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디자인보상]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를 확정하기 어려움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실내에 설치하여 

옷이나 빨래 등을 거는 행거 디자인등록 4 건에서 제 1 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디자인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창작자는 파나소닉 디자인 

개발팀에서 퇴직한 후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 디자이너 입사 전부터 해당분야 제품을 개발하여 왔었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디자인전략회의를 수차례 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내 개발분야 직원, 

생산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디자이너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약 1 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두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 건의 제품 디자인을 선택하여 의장출원(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출원서류 

및 등록증에는 원고 팀장을 제 1 창작자로, 개발담당 직원이 각 제 2 창작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해당 

디자인에 대해 Good Design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직원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실시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해당 디자인을 원고 직원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위 

Good Design 수상과정에서도 해당 제품의 디자이너는 외부 디자인전문업체의 대표 

디자이너로 표시되었습니다. 

 

일본 법원은 원고 개발담당자가 디자인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점으로서 수요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원고 직원을 진정한 

창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상 제품 디자인은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는 수차례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특히 그 과정에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의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디자인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택된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할 때 통상 개발팀장을 포함한 내부직원을 창작자로 표시합니다.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진정한 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디자인 출원서류 및 

등록증에 창작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증거로서 진정한 

창자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디자인 창작에 관한 자료는 모두 사용자 회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이 사용자 회사를 위해 원고의 창작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창작자 자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디자인업체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도면작성을 담당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퇴직한 내부 개발팀장이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직무상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종업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로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용자측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창작근거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종업원 창작자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와 비교하면 디자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입증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