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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58 판결 요지 

 

(1)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

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은 바로 이러한 디자인의 창작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창작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

로써 그 디자인 구성이 창작자가 한 디자인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

경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

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심미감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디자인

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

결 등2) 참조)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41 판결 요지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

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

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

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

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

4011 판결 취지 참조). 

(3)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

인이라는 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비

밀유지의무의 존재는 디자인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

장·증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