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침해분쟁] 스마트폰 거치대 디자인의 유사판단 사례: 특허법원 2019. 5. 24. 선고 

2018허1837 판결  

 

 

 

1.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디자인   

 

 

2. 판단요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7당1294 심결: 등록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 심결유지  

 

3. 판단기준 법리  

 



 

 

4. 구체적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 -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체

적으로 직사각형인 점,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점, 상판부와 하판부에 전화기 

등의 거치를 위한 홈이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위 공통점들은 휴대 단말기용 거

치대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 공통점들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7

각형 구조에 모서리가 돌출된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단순한 직사각형에 각 모서리

를 둥글게 처리한 형상인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앞부분은 완만한 

각도의 V자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둥근 모서리를 포함한 일자 형상인 점, ③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은 상판 윗부분의 각도를 달리하여 외관상 두 부분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



고, 나뉜 것으로 보이는 상판위에는 × 모양의 음각이 새겨져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상판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음부에는 도면상 아무런 모

양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이음부에는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3개의 홈이 형성되

어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①,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외부면을 단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

여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이점 ②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

면부는 완만한 V자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자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정면부 V의 각도가 매우 완만하여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 일직선으로 보일 수 있

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차이점 ④의 이음부는 휴대전화를 거치한 경우 보이지 않으

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

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거나 이를 단순화시킨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24. 선고 2018허183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