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user Interface 디자인 온라인 세미나



Introduce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

사람(사용자)과 사물 또는 시스템, 기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뜻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이며,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논리적인 소프트웨어 요소를 포함함.

UI, GUI s/w process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기술의 변화) →

사용자 경험의 변화 ↔ 인터페이스의 변화

Door Interface 변화, User eXperience의 변화



Display interface as User Interface

사용자와 공급자의 효과적인 매개체

문서, 통화 등의
전통적인 방식

i) 계획된 자동화 프로세스
ii) 준비된 결과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iii)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① UX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흥미로운,

사용자 경험

③ process for UX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및

장치

② GUI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중심 특허, 디자인

< US 7,657,849 >

(a) 터치 감응형 디스플레이와의 접촉을 검출

(b) 디스플레이 상의 미리 정의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 - 잠금 해제 이미지는 GUI 객체임 -

(c) 검출된 접촉이 정의된 제스처에 해당하는 경우 잠금
해제로 전이

(d) 검출된 접촉이 정의된 제스처가 아닌 경우 잠금 상태로
유지

UI, GUI s/w process
사용자 경험 UX

< US D576,639 >



특허 in Patent Law

요건 : 신규성 / 진보성

침해 : 기술이동일하게적용되는 경우

대상 : UX를위한 프로세스 보호

디자인 in Design Law

요건 : 신규성 / 창작성

침해 : 디자인이유사한경우

대상 : 개발된외형(디자인) 보호



UX and UI in Patents & designs

▪ 특허권 Patent 과 디자인권 Design 은 서로 다른 보호대상을 가지고 있음
특허 : 내부 프로세스 ( 표현하는 방식도 포함)
디자인 : 외부에 나타나는 UI 디자인

▪ 하나의 제품에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가능
반드시 2개를 가질 수는 없고, 보통 특허권이 진보성이 부족하여 디자인만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디자인권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디자인을 기획하지 않아 특허만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함

▪ 특허와 디자인 모두를 가지는 것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음
특허의 특성 : 권리범위 적용이 추상적임, 무효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디자인의 특성 : 권리범위 적용이 객관적임, 무효 가능성 상개적으로 낮음



Patent for UX and UI
US 5,960,411
아마존의 1-Click 특허

한번의 클릭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프로세스에 관한
특허

(a) 아이템을특정할수 있는 정보의준비

(b) 해당 아이템의구매식별자와함께구매
주문요청을 서버에송부

(c) 전달된요청 내에식별자에의해 식별되는
구매자를위해미리 저장된추가정보를 획득

(d) 획득된정보들을바탕으로장바구니주문
모델을사용하지않고구매를 생성

(e) 발주요청 진행

서버측 (S/W Process)고객측 (UX)

1-click®

구매완료

* 장바구니의 70% 취소. 장바구니 없이 결제



UI 디자인의

대상



UI Design 대상

(1)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i) 웹사이트 GUI
ii)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iii) 휴대전화기, 태블릿PC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iv) 내비게이션, 냉장고, MP3,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i) Application Icon
i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i) Contents 배경화면
ii)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화면
iii) 캐릭터
iv) 이모티콘

(4) 동적화면
i) (컴퓨터 구동에 구현되는 등의) 3D 애니메이션
ii) 화면 트랜지션 등

(5) 화상디자인
i) 물품과의 연관성이 없는 디자인

ii) 기존에는 불가했으나, 최근 계정으로 가능해짐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US D831,682 / Netfilx US D934,909 / Netfilx

US D968,431 / Netfilx



아이콘(Icon)

US D969875, US D969872
US D960200, US D960199

/ GOOGLE LLC

US D966336, US D939575
US D936700, US D910080

/ APPLE INC.

US D968465, US D942999
US D904455, US D900158

/ ADOBE INC.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US D570,362 / Microsoft

KR 30-0818503-0001, 0002, 0003, 0004
/ LEGO AS



동적화면

KR 30-0772727-[M02], [M04] / APPLE INC.





Display interface as User Interface

사용자와 공급자의 효과적인 매개체

VOICE,
SOUND

BOOKS
(PAPER)

DISPLAY 
PANEL

DISPLAY
VR/AR/MR

NEURAL 
LINK 

언어, 소리 글자, 의미 그림, 영상, 글자 평면에서 공간
영상,
이미지

시각을 통하지 않
은 인터페이스

(INPUT & OUTPUT)



화상디자인
US D922427 / FACEBOOK TECHNOLOGIES, LLC



화상디자인
KR 3009834850 / META PLATFORMS INC.



화상디자인
KR 30-0979358 / META PLATFORMS INC. KR 30-0979354 / META PLATFORMS INC.



화상디자인

KR 300979357 / META PLATFORMS INC. KR 30-0979355 / META PLATFORMS INC.



화상디자인* 2021년 한국 도입

기존의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을 특정하여야만 디자인출원이 가능하여, 물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현행법상 디자인출원이 불가하였음. 아래의 예시는
물품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어,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진 예시

▪ (예시1) 투영된대상에디스플레이되어조작으로활용되는 UI 디자인

▪ (예시2) 투영된대상에디스플레이되어기능을나타내는 UI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이 거절되는 이유 2가지

▪ 신규성 novelty – 디자인이 동일한 것이 공개되는 경우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창작성(창작비용이성) unobviousness – 디자인이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경우

공지디자인(법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규성 novelty

1. 신규성은 동일한 UI 디자인인 경우에 한함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신규성'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후에 설명드릴 ＇창작성＇ 부분에서 검토

2. 국내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해외 어느 곳에서라도공개되었다면, 이것은 신규성을상실한 것

공개된 영역의 기준은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에 유의

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 만으로는 UI 디자인출원을 통해 독점화 하기는 사실상 힘듦

반대로, 해외에만 등록된 디자인을 국내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

3. 보통 신규성에 의해 거절되는 것은 창작자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출원하여야



US D571820 / amazon (2007)

US D571819 / amazon (2007)

amazon 

(좌) 롯데몰, (우) 네이버쇼핑, (아래) 월마트



공개 후 출원하는 경우 공지예외 주장 기본

공지예외주장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유의점 : 

① 부분적으로 공개되더라도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디자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창작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최적화 된 시점의 디자인 출원

변화되는 디자인의 특성 상, 어느 시점에 출원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함

i) A를 출원하는 것 보다 A’를 출원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
ii) 가급적 이른 시기에 출원하는 것이 제3자 금지청구에 유리 (선사용권)

A 디자인 최초 창작 A 디자인 공개 A’ 디자인 개선 A’’ 디자인 개선 A’’’ 디자인 개선(최종)

출원 고려 시점 출원 고려 시점



모방 상대방의 선사용권 –공지예외주장의약점

상대방의 모방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함

모방한 상대방이 출원일 이전에 실시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선사용권 항변 발생

가社, A 디자인 최초 창작 가社, A 디자인 공개

나社,  A 디자인 사용, 출원

가社, A 디자인 출원

출원전실시, 선사용권



공개 후 출원하는 경우 공지예외 주장

변화되는 디자인의 특성 상, 어느 시점에 출원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함

i) A를 출원하는 것 보다 A’를 출원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
ii) 가급적 이른 시기에 출원하는 것이 제3자 금지청구에 유리 (선사용권)

A 디자인 최초 창작 A 디자인 공개 A’ 디자인 개선(공개) A’ 디자인 출원

1년 경과

출원 고려 시점 출원 고려 시점출원 고려 시점



Crocs vs DAWGS

⚫ 크록스, 2002년에 최초 판매
(플로리다 전시회 출품)

⚫ 크록스, 2004년에디자인
출원/등록

⚫ 2012년 크록스, 침해소송
승소

⚫ 2017년, 신규성상실의제
기간 도과하여, 해당
디자인권은 무효



창작비용이성 unobviousness

1. 사소한 부분이라도변형된 부분이 있다면 창작성 인정

단순 결합에 의한 창작이 아니라면(창작성 부정 예시 2, 3, 5), 창작성 인정

2. 다른 기기에 적용된 UI 디자인을 차용하는 것은 창작성 부정

PC, 테블릿,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른 카테고리 내에서 동일한 UI를 가져오는 것은 창작성 부정

3.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연장한 것은 창작성 부정

따라서,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출원하여야



창작성 부정 예시 1

(창작성 부정의 예1) 기존의 다른 UI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그 용이성이 쉬운 경우

유사성이 비교적 쉽게 인지되는 대표적인 UI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작성 인정 예시 2

(창작성 부정의 예2) 공지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기초하여 흔한 방법으로 변화 전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공개된 기능적 UI  구성요소



창작성 부정 예시 3

(창작성 부정의 예3) 아이콘 메뉴창의 구성 일부의 위치를 단순하게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화면이 표시된 태블릿

PC"

여기서는 구성 일부의 배치를 변경하더라도, 구성의 변화가 있거나, 차별화가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창작성 부정 예시 4

(창작성 부정의 예4) 음악재생 목록일부를 단순히 연장한 리스트창이 포함된 “화면 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 PC”

단순 연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와 기능이 포함된 연장 형태인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작성 부정 예시 5

(창작성 부정의 예5)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거나 결합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2개의 공지된 UI 디자인이 있고, 이것에 단순 치환 또는 결합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부정됩니다.



창작성 부정 예시 6

(창작성 부정의 예6) 공지된 모양·색채 또는 화면을 다른 물품에 거의 그대로 표현

거의 유사한 UI 디자인을 다른 대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품 별로 변형된 반응형 UI의 경우 각각의 UI 디자인은 별개의 디자인으로 보며, 배치나 비율 등이 일치하지

않는 한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창작성 부정 예시 7

(창작성 부정의 예7) 일반적인 방법으로 프레임을 분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경우

프레임 분할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단순히 분할된 화면만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고,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작성 인정 예시 1

(창작성 인정의 예1)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모양 등과 결합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 창작성
인정

아래의 UI 디자인은 일반적인 공지 디자인의 형태에 주지의 사각형 모향을 결합하였으나, 사각형 모양의 배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지의 형상에 단순한 형태가 추가된 것이라도, 그 배치에 특이성이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합니다.



창작성 인정 예시 2

(창작성 인정의 예2) 표시부 내부에 주지의 사각형을 적용하였으나 크기 변화 및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



새로운 비즈니스 앱을 개발하는 경우의 창작성

▪ 앱의 모든 화면을 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서비스에 가장 특징적인 몇 개의

화면만 UI 디자인으로 진행

▪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UI는 창작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여러분이 기존에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맞는 UI를 디자인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서비스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UI가 설계된다면, 대부분은 이것은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

UI 제도의

차이점



국가별 UI 디자인의 보호 체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디자인법 개정 현황 ★★★★ ★★★★★ ★★★★ ★★★★★ ★★★ ☆

UI 디자인을 다루는 디자인보호법은 지재권 중 최근에 변화가 가장 많은 법률 분야

▪ 기존의 법률 체계가 있었던 국가는 변화가 느린편이고, 새롭게 법률을 재정하는 신생국가는 최신 법령을 바로 도입

▪ 이 중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UI 디자인과 같은 물품과 관련성이 낮은 디자인임

▪ WIPO에서 제공하는 국제 분류인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fication)에서는 UI 디자인은 특정 클래스에 속하며 이것은

특정 제품과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를 수용한 국가가 최근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었음



국가별 UI 디자인 특성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UI 디자인 출원 가
능

O O O O O △

부분 디자인 출원 O O O O O* O
동적 디자인 출원 O O O O △ △

화상디자인 출원 O* O O* O X X

KR 30-096873 / 크래프톤

US D797,767 / Microsoft
EU 4695260-0072 / Euro Games 



Zoom vs JioMeet in India

2020년 7월 인도의 JioMeet은 Zoom의 앱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출시

▪ 인도는 저작권법상 GUI를 보호하고(2016 봅베이 고등법원 판결), 2009년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GUI 클래스인 class 14-

04를 포함시킴

▪ 2009년 Amazon의 GUI 등록이 거부됨. 기타 Microsoft 등 다른 미국의 기업들도 등록받지 못함.

▪ 현재 위의 소송은 저작권법상으로만 해결되어야 하나, 저작권법상의 범위가 GUI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디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UI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디자인 권리 보는 법 (국내기준)

US D949,190 / AppleKR 30-1173962-0003 / 
Bytedance

1) 점선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문자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좌) 실선과 점선을 구분하지 않고 출원한 예시

(Bytedance),

(우) 실선과 점선을 구분하여 출원한 예시 (Apple),

출원 방식에 유불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부분이

명확한 경우 (우)의 방법을,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UI 디자인 동일한 경우

동일한 UI 디자인의 경우 쉽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문자 등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함

2) 기능이 다르더라도, 기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함

3) 색상이 다른 경우이더라도, 디자인의 유사범위에 포함됨



UI 디자인 유사한 경우

주요부가 동일하다면 UI 디자인이 유사범위에
포함됩니다(침해)



UI 디자인 유사한 경우

핵심부가 동일하다면 UI 디자인이
유사범위에 포함됩니다(침해)

반드시동일한경우에만침해가되는 것이아니라, 이 주요부에대해서도유사판단의

여지가있다는점입니다. 따라서, 주요부가상이한경우에도경우에따라유사범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부분이디자인권의매력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권리범위는양디자인이얼마나유사한가보다는우리의디자인이얼마나

독창적인가에따라더좌우된다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케이스는주요부가동일하므로, 침해입니다. (이예는주요부의동일성의

예입니다. 유사성은아닙니다.)



UI 디자인이 비유사한 경우

주변부는 동일하나 주요부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닙니다(비침해)

시간을 입력하는 입력창 부분만을 보면 거의 유사하나, 전체적인 UI 구성이 상이하므로 비침해



UI 디자인의

침해판례



Samsung vs Apple 
(N.D. California, 2012)

US D604,305 / Apple

▪ 삼성전자와 애플과는 많은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UI 디자인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건은 미국 등록 디자인 D604,305과 관련된 사건

뿐임

▪ 이 디자인은 2009년에 등록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실제 인터페이스

화면 전체를 디자인으로 등록 받음

▪ UI 디자인 자체의 화면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자인들로부터 이 디자인이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가 중요 검토사항이 됨



Samsung vs Apple 
(N.D. California, 2012)



Samsung vs Apple 
(N.D. California, 2012)

▪ 침해의 판단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다른 OS의 메인화면

디자인을 고려해야 당시 디자인의 독창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

▪ 비교 대상인 블랙베리의 UI 디자인을 보면,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블랙베리에 없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애플과 삼성에

공통적으로 포함됨

① 아이콘이 모두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하단부에 주요 조작 아이콘이 고정되어 있는 점

③ (소송 외적인 요소) 삼성 내부 보고서에서, 애플의 디자인을 참고한 증거

▪ 애플의 등록 디자인 D'305의 권리범위를 삼성의 UI 디자인이 침해했다고 판단

▪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UI 디자인의 경우 정확하게 일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디자인 대비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



Microsoft vs Corel 
(N.D. California, 2016)

US D554,140, D550,237 
/ Microsoft

▪ 웹서비스가 아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GUI 디자인이며, 해당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권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UI 디자인으로

등록함

▪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Corel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을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추가하여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Corel 측에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Corel 측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UI를 모두 삭제



Microsoft vs Corel 
(N.D. California, 2016)



Microsoft vs Corel 
(N.D. California, 2016)



Tinder vs Bumble 
(W.D. Texas, 2018)

▪ Tinder의 초기맴버인 Whitney Wolfe Herd는마케팅부사장까지승진하다가, 

회사에서사임. Tinder를 성희롱혐의로고소하였고, 100만달러상의주식으로합의

▪ 이후 Wolf Herd는 Tinder와 유사한방식의 bumble 앱을개발하였고,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Tinder는 790만명, Bumble은 500만명의월간사용자를확보. 각각미국의

첫번째와두번째데이트앱이됨. 2021년나스닥상장후시가총액 130억달러를돌파

▪ 이 과정에서 Tinder는 2018년소송을제기하면서, Bumble이 Tinder내에근무하면서

알게된 많은 지식재산권들을빼돌렸다고주장했고, 이과정에서 Tinder의모회사인

Match는꾸준히 Bumble의 인수를시도

▪ 아쉽게도지재권소송의결과는양사의소취하로, 최종적인판결이공개되지는않음

▪ 회사를분사하여비슷한아이템을개발하였을때에, 견제할수있는수단으로

지재권이활용된다는점을알 수있는 중요한사건



Tinder vs Bumble 
(W.D. Texas, 2018)



1. It’s Match라는 trade dress 일치 2. Card 형유저 프로필 3. Swiping 방식의 선택 UI, UX

4. 대화하지않은 수평프로필, 대화중수직
프로필

5. 스와이핑시에 CARD가제외되는방식 UI (디자인침해)



아토즈소프트 vs 테그
(특허심판원, 2021)

▪ 스마트폰으로 정확한 물고기 길이를

계측하는 기능을 포함한 앱

▪ 공식적인 길이를 측정할 수 있어, 온라인

대회도 진행하고, 길이 측정용 태그를

별도로 판매

▪ 길이 측정은 진보성 인정에 제한이 있어, 

특허 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나, UI 디자인은

진행 가능(신규성, 창작성 모두 갖춤)



아토즈소프트 vs 테그
(특허심판원, 2021)



아토즈소프트 vs 테그
(특허심판원, 2021)



아토즈소프트 vs 테그
(특허심판원, 2021)

2019당3806
권리범위포

함

▪ 공통점 ①은 물고기 촬영부, 기준 물품 촬영부, 촬영 버튼 아이콘, 수평 지원 아이콘의 배치 및 전체적인 모양에 관한 것이고, 

▪ 공통점 ②는 흰색 점선으로형성한 물고기 촬영부의 전체적인 모양에 관한 것이며, 

▪ 공통점 ③은 직사각형 영역을 갖는 기준 물품 촬영부에 관한 것이고, 

▪ 공통점 ④는 두 개 이상의 원형 도형을 결합하여 형성한 수평 지원 아이콘의 모양에 관한 것임



아토즈소프트 vs 테그
(특허심판원, 2021)

▪ i) 비교대상디자인은구성요소의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메뉴 바가 소정의 영역을 차지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우측에 원형 아이콘이 표시되는 점, 

▪ ii) 물고기 형상의 구체적인 모양 차이 및 물고기 형상의 아래 사각형의 모양의 차이를 고려하면, 양 디자인은구체적인

형상·모양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특히, 이 같은 차이는 비교대상디자인의경우, 자, 라이터, 담뱃갑, 나무젓가락, 지폐 등의 보조물이내부에 들어오도록

이용되는 이미지를선택하는 기능에 따라, 메뉴 바가 존재함으로써드러나는 미감의 차이가 존재

2020당537
무효아님



문의하실곳

Contact Us
특허사무소온음이광재변리사

서울시강남구역삼동 641-13 민승빌딩 3층

02-562-5628

omipc@omip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