드시 개정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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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기술디자인은 ‘제품’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법
상 ‘물품’을 ‘제품’으로 개정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사전상 ‘제품’의 의미를 포함하도록
물품을 정의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임. 또한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디자인 도면 작성
시 반드시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신기술디자인은 외관의
형상과 모양이 해당기술의 적용에 의해 다리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임
-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보호범위의 중첩(특히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디자인권이 상표적 사용이나 기술적 실시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
게 하는 것도 제3자의 이용 측면에서 중요
-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호대상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용되
는 생산과 관련되는 디자인의 보호라는 경계가 지켜지면서 형식적으로는 EU 방식의 접
근이 타당해 보이나, 이 경우에도 제한규정의 적용, 보호기간 상이 등 저작권과의 중첩으
로 인한 혼란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
의 구별 기준인 ‘분리가능성’이 개정되는 디자인의 정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거시적 관점에서 물품은 그 속성상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유사판단의 기준이지만
물품 고유한 속성이기도 함) 신기술디자인으로서 당장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필요성이 요
구되는 ‘디스플레이패널을 장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GUI, 홀로그램 키보드’ 등 역
시 기존에 활용되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그대로 살리되 기술적 발전에 따라 물리적
물품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기술 발달로 인하여 물리적
인 한계를 탈피하되 ‘용도, 기능’은 그대로 보유한 다양한 그래픽 도구들이 개발될 것인
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이러한 분야를 포섭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막연히 추상적인 이미지 전반(예컨대 그래픽 심볼, 로고 등)을 포섭대상으로 볼 것
이 아니라, 유용하고 실용적인 용도와 기능을 가진 도구로서의 그래픽에 대한 접근을 할
때, 타법과의 관계, 보호범위의 혼란을 피하면서 합리적인 디자인보호법만의 적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3. 3차 서면자문의 내용 및 분석

가. 법안의 타당성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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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은 우리나라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영역을 넓히고 1디자인 1물품 원칙으로
물품 장식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를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나 “물품이란 유체 또는 무체의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부품인 경우 호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2900판결) 글자체, 화상디자인 등과 같은 장식, 건축물(삭제되어야
하거나 별도정의가 있어야 할듯), 실내공간 등(열린규정으로 필요)을 포함한다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건축물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 제4호는 ‘건축물’의
정의, 제2조 제5호는 ‘실내공간’의 정의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개정이
디자인보호법의 전면개정에 준하는 것이므로 괄호 등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됨. 장식적 요소 관련하여, ‘선’과 ‘윤곽’의 구별기준이 다소 애매하고, ‘질감’은
재료에 의해 느껴지는 미감으로 이해되는데, 정의 규정을 전체로 보면 “질감에 의한 미
감”이라고 읽혀지므로 표현이 다소 어색할 수 있음. 기존과 같이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 물품과 제조물품이 반복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바, 제조물품을 제조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 “물품에 적용되거나 물품의 외관으로 구현되어”가 동어 반복으로 해석. 물품의 외관만
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물품의 외관으로 구현되어” 또는 “물품에 적용되어” 둘
중 하나만 남기면 족한 것이고, 물품에 적용된 물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물품에 적용 가
능한 외관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의 개정이라면 조금 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해당 안의 2호를 삭제하고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이러한 물품에는 그래픽 심벌, 글자체
등이 포함된다’로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실내공간을 별도로 보호대
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트레이드드레시 혹은 부경법상의 보호대상과 충돌 등에 대해서 보
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 디지털 기술발달로 인한 디자인의 창작-유통-이용환경이 변화된지 오래인 바, 이에 따라
물품성이 완화되거나 물품성이 전혀없는 디자인이 등장. 업계를 중심으로 보호의 요구가
높음. 한편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하여, 물품성 요건이 출원
절차, 심사절차, 권리범위 확인 절차, 침해판단 절차 등 디자인보호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침. 다만 개정안의 경우 물품의 정의를 ‘유체 또는 무체의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제
조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물품의 일반적 정의는 문자 그대로 ‘제조되거나 가공
되는 동산(일부 부동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봄)’이 되는 것인 바, ‘무체’의 성격을 지닌
‘제조물품’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 EU, 일본, 미국 등의 사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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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품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정도를 제외하면 제조물의 정의에 무
체물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이해됨. 오히려, 물품성이 완화되었거나 물품성을
결여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대의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법적인 정
의, 보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아니라, ‘디자인법’ 등으로
디자인 법체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물품과의 관련성을 유지하였지만 기존의 실무, 판례(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와 달
리 디자인과 물품간의 불가분성을 다소 완화시켰고, 형태성에 관한 구성요소를 기존에
‘형상, 모양, 색채’에서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재료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보다 섬
세한 표현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의 규정에서 유체동산이라는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
호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건물, 인테리어, 표면장식(개별 물품에
표현된 표면장식은 이미 우리법도 보호가능), 그래픽심벌, 로고, 그래픽 디자인(2차원), 만
화캐릭터(comic figure)’가 있음. 개정안에서 건축물, 인테리어는 의제규정을 통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명확하며, 나머지 ‘무체의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품’이 포섭하
는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되는데, 통상 유체물이란 고체, 액체, 기체로서 무게, 부피 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체물이란 형태가 없는 존재로서 민법상으로는 전기, 풍력, 열,
빛, 원자력 등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라고 그 개념을 한정시켜놓았으나, 이와 같이 한정적
개념으로 수식되지 않을 경우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임.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이 포괄적
인 개념인 ‘무체’를 ‘독립거래의 대상성, 제조물품성’을 통하여 범위를 한정시켰으므로 나
름의 합리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며 살피건대, 무체성과 제조물품성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어휘의 조합으로서 이 역시 일종의 의제규정의 역할을 할 것임. 다만, 이로 인하여 대부
분의 2차원적 이미지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위로 포섭될 것으로 예상

나. 물품과 물의 표현과 관련하여

- 이미 형상이나 모양이 동일한 디자인이라도 물품이 다르면 별개의 디자인이 된다는 인
식이 업계에 명확하여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으므로 물품이
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물품과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결국 용도, 구성, 거래실정상 이용여부가 중요하므로 ‘물’로 표현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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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고 ‘물건’이란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또는 ‘동산과 부동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
의되어 있는 바, 제안 내용의 물품의 정의와 비교해 보면, ‘일정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
다는 것’은 정의 규정상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부합하지만, ‘물건’은 일정한 형
체가 있어야 하므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법상 정의와 사전적 정의가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디자인은 무체임에도 구현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물’보다
는 ‘물품’이 디자인보호법(구의장법)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익숙한 단어이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물품’이 보다 바람직함
- 물(物)은 일본식 표현으로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선택
한다면 물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물품 또는 물(物)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보호객체에 무체물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내용은 제조물품(제조물vs제조물품)의 해석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물(物)이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여 정의내리기 어렵고 추상적인 특징이 있음.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목표하는 구체적인 보호객체가 있으므로 이를 ‘물품’이라는 용어 안에 효
과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다. 건축물의 보호대상 여부(권리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의 문제)와 기타의 규
정 관련

- 보호객체로서의 디자인은 창작, 유통,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인 문
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EU 디자인 규정 제3조 (b)는 “제품(product)의 범위
를 모든 산업제품과 수공업제품을 포함하고, 특히 복합제품에 조립될 부품, 포장, 외장,
그래픽 심벌, 글자체를 포함하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듯이 공간
이나 장소 개념도 물품과 불가분으로 보호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바,
건축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보다 열린 규정으로서 EU 디자인 규정 수준의 내용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디자인 규정 제3조(a)에 열거되는 부품, 외장과 포장을 포
함한 장식,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등 로카르노 분류는 세계적인 보호범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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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나 존재형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보호가 필
요. 그래픽 심벌과 로고는 디자인 그자체로도 존재되고 다양한 물품에 적용될 수 있기도
하므로 타일이나 포장지 도안 등으로 물품성 요건을 기초로 하는 현재 디자인보호법상
조금 어렵지만 열거 규정을 통해 보호가 될 필요가 있음. 표면문양과 장식은 EU등록디
자인심사지침에 의하면 장식을 다양한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어 제품의 윤곽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부가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EU의 장식의 개념을 그
대로 우리 법에 도입하더라도 장식의 물품성을 설명할 때 물리적 외면을 나타낼 수 있으
므로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 물품의 정의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
임.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등장과 보호의 요구는 점차 심화될 것이지만 물품과의 불가분
성 원칙을 기초로 한 우리 디자인보호법 법체계는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물품성의 예외로는 그래픽 심벌과 로고 정도만을 별도 보호한다면 국제적
보호 수준도 맞출 수 있고 낮은 수준의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비판도 받지 않을 것으로 사
료됨
- 건축물을 디자인보호법 내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법 제113조에 규정하는 권
리침해에 따른 금지청구권에 따라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음. 하지만 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이며 디자인권의 행사가 건축물의 폐기와 같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산업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면, 권리행사에 일정 부분을 제
한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단서규정 등을 통하여 물품의
폐기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둘 수 있음.
- 제안된 개정안이 포괄적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
만, 현재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글자체, 건축물, 실내공간, 그래픽사용자인
터페이스 등과 같이 제2조 제2호에 열거하고, 제2조 제3호 이하에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나아가 추후 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제2조 제2
호 및 동조 제3호 이하에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업계의 니즈에
탄력적으로 부합할 수 있을 것임
- 건축물의 폐기 등의 경우 이익형량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고 실질적으
로 폐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고려는 민법, 특허법, 저작권법에서 동일하
게 나타남
- 로카르노 분류가 포함하는 대상들을 점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
른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건축물을 포함시키게 되면 디자인침해 금지 및 예방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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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불측의 손해를 침해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 이미 건축물은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점(포함하는 경우 결국 중복보호
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건축물이 유체의 독립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조율의 건
축물이 존재하는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이를테면 예술적 가치
가 있는 기념건축물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나 실용목적의 건축물 등 다양한 건축물이 존
재하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 보호의 범위, 침해판단의 요소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움.
아울러 개정(안)의 ‘인테리어’에 대한 정의 중 ‘실내구조나 장식’부분은 ‘개정(안) 제2조
제4호의 ‘건축물....내부로서 배치 및 장식의 대상’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
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EU의 장식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여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공간’을 보호대상으로 모두 포괄하기에는 곤란한 것
으로 보임. 개정(안)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물품의 정의에 ‘실내공간’을 포함하고, 제4호
에서 실내공간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내부로서 배치 및 장식의 대상이 되
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정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장소 개념을 디자
인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고자 한 EU의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EU에서의
‘장식’은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는 부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 개정(안)에서 말하
는 ‘공간’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로고’의 경우에는 만약 개정안에서 무
체물을 포함하면 별도의 언급은 필요없을 것으로 이해됨.
- 건축물의 철거는 건설자재, 사업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손실을 수반함. 디자인보호
법에서 건축물의 디자인권을 인정하고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침해금지청구 규
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국제적으로도 건축물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추세이므로 국제적인 수
준에 맞추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때에 디자
인보호법의 일정 법조문을 보완할 수 있음. 1안으로 일반적인 디자인 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및 2안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사용금
지권만 규정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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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방향

I.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검토

디자인보호법의 본질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의 대
상은 물품에 화체된 디자인이며,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다르면 디자인도 다르다는 물품과의
불가분성이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목적부터 디
자인의 성립요건, 출원과 등록, 권리범위와 침해판단 단계 등 디자인보호법 전체에 있어
일관적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품이 없는 디자
인의 생산과 유통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물품성을 벗어난 입법 시도는 디
자인의 보호범위 확대 논의로 귀결된다.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 논의는 그 객체로서의 보
호대상과 보호대상에 부여된 권리로서의 보호범위로 나뉜다. 보호객체로서의 디자인은 디
자인의 창작과 유통환경과 밀접히 연관된다.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이
등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산업적, 사회적 합의가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보호
객체로서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념에 부합한다. 보호객체로서
의 보호대상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범위의 확장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나, 보호대상의
확대와 보호범위의 확장은 별개로 진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이는 권리범
위의 확장이 준물권적 특성을 지닌 디자인권의 행사, 디자인권의 변동, 침해의 판단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33)
아울러 전통적인 의미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과 특히 연관된다. 저작권
법은 법 이념, 입법목적, 권리의 성격 등에서 산업재산권법 체계에 있는 디자인보호법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동일 보호대상에 대해 두 법의 중복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두 법률간 저촉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완충시
키는 규정이 있지만, 디자인의 생산 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이 응용미술
디자인 등을 대하는 접근방법도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534)

II. 디자인 보호범위에서 ‘물품성’ 배제의 타당성

533)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85면.
534) 서재권, 디자인 보호체계에서의 물품 관계성 요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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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을 배제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디자인의 정의를 최대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다만 독점배타적 권리르 부여할
수 없는 사항을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에
존재하는 신기술 디자인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미래기술 및
디자인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물품성의 요건을 유지하는 이상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
며, 과거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식과 같이 예외적으로 보호를 부여
한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방식의 보호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보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청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미 물품성을 배제한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추세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디자인보호
법의 보호범위를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는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국

내의 디자인의 경우 다양한 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고 있는 바, 단순히 물품성을 배제하는
개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 법 간의 중첩이나 권리중복, 고유 법이념의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법 간의 경계를 제대로 해석하고 운영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독
점배타권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보호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권
리보호의 배제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물품성을 전제로 한 디자인보호법의 각 조
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III. 디자인 보호범위에서 ‘물품성’을 유지할 필요와 한계

먼저 우리의 디자인보호법은 그 목적이나 연혁, 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에 의하더라도
‘물품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수립되었음이 명확하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공간에 존재
하는 물품의 형식이며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에 따라1디자인 1물
품 1형태의 원칙을 요청하고 있으며, 물품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하여 일정한 요
건을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물품의 유사여부의
범주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비유사를 판단하고 있다.535) 판례에서도 역시 ‘디자인은 물품을
535) 만약 물품성을 배제하고 나면 유사·비유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변화하게 될 것인 바 그 타당성,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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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한다’536)라는 부분에서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에
도, 국가별로 일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국가
는 없으며, 물품성에 대하여 상당부분 넓은 해석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CDR 역시 ‘제품’이
라고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품에 해당하는 사항을 넓게 규정하면서 보호범위를 확대
하고 있을 뿐이다.537)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요
청되긴 하나,

1. 디자인과 저작권의 충돌가능성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대상의 경계를 구분하던 것은 사실상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이
었던 바, 이러한 물품성의 요건이 완화된 화상디자인, 부분디자인, 글자체 등에서 디자인권
과 저작권의 저촉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만약 물품성의 요건이 완전히 배제될 경우 다양
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긴요해졌다. EU의 입법례를
본받아 로고와 캐릭터 등의 확장을 염두해볼 수 있지만, EU의 경우 디자인 보호객체를 달
리보고 있는 디자인 무심사 등록체제이며, 타 권리와 저촉되는 디자인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성 등 보호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반

현실가능성 등의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46] 물품성을 배제할 경우를 가정한 디자인의 유사판단

구분

동일물품

형·모·색 동일

동일디자인

형·모·색 유사
형·모·색 비유사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구분
→

유사디자인
비유사디자인

형·모·색 동일

신기술 디자인
동일디자인

형·모·색 유사

유사디자인

형·모·색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53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537) 유럽의 경우 산업디자인에 대한 증가된 보호(enhanced protection)r가 창작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표현
을 씀으로써, 산업디자인의 보호강화가 새롭게 출발하는 공동체 디자인 제도의 목적임을 분명히하고 있고 나아
가 등록디자인의 물품 분야에 구분없이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미치도록 한 것도 보호위를 확대하고자 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보호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을 막기위한 실무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관련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당해 디자인 분야에 상당히 친숙하
고, 특별한 관찰력을 가지고 디자인의 비교를 한다는 것, 디자인의 비교는 직접 비교로 이루어진다는 것, 전체
적 인상의 평가에서 디자인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해석상 정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동체디자인 제도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
대와 그 적절한 제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 안원모,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제도에서의 침해판
단 기준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산업재산권」제5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330-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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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체제의 전반의 재검토가 아닌 상황에서 부분
적으로 물품성만을 배제하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야 한다.538)
예컨대, Apple社가 권리자인 미국의 디자인특허 USD 604,305의 권리범위(Claim)는 ‘표시
화면 또는 그부분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장식디자인’이라고 디자인 공보 기재하고
있다. 즉 USD 604,305는 우리나라와 같이 물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화면 및 그
표시화면의 GUI”와 같이 표시하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 디자인보호법을 미국과 같이 물품요건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후의 다른 표시화면에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 분쟁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의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87] Apple의 디자인특허 USD 604,305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4호에서 ‘회화·서예·
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행된 저작권법은 제2조 제11의 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조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
538)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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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
이는 舊「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작품이라는 용어로 인해 디자인보호법과 중복의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에 비해, 개정된 법에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적시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디자인보호의 길을 터 두었다. 디자인보호 체계는 표면적으로 이원화되었고, 디자인보호법
과 「저작권법」양 법안 모두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디자인과 같이 두 영역의 접점에
걸쳐져 있는 분야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명확한 해결이 어
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디자인보호법 내에서 디자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및 절
차적 요건이 요구된다. 실체적 요건 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등
이, 절차적 요건으로는 선출원주의(제46조), 1디자인 1출원(제40조)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신규성이란 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는 것(제33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다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 일반에 발표된 후 6개
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공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특허
청에 출원·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물품성 완화 등을 하는 경우 상표법으로 보호받기 위
해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명확한 보호를 받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일부 디자인을 보호하기도
한다. 상표법의 제2조의 규정에서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에 한하여
상표로 인정하였으나,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12년 개정된 상표법에서 소리,
냄새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상으로는 식별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상표로서 등록
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또 1998년 도입된 입체상표 제도를 통하여 최근 의상, 가구, 제
품, 패키지, 인형 등 다양한 제품디자인 등이 그 자체로서 표장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이 형식적으로는 상표로 등록받는데 제한이 없는 셈이다. 다만 침해
가 발생했을 때,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서 디자인보호법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은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디자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법 제2
조 정의규정 1항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
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실질적인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다만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었다. 아직 판례는 많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다소
유연해지고 포괄적으로 바뀜으로써 디자인의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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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의 개정 요청 필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소유권이나 초상권과의 저촉을 염두에 둔 규정은 있지만 산업재산
권과의 충돌조정을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현재 충돌가능성이 증가하
고 있는 만큼 모종의 대응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작품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 저작물로 포함하고 분리가능
성과 독자성 을 저작권에 의한 중첩보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응
용미술의 보호는 디자인권과의 경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순수미술과 같은 저작권 법리
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의 한정 등 일정한 제한을 추가로 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우선 보호기간을 일반 저작물보다 단기간으로 조정하여 디자인권 보호기간에 수
렴하도록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하여 보호기간을 창작
한 때부터 25년간 정도로 단축하면 된다.539) 또한 제35조를 개정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대
해서는 독일의 예와 같이 전시권이나 대여권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상표법 제5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대응하
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행 하는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과 객관적으로 저촉540)되거나
이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들 선행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저작물을 복
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3. 물품성 완화가 산업계, 실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일본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관련, 보호범위 확대에 있어 일본 산업계를 대상으로 질
의한 사항을 토대로 물품성 완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계의 현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된 의견이
국내의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일응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기준, 조사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539) 베른협약(파리규정 제7조④)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영국 CDPA(제52조)는 창작완성 시에
발생한 미술저작권이 그후 공업적 양산품에 이용된 경우 25년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다. ; 이호흥.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7. 77면.
540) 주관적 모방금지권인 저작권의 특성상 모방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유사하여 사실상 저촉관계에 있어도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지만, 객관적 창작성의 보호측면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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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존재하였던 바, 현
행 의장법 내에서는 물품성을 전제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화상 디
자인이 복수의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우선 물품을 전제로한 화상디자인
을 출원한 이후, 추후에 판매되는 제품(물품)을 추가하여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있
게 하여 실무계와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화상의
추가나 수정이 지극히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1개의 화상에 대하여 추후에 물품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과의 구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상이나 열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등은 의장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예
컨대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처럼 일부의 조작을 수반하더라도(즉 산업디자인의
영역처럼 보일지라도), 전체적으로 감상, 열람을 주 목적으로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의장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법령이나 의장심사기준
등에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ⅲ)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유사성 판단의 범위를 저작권 침해
와 동등한 수준으로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유사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유사여부 판단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의장심사기준 워킹그룹
등을 통하여 추후에 적절하게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ⅳ) 중국 등의 경우에는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기능, 조작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만 보호
하는 것과 같이 일본 내에서도 화상디자인의 보호 시, 기능 또는 조작요건을 유지해야 하
는 것인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하는 ‘정
보기기의 화상’에 대해서는 오로지 조작용으로 제공하는 화상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부
터, ‘조작’을 위한 것임을 등록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종전대로 화상의 기능이나 용
도를 의장의 형태로 하였다.
(ⅴ) 정보기기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하여, ‘정보기기’의 정의
와 해석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및 심사기준 등에서 더욱 명확히 하도록 할 테지만, 2012년
기준에서 정보기기는 ‘전자계사기 기타 정보처리 기능을 갖는 기기이며 그 이용자가 정보
또는 지침을 해당 기기에 입력함으로써 그 수요에 따라 모든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를 상정하고 있다. 정보기기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구체적으로는 PC,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정보기기에 대해서 복수의 기기에 효력이
미치는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소리에 대응하는 것이다. 냉장고나 세턱건조기 등의 정보기기
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제조, 양도할 경우에는 정보기기의 화상과 관련한 디자인권의 검
토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정보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제조, 양도하는 한

- 268 -

출원 등의 부담은 현행제도와 다르지 않다.
(ⅵ) 정보기기의 개념이 장기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 대상 물품이 확대되고
권리 취득 후 권리범위가 확대되면 예견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정보기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해 나갈 예정
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특성의 개념을 설정해 두었고, 때문에 대상물품은 특정 범위
로 제한할 수 있다.
(ⅶ) 정보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작은 화면이 있는 단말기까지로 제한하고, 중형 또는 대
형화면이 있는 컴퓨터(데스크탑PC, 태블릿PC)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
여, 2012년 제도 개정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여러 정보기기의 이미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을 함께 보호하려 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런 여러 기기에 공통되는
화상 디자인에 대하여 기기의 크기에 따라 보호측면의 차이를 두는 것인 법 개정의 취지
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ⅷ) ‘컴퓨터 등의 배터리 잔량표시나 통신상태 표시 등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화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독창성이 높은 것이라 하더라도 의장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사례를 차치하고 구체적인
화상이 ‘단지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의 책정에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ⅸ) 제20회 의장제도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서는 ‘정보기기의 화상에 대한 권리’는
임베디드 화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보여지는 목적이 동일한 임베디드 화
상에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임베디드 이미지 또
는 응용프로그램의 이미지 등 이미지를 불문하고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베디드 이미지와 응용프로그램의 이미지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권리화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케
이스와 일체적으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범위를 갖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선택도 남겨두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일본이 화상디자인 보호범위확장관련 산업계의 의견과 대응방향(画像デザインの保
護拡充に寄せられた主な意見と対応方向)에는 “복수 종류의 정보기기에 횡단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화상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하여, … 권리효력범위는 정보기기를
위해서 창작되고 정보기기에서 사용되는 화상에 한정되게 된다. 또한 단독으로 유통하는
화상이나 제품판매 후에 추가되는 화상을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 화상의 추가나
수정이 아주 쉽게 되면서 물품에 나중에 추가되는 화상디자인을 물품에 미리 기록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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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구별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정보기기 이외의 물품에 권리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을 폐지했을 경우,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
될 수 있어서 디자인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디자인의 창작
하여 권리화하려고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으로 다
양한 물품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디자인권 분쟁
이 빈번하여 오히려 디자인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을 폐지했을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가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의 업무물량도 고려해야하고, 또한 변리사업계에
서도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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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최근 정보 전달 수단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되는 디자인 관련 정보, 콘텐
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디자인 관련 정보, 콘텐츠는 인터넷의 특성상 게
재 후에 그 게재일 및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중의 이용가능
성, 전파 속도 등의 측면에서 간행물에 의하여 발표된 디자인 관련 정보, 콘텐츠 등과 비
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종전 디자인보호법 하에서,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에 한
정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디자인 관련 정보, 콘텐츠 등은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종전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로서
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된 디자인과 같은 지위
를 부여할 수 있도록 2004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이미 디자인보호법
제도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화상디자인과 글자체디자인 등의
경우 물품의 예외로서 법에서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에 ‘디
자인’으로 정의되어 온 것들과는 다른 신기술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장
할 수 있음에, 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유럽공동체디자인
법」제3조는 보호대상을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또는(그리고)
제품을 장식한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또는 (그리고) 소재로부터 파생되는
외형이며, 그 제품의 범위에는 부품, 포장, 외장(get-up), 그래픽 심벌, 인쇄용 글자꼴을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 일본 등도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서,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 즉 보호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물품성과 관련한 문제에 국내외 등 다양한 사실 및 법적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는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이유 및 동기에 대한 충
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되, 산업계보호와 현실적 입법가능성을 고려한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쟁점이 된 그래픽, 나아가 로카르노 분류 32류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디
자인, 장식. 아이콘 등과 나아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멀지않은 시일 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디자인을 고려한다면, 물품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개정은 획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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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
법은 그 탄생부터 물품과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를 기초로 구성되었던 바 물품성을 배제할
경우 기존의 축적된 법리 및 판례 등에 전면적인 혁신을 발생시키기 되며, 향후 출원에 있
어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신속한
등록 및 권리행사가 중요한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배치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며 하
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바 지나치게 강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같은 취지로서 우리의 디자
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보호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바, 물품성을 완전 배
제할 경우 단순히 정의규정 뿐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출원과 등록, 권
리범위, 침해판단 등 디자인보호법 전 영역에 걸쳐 전면적인 개정을 요하게 된다. 앞으로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이 등장할 것이고 이에 그 보호 필요성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
나, 물품성의 요건을 완전히 탈피시키는 것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이는 디자인보호법외의 타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에 있어서
는 범부처 측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바, 중장기적인 논의체계를 갖추어 준비를 해나가
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용 가능한 개념 범위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 산
업계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타당한 입장에서
는 모든 디자인에 대한 물품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한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의 화상디자
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물품성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디자인의 정의에 그래픽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안, 물품의 정의규정
을 신설하는 방안, 디자인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두고 물품 또는 그래픽의 정의규정을 신설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보았다. 각각의 논의는 모두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무엇을
상위의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 실제 입법(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물품성의
완화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는데, ① 본 보고서의 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의 방식
을 취할 것인지, ② 신기술 디자인 뿐만 아니라 물품성 전반에 대한 일정한 혁신을 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①과 같이, 가장 협의의 논의로는 물품성이 없는 그래픽 디자인 등만을 추가적으로 보호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화면을 통해 구현되지 않는 2차원 화상 디자인이나,
또는 물품을 통하지 아니하고 빛 등으로 구현되는 2, 3차원의 화상 디자인을 등을 보호하
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과거의 사례 및 현행의 법조문의 구성과 같이 ⅰ) ‘그래픽은 (원칙
적인 의미에서) 물품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방식(물품으로 본다)’을 취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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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겠으며, ⅱ) ‘그래픽을 물품으로 해석·간주하여 보호하는 방식(그래픽은 물품이다)’으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ⅰ)의 방식은 이미 2012년에 개정이 시도된 바 있다. 2012년 개정안은 디자인 정의규정
에 ‘그래픽디자인’을 포함하여 2차원의 시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디자인보
호법상 ‘물품’을 제품디자인에 한정하지 않고 2차원의 시각디자인인 ‘그래픽디자인’도 포함
함을 명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541) 이렇게 디자인의 정
의에 그래픽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그래픽 디자인을 보호함에 있어 직관적
인 느낌을 부여하며, 명확하게 보호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러한 입법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느낌을 주고, 향후 새롭게 보호해야하는 대상이 나타날 경
우 계속적인 추가·보완을 실시해야 해서 법문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할 때마다 물품이 아닌 예외
의 사항을 늘려가는 것은 합리적인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해당 안이 2012년 개정 당
시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어 제시하는 개정안들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수
월하게 입법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ⅱ)의 방식으로 ‘그래픽이 물품이다’라는 전제로서 그래픽을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설문조사 등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으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을
541) 2012년 개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7] 2012년도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구 법

2012년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3조를 제외한

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模樣·

다), 글자체 및 그래픽 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

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2. (생략)

3. (신설)

3. “그래픽 디자인”이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
합한 것으로서 그림기호나 도형으로 표현된 시각적 이
미지를 말하며 그래픽 심벌, 로고, 장식, 표면문양 등
을 포함한다.

4. ～ 6. (생략)

4. ～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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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확대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디자인의 정의규정 신설 또는 물품의 정의규정을 새로이 규정하고 이
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이나 심사기준의 개선을 후속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의 디자인보호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과 디자인의 일체성의 요건은
충족하되, 물품의 해석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것으로 적절하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물품성의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포섭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경우에
는 그래픽디자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고전적인 논의로서 물품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인테리어 디자인, 장식 디자인, 건축 디자
인 등이 그러하며,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서는 그래픽심벌 이외에도 로고(logos), 표면 문
양(surface patterns) 및 장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성의 해석 완화 및 보호대
상 확대에 있어서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래픽심벌에만 한정하여 물품성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
으로는 논란의 여지는 많겠으나, 로카르노 제32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섭될 수 있는 디자
인 및 물품의 규정을 새로이하고 다만 국내 환경에 따라서 제한되는 유형들을 별도로 적
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물품성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경우 ‘물품’이
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해석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전제
를 물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 중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의 물품에 대한 요건이 학설과 판례 등으로 나름 확립되어 있는 바, 현재 시점에 와서 기
존의 축척된 논의들을 배척하고 새로이 물품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물품 외의 디자인을 포섭할 수 있는 대체 용어에 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품성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의 확대가 이루어
지는 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보호실익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구분 경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령간의 중복이나 충돌, 경합의 문제 등이 보다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
이 있어 실제 입법에 있어서 정의 조항 외의 관련조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꼼꼼하게 정비하여야 한다.542)
상기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제의 목적에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과 기
존에도 이미 보호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진행된 사항 들, 나아가 미래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보호대상을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에서 가능한 개정안을 생각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542) “체계 정당성의 원리”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
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 일정한 법체계를 구성하도록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
준」, 법제처, 2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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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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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2안의 개정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안으로는, ‘그래픽은 원칙적인 의미에서물품이 아니지만, 예외로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확립되어 온 물품성에 대한 통설 및 판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예외로서의 그래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 제시하고
자 하며, 그래픽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련 법조문들을
정비해나가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2012년의 입법의 형식이 아닌, 향후에 반
드시 존재하게 될 법 개정의 필요성,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확대의 필요에 따라 디자인
의 범위를 다시 고찰하고, 조문 구성의 형태를 전체적인 조화 및 향후 개정을 염두에 둔
형태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안으로는 ‘그래픽은 디자인보호법상 원칙적인 보호대상이다(그래픽은 물품이다)’라는 개
념을 전제로서 디자인의 정의 및 디자인보호법의 원칙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재정
립하는 방안이다. 보호하고자 하는 그래픽 및 신기술 디자인 등을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하고, 포섭과 제한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과 논리에 의하여 제한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정의
규정 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타 조문들을 연관하여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한 조정
이 필요할 것이며, 법 외에도 시행규칙의 물품분류나 디자인 출원서의 작성에 있어서 변경
부분, 심사기준까지도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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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보호법상 정의 규정의 개정(안)

1. 정의규정 개정 시 고려사항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며,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 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된다.543) 법령 가운데 어떤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 가에 관해서는 그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과 그 용어가 법령상 차지하는 비중과 법적 효력상의 중요성 등에 따라 판
단해 할 것이며, 용어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
의규정은 총칙 규정의 일부로서 그 법령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해석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에 입법적 해석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법령에 정의규
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
이 없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하여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한편 용어를 그 법령의 한 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
도로 용어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된다.544)

54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53면
54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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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규정 1안 : 물품의 예외로서 그래픽을 보호대상을 포섭하는 방안
[표 48] 법령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가능성 (1안에 대한 논의)
고려사항

필요성

1단계 (명칭)

2단계 (구성요소)
전체

3단계 논의(구성요소)
현행 : 형상, 모양, 색채

개정안 반영사항
물품의 명칭을 유지하되
EU의 방식으로 선, 윤곽

현행의 디자인의
디자인의
정의

명칭 1안 : 물품

일부/부분

을 추가하여 신기술 디자
인 및 미래 디자인에 대

정의규정으로
구성

신기술디자인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 정립

추가 : 요소의 추가

응하도록 함

명칭 2안 : 제품
명칭 3안 : 산출물

고려사항

필요성

1단계 (대상)

개정안 반영사항

현행존중 : 독립성, 유체
성, 동산성, 유체성의 요
현행 학설, 판례,
물품의 정의

건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확립된 물품의 내용은 심사기준에서 해
성립요건을 법에 명시하여 석
보호대상을 명확히 함

요건완화 : 기존 요건을

국외의 동향 및 국내 법

완화하여 제시하여 향후

리를 고려하여 통상적인

의 보호대상 확대에 대비

의미로 물품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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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필요성

1단계 (표시 여부)

2단계 (표시 방법)545)

3단계 (표시 내용)

개정안 반영사항

표시하지 아니함 : 별도의
장이나 하위법령에 위임
하는 방식 채택546)547)
물품의
예외로
보호대상의
표시

물품이 아니지만 디자인

표시방법 1안 : 각호 병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렬형으로 호의 수를 추가

사항을 ‘정의’에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함

물품의 예외로 보호대상

표시함 : 정의규정에서 물

을 표시하되 물품의 하위
품의 예외로 보호되는 대 표시방법 2안 : 물품의 하 표시내용 : 물품의 예외로
로서 목을 추가하는 방식,
위로 목의 방식으로 각호 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상을 열거형으로 표현
현행법에서의 예외 대상
를 추가548)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과 그래픽에만 한정하여
제시

고려사항

필요성

1단계 (명칭)549)

2단계 (대상)

글자체

개정안 반영사항
기존대로 정의규정 제시

1안 : 화상디자인
신기술디자인으로서 보호가
그래픽

필요한 그래픽디자인을

2안 : 그래픽디자인
3안 : 그래픽심벌

보호하기 위해 정의규정에
포함

4안 : 그래픽

그래픽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호대상, 출원 등을 고려
하여 그래픽의 정의규정
제시

545) 정의하려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한 조를 두어 본문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며, 정의는 본문에 이어서 용어별로 호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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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논의대상은
아니나, 현행 방식으로
부분

대한 규정 필요

논의

2안 : 물품의 부분

개정할 경우 ‘물품의 부분’을
별도로 제시해야 되는 지에

그 밖의

1안 : 표시하지 아니함

3안 : 부분디자인
4안 :부분

글자체와 그래픽을 제외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물품의 예외로서 보호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

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필요

지 아니함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다. 용어의 정의는 항으로 구분하지않고 바로 호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56면.
546) 내용이 각 장별로 구분할 수 있거나, 필요한 곳에 정의하는 방식, 예컨대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디자인의 특례’, ‘화상디자인의 특례’, ‘부분디자인의 특례’ 등으
로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고, 해당 조문에서 각각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547) 정의규정에서는 물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방식. 그러나 법률에서 용어 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법률로 정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548) 정의하려는 용어들이 체계상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와 목 등을 결합하여 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56면.
549) 입안 원칙상 외래어·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부득이
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
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법제
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714면 및 7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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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의 개정 2안
조문

현 행

개정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좌 동)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

1. “디자인”이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서 물품 그 자체 또는 선・윤곽・형상・모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 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
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2. ‘물품’이란, 공업적으로 만들어져 독립

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글자체, 그래픽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 을 포함한다.
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가.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말한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
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말한다.
나. ‘그래픽’이란 명령 등을 수행하기 위하
여 결합된 기호나 표시로 심미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하 변경 없음)

3. (이하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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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규정 2안 : 디자인보호법의 원칙적 보호대상으로 그래픽을 포함시키는 방안
[표 50] 법령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가능성 : 2안에 대한 논의
고려사항

필요성

현행의 디자인의
디자인의

정의규정으로

정의

신기술디자인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 정립

1단계 (명칭)

명칭 1안 : 물품

2단계 (구성요소)

3단계 논의(구성요소)

4단계 (포섭범위)

전체

현행 : 형상, 모양, 색채

물품의 외관 (외형)

일부/부분

추가 : 요소의 추가

물품에 적용

구성

물품에 기록

명칭 2안 : 제품
명칭 3안 : 산출물

고려사항

필요성

1단계 (대상)

2단계 (표시방법)

3단계 (구체적 예시)

개정안 반영사항

현행존중 : 독립성, 유체
성, 동산성, 유체성의 요
건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현행 학설, 판례,
물품의
정의

내용은 심사기준에서 해

심사기준으로 확립된 물품의 석
물품에 대해서만 규정

성립요건을 법에 명시하여
보호대상을 명확히 함

요건완화 :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제시하여 향후
의 보호대상 확대에 대비

물품의 예시에 대해 규정

글자체

기존, 통상적으로 구축되

건축물

어온 법리와 상이할 수

실내공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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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품의 예시에 대하
여 제시하고 해당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기
준에서 제시
고려사항

필요성

1단계 (대상)

2단계 (별도 표시 대상의 정의)

개정안 반영사항

글자체
1안 : 사전적 정의 고려

글자체 : 현행 그대로 적용

건축물
별도로
정의가
필요한 물품

유체 또는 무체의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내공간

2안 :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
되는 내용 고려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대상에 대하여 규정
로카르노 32류 대상

3안 : 사전적 정의를 토대
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

기타

상을 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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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 : 건축물, 선박, 항공기,차량 등의 내부로서
배치 및 장식의 대상이 되는 공간

[표 5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의 개정 2안
조문

현 행

개정안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좌 동)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

1.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의 부분의

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형상·모양·색채·질감·재료 또는 이들의 결합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 에 의한 장식적 요소로서 물품에 적용되거
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나 물품의 외관으로 구현되어 시각을 통하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2. ‘물품’이란 유체 또는 무체의 독립거래

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을 말하며 글자체,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 건축물, 실내공간을 포함한다.
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
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 ‘실내공간’이란 건축물, 선박, 항공기,차
량 등의 내부로서 배치 및 장식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말한다.

1안과 2안은 외관은 상이하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의‘물품’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는 데에 동일한 취지가 있다. 다만, 1안의 경우 법에 글자체 또는
그래픽을 규정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 개념의 권리범위 확장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법에 물품의 유형을 기재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
는 물품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적절하
지 않을 수 있어 2안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즉 보호대상의 예시는 법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심사기준 등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 업
계의 발전에 적합할 수 있다.
기존의 통상적으로 누적되어온 물품의 정의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바 물품이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유럽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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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산출물’등의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제시되었
다. 하지만 법적으로 물품이나 제품의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규정된 바 없으며, 제품의 정
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품이 곧 물품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물
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에서 물품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
항을 심사기준 등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안으로 판단된
다.
또한 기존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그래픽 등이 보호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 및 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나 이러한 내용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사실무 등을 통하여 확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바, 구체적인 보호대
상의 의미,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는 실무상 개선방안에서 제언하도록 한다.

II. 디자인보호법 기타 규정의 개정 관련

디자인보호법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이 확대가 된다면, 그에 수반하여 디자인
보호법의 타 규정과의 괴리를 확인하고,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품성의
해석 기준 완화와 그에 따라 그래픽 등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타법
과의 충돌이나 이용저촉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에서 일련의
대응방안과 필요할 경우 관련 조문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요건 등의 개정

가. 등록 요건의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록요건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3조에서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제2항 제2호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
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정의 조
항의 ‘디자인’의 조합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정의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제33조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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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개정안
조문
제33조

현 행

개정안

① (생략)

(좌동)

② (생략)

② (좌동)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 1. (좌동)
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선·윤
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곽·색채·형상·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

나. 본인 저작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의제 확대

디자인 창작의 결과를 출원준비와 병행하여 상품화하고, 또 판매를 위하여 간행물 등에
의한 선전활동이나 전시를 한 결과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규성이 상
실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생산이나 거래실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
지된 디자인에 있어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최근 그 주장과 입증을 다양한 국면에서 탄력
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까지 되면서550) 이에 따라 저작권에 저촉되는 디자인등록출원도
신규성을 인정받아 디자인등록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551) 특히 최
근에 등장하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고 트렌드를 좇아 출원 이전에
우선 공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디
자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에 미술디자인의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이와 동일 유사한 디자
550)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
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
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551)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2017,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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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디자인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출하된 물품의 디자인으로 이용되지 않고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552)
[표 53]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개정안
조문
제36조

현 행

개정안

① - ② (생략)

① - ② (좌동)

③ < 신 설 >

③ 디자인의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
락을 받은 자가 이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등록, 출원한 경우 당해 저작물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
우라 하더라도 공업상 이용되지 아니하고,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한,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디자인 등록출원 관련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세내용에 대하여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의 개정에 따
라 물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지에 대
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553)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한 일반조항에
‘그래픽 등을 출원하는 경우’등으로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 전체적인 관념에서 적절
치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일반 물품에 그래픽을 삽입하는 방안, 즉 로카르노 분류체계에서
의 제32류를 채택하고, 해당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을 기재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출원과 관련하여서는 시행규칙의 로카르노 분류체계 부분을 검
552)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2017, 58면.
553) 디자인보호법제37조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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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라. 관련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의 특례

그래픽디자인 출원- 물품의 등록, 100개까지. (갯수는 좀 더 확인)

2.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대응 및 법조문의 개정

가. 사전심사에 의한 상호저촉의 방지

디자인보호법에는 타인의 권리와의 저촉되는 디자인의 출원의 등록가능성을 경감시키는
규정과 제도과 존재하는 바, 이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확대가 되어도 동일한 논리
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
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혹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디자인은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554) 이처럼 디자인보호법은 객관적으로 창작되
어 신규한 디자인만을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동일
한 디자인외에 이것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창작을 완성하였을 때 곧 바로 출
원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디자인출원은 신
규성 위배로 거절될 개연성이 있다.555)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비용이성도 규정하고
있는 바, 유명한 저작물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에는 자타나 물품의 동종성 여부를
불문하고 창작비용이성을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원칙은 그래픽디자인으
로 보호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모인출원에 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556) 디자인은 모방되기
쉬우며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무권리자의 출
554)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1항 각호
555)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2017, 53면.
556) 디자인보호법제44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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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 선원의 지위를 불인정하고, 이를 거절·이의신청·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정당
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모인출원규제조항으로 인해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는 이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인을 배제시키고 자신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디자인출원이 등록 받
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557)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 통하여 그래픽디자인의 출원과 타 권리와의
저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
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등록사유로 규정하
고 있는데,558) 이는 주로 저명한 상표권과의 저촉방지 차원에서 등록 전 단계에서 부당 권
리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나, 캐릭터 등 저작물이 상품화사
업을 통하여 상품표지성을 획득한 경우라면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래픽 디자인으로서 캐릭터 등에 대한 출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선행하여
상품표지성을 획득한 사안이라면 디자인 등록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다.559) 이는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상표법에도 있으며560), 타인의 저명한 저작물을
제3자가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들이 가장 많이 원용하
는 방식이다. 디자인보호법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타 규정과 제도적 장치가 다수 있기 때
문에 타인 저작물 모방출원에 대한 거절인용조항으로 본 규정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진 적
이 없으나,「상표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경우에도 원용가능한 조항임은 분명하다.561)

나. 실시단계에서의 조정방식의 활용과 해석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선원의 등록디자인 또
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상표 또(제68조는 선행하는 저작권과
이용관계에 있거나 선원의 산업재산권 또는 먼저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관계에 있을 경우,
선원 권리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해 선원권리자
를 보호하면서 저촉관계를 사후조정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562) 따라서, 디자인권 중에서
557)
558)
559)
560)
561)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2017, 53면.
디자인보호법제34조.
디자인보호법제34조.
「상표법」제7조 제1항 제4호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2017,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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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전부는 물론 일부가 타인의 선행 저작물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부분의
유사디자인 실시가 제한되며, 회화·만화와 같은 평면적 저작물을 입체적 형상으로 물품에
나타낸 경우에도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 저작권
자의 동의 없는 실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563)564)
이용·저촉관계의 디자인권을 획득한 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데,565) 이는 선권리자가 부당하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후원권리자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아가,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실
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
다.566)
또한 디자인보호법에는 디자인권에 저촉하는 타 선권리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의 법정실
시권을 두고 있으며,567)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특
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저촉되는 선출원 또는 같은 날 출원한 디자인권이 먼저 존속기간
이 만료된 경우에 계속하여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디자인보호법 개별 법령의 개정 필요성

(1) 디자인과 타 권리와의 저촉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

앞서 살펴본 사전심사에 의한 상호저촉의 방지에 의해서도 디자인보호법과 저촉하는 타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일응 배제할 수 있기는 하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디자인권의 등록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타인의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과 저촉하는 디자인의 출원의 경우에
있어, 등록공고 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타 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

562) 디자인보호법제95조. 「상표법」제53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존재한다.
563) 단,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인 반면 저작권은 상대적 모방금지권이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의 외관이 저작물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스스로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과 저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564)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문제, 「디자인과 법」, 2017, 54면.
565) 디자인보호법제123조.
566) 디자인보호법제123조.
567) 디자인보호법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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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에 부등록사유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표 54] 디자인보호법 제68조의 개정안
조문
제68조

현 행

개정안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 ① (좌동)
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
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
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
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
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좌동)

4. <신 설>

4. 디자인권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상표
권과 저촉되거나 타인의 선원의 저작권과
충돌하는 경우

[표 55] 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개정안
조문
제34조

현 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 (좌 동)
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 4. (생략)

1. - 4. (좌동)

5. <신 설>

5.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저촉되는 디자인으로 타 권리자의
동의없이 등록출원한 디자인

(2)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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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물품을 실시, 즉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양도나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복
제・배포・대여・전시・공연・공중송신・2차적저작물 작성행위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를 갖는다. 디자인보호법상 각 실시행위에 대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중첩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① 디자인보호법상 ‘생산’과 저작권법상 ‘복제’・‘2차저
작물작성’행위, ② 디자인보호법상 ‘양도’와 저작권법상 ‘배포’행위, ③ 디자인보호법상 ‘양
도나 대여의 청약’과 저작권법상 ‘전시’행위의 경우가 문제된다.568)

이러한 보호중첩 문제

의 해소를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각각의 권리행사에 있어 그 행위유형마다
구체적인 법적 제한을 설정하는 것보다, 현행법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권리제한규정을 두는
방안 또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권리제한 조항(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는 행위)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확장된 물품의 개념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예컨대
그래픽 등이 될 수 있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실시의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저
작권법과의 중첩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저작권과 중첩이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 디자인의 경우, 당해 디자인에 대한 제3자의 실시형태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규정(제16조 내지 제22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이루어
진 이후에는, 같은 유형의 실시행위를 이유로 한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표 56] 디자인보호법 제94조의 개정안
조문
제94조

현 행

개정안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 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
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 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
치, 그 밖의 물건

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4. <신 설>

4.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568) 응용미술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물품에 실시한 다른 디자인의 경우에는 ‘중첩보호’가 아닌
‘과잉보호’의 문제, 즉 대상물품이 달라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범위(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당해 응용미술 권리자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 292 -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
서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해당 사용으로 생
산된 결과물
5. 물품 등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
우, 저작권법상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
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저작권 침해 주
장이 이루어진 경우, 그 침해 주장을 한 저
작재산권 이용행위와 동일한 유형으로 제3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자가 행하는 실시행위
<삭 제>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
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
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3) 실시권 관련

확대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중 특히 평면의 그래픽 디자인의 경우 그 특성상 저작
권법과 디자인보호법 양 법에 의한 보호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한 권리
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같은 양법의 특수한 관계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중, 특히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권과 저작권법상
의 이용허락간의 보호범위 중첩으로 인한 문제는 불측의 권리관계 또는 권리행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중 상술한 쟁점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력한 독점・배
타적 성격을 가진 전용실시권의 경우이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을 만족한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등록 한 경우 해당 응용미술의 권리자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기
초하여 각각 다른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설정 및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
법은 제97조(전용실시권)에서 전용실시권에 관한 권리범위 및 그 설정에 대한 제한사항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에서는 필수 등록사항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그래픽디자인의 경우에 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전용실시권 규정에 대하여, 그래픽디자인의 경우 해당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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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한 경우,
해당 유형에 대한 실시권을 다른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나아가,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규정에 대하여, 그래픽디자인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여부 및 허락 기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명시한다면 응용미술디자인의
권리 제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569)

[표 57] 디자인보호법 제97조의 개정안
조문
제97조

현 행

개정안

①~⑥ (생략)

①~⑥ (좌동)

⑦ (신설)

⑦ 그래픽에 대한 디자인권자는 해당 그래
픽디자인에 관하여 타인에게 저작권법 제
16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
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 그 저작재
산권 이용행위와 동일한 형태의 실시를 내
용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은 그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설정할
수 없다.

[표 58] 디자인보호법 제98조의 개정안
조문
제98조

현 행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① (좌동)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1. ~ 3. (좌동)

4. (신설)

4. 그래픽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여부 및 허락 기간

(4) 디자인권의 공유 및 이전 관련

확대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 등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그
법적요건 만족여부에 따라 단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공동디자인의 디자인권이자 동시에 공
569) 김홍, 앞의 학위논문,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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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이나 공동디자인의 경우 당연히 그
에 관한 권리 행사는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570) 예컨대 하나의 그래픽디자
인으로 인해 발생한 둘 이상의 권리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다
면, 권리공유관계에 있어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간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다른 권리공유자들이 저작재산권에 기해 특정 유형
의 권리행사를 반대하더라도 어느 한 권리공유자가 디자인권의 실시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96조에 대
하여, 해당 디자인을 디자인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권이 공유일 때 해당
부분의 저작재산권 행사571)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572)

[표 59] 디자인보호법 제98조의 개정안
조문
제96조

현 행

개정안

① ~ ⑦ (생략)

① ~ ⑦ (좌동)

⑧ (신설)

⑧ 그래픽디자인의 이전과 공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래픽 디자인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16
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중

570)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에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에
있어 각 저작자는 신의(信義)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반면, 디자인보호법은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지분 이전・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 등의 경우에 있어서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디자인보호
법 제96조 제2항 내지 제4항).
571)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 한 정도
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
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
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572) 김홍, 앞의 학위논문,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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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에는 그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없다.
2. 그래픽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으며, 그 합의의 성립에 관하
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그래픽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저작권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도 함
께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공유자 중 일부가
응용미술디자인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포기하
더라도 디자인권 포기의 의사표시와는 관계
없이 그 디자인권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그 지분의 배분에 관하여 저작
권법 제48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그래픽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제97조
제7항(신설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이용허
락이 있은 뒤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재산권 이용행위와 동일한
형태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은
그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설정할 수 없다.

라. 그래픽디자인 및 글자체디자인의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에 따라 확대되는 보호대상은 필연적으로
타법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각 개별조문에 대한 법령 개정을 실시할 경우 타 디자인권과의 관계나 전체 법조문의 통
일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에 디자인의 보호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가 이루어질 경우에 전반적인 법조문을 다시금 손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물품
성의 해석을 달리하는 특별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내에서 특칙을 신설하여
문제되는 내용을 일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글자체디자인에 대
하여도 일부 조항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전체적인 조화의 관점에서는 바람
직하지 않다. 이에 특히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글자체 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에 대하여 별

- 296 -

도의 특칙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0] 디자인보호법의 그래픽디자인관련 특칙 신설안
조문

현 행

개정안

제00조

<신설>

제00조(그래픽디자인의 특칙) ① 그래픽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이루어진
경우, 그 침해 주장을 한 저작재산권 이용
행위와 동일한 유형으로 제3자가 행하는
실시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한다.
② 그래픽에 대한 디자인권자는 해당 그래
픽디자인에 관하여 타인에게 저작권법 제
16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
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 그 저작재
산권 이용행위와 동일한 형태의 실시를 내
용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은 그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설정할
수 없다.
③ 그래픽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여부 및 허락 기간은 등록하
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그래픽디자인의 이전과 공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래픽 디자인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16
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중
하나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에는 그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없다.
2. 그래픽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으며, 그 합의의 성립에 관하
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그래픽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저작권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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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공유자 중 일부가
응용미술디자인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포기하
더라도 디자인권 포기의 의사표시와는 관계
없이 그 디자인권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그 지분의 배분에 관하여 저작
권법 제48조 제3항을 준용한다.
4. 그래픽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제97조
제7항(신설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이용허
락이 있은 뒤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재산권 이용행위와 동일한
형태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은
그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설정할 수 없다.

아울러, 법제간의 균형을 위하여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일괄하여 신설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 역시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61] 디자인보호법의 글자체디자인관련 특칙 신설안
조문

현 행

개정안

제94조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삭 제>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
다.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
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00조

<신설>

제00조 (글자체디자인의 특칙)
① 글자체가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
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
지 아니한다.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
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 298 -

결과물인 경우

3. 그 밖의 규정

정의규정과 관련조항의 개정 논의는 대부분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항이다. 이에 통
상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법령에서 규율하고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
다.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
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
하고 법령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 규정
과 부칙 규정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총칙 규정에서
는 그 법령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부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한
다.573) 이에 부칙 등에서 저작권법이나 상표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는 조문을 신설하고574) 타 법령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표현방식과 그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디자인 일부심사(구 무심사) 등록제도는 실체적 요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기 때
문에 부실권리의 양산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기초심사 대상요건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
당한 권리의 발생가능성이 일부심사제도의 시행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기초심사의 대
상이 되는 디자인 부등록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575)

57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72면.
574)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대
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한다.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72면.
575)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5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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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의 견해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및 기타의 산업재산권법제와의 충돌조정을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때문에, 디자인보
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저작권법」의 개정도 함께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바,576) 관련된
사항들만 간단히 정리하여 장래의 과제로서 남기도록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소유권이나 초상권과의 저촉을 염두에 둔 규정은 있지만 산업재산권과의
충돌조정을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각 권리간의
충돌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모종의대응입법이 필요하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제94조에
대응하여 후행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의 사용 또는 실시에 대한 허락을 저작권자에게
구하였으나, 저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락을 거절한 경우에 대하여 법정허락 대상
의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권과 객관적으로 저촉되거나 이
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선행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577)
또한 우리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작품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 저작물로 포함하고 분
리가능성과 독자성을 저작권에 의한 중첩보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마케팅 수단으로서
의 응용미술의 보호는 디자인권과의 경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순수미술과 같은 저작권
법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의 한정 등 일정한 제한을 추가로 가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578)
응용미술과 관련하여 중첩보호의 해소방안으로 배포권, 전시권의 예외규정의 도입을 고
려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상 ‘배포권’이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원본이나 복
제물을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579)로서, 이는 유체물
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에의 응용미술저작
물이 물품으로서 제작된 이후 배포권의 적용대상이 된다.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과 소
유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법마다 권리소진의 원칙을 두고 있

576) 저작권법의 경우 관할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처간의 문제가 있으며, 다양한 변수와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
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577)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57
면.
578)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57
면.
579) 「저작권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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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해 권리 전체를 잃게 되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저작권법의 경
우에는 배포권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이나 인격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배포권이 소진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
의 허락을 얻어 거래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불법제작 된
복제물을 제3자가 선의・무과실로 취득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이 없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
면,580)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불법으로 복제된 응용미술품을 제3자가 선
의로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한 응용미술품을 배포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거래에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게 되고 난 이후에 이를 배포하
게 되는 경우에는 배포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제3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여부에 대해 선의나 무
과실로 응용미술품을 배포한 경우 그 행위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581) 또한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에 한하여 그 원본과 그 복제물의 구분 없이
그리고 공표여부와 상관없이 전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전시’의 의미에 대해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
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82) 전시권
이 미치는 장소적 효력범위는 화랑・도서관・상점 진열대 등과 같이 전시를 위해 마련된
곳뿐만 아니라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건물의 로비 등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모
든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등’에 해당하는 응용미술저작
물에 적용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응용미술작품이 상품으로서 대량생산되
어 상점 등에 진열된 경우 해당 응용미술품을 진열한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
해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상 ‘양도나 대여의
청약’ 행위와도 보호범위의 충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저작권법」은 전시권에 대한 일
정한 제한에 대해 법 제35조 각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나 복제된 응용미술작품이 일반
인에게 공개된 상점 진열대 등에 전시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
다.583)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에 한하여, 제3자가 그 복제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침
해유형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584)
580) 박성호, 앞의 책, 349면.
581) 김홍, 앞의 학위논문, 323면.
58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583)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의 원본에 의
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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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대해서도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일반 저작물보다 단기간으
로 조정하여 디자인권 보호기간에 수렴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
권법과 디자인보호법간 보호범위의 과잉 또는 중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간의 상이한 보호내용과 더불어 보호기간의 차이로 인
해 그 부작용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한 과잉보호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잔존하게 되어, 법 적
용상의 혼란은 물론 동종 분야의 경쟁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
히 응용미술저작물은 다른 미술저작물과는 달리 트렌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라이
프 싸이클이 짧은 산업디자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베른협약이 응용미술의 보호
에 있어 요구하는 보호기간 및 후술하는 디자인보호법상 응용미술디자인 보호기간과 그
수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물품에의 적용 이전에 독립적으로 창작된 미술저작물
의 경우와 구분시키기 위하여,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창작시’를 물품에의 적용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창작시로부터 25년’등으로 대폭
축소하되, 그 ‘창작시’는 당해 응용미술이 ‘물품에 처음 형상・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 때’ 로 보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585)586)

584) 김홍, 앞의 학위논문, 324면.
585) 김홍, 앞의 학위논문, 337면.
586) 앞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의 권리보호 기간이 조정된다면, 아울러 디자
인보호법에서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을 특정하여 저작권법과의 균형을 맞춘 존속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저작권법과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사안인바 각주에서 짧게 다루어보
도록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저작권법의 경우와는 달리 보호대상인 디자인의 특성상 매우 짧은 권리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디자인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응용미술이 보호요건을 갖추어 디자인등록 되는 경우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까지 보호받게 된다. 응용미술을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트
렌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산업디자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
권 존속기간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디자인보호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일반적 디자인들에 비교해 본다면 응용미술은 제품디자인으로서의 산업디자인 이상의 미적 특징을 갖추고 있
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호기간 부여에 있어 다른 일반디자인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도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저작권법과의 보호 충돌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디자인보
호법상 개정안을 반영시킬 경우, 응용미술을 디자인등록 하려는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적 디자인의 경
우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창작의욕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
반디자인의 보호기간보다 더욱 장기간의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 요건 규정의 추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창작자의 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디자인보호법 개선방안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 저작권법과의 중첩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디자인에 대해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
록출원일 후 ‘20년’이 아닌 ‘25년’간의 존속기간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김홍, 앞의
학위논문, 3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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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디자인 심사실무 상에서의 개선방안 검토

I. 신기술 디자인 등의 보호의 범위와 방법

1. 이론적 논의

디자인보호법개정을 통하여 그래픽 등을 물품으로 상정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출원과

심사, 분쟁 등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기준을 통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래픽 심벌과 로고’는 현행 기준으로 물품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디자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그 자체로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디자인으로 표현될 수 있고,
타일이나 포장지의 도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587) 따라서 물품성 요건을 기초로 하는 현재의 디자인보호법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바, 그래픽 심벌과 로고를 보호하되 그 보호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표면 문양과 장식’은 그래픽 심벌이나 로고에 비해 물품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이는 디자인의 정의에 장식을 포함한 EU의 입법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U 등록
디자인심사지침에 의하면 ‘장식’을 ‘다양한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어 제품의 윤곽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EU의 디자인 제도가 저작
권법 또는 경쟁법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으나, EU의 ‘장식’
개념은 어느 디자인이 물품의 물리적인 외면을 장식하는 것으로 작용할 경우에 보호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물품성 요건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제도에서 수용하기에 부담이 적다.
‘표면 문양’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도 ‘장식’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장식 개념을 도입할 경우에도 권리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물품과의 불가분
성을 기초로 한 디자인보호법의 법체계를 고려해야 한다.588)

587) 서재권, 디자인 개념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 제안- 디자인보호대상에 대한 EU의 법제와 비교하여,
「지식재산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59면.
588) 서재권, 디자인 개념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 제안- 디자인보호대상에 대한 EU의 법제와 비교하여,
「지식재산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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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기준의 개정

1.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해석 변경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
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물품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589)

2.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디자인 성립요건의 변경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정의와 관련하여 디자인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디자인보호법상 정의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부분의 전면적인 수
정·보완이 필수 불가결하다. 다만 수정·보완에서 있어 기존의 물품의 규정의 틀을 전면적
으로 배척하고 새로운 개념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픽디자인 등 로카르노 분류 제32
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화상디자인 출원과 심사 실무

가. 물품의 명칭 기재방법

그래픽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그 명칭의 기재와 관련하여, 국외의 디자인 특허의 실무를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미국의 실무에서 물품의 명칭의 기재
는 매우 자유스러운 표현들로 이루어진다. 물품을 그 명칭의 주제어로 잡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건물요소나, 앉는 가구 등 총괄명칭도 널리 사용된다. 나아가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일부를 명칭으로 한 예도 매우 많다. 미국 디자인 특허의 실
무상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유형의 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그러

58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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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품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되고, 그 물품 자체의 것은 아니어도 된다. 따라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컴퓨터 화면’은 단지 디자인이 사용되는 유형의 물품을 표시하
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디자인의 주제는 아이콘으로서 디자인의 명칭을 아이콘이라고 표
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은 출원인의 권리라는 사상이 깔
려있다. 즉, 지정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에 한정하여서만 물품의 명칭을 정
할 수 있다면 이는 출원인이 희망하는 보호범위를 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의 기재는 출원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인에게 특정 물품명칭 후보군으로부터 디자인의 명칭의 선택을 강요하
는 것인 미국 디자인특허의 개념상으로는 무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디자인
분류는 제품명칭을 세분화하기 위해 체계화 된 것이 아니며, 디자인의 효율적인 분류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잇는 것이다. 다만, 미국 실무에서 디자인의 명칭은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
을 공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되는 명칭으로 특정하는 것” 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
본질상 발명의 명칭인 것이고 물품의 기재가 아니다. 따라서, 그 본질상 미국 특허분류상
의 물품의 명칭만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을 특정하기만 하면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에 자유가 있다.590)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 실무상 물품의 기재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제품의 표시’를 요
구하고 있어 미국의 실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정도로 물품의 기재를
요구하는 유럽 실무에서도 로카르노 분류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제품명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유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로카르노 또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의 목
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권장
되는 사항일 뿐이고, 유로로카르노 분류 내의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
다.591) 합리적인 보호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와 심사와 등록의 실제적 및 절
차적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특허청의 업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총괄명칭과 세부적
인 명칭을 잘 조합하여 분류에 포함시키는 등 출원인이 분류상의 명칭을 벗어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분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592) 이는 새롭게 규정될 그래픽 디자인의 경
우에 있어서 일응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그래픽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어떠한 분류
체계 내에서 어떠한 명칭으로 물품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이다.

590)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89-91면.
591)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91면.
592) 유미특허법인·특허청, 「헤이그 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특허청, 2011,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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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디자인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I. 디자인 물품분류

1. 디자인 물품분류의 개요

디자인 물품분류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심사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분류를 통해 디
자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사관에게 선행디자인 검색 편의를 제고하고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 분류체계는 기능과 용도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3400여개
의 소분류와 475개의 형태분류로 세분화되어 있어 심사제도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용도 중심의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동일 기능의 물품이 서로 다른 소분류
에 분류되어 오늘날과 같이 디자인 컨셉이 부각되는 시대에 디자인 보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오분류가 많은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컨버전스 제품의 출현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는 이
러한 제품을 용도와 기능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로카르노 분류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회원국
모두가 초청된 외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
정(이하 각각 ‘로카르노 분류’ 그리고 ‘로카르노 협정’으로 명시)이 체결되었다. 로카르노
분류는 ① 류와 군의 목록, ② 알파벳 순의 류와 군이 표시되어 있는 산업디자인의 물품
목록과 ③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로카르노 협정은 협정의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류 및 원문의 ‘개정’ 및 또는 ‘추가제정’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
에 협정은 전문가위원회에 알파벳 순의 목록과 주석의 확립을 위임하였으며, 각 내용에 대
한 개정 및 보충(추가)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로카르노 분류는 ‘관리적 성격만’을 가지며
(특정 방법에 의해 분류된) 산업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본질과 보호범위에 관해서는 가입
한 회원국을 귀속하지 않는다.593) 로카르노 협정은 가입한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

593) 로카르노 분류 제2조 제1항.

- 306 -

한 관청에 ‘기탁되는 공식 문서 또는 (산업)디자인 등록문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면 해당 등록공보에 디자인이 반영된 물품의 로카르노 분류의 류 및 군 번호가 포함’될 것
을 요구한다.594) 이러한 로카르노 분류는 매 5년단위로 개정되며, 현재에는 국제분류 제11
판(2017. 01.)을 기준으로 한다.

3. 로카르노분류 제32류의 채용 과정

그래픽심벌, 로고, 표면문양, 장식 등을 정의하는 로카르노 분류 제32류는 제9판 개정과
정에서 도입된 것이며, 이 때 덴마크와 영국의 제안이 그 배경이 되었다. 덴마크는 제 99
류(Miscellaneous)에 차림새(Get-up),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또는 실내, 매점, 기
차 등의 내부 배열 26 ), 장식(Ornamentation), 그래픽 심벌과 로고(graphic symbols and
logos)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로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에
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로카르노 분류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안은 영국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영국은 로고,
(2차원) 그래픽 디자인, 포장용 그래픽 디자인, 의류에 적용되는 로고, 표면에 적용되는 장
식, 표면문양(surface patterns)등 다양한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 디자인을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98/71/EC
29 는 유럽동맹국은 “디자인”의 개념에 장식(ornamentation)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
는데, 산업디자인을 위한 로카르노 분류에는 적당한 분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제99류에
넣을 수 없으면 새로운 대분류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이들 2차원 디자인은 제8판의 제
99류(기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32류로 하여 분류하게 된 것이다.595)

II. 그래픽디자인과 로카르노 분류

1.

EU 등록디자인심사지침의 준용

EU 등록디자인심사지침은 등록출원 시에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장식에 관해서는 동일 분류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 32류
594) 로카르노 분류 제2조 제3항.
595) 김창현 외,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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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래픽 심벌, 로고(logos), 표면 문양(surface patterns) 및 장식’을 담고 있다. EU 디자
인 규정은 디자인의 정의에 ‘장식’을 포함하고 제품의 범위에 ‘외장, 그래픽 심벌, 글자체’
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로카르노 분류 32류는 ‘장식’과 ‘그래픽 심벌’을 병렬 구조로 담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로카르노 분류 32류에서 장식과 그래픽 심벌을 병렬 구조로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EU 디자인 규정 제3조 (a) 디자인의 정의에서 의 ‘장식’과 제3조 (b)
제품의 정의에서의 ‘그래픽 심벌’ 등이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주장한다.74) 즉 디자인의
정의에서의 ‘장식’은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이와 별도로 제품의 정의에 ‘그래픽
심벌’ 등을 예시함으로써 제품으로부터 디자인을 분리시킨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실
제로 등록실무에서는 ‘장식’으로 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그 제품을 지정할 때 로카르노 분
류 32류의 ‘그래픽 심벌’ 등을 지정하고 있다.596)597)

III. 로카르노분류체계의 완전 도입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 개정

로카르노 제32류의 산입으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확정하고 그 예
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
하는 구체적인 물품을 정하기 위한 고시로서 제32류 및 상세 군 및 물품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596) 김창현 외,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0, 63면.
597) 서재권, 디자인 개념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 제안- 디자인보호대상에 대한 EU의 법제와 비교하여,
「지식재산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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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그 밖의 제언

I. 新디자인물품 분류체계 도입과의 조화 검토

로카르노분류는 무심사주의를 전제로 하는 분류체계로서 한국 특허청에서는 실체심사를
위해 구 한국분류를 심사용 분류로 활용 중에 있다. 한국분류는 실체심사용으로서 용도,
기능, 형태에 따라 디자인을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분류형태를 지니고 있
다.598) 최소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 디자인실체심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물품분
류의 난이도가 높고, 동일·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현행 로카르노 분류와 한국분류의 분류목적 및 방식이 서로 상이한 바, 다기능,
융·복합 물품의 물품분류 모호성으로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검색 DB 공유
등 국제적 호환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등으로 다양한 신기술 디자인과
새로운 물품이 출현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물품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새로운 디자인물품 분류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특허청에서
는 2017년 「新디자인물품분류체계」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599) 「新디자인물품분류체
계」는 분류심사원 및 심사관이 한 개의 분류만 부여하므로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오분류
가능성이 감소되는 등 분류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융복합 물품분류군을 신
설하는 등 기존 한국분류보다 약 1-5~2배 가량 세분화되어600) 선행디자인 검색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新분류체계에 따라 일원화된 물품명을 고시함으로써 로카르
노분류와 한국분류의 불일치에 따른 물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혼동을 방지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로카르노 기반한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하여, 新분류체계를 도입할
경우 외국DB 문헌 구축 및 검색이 유리할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新디자인물품분류체계
2017년 기준 단일분류체계의 개발과 물품분류 정의서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18-2021년
기존 DB 재분류 및 검증과 단계적 도입 및 시행을 예고한 바 있는데, 만약 이러한 新디자
인물품분류체계가 도입될 경우를 가정하여 그래픽 디자인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픽심벌 등은 로카르노분류 제32류에 포함되어
598) 한국분류는 13개군, 75개 대분류, 457개 중분류, 2,560개 소분류 및 12.,000여개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599) 특허청, 「상표디자인제도 정책동향 설명회」, 특허청, 2017, 51면 이하.
600) 新분류체계는 약 5,000~6,000개의 세분류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현행 한국분류는 형태분류 포함 3,129개로
구성), 특허의 경우 CPC는 IPC보다 약 3.7배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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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32류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어느 분류에 그래픽 등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분류기준과 참고분류. 대표이미지, 물품명칭
등 시스템 구축과 연동하여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II.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검토 사항

디자인 산업 및 인력의 발전을 위하여는 법적인 제도의 정비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
이나 그 외에도 디자인 산업 환경에 맞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
력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인력의 재배치와 신규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 환경과 발생 가능한 이슈들, 국민의
특성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와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찰적인 실업감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하여는 교육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물품성을 완화하여 3D 캐드 디자인 파일에 대한 물품성을 인정하거나 의제하게 되면 응
용미술품으로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용품의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전의 디
자인 캐드파일이나 미등록디자인으로서 3D 캐드 디자인 파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문제
가 대두될 수 있다. 미등록 디자인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디자인보호법 내에서 규율하는 유
럽과 달리 우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항 자목 에서 디자인형태모방을 신제품 출시일로
부터 3년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미국처럼 아예 미등록디자인보호 규정
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3D 캐드 디자인 파일의 유통이 국경을 넘어 쉽게
전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된 보호기준을 세우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601)
디자인창작자들은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에 대해서 소위, 이중적 잣대를 가지기 쉽
다. 디자이너들은 실무상 벤치마킹 또는 시장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현존하는 다양한
디자인하여 디자인창작에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디자인을 기초로 스스로
유사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여 창작을 하기도 한다. 기술분야에
서는 이러한 행위를 회피설계(designaround)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 해당분야의 엔지니어,
변리사 등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벤치마킹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특
허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물론, 폴라로이드(Polaroid)와 코닥(Kodak)간의 즉석사진 특허
601) 김원오,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산업재산권」제53호, 지식재산권
학회, 2017,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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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기술에 대하여 아무리 정교한 사전 분석과 회피전략
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해도 실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원의 유사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
해 보면 (1) 유사판단의 주체와 (2) 유사판단을 위한 관찰방법 그리고 (3) 유사판단의 배경
등이다.602) 창작성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가 판
단주체여야 한다(법제33조제2항). 근접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 연속성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패쇄성의 원칙 등 정보통신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사용성 분석 및 개선에 이론적
기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심리학 이론으로서 인간이 Gestalt(독어로 형태를 의미함)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가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표
절 판단협의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또는 “각 부분과 요소
는 다르나 전체의 성질은 같다”의 디자인에 대해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계의 의
견에 귀를 기울이고, 디자인계 또한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한 판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의견을 표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업계의 발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협회명의로 법
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는 한편, 디자인관련 소송에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창작된 디자인을 공개 한지 6개월 이내에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랜 시간이 지나야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등록료와
연차료를 지급해야만 최장 20년간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의 입
장에서는 번거로운 노력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또 디자인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쳐
서 해외수출 시에는 각 해당국에 출원을 해야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물성이 없는
평 면디자인이나 캐릭터 등은 그 보호범위가 모호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등록절차의 번거
로움(기간이 길고 비용 발생, 한국, 미국, 일본은 심사주의), 상대적으로 짧은 권리기간, 속
지주의 적용, 소프트웨어, 캐릭터 등의 보호 어려움의 단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선호하려면 전문성과 디자인등록제도만의 우수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을 실무자 중심으로 그 때마다 회의를
통해 감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디자인의 영역이 넓으므로 상시
위원회가 아니라 혼동이 발생할 때 소집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
어 디자인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디자인인지 실무가 의견을 수렴할

602) 특허청, 「한, 미, 중, 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특허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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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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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창작보호 對 이용활성화 간의 균형을 통해 창작의 과대보호로 인한 시장왜곡의 문제와
과소보호로 인한 연구개발 의욕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603)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현행 법으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논란이 되어
온 화상디자인 중에서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과 같은 조작화상디자인”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개정안 2 최근 IT기술발전 동향에 따른 것으로 의의가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그래픽디자인, 홀로그램, GUI 등과 같은 조작화상디자인”의 효력범위
는 물품에 한정되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용의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범용OS,
웹페이지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조작화상디자인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CD-ROM, PC,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된다거나, 웹서버상에서 조작화상디자인과 관련되는
프로그램(Web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자
권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단점

603) 김원오,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산업재산권」제53호, 지식재산권
학회, 2017,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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