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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D)111.000-Z(H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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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1000293호/2018. 11. 12./2019. 3. 25.

(2) 물품의 명칭 : 이어폰용 케이스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갑 제8호증)

2018. 10. 18. 인터넷 블로그(https://maniego.blog.me/221376876809?Redirect=Log

&from=postView)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갑 제9호증)

2018. 11. 2. 인터넷 블로그(https://maniego.blog.me/221390287390?Redirect=Log

&from=postView)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 (갑 제3호증)

2017. 12. 31.(“THE LATEST VERSION OF 2017”) 인터넷 사이트(http://shopmor

eq8.com/index.php?route=product/product&product_id=802&search=airpods&category

청 구 취 지

1. 디자인등록 제1000293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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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page=5)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

와 같다.

(4) 비교대상디자인 4 (갑 제4호증)

2017. 12. 15. 인터넷 블로그(https://chaoyoung.blog.me/221163677421)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라’와 같다.

(5) 비교대상디자인 5 (갑 제5호증)

2017. 12. 18. 인터넷 사이트(https://gadgetsin.com/handmade-hevitz-7050-airpods

-leather-case.htm)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마’와 같다.

(6) 비교대상디자인 6 (갑 제6호증)

2018. 2. 26. 인터넷 블로그(https://blog. naver.com/torarei/221217020356)에 게재

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바’와 같다.

(7) 비교대상디자인 7 (갑 제7호증)

2018. 3. 7. 인터넷 블로그(https://blog.naver.com/bre_eze/221223540867)에 게재

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사’와 같다.

(8) 비교대상디자인 8 (피청구인의 실시디자인, 을 제1호증)

2018. 6. 4. 피청구인의 인터넷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p/BjlgXX

XAv7k/?utm_source=ig_web_copy_link)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아’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 4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

인 특징인 정면에서 파악되는 형상과 모양의 외관이 공통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어서 디자인 간의 공통되는 심미감을 압도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2로부터 용이하게 착

안하거나 모방 또는 상업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수준의 디자인으로서 같

은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디자인'에 해당하여야 하나,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피청구인

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으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

될 수 없고, 수차례의 공지에 있어 공지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과가 미치

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공지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양 디자인은 상호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공지디자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방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참고자료 포함)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피청구인이 2018. 6. 4. 이후에 행한 자기실시 공지는 답변서를 통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을 제1호증(비교대상디자인 8) 내지 제5호증의 증거자료를 함

께 제출함으로써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게 된바, 디자인의 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이 부정되

지 않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무효사유가 극복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공지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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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한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의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

한 비유사한 디자인이거나 피청구인의 실시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 8)의 공지일 후에 

공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

(2)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비교대상디자인 8과 동일·유사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 8

의 신규성의제 주장의 효력에 따라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대상

디자인 1,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단순 모방하여 생산·유통한 디자인에 불과한데,

비교대상디자인 1, 2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면 시장반응을 

탐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최초 디자인 창작자의 권익이 전혀 

보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하

게 될 것이다.

[증거방법]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참고자료 포함)

3. 이해관계 여부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

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대법원 2

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참조), 이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

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였거나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경우

는 물론,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

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12.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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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록디자인에 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67

12, 갑 제2호증)를 제기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4.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이어폰(용) 케이스’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 내

지 8의 대상 물품은 ‘에어팟 케이스’로 명칭은 상이하나, 에어팟은 Apple사의 이어폰 

제품으로 양 디자인들은 모두 이어폰 등의 제품을 수납하여 제품 보호, 휴대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

비교대상디자인 1, 2, 4, 6, 7는 각각 2018. 10. 18., 2018. 11. 2., 2017. 12. 15., 201

8. 2. 26., 2018. 3. 7. 인터넷 블로그에, 비교대상디자인 3, 5는 각각 2017. 12. 31., 2017.

12. 18. 인터넷 사이트에, 비교대상디자인 8은 2018. 6. 4.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에어팟 케이스’ 디자인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8.

11. 12.)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비교대

상디자인 1, 2가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므로 이에 대해서는 ‘라.’항에

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 여부

(1) 판단기준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신규

성이 없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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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

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

는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공지 예외 주장을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피청구인은 2020. 2. 14. 이 사건 무효심판의 답변서에 제출된 의견과 증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8(을 제1호증)의 공지에 의해 신규성 상

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공지디자인이 게시된 

인터넷 인스타그램은 피청구인의 계정으로 확인되고(피청구인의 ID : ◯◯◯◯◯◯◯

◯◯◯◯◯◯◯◯◯), 디자인 게시일인 2018. 6. 4.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

8. 11. 12.)의 12개월 이내이며, 게재된 디자인은 ‘에어팟 케이스’의 해당도면이 제시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8의 공지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1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비교대상디자인 8과 동일성

이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디자인 1로 제시한 갑 제8호증의 공지디자인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신규성 상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은 위 

‘다.’항의 신규성의제 인정된 비교대상디자인 8과 동일·유사한데 비교대상디자인 1은 

비교대상디자인 8의 신규성의제 적용일 이후에 공개된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 8과 전

체적인 심미감이 동일·유사한 이상 비교대상디자인 1도 신규성의제가 적용되어 공지되

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해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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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양 디자인의 공통점이 동일하고 색채 외에는 차이점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비교대상디자인 8과 대비한다).

(1) 판단기준

디자인의 출원 당시 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차례 공지되어 있는 경

우,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기간 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

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최초 분 이후에 공지된 동일한 디자인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디자인의 공지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어떤 시점의 한정적 행

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되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초의 시점에 공지

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디자인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지되는 디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여러 번 공지된 디자인들 중 최초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

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면 그 나머지 공지된 디자인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

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8. 8. 28. 선고 2008허3407 참

조).

(2) 구체적 판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바, 비교대상디자인 8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1이 공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의제 인정을 받으려면, 비교대상

디자인 1이 비교대상디자인 8과 동일성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출원인의 최초 자기

실시디자인의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인 타인의 실시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12월 내 출원이라도 그 타인의 중간공지가 출원인의 창작디자인과 동일하지 않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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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모방, 복제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 독자적인 창작에 기인한 경우에는 신규성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공개된 타인의 창작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어 디

자인등록을 받지 못한다. 즉 타인의 중간공지가 신규성의제 인정되는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동일성 있다면 모인출원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양 

디자인이 유사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에 의해 출원(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8 비교대상디자인 1

(정면) (배면)

.

(정면) (정면)

 

(정면) (배면)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청구인의 실시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 8과 타인의 중간공

지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인 ‘이어폰 케이스’의 일반적인 구

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양 디자인의 공통점인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사각의 

박음질 처리된 몸체, 아치 형태로 본체의 개방부를 개폐하는 상부의 덮개, 일측의 스트

랩용 고리 및 하부의 충전용 구멍 등의 세부적인 구성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

운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의 특징적인 주요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 디자인의 차이

점인 정면의 외곽 형상, 우측에 형성된 고리의 위치의 차이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세히 살펴야만 알 수 있는 미

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표면 색채의 차이 또한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나 그 양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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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

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

07 판결 참조), 배면에서 보이는 덮개부의 형상에 차이가 있으나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에서 나타내고 있는 분리된 덮개 부재가 본체에 덧대어져 박음질로 결합되는 방식은 

하나의 천으로 제작하였을 때 덮개 부분이 완전히 젖혀지지 않고 닫힌 상태로 돌아가

려고 하는 성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된 부분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지의 형태이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

이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인 위 공통점들을 상쇄할 만큼의 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

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여러 번의 공개행위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

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1) 위 ‘다.’항에서 신규성의제 인정된 비교대상디자인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성 있는 디자인이라고 피청구인이 주장하

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반론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8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 배면의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덮개부의 분리된 부재가 본체에 덧대어져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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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

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 창작 이후 시장반응을 

탐색하기 위하여 공개한 최초 디자인을 동일·유사하게 모방하여 제품화한 타인의 중간

공지가 있는 경우, 이를 신규성 위반의 사유로 삼는다면 원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창작자 보호라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와 디

자인의 창작과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물품 시장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신규성 판단에서는 동일성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규성의제 인정되는 비교대상디자인 8과 타인의 중간공지에 해

당하는 비교대상디자인 1은 양 디자인의 배면에서 관찰되는 덮개부의 형상과 구성의 

차이에 위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능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고, 기존의 디자인

에서도 나타나 있는 공지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지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의 제품사진에서도 모두 이 사건 물품의 

정면만을 표현하여 특정한 디자인을 동일제품으로 광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

요자의 관점에서는 정면의 형상이 물품 전체의 미감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작

용할 것이고 양 디자인의 요부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요소가 모두 표현되어 있는 물품

의 정면으로서 그 요부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은 피청구

인의 창작의 범위 내의 동일성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비교대상디자인 8의 신규성 상

실의 예외 주장의 효력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신규성에 관한 공지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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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피청구인의 비교대상디자인 8을 모방하여 제조·판매된 제품으로, 비교대상

디자인 8과 동일·유사하므로 공지의 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대상디자인 

8에 의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디자인으로서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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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디자인권의 유사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

4175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

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ㆍ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와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디자인 3 내지 7의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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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
디자인 3

비교대상
디자인 4

비교대상
디자인 5

비교대상
디자인 6

비교대상
디자인 7

사시도

정면도
(사시도)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3 내지 7과 유사한지 여부를 대비하

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대략적인 육면체 형상의 몸체와 상부의 개방부를 개폐하는 

덮개로 구성된 점에 있어서 유사한 반면에, 차이점으로는 ① 몸체의 외곽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 측단은 바깥쪽으로 불룩한 호 형상이 하부로 이어지고 하부

의 중앙은 안쪽으로 만곡진 호 형상을 이루고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측면

과 하부가 곧은 직선 형태로서 하부의 모서리가 각이 있거나 곡선의 형태인 점, ② 덮

개의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개방부를 모두 덮는 정도의 폭으로 몸체의 

중간부까지 깊게 내려와 있고 끝단은 다소 둥글게 라운드진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 

3, 6, 7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폭은 비슷하나 그 끝단의 라운드진 형태가 사각 형태

에 가깝고, 비교대상디자인 4, 5는 덮개의 폭이 개방부의 1/2정도에 불과하게 좁고 끝

단은 반원형의 둥근 형태인 점, ③ 하부의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에 

충전용 구멍이 형성되면서 저면도(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부의 측단으

로부터 박음질이 시작되는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박음질이 없거나(비교대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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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3 ‘ ’), 박음질이 가로로 끊임없이 이어진(비교대상디자인 4 ‘ ’,

비교대상디자인 5 ‘ ’, 비교대상디자인 6 ‘ ’, 비교대상디자인 7

‘ ’) 형태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공통점인 몸체와 덮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어폰 케이스’의 이어폰 커버를 수용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

게 평가해야 하는 반면에, 양 디자인의 차이점 특히, 물품의 정면에서 관찰되는 몸체의 

외곽 형상에서의 직선과 곡선 형태의 차이점, 덮개와 하부의 형상·모양이 양 디자인의 

미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부로서,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환기되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위에서 살핀 구성의 공통점에

도 불구하고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같은 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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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

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

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내지 7

과 몸체의 외곽 형상 및 덮개와 하부의 형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내지 7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는 등 그 디

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

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용이성을 주장하기 위해 배면의 분

리된 재질로 구성된 덮개의 형상을 나타낸 갑 제3호증의 비교대상디자인 3과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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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자 의견서에서 단추부분과 뚜껑의 색을 일치시키는 방식에 관한 공지사실을 증명하

기 위해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디자인은 물품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정면의 형

상·모양이 아니거나 그 중요도를 높게 볼 수 없는 물품 표면의 채색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근거

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내지 7과 유사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

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첨부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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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심판관 이재우

주  심 심판관 이동삼

심판관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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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이어폰용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피혁 또는 인조피혁재임.

2. 본 디자인은 이어폰 등의 외면에 결합되어 외형 개선, 충격 및 긁힘 방지, 휴대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1.2는 본 디

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

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

진,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1.6은 본 디

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

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 ‘이어폰용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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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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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들

가. 비교대상디자인 1 (갑 제8호증)

나. 비교대상디자인 2 (갑 제9호증)

다. 비교대상디자인 3 (갑 제3호증)

라. 비교대상디자인 4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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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교대상디자인 5 (갑 제5호증)

       \

바. 비교대상디자인 6 (갑 제6호증)

사. 비교대상디자인 7 (갑 제7호증)

아. 비교대상디자인 8 (피청구인의 실시디자인, 을 제1호증)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