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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8. 4. 20. 2017당739호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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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94838호/2014. 10. 30./2015. 4. 27.
2) 물품의 명칭: 천장등

3) 주요 도면:
[좌·우측면도]

[저면사시도]

3) 디자인의 설명 및 기타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천장등’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사진은 다음과 같고, 기타
사진은 별지 2와 같다.

[좌·우측 사진]
[저면 사시사진]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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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11788호 유사 제1호/2010.
3. 16./2011. 9. 1./2011. 9. 14.
나) 물품의 명칭: 천정직착등

다) 도면:
[좌·우측도]

[저면 사시도]

2) 선행디자인 2(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587125호/2008. 12. 18./201
1. 1. 25./2011. 2. 8.
나) 물품의 명칭: 천정매다는 등

다) 도면:
[좌·우측도]
[저면 사시도]

3) 선행디자인 3(을 제5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34951호/ 2013. 5. 3./201
4. 3. 14./2014. 3. 21.
나) 물품의 명칭: 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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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면:

[저면 사시도]

4) 선행디자인 4(을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594538호 유사 제1호/2011.
3. 8./2012. 10. 9./2012. 10. 16.
나) 물품의 명칭: 천장직착등

다) 도면:

[사시사진]

5) 선행디자인 5(을 제7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457068호/2006. 12. 27./200
7. 7. 18./2007. 7. 24.
나) 물품의 명칭: 천정매다는 등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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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면:

[사시도]

6) 선행디자인 6(을 제8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92714호/2011. 10. 31./201
3. 5. 3./2013. 5. 14.
나) 물품의 명칭: 천장등

다) 도면:

[저면 사시도]

7) 선행디자인 7(을 제9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39074호/2010. 5. 3./2012.
3. 30./2012. 4. 5.
나) 물품의 명칭: 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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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면:

8) 선행디자인 8(을 제10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00136호 유사 제1호/2012.
7. 3./2014. 1. 8./2014. 1. 16.
나) 물품의 명칭: 천장 직착등

다) 도면:

[사시도]

9) 선행디자인 9(을 제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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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59173호 유사 제1호/2011.
7. 15./2012. 9. 5./2012. 9. 13.
나) 물품의 명칭: 천정 직착등

다) 도면:
[좌·우측도]
[저면 사시사진]

10) 선행디자인 10(을 제1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출원공개/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455852호/2006. 7.
19./2007. 7. 5./2006. 9. 13./2007. 7. 12.
나) 물품의 명칭: 천장직착등 유리커버

다) 도면:

[사시도]

11) 선행디자인 11(을 제1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49514호/2013. 3. 7./2014.
6. 23./2014. 7. 1.
나) 물품의 명칭: 천장직착등용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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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면:
[좌·우측도]
[사시도]

12) 선행디자인 12(을 제1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570755호/2009. 2. 12./201
0. 8. 18./2010. 8. 24.
나) 물품의 명칭: 천정등

다) 도면:
[좌·우측도]

[사시도]

13) 선행디자인 13(을 제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99929호/2011. 10. 18./201
3. 6. 28./2013. 7. 8.
나) 물품의 명칭: 천정직착등

다) 도면:
[좌·우측도]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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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행디자인 14(을 제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705582호 유사 제1호/2012.
8. 31./2013. 8. 30./2013. 9. 5.
나) 물품의 명칭 : 천장직착등

다) 도면:
[좌·우측도]
[사시도]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9. 특허심판원에 2017당739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
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4. 2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육면체의 형상인 점,

- 9 -

천장등의 측면에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1단 또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 여부 및 프레임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었는지 여부 등은 이미 공지된 디자
인이거나 기능적 형상에 불과하여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또한 측면부의 형성된 구멍 또한 5가
지 종류의 원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된 점이 동일하다.
라.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적으로 유사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
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
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
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
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
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
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
2029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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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
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자인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하)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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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평면도(상)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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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①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이하
공통점 ①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도 같은 형식으로 부른다).
②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③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즉, 정·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
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

’과

같이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놓여있는 것처럼 2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

즉, 1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우측면을 살펴보면, 양측 끝 단 부분에

‘

’고 같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의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쇠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측면부를 살펴보면, 각 면마다 약 120개의 원형 구멍
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약 5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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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밀집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측면

부의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주로 상단에만 분포되어 있다.

④ 평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각

모서리 안쪽이 테두리보다 더 파인 부분이 존재하고, 4개의 돌출된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위와 같은 특징들이 형성되

어 있지 않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
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공통점 ①의 경우 선행디자인 1, 2, 9, 12, 13, 14에 의하여 공지되었
고, 공통점 ②의 경우 선행디자인 2, 13, 14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며, 공통점 ③의 경우
선행디자인 1, 2, 9, 12, 13, 14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공통점 ④의 경우 선행디자인 8,
11 121)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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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수의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한편, 차이점 ① 및 차이점 ② 즉, 1단의 구조로서 걸림쇠가 외부로 노출되
지 않은 디자인 부분도 선행디자인 1에서 공지되었으므로 위 차이점들만으로는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주는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차이점 ④ 부분도 천장등을 부착하였을 경우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 특
별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차이점 ③ 즉, 측면부의 원형 구멍의 분포 및 형태 부분은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장등의 측면에 구멍
을 형성하는 구성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된 사항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의 범위
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 다자인은 원형의 구멍들의 개수, 밀집 정도 및
그 패턴 등에 있어서 달라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는 심미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차이점 ③이 있는 점과 공통점들은 옛날부터 지정상품인 천
장등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거나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로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서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
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

1) 측면에 다수의 ‘같은 크기’의 원형이 형성된 디자인 까지 포함할 경우 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도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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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
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진현섭

판사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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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 또는 유리재임.
2. [도면 1.1]은 본원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3. [도면 1.2]는 본원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4. [도면 1.3]은 본원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5. [도면 1.4]는 본원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6. [도면 1.5]는 본원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7. [도면 1.6]은 본원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8. [도면 1.7]는 본원디자인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9. [도면 1.8]은 본원디자인의 윗면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10. 본 디자인물품은 실내의 천장면에 설치하여 실내를 은은하고 아름답게 조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내부에 장착된 램프의 불빛이 아랫면의 투광판과 측면의 무늬
부를 통해서 은은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한 것임.
11. 상기 무늬부는 측면 프레임을 천공하여서 형성한 것으로서 내부의 불빛이 측면
에 형성된 다수의 구멍들을 통해서 외부로 비춰지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천장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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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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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도면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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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천장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천장등커버의 내측에 LED램프를 형성하고, 천장등커버에 다수의 원형구멍으로 형
성된 천공을 형성하되, 그 크기가 동일하거나 다른 원형구멍을 불규칙하게 혼합배열하
여 형성된 무늬부를 투광되어 램프빛이 외부로 조사되어 조명되는 것임.
3. 저면은 정사각형상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라운드진 정사각형상임.
4. 평면은 정사각형으로 LED램프가 장착된 고정브라켓과 상측이 개방된 정사각형상
의 천장등커버와 조립하여 체결되는 것임.
5. 저면에는 천장등커버의 내측으로 정사각형 형상의 반투명 투광판을 삽입하여 형
성한 것임.

[사시 사진]

[정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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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 사진]

[좌측면 사진]

[우측면 사진]

[평면 사진]

[저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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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면사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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