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 허 1486 판결 

 

 

 



2. 해당분야의 공지 디자인 

  

 



 

 

3.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할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 후 129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 후 2987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 후 166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비유사 + 등록무효 불인정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패드가 일정한 두께로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반원형의 아치 형상으로 치아의 윗니와 아랫니가 안착되는 

받침부를 중심에 두고 내·외측 가드가 그 상하부 내·외측의 테두리를 따라 전면부로 

갈수록 높아지게 형성되어 있다. ②양 디자인은 외측 가드 전면부 중심에 3 개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하단 중앙에 ‘V' 홈이 몸체부의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③ 양 디자인은 상부 외측 가드가 그 하부 외측 가드보다 돌출되어 단차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은 내측 가드의 안쪽에 혀를 삽입할 수 있는 타원형의 반구형상의 혀 

탭(tongue tag)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①전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중앙의 큰 타원형 

통기공과 그 좌·우에 각 작은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진 사각형 형상을 띄고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같은 3 개의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②배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전면부의 'Λ' 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부의 중심부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두 개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Λ' 홈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③측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상·하부의 

외측 가드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유선형에 가까운 형상을 띄고 있고,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크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상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각진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둥근형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작다. 

 

공통점 ① 내지 ④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고, 턱관절 교정기의 착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면부의 형상 및 통기공의 형태와 

크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 양 디자인은 이 부분에 있어 그 형상이나 크기가 달

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없

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