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해외박람회 카탈로그에 출품 사진 조명디자인의 공지 인정, 디자인등록 무효 및 

디자인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1824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

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



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

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 등 참조). 

 

(3)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디자

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

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

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5)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간행

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등 참조).  

 

(6)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카탈로그는 제작되었

으면 배부ㆍ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ㆍ반포하지 아

니하고 사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으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ㆍ비

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ㆍ반포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18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