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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심   판   원

제   11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6당1700

사 건 표 시 디자인등록 제782310호 무효

청  구  인 엔프라니 주식회사 

인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8 (신흥동 3가)

대리인 변리사 최훈식, 한태근, 양한나 

서울 
대리인 변리사 이동우 

서울 
피  청  구  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49 (염창동, 3층)

대리인 변리사 김명한 

서울 
심  결  일 2017. 8. 21.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D)111.410-Z(F4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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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782310호/2014. 11. 7./2015. 1. 27.

(2) 물품의 명칭 : 화장품용기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822941호/2014. 11. 4./2015. 10. 28.

(2) 물품의 명칭 : 화장품용기

(3) 도면 : 별지 2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증거방법 :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나. 피청구인의 주장

청 구 취 지

1. 디자인등록 제782310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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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다른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의 요

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증거방법 :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3. 이해관계의 유무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동종업자에 해당하고(갑 제3호증), 또한 이 사

건 등록디자인보다 선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의 등록권리자이므로(갑 제4호증), 사실관

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

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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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

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후2277 판결 등 참조).

나.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선출원인지 여부

비교대상디자인의 출원일은 2014. 11. 4.이고 그 등록일은 2015. 10. 28.이며, 등록공

고일은 2015. 11. 9.이다(갑 제4호증).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은 2014. 11.

7.이고 그 등록일은 2015. 1. 27.이다(갑 제1호증).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출원된 선출원에는 해당하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에 공지되지는 않았다.

다.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화장품 용기’로

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라.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등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도면은 비교대

상디자인의 각 도면과 상응하도록 180° 회전시켜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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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①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상단으

로 갈수록 좁아지고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뿔형상으로 형성된 점, ② 저면도를 기

준으로 용기 몸체는 좌우 폭이 앞뒤 폭보다 긴 타원형을 이루며 형성된 점, ③ 용기 

몸체 좌우측에 4~5개의 뾰족하게 돌출된 돌기가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 하단에 나사산 및 나사골만 형성된 반면, 비

교대상디자인은 마개부가 형성된 점, ㉡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

기 끝이 한쪽으로 살짝 휘어져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좌우대칭으로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정면과 우측면에 사선 방향으로 

두 개의 곡선형 홈이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

의 장식용 나무와 비슷한 미감을 주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몸체는 타원형 종(鐘)의 

미감을 주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래 표와 같은 타원형 종(鐘)의 형상을 

가진 동일물품들의 등록례들이 다수 공지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통점 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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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②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등록

번호

30-271278 

(을 제1호증)

30-315333 

(을 제2호증)

30-376663 

(을 제3호증)

30-491225 

(을 제4호증)

30-536804 

(을 제5호증)

도면

판단컨대, 양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 ③은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

은 반면, 위 차이점 ㉠ 내지 ㉣은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파악되므로, 위 공통점 ③이 전체로서 환기되는 

차이점 ㉠ 내지 ㉣을 압도할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위 차이점들에 의해서 보는 사람에게 환기되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심결한다.

첨부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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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심판관 이재우

주  심 심판관 전승철

심판관 임진혁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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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장품용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임.

2. 본 물품의 디자인은 주로 크림 상태의 화장품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적

으로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형상을 가짐과 동시에, 평면에서 보았을 때 뚜렷한 정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균형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임.

3. 본 디자인의 상부에서 하부에 걸쳐 양측면에는 각각 외측을 향해 돌출되는 다수

의 돌기가 나란히 형성되어 있고, 우측면과 정면에 걸쳐서는 사선 방향으로 두 개의 

곡선형 홈이 유연하게 형성되어 외관상 독특한 심미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4.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3]는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6]는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7]는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참고도면 1.1]은 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화장품용기"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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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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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도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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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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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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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디자인등록 제822941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설명】

1.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임.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한 것임.

2. 재질은 합성수지재 또는 유리재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화장품 용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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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도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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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도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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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도면 1.7]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