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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NEX 화보



    전세계의 IP 전문가들과 사업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통해 특허정보를 획득, 

공유할 수 있는 국제행사인 PATINEX가 지난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두베홀에서 

열렸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한 2010 PATINEX는 기업의 IP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강화 및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서비스의 최신 개발동향을 소개하고, IP정보의 다양한 면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 PATENT 21 PATENT 21 3



4 PATENT 21 PATENT 21 5



4 PATENT 21 PATENT 21 5



6 PATENT 21 PATENT 21 7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 온다 
아해야 박주 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조선시대 명필 한 호(석봉) 선생의 시조 중에서 -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술 막걸리로 술렁이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막걸리가 이제는 한반

도를 넘어 해외시장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오늘날 막

걸리 열풍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앞으로 막걸

리를 브랜드화 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에 대해서 집중해보고자 한다.

1. 막걸리의 정의 및 변천

⑴ 막걸리는 ‘막 거른 술’이라는 뜻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주인‘막걸리’는 찹쌀, 멥

쌀, 보리, 밀가루 등을 쪄서 누룩과 물을 섞어 일정한 온

도에서 발효시킨 곡주穀酒이다. 발효 후 술독의 상부에 

고이는 맑은 술인 청주淸酒를 용수(원통형 모양의 술 거르는 용

구)로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짠 술로 주정도수는 6% 

내외로 빛깔이 흐리고 탁하며, 단맛, 신맛, 쓴맛, 떫은맛

이 잘 어우러져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도는 것이 특징이

다. 또한 맑은 술을 떠내고 난 후, 남은 술지게미를 체에 

받쳐 손으로 주물러 거칠게 거른 술도 역시 흐리고 탁해

서 탁주라 하여 막걸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막걸리

라는 이름의 유래는 술이 익자마자 증류 등의 다른 공정

을 거치지 않고‘바로(방금) 막(마구) 걸러낸다’하여 막걸

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행 주세법 상에서 탁주(막걸리)

는‘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澱粉糖과 

국麴(주조용 발효제)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 제

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 정

우리 술, 

막걸리의 브랜드화 이  승  우
상표디자인사업팀



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막걸리가 문헌에 등장한 것은 고

려시대부터다. 이규보1)李奎報의 시에‘나그네 창자를 박

주薄酒로 푼다’라고 한 것을 보면 막걸리는 예나 지금이

나 서민적인 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농

경사회의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논과 밭을 일구는 농민

들에게 막걸리는 새참으로 안성맞춤이다. 출출할 때 마

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허기도 면하게 해주고 기운도 북

돋워주고 적당히 흥도 돋우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거친 

삶과 애환을 달래며 함께해온 우리 술 막걸리는 그 이름

도 다양하다. 고려시대에는 막걸리의 원료인 누룩을 배

꽃이 필 때에 만든다고 하여 이화주梨花酒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또한‘걸쭉하게 탁하다’하여 탁주濁酒, 빛깔

이 뽀얗다 하여 백주白酒, 술기운이 박하다 하여 박주薄

酒, 그리고 조선시대 인목대비의 어머니 노씨 부인이 유

배지에서 술지게미로 끓여낸 술을 만들어 팔아 연명했기

로 대비모주大妃母酒 또는 줄여서 모주母酒라고도 한다. 또

한 가가호호家家戶戶 집에서 담가먹는다 하여 가주家酒, 농

사짓는데 새참으로 마신다 하여 농주農酒라고도 하며, 모

든 사람들이 평소 즐겨 마시는 대표적인 술이라 하여 국

주國酒라고도 한다.2) 지방에 따라서는 젓내기술(논산), 탁

배기(제주), 탁주배기(부산), 탁쭈(경북), (왕)대포, 흐린 술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⑵ 막걸리의 수난

   우리나라는 이미 삼한시대三韓時代부터 벼를 경작하는 

농경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쌀과 누룩을 원료로 만드는 

미주米酒가 발달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조

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각 가정에서 메주를 띄우듯 누룩

을 띄웠고 김치를 담가 먹듯 막걸리를 담가 먹었기 때문

에, 막걸리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

어져 그 맛과 향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서민적이

고 향토적인 술로서 그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민족문화말살정책民族文化抹殺政

策의 일환으로‘주세법’1909년과‘주세령’1916년이 시행

되면서 각 가정에서 누룩을 만들고 술을 빚는 것이 금지

되어, 수백 가지가 넘던 우리나라 전통 가양주(家釀酒, 집

에서 빚는 술)의 명맥이 끊어지는 암흑기를 맞았다. 이후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자유롭게 술을 빚어 

광복의 기쁨을 함께 했으나, 오래지않아 한국전쟁을 거

치면서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5년

부터 정부의 식량관리정책(양곡관리법)상 쌀을 이용한 양

조를 금지하여 술의 원료를 쌀에서 밀가루로 대체하게 

되었다.3) 1970년대에 밀가루막걸리 제조자들은 막걸리

를 해당 관할의 시·군·구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량화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거나, 다른 양조장보다 양질의 막걸리를 생산하여 소비

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

히려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물을 타서 생산량을 맞추

고, 제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업용 사카린saccharin과 

카바이트carbide를 사용해 속성으로 발효시킨 불량 막걸

리를 시중에 유통시켰다.‘지역 독점적 판매제도’라는 

정부의 과도한 보호 및 규제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와 불

량 막걸리의 출현은 소비자들에게‘막걸리를 마시면 다

음날 배가 아프다’거나‘숙취가 심하다’는 부정적인 인

상을 심어주어 자연스럽게 막걸리의 자리를 소주와 맥주

에 넘겨주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부의 치열

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몰래 빚어서 명절 제사나 잔치, 농

번기 등에 사용했던 각 지방의 밀주密酒가 있었기에 쌀로 

빚은 전통주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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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규보(李奎報, 1168 - 1241)는 고려시대의 시인이자 명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 평소 시, 
술, 거문고를 즐겨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는 호를 스스로 붙였으며, 술을 의인화하여 
지은 가전체 설화인 국선생전(麴先生傳)이 전해져오고 있다. 

2) 이규태,『한국인의 힘2』, 신원문화사, 2009, 150면. 
3) 정은숙,『막걸리기행』, 한국방송출판, 2010, 238-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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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막걸리의 부활과 열풍

   이후 1990년대 초에 쌀을 원료로 한 막걸리의 생산이 

허용되면서 밀가루막걸리로 획일화된 기존 막걸리 시장

에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 정체되어 있었던 막걸리 제조

기술의 다양한 개발과 냉장유통 시스템의 향상 및 플라

스틱 용기의 도입 등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

했다.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1998년에 추진한 제2차 주류

산업규제개혁에서 막걸리의 지역 독점적 판매제도를 폐

지하고 신규 면허를 허용하며, 식물 약재를 막걸리에 첨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제한지역을 폐지함으로써 막걸리의 생산은 전국적 

경쟁체제에 들어서게 되었다.4)

   최근에는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자발

적인 노력과 이웃나라 일본에서 불어온‘마코리(막걸리의 

일본식 발음)열풍烈風’으로 막걸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폭

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

서는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유행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랫

동안 가장 많이 마셔왔던 우리 술 막걸리는 암울했던 침

체기를 벗어나 이제 강력한 열풍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이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막걸리는 

우리 전통주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적 브랜드로서의 자산 가치를 충분히 지닌 문화콘텐츠

cultural contents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심장하

다. 막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적 브랜드로 발

전할 수 있는 이유로는 첫째, 막걸리는 저도주(低度酒, 주정

도수가 낮은 술)의 살아있는 웰빙well-being 음료로서 건강과 

피부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

대의 젊은층, 특히 여성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둘째,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막걸리 제조기술

의 개발 및 포장시스템의 향상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

고, 신선한 과일과 천연 식재료를 응용한 막걸리의 제조

로 색감色感과 식감食感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상품

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현재 막걸리 산업은 민간업체, 

기업체, 각 대학 전문연구진 및 관련 정부기관이 적극 참

여하고 있어 범국민적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막걸리의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막걸리 열풍은 그 수

치로도 확인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 출고

량은 2002년 12만9000kL로 바닥을 친 후 2003년 14

만1000kL, 2004년 16만2000kL, 2005년 16만6000kL, 

2006년 17만kL, 2007년 17만 2000kL, 2008년 17만

6000kL 등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막걸리 엑스포
5)가 개최된 2009년도의 출고량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속

되는 인기를 감안한다면 20만kL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2008년 3,000억원 규모

에서 2009년 4,200억원대 규모로 40%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막걸리 시장

4) 윤진원, “영욕의 막걸리, 그 화려한 부활의 목소리”, 데일리안(http://www.dailian.
co.kr), 2007. 8. 3. 
5) 농수산물유통공사, (주)비투엑스포 및 코엑스의 공동주최로 2009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

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행사로서 국내 30여개 업체가 참가
해 150여종의 막걸리를 선보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이 2010년 5,5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8,000억원, 2012

년에는 무려 1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표권을 획득해 법적으

로 보호를 받고자 특허청에 출원한 막걸리 상표 건수에

도 그대로 반영된다.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은 2001년부

터 2005년까지 매년 300~500건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

으나, 2006년도 막걸리 주점의 창업열기와 함께 791건, 

2007년 807건을 기록한 이래 2008년 672건으로 잠시 주

춤하였다. 2009년도에는 다시 889건을 기록하며 전년대

비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이러한 증가세는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6)

2. 막걸리의 브랜드화

    오늘날 우리는 브랜드로 넘쳐나는 브랜드 홍수 속에

서 브랜드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브랜드 소비시

대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를 거치며 비

슷비슷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정보화 사회의 대중매

체를 통해 상업광고가 폭발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단순

히 상품의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졌다. 그동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소비학습을 

통해 더욱 영악해진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특색 없는 진

부한 브랜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7) 대다수의 기업들 

역시‘잘 키운 브랜드 하나가 열 개의 신제품 부럽지 않

다’거나,‘기업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팔아야  

한다’며 브랜드8)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곤 한다. 그러

면 이러한 변화된 마케팅환경 하에서 어떻게 해야 소비

자들에게 좀 더 강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자신

만의 독특한 접근방식을 마련하여 강력한 브랜드를 창출

해내야 하는 일은 막걸리 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최

근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브랜드가 봇물처럼 쏟

아져 나오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막걸리라는 상

품을 브랜드화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딩

기법과 전략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막걸리

의 이름표에 해당하는 브랜드 그 자체 및 브랜드를 한층 

친숙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브랜드스토리(brand story)라

는 강력한 브랜딩 수단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름표를 달아줘라

   원재료, 제조공정, 제조장치, 주정酒精 등의 기술개

발을 통하여 오랜 노력과 정성을 쏟아 탄생시킨 신상품 

막걸리의 시장출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고심하는 부분

이‘막걸리에 어떤 이름표를 달아줄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까지 막걸

리를 지정상품9)으로 출원한 상표는 총 7,295건이고 이 

중에서 3,066건이 등록되어 상표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출원 2,253건 및 등록 1,198건) 

8 PATENT 21 PATENT 21 9

6) 이철승,“국민酒, 막걸리 브랜드가 쏟아진다.”, 특허청 보도자료(2010. 2. 2) 
7) 이승우,“소비자의 마음에 포지셔닝하는 감성브랜딩, 브랜드스토리(BrandStory)”,『Patent21』, 
제67호, 2006, 18면.
8) 보다 정확한 표현은 브랜드 마케팅(brand marketing)이다. 브랜드 마케팅이란 산업문명의 발
달로 시장의 확대 및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하에서 특정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 위한 차별화된 수단이다. 
9)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정의 

상품을 지정상품(指定商品)이라고 한다. 현행 니스분류(제9판)에서는 이러한 지정상품 및 서비스
업을 총45개의“류”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다. 즉, 상표권의 획득 시에 모든 상품에 대해 독점
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막걸리는 상
품분류상 제33류 일반주류(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등)에 
해당하며 유사군코드(고유의 코드번호)는 G0601이다. 



과 경기(출원  1,011건 및 등록 403건) 지역이 가장 많은 

출원 및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약 

200~300건의 출원과 100여건 내외의 등록 건수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면 자신이 제조한 막걸리에 어떠한 이름

표를 달아야만 상표법적으로 등록도 가능하면서 주위의 

수많은 막걸리 브랜드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바로‘상

표의 식별력’에 있다.

   우리 상표법상 상표란“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

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10)을 말한다. 즉, 그 상표가 출원된 때에 상품표지 및 

구별표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

를 갖추지 않았으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표법

에서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한 절대적

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상표의 핵심요소인 식별력은 거

래자나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는 상징적

인 힘을 의미한다.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

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식별력(distinctiveness)’이다. 이

러한 상표의 식별력이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이

유는 식별력이 있어야 특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

고 자타상품식별기능11)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상

표, 즉 기술적인 상표12)나 관용적인 상표13)를 보호대상

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쟁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설

명하는데 불과한 기술적·관용적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14)

   막걸리 상표에 있어서,‘막걸리’ 또는‘탁주’는 거래

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에 해당하는 용어로 식별력이 전

혀 없다. 단순히 막걸리라고만 붙여서 상표를 구성한다

면 출처를 알 수 없을뿐더러 다른 막걸리와 구별할 수 없

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

다.‘부드러운’,‘톡쏘는’,‘맑은’,‘고급’, 등과 같은 

상품의 가공방법, 품질, 효능 따위를 나타내거나,‘쌀

(햅쌀)막걸리’,‘검은콩막걸리’,‘우리밀 막걸리’,‘옥

수수막걸리’,‘더덕막걸리’ 등과 같은 막걸리 제조에 사

용된 원재료와 상품의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역시 식

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거절시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

하면, 이러한 용어들은 막걸리 상표를 구성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쟁업체·경쟁업자의 막걸

리와 자신의 막걸리를 구분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빠져있

다는 말이다. 그러면 막걸리 상표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

이 식별력이 있으며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는지 특허청에 

상표적격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등록상표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등록 제400812384호)          (등록 제400706876호)

(등록 제400754531호)

   첫째,‘서울장수 살아있는 효모 장수 쌀 생장수 막걸

리 서울탁주’는 이 모든 용어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

라‘장수長壽’15), 및‘생장수’라는 용어에 식별력이 있

으며 법적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소비자라면 누

구나 익히 알고 있는 지역명칭(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10 PATENT 21 PATENT 21 11

10) 상표법§2①ⅰ.
11)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라 
한다. 이러한 상표의 자타상품식별기능으로 인하여 상표사용자는 자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
식시키고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므로 상표를‘상품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자타상품식별기능이 발휘됨으로서 다른 기능, 즉 품질보증기능 및 
출처표시기능 등이 발휘되기 때문에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상표의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
적인 기능이라고 일컫는다. 문삼섭,『상표법」, 세창출판사, 2004, 142면. 
12) 기술적 상표란 상표가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태·가격·생산
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거나 품질을 단순히 기술할 목적
으로 표시된 상표로서 원칙적으로는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기술적 상표일지라도 독
점적·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삼섭, 위의 책, 63면. 
13) 관용상표는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거래업자(동업자)들에 의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
표를 말한다. 보통명칭과는 달리 처음부터 관용상표인 경우는 없으며, 본래 상표로서 기능하였
으나 동종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관용상표가 된
다. 예를 들면, 식당업에 각, 장, 성, 원 부분은 모두 관용적으로 요식업소의 명칭에 붙여 사용하
는 표현으로 관용상표로 인정된 사례이다. 문삼섭, 위의 책, 214면. 
14) 정상조,『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490면. 
15) 특허심판원은‘長壽’가‘오래 산다’는 의미로 관념된다고 하더라도, 탁주를 마신다고 하여 
건강에 이롭다거나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수요자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
는 주지의 사실인 바,‘長壽’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의 성질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심판원 심판결문 2008
원11090 참조) 



명칭)인‘서울’도 어느 특정인, 특정회사에 독점배타적

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널리 

알려진 지역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2005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16)에 의해 등록된 지역명칭과 해당상품은 예외다. 

둘째, 주식회사 국순당의 등록상표‘국순당 우리쌀막걸

리’의 경우에는‘국순당’이라는 사명社名 자체가‘우리

쌀막걸리’라는 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담당한다. 이미‘백세주’,‘별’ 등의 전통

주 전문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회사명을 새롭게 출시한 

막걸리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기존에 구축해오던 명성

을 막걸리에 그대로 전이轉移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강

석필주가 참살이탁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통주 제조와 관련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13호 남

한산성소주의 기능보유자 강석필 옹이 술을 빚는 집이라

는 뜻인‘강석필주가’에 식별력이 있다.‘참살이’는 백

과사전에‘웰빙well-being의 우리말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

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참살이’를 지

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

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즉,‘참살이’와‘웰빙well-being’

은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류의 모든 지정상품에 걸쳐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용어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불

가하다고 심판사례17)에서 판시하고 있다. 단, 지정상품

인 막걸리에 한정하여‘참살이탁주’가 다양한 매체광고

를 통해 거래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간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18)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류의 모든 상품에 있어서도 자

신의 상표를 등록시켜 상표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자 한다면 식별력이 강한 상표 즉, 조어造語상표 또는 창

작상표로 구성하여 출원하는 것이 그 등록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조어상표 또는 창작상표란 말 그대로 새

로 창작한 상표로 사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구

성한 상표, 즉 사전적 의미가 없는 상표를 말한다. 창조

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상표는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높

은 반면에 마케팅적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마

케팅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지기 전

까지 창작상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결합한 창작상표를 개발하여 출원하는 것이 상

표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광고와 체계적인 상표관리를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데에 유리하며 롱

런(Long-run, 장수)상표19)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礎石이 된

다. 식별력이 강한 창작상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문자

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네이밍(naming) 기법20)

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문자에 독창적인 도형요소와 

색채(color, 컬러)21)를 결합하면 보다 강력한 식별력을 지

닌 문자·도형·색채결합상표22)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

게 독창적으로 개발한 자신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상표로서 상표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일반출원

의 경우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09

년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된‘상표 우선심사제도’23)를 활

용하면 최대한 빠른 기간(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자

신이 출원한 상표의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막걸리에 가장 적합한 이름표가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그

리고 상표법적으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아무런 고심

없이 쉽게 작성된 이름표는 법적으로도 쉽게 거절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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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전 상표법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산지(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
행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는‘보성녹차’,‘상주곶감’,‘제주감귤’ 등과 같이 우수한 품질이나 명
성을 가진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법인격을 가진 단체(농협, 축협, 수협, 영농·영
어조합법인, 연합회, 협의회 및 생산자, 가공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등이 단체표장으로 출
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경기도 포천지역의 9개 막걸리 생산업체
가‘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포천막걸리’의 명성, 품질특성 및 지리적 연관성 등
을 확정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것처럼, 특정지역에서 공동으로 제조해오던 지역특산품의 성격이 
강한 막걸리 역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17) 특허심판원 심판결문 2006원1226 참조.
18)‘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삼섭, 앞의 책, 303-317면 참조. 
19) 주류(酒類)상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술 등록상표는 1950년대 출원·등록한‘진로(
眞露)’이다. 주식회사 진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라벨디자인으로 브랜드이미지 개
선작업을 진행해왔으나, 그 이름만큼은 1998년에 동일한 의미의 순수 우리말‘참이슬’로 변경
하였을 뿐,‘진로(眞露)’를 끝까지 고수하며 소주업계에서 최고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덧붙
이자면, 상표의 등록사용기간(존속기간)은 10년이며 만료시에 갱신하면 10년씩 연장되어 상표권
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 이승우,“상표의 식별력 확보를 통한 등록가능성 향상 방안”,『Patent21』, 제76호, 2007, 
14-20면 참조. 
21) 우리는 시각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뇌 피질의 2/3 가량을 사용하여 시
각적 이미지를 저장하여 기억을 떠올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행위 역시 오감(五感)

중 정보 인지능력이 가장 우수한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뚜렷이 선호하는 브랜
드가 없고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기능보다는 
디자인이나 컬러, 디스플레이(Display) 등의 시각이 전달하는 미혹감에 빠져 충동적으로 구매행
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때 컬러라는 요소는 슬로건(Slogan)이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또는 광고 헤드라인(Headline) 텍스트(Text)보다 훨씬 더 빨리 인식되는 특징이 있으며 제품의 이
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컬러리서치 연구소(ICR)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방이나 환경, 사물 등을 처음 접할 때 90초 이내에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내
리는데, 그러한 평가 혹은 판단의 60~92%가 컬러에 의존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승우,‘소비자
의 시선을 사로잡는 컬러마케팅(Color-Marketing)”,『Patent21』, 제82호, 2008, 42면. 
22)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 중 도형부분만을 색채화한 경우, 문자상표 만으로 출원하면서 색
채를 가미한 경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들 전체를 색채화 하는 경우, 입
체상표를 출원하면서 색채를 가미하는 경우,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의 디자인에 색채를 가미하
거나 문자상표의 이니셜을 디자인한 후 색채화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기존의 상표를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시켜 색채를 가미하거나 상표에 색채
만을 결합하여 다시 출원함으로써 산뜻함과 강한 식별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23) 상표의“우선심사제도”는「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
원의 순위(선착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상표 우선심사제
도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와 출원인
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제3자가 출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

⑵ 브랜드에 스토리를 접목시켜라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했다면 이제 마케팅과

정에서 브랜드를 한층 친숙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국의 유명한 신경학 박사이자 뇌

전문 의사인 도널드 칼네(Donald Calne)는 그의 저서에서“

이성과 감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성은 결론을 낳는데 

반해 감성은 행동을 유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

날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적 데

이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며 정서

적인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쉽다.24) 따

라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서고 구

매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감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감성을 지향하는 브랜딩은 논리

적 또는 이성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속성을 강조하기보

다는 소비자의 욕구에 의지하며, 소비자에 의한 입소문

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위한 감각적, 감성적 유대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소비자들의 감성적 의사결정은 

대개 감각적으로 지각한 것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에서 비롯된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통해 얻고 싶어 하

는 것은 감각적, 감성적인 확신이다. 즉 소비자들은 자

신이 구매하는 브랜드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 감성적으로도 대단한 만족감을 안겨 주

리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25) 이러한 기대

감과 환상을 만들어 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브랜드에 가

상의 스토리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스토리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스토리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TV드라마나 영화를 즐기고, 어릴 적 할머니가 머리맡에

서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에 빠져 잠이 들던 추억과 동

화책속 환상의 세계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

를 전개해 나가던 경험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들일 것이

다. 스토리를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스토리는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아 그 안에서 상상의 나

래를 마음껏 펼치게 만든다.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경험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스토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

고 함께 공유하며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가장 애용되

고 있는 수단이다. 이렇듯, 스토리는 강력한 흡입력과 수

요적 특성이 있는 인기 있는 소비재이다.26) 마케팅 영역

에서 스토리는 재미와 경험의 공유를 뛰어넘어 브랜드

가 단순한 상품명으로 전락하거나 사라지는 잠재적 위

험요소를 방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브랜딩의 가장 큰 관심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브랜드스토리(brand story)를 창조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한 차원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모아지

고 있다. 결국, 넓이와 깊이를 겸비한 브랜드만이 경쟁

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다.

   브랜드스토리는 회사의 연혁(유래 및 성장사)에 대한 장

황한 설명도 영업실적에 대한 단순한 서술도 아니다. 브

랜드스토리는 소비자들의 내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픽션(fiction, 허구)이다. 브랜드스

토리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미국의 유명작가 마크 트

웨인(Mark Twain)의 주장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의 브랜드스토리를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

들은 스토리가 목표하는 지향점을 향해 안착할 수 있도

록 나름의 존재이유, 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스

토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셋째, 유사시에 그 회사가 어떤 행동

을 취할지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안심할 수 있도

록 일관성 있는 공통적인 스타일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

막으로, 스토리는 복잡하여 혼란스럽거나 지루하게 늘어

지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흥미성

이 있는 스토리를 창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골격으

로 탄생한 우수한 브랜드스토리는 경쟁사의 모방이 거의 

불가능하며,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서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상품 제안을 대신하고 가치 제안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랜드는 이제 

더 이상 상품의 품질이나 속성을 강조하는 이성 중심적

인 상품 제안을 위한 형식적인 틀이 아니다. 그러나 브랜

드가 새로 출시되거나 또는 이제 갓 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우 아직 무르익지 않은 브랜드스토리는 허구적이기 보

다 상당히 사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사실(nonfiction)’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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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항석,“감성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월간마케팅』, 2005, 3월호. 
25) Dan Hill, 이정명 옮김,『감각마케팅』, 비즈니스북스, 2004, 192-194면. 

26) Laurence Vincent, 박주민 옮김,『스토리로 승부하는 브랜드전략』, 다리미디어, 2003, 111-
117면. 



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가치중립적인 사실보다는 오히

려 사실에 접목된 새로운 허구적 스토리를 원하기 때문

이다.27) 따라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간이 

차츰 흐를수록 스토리를 사실에서 허구로 바꾸어야 한

다. 브랜드스토리가 픽션화되어 감각·감성적 대역폭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에 더욱 매료되고 구

매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 브랜드에 가상의 스토리가 접목된 구체적인 사례

를 살펴보자.

   막걸리 브랜드와 관련하여 스토리가 접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방송된 KBS 2TV 드라마‘신데렐라 언

니’의 소재가 된‘강석필주가 참살이 탁주’이다. 인기 

여배우 문근영 주연의 드라마‘신데렐라 언니’는 원작

동화 신데렐라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막걸리 명가 자매의 운명을 그린 스토리 구성에 100% 친

환경 우리 쌀로 만드는 막걸리 제조 과정과 특징을 담았

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13호 남한산성소주의 기능보유

자 강석필 옹의 기술을 전수받은 강환구 참살이탁주 대

표는 드라마에 나오는‘대성참도가 구대성 사장(김갑수 

분)’의 실제 모델이다. 드라마 제작 전에 시나리오 작성

을 위해 찾아온 작가에게 그는 지난 5년간 친환경 국내 

쌀을 원재료로 고집해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참살이 탁

주가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주에 관해 자

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장인 정신’으로 표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참살이 탁주

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신데렐

라 언니 막걸리’ 또는‘신데렐라 막걸리’로 불리며 자

연스럽게 참살이 탁주의 판매량도 드라마 방영 전과 비

교해 3~4배 가까이 늘어났다.28) 강환구 대표는“판매량

이 늘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 술 막걸리는 우리 쌀

로 빚어야 한다는 철학을 대중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뿌

듯하다.”고 참살이탁주의 인기에 대한 소감을 대신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에 수입쌀을 사용해오던 막걸리 제

조업체 국순당(주)과 서울탁주(주)는 최근 원재료를 국내 

쌀로 전환하여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참살이탁주가 

선점한 100% 순수 우리 쌀 막걸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만화를 매개체로 하여 막걸리 스

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사례도 있다. 한때 와인을 소재로 

한 일본의 인기 만화‘신의 물방울’이 국내 소비자들 사

이에서 강력한 와인 열풍을 일으켰듯이, 최근 막걸리 열

풍을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한류의 중심에 서있는 전주 

막걸리의 맛과 풍류가 만화‘대작’으로 제작되어 일간

지‘스포츠한국’에 2010년 2월부터 연재되고 있다. 만

화‘대작’은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대표적인 도시인 전

주를 배경으로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

고 있다.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전주에서 할머

니와 단 둘이 살아가는 백수 안태호가 우연히 친구의 포

장마차에서 판매한 할머니의 막걸리가 손님들에게 폭발

적인 반응을 얻는 것을 보고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기 위

해 주류업계에 뛰어든다는 스토리다. 막걸리의 깊고 진

한 매력과 최고의 막걸리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등장인

물들 간의 대결이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의 한 관계자는 만화‘대작’이 푸짐한 안주로 입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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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nnette Simons, 김수현 옮김,『대화와 협상의 마이더스 스토리텔링』, 한언, 2001, 85면. 28) 시사저널,“드라마 사랑받자 덩달아 대박났죠”, 2010. 6. 2. 



자자한 막걸리 골목의 소개 및 전주 막걸리의 맛과 풍류

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29)

   지금까지 변화된 마케팅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의 감

각·감성을 자극해 브랜드를 확실히 인식시키는 브랜드

전략으로써 브랜드스토리를 살펴보았다. 특정 브랜드와 

감각·감성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의 욕구 및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브랜드스토

리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편의 

잘 구성된 이야기에 끌리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잠시나

마 지겨운 일상을 잊기도 한다. 따라서 현명한 기업이라

면 효과적인 브랜드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창조해내어 소

비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제공할 줄 알아야 한다. 브

랜드스토리를 창조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대한 정당

한 대가는 한층 고조된 소비자들의 충성도(loyalty, 로열티)

로 되돌아 올 것이다.

[참고문헌]

▷ Annette Simons, 김수현 옮김,『대화와 협상의 마이더스 
   스토리텔링』, 한언, 2001. 

▷ Dan Hill, 이정명 옮김,『감각마케팅』, 비즈니스북스, 2004. 

▷ David A. Aaker,『브랜드경영』, 비즈니스북스, 2004. 

▷ I.R.I 색채연구소,『감성만족 컬러마케팅』, 영진닷컴, 2004. 

▷ Jack Trout & Al Ries, 안진환 옮김,『포지셔닝』, 
   을유문화사, 2004. 

▷ Laurence Vincent, 박주민 옮김,『스토리로 승부하는 브랜드전략』, 
   다리미디어, 2003. 

▷ Scott Robinette & Vicki Lenz, 윤천규 옮김,『감성마케팅』, 
   김앤김북스, 2003. 

▷ 김항석,“감성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월간마케팅』, 3월호, 2005. 

▷ 권영길, 김영인 편저,『성공하는 기업의 컬러마케팅』, 
   도서출판국제, 2003.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 뉴시스,“전주막걸리, 만화‘대작’으로 연재”, 2010. 2. 17. 

▷ 문삼섭,『상표법』, 세창출판사, 2004. 

▷ 시사저널,“드라마 사랑받자 덩달아 대박났죠”, 2010. 6. 2. 

▷ 윤진원,“영욕의 막걸리, 그 화려한 부활의 목소리”, 
   데일리안(www.dailian.co.kr), 2007. 8. 3. 

▷ 이규태,『한국인의 힘2』, 신원문화사, 2009. 

▷ 이승우,“소비자의 마음에 포지셔닝하는 감성브랜딩, 
   브랜드스토리”,『Patent21』, 제67호, 2006. 

▷ ----,“상표의 식별력 확보를 통한 등록가능성 향상 방안”, 
   『Patent21』, 제76호, 2007. 

▷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컬러마케팅”,『Patent21』, 
   제82호, 2008. 

▷ 이철승,“국민酒, 막걸리 브랜드가 쏟아진다.”, 
   특허청 보도자료(2010. 2. 2) 

▷ 정은숙,『막걸리기행』, 한국방송출판, 2010. 

▷ 정상조,『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 
   Q&A』, 2009. 

29) 뉴시스, “전주막걸리, 만화‘대작’으로 연재”, 2010. 2. 17. 

14 PATENT 21





16 PATENT 21 PATENT 21 17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이 강화됨에 따

라,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되

는 추세이며, 2000년대부터는 정보통신 분야가  특허 소

송 등 특허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

기 간 표준을 통한 호환이 필수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특

성상, 특허로열티 대부분이 표준기술을 커버하는 표준특

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 3DTV 방송 기술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3D 영화

의 흥행으로 인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D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2010년에 주목할 기술 중 하나로 3DTV

가 꼽혔으며, 여러 국가에서 3DTV 방송서비스에 대한 계

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케이블을 통해 3DTV 서

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지상파에서도 2010년 하

반기에 3DTV 시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채널인 ESPN에서도 2010년 월드컵을 3D 방송으

로 서비스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3DTV 방송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3DTV의 주요 분야 중 3D 비디

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표준을 분석하여 향후 로열

티 등의 지재권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표준 관련 특허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분석 범위

   3D 비디오 부호화 기술에 대하여 한국(공개특

허 및 등록특허), 미국(공개특허 및 등록특허), 일

본, 유럽, 국제특허와, [표 1]에 기재된 ISO/IEC 

14496-10 표준문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고

문은 [표 2]에 기재된 것처럼, MPEG-4 AVC stereo video 

기술 및 FTV(Free viewpoint TV) 기술에 대한 ISO/IEC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위한

3D 비디오 부호화 표준관련 
특허분석결과 김  병  년

표준특허센터

특 집



JTC1 SC29 WG11에서 기고된 기고문을 분석하였다. 또

한, FTV 기술에 관련된 논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표준문서

[표 2] 분석 대상 기고문

Ⅲ. 기술 개요

    3D 부호화 기술이란 대용량의 3D 콘텐츠(스테레오

스코픽 비디오, 다시점/자유시점 비디오, 깊이정보, 카

메라파라미터, occlusion 데이터 등)의 방대한 데이터

를 시점간 유사성 및 시공간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효과

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이다. 3D 부호화 기술에서는 현재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의 공동 표준화 그룹인 JVT(Joint  

Video Team)에서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완료 하였으

며, MPEG에서는 다시점/자유시점 비디오 및 깊이정보 

부호화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1.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MVC : Multiview Video Coding)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은 두 개 시점 이상의 다시

점 카메라로 촬영된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

한 것으로 2001년 12월부터 3DAV AhG 내에서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그 후 2006년 1월 MPEG 미팅에서 CfP(Call 

for Proposal)을 통해 제안된 부호화 알고리즘 결과 평가

를 통해 시점간 참조 및 계층적 B 픽쳐(Hierarchical B 

picture) 기반의 Fraunhofer-HHI의 제안 기술을 참조 소

프트웨어(Reference Software)로 채택하였다. 2006년 7

월에는 표준화 추진 주체가 MPEG에서 ITU-T와 공동으

로 구성한 JVT(Joint  Video Team)로 이동하여 MPEG-4 

part10(AVC) Amd.4로 진행되었으며, 부가적인 부호화 

툴로 검토 되었던 기술들은 제외되고 현재는 시점간 영상 

참조 구조와 고수준 문법(High Level Syntax)만 포함된 

MVC Ver. 1 표준이 완료되었다. 추후 산업계의 요구사항 

및 추가 기술개발 표준의 필요성에 따라 Ver.2로 확장하

여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는 ISO/IEC의 MPEG과 ITU-T의 

VCEG의 공동 표준화 그룹인 JVT에서 H.264 부호화 기

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를 수행한 기술이다. 이 표준은 기

존의 단일 시점 비디오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시점을 지

원하는 다시점 비디오 기술이다. 다시점 비디오란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물을 기하학적으로 교

정하고 공간적으로 합성하여 여러 방향의 시점을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3차원 영상처리의 한 분야이다. 이는 사

용자에게 자유로운 시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

진다. 또한 다수의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복수의 시점

을 효율적으로 부호화하여 실제 실감형 디스플레이 장치

에 적용할 수 있다.

1.1 예측 구조

   다시점 영상 데이터를 가장 단순하게 전송하는 방법

은 각각의 시점을 기존의 단일 시점 부호화를 수행하는 

H.264/AVC와 같은 코덱을 사용하여 각각의 시점을 부

호화하고, 이를 동시에 전송(Simulcast)하는 것이다. 하

지만 이 방법은 기존 단일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데이터

의 양이 시점의 개수만큼 배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데이

터 저장이나 전송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 다시점 비디

오 부호화에서는 시점간에 유사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

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H.264/AVC에서 사용하는 단일 시

점 부호화 방법에서의 시간방향 예측과 함께 시점방향으

로의 예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높은 부호화 효율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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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대상항목

표준화
기구

문서명 발행일

ISO/IEC 2009.06 ISO/IEC 14496-10

MVC

MPEG-4 AVC
stereo video

표준화
대상항목

표준화
기구

문서명 발행일

ISO/IEC

20건

328건

 88차에서 92차 표준 기고서 
및 표준 output 문서

 81차에서 92차 표준 기고서 
및 표준 output 문서

MPEG-4 AVC
stereo video

FTV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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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층적 B화면을 이용한 시·공간적 예측 구조

1.1.1 시·공간적 예측구조

   [그림 2]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기본이 되는 예측 

구조로써 길이가 8이고, 8개의 시점을 갖는 형태의 예이

다. Tn은 시간적으로 n번째 화면을 의미하고, Sn은 n번

째 시점의 카메라를 의미한다. I는 인트라 모드로 부호화

된 픽처를 의미하며, P는 인터 모드를 통해 화면간 예측

으로 생성된 픽처고, B는 인터 모드를 통해 화면간 쌍방

향 예측으로 생성된 픽처를 의미한다. 화살표는 픽처 간

의 참조 관계를 의미한다. 화살표가 시작되는 위치에 있

는 픽처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픽처를 생성하기 위해서 참

조하는 픽처다. 두 개의 화살표가 하나의 픽처를 가리키

고 있다면 이는 B픽처를 의미한다.

1.1.2 앵커픽처와 비앵커픽처

   [그림 2]에서 각 시점의 첫 번째 시간(T0)의 영상들과 

그 이후로 시간 방향으로 GOP 크기만큼 떨어져 있는 영

상들(즉, T8, T16, …)을 앵커픽처(Anchor Picture)라고 

한다. 또한 비앵커픽처(Non-anchor Picture)는 앵커픽

처를 제외한 픽처를 의미한다. 앵커픽처는 오직 시점 방

향의 예측만을 수행하며 비앵커픽처의 예측의 기준이 되

는 픽처로써 전체적인 부호화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픽

처다.

   앵커픽처의 시점간 예측구조를 살펴보면 S2 시점은 동

일한 시간대의 S0 시점으로부터, S1 시점은 동일한 시

간대의 S0시점과 S2 시점으로부터, S4 

시점은 동일한 시간대의 S2 시점으로부

터, S3 시점은 동일한 시간대의 S2시

점과 S4시점으로부터, S6 시점은 동일

한 시간대의 S4시점으로부터, S5 시점

은 동일한 시간대의 S4 시점과 S6 시점

으로부터 예측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S7 시점의 경우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

문에 S6시점으로부터 예측을 수행한다. 

그리고 비앵커픽처에 대해서는 앵커픽

처를 중심으로 계측적인 B-픽처 구조

(Hierarchical B-picture Structure)를 

사용하여 예측 부호화를 수행하고, 추

가적으로 매 두 번째 시점(S1, S3, S5, S7)에서는 예측 효

율 향상을 위해 이웃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점간 예측을 함

께 수행한다. 그리고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를 가

능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시점의 앵커픽처들(S0/T0, 

S0/T8, S0/T16, …)은 항상 인트라 픽처로 부호화를 수

행한다.

1.2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적용

1.2.1 Free Viewpoint Video (FVV) / 

        Free Viewpoint Television (FTV)

   자유 시점(Free View)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점을 자

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동일 시간대의 

다양한 시점의 영상을 제공되는 환경에서 시청자가 원하

는 시점의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다

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엔터테인먼트 - 공연, 스포츠, 다중 사용자 게임, 

                           영화, 드라마, 뉴스 등

   (2) 교육 - 문화 기록보관, 실감 영상 교육, 

                운동 경기의 설명, 의료 서비스 등

   (3) 관광 -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박물관 등

   (4) 감시 - 교차로 혼잡제어, 주차 감시, 은행 등

   (5) 기록 보관 - 자연, 환경, 전통 등의 기록 보관

   (6) 예술 - 예술의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예술

 



[그림 3] FTV 시스템의 기본 구조도

   [그림 3]은 FTV 시스템의 기본적인 모식도이다. 시점

간의 중복성을 이용해서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을 통

해 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여 자유시점을 제공한다. 자

유시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영상의 시점뿐만 아니라 

그 시점 사이에 새로운 시점을 생성하여 보다 많은 시점

을 제공한다. MVC Decoder를 통해 복호된 영상을 통해

서 View Generation을 거쳐 각 시점 내의 영상을 생성한

다. 각 시점의 영상을 보간(Interpolation)해서 해당 시점 

사이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기술은 두 

시점 영상 정보와 깊이 정보(Depth map)를 통해서 구현

하고 있다. 이 기술을 위해서는 깊이 정보를 부호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4] FTV Decoder 설계의 예

   [그림 4]는 FTV Decoder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통한 MVC Video Elementary 

Stream Info 외에 Video Resource Management Info, 

cameras Parameter Info, Timing Info 등의 정보가 필

요하다. Video Resource Management Info는 픽처 메모

리를 관리하는데 쓰일 수 있고, Camera Parameters Info

는 MVC Video Elementary Stream Info와 함께 시점 사

이의 새로운 영상을 보간하는데 쓰일 수 있다.

1.2.2 3DTV

   3DTV는 시청자가 시청각적 입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생동감 및 현실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텔레비전 방

송이다. 이는 2차원 영상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

보를 통해 구현한다.

[그림 5] 3DTV 시스템의 예

   [그림 5]는 3DTV 시스템의 모식도이다. 다수의 카메라

를 통해 제작된 영상을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통해서 부

호화를 수행한다. 부호화된 영상은 채널을 통해 송신 및 

수신을 한다. 이후 복호를 수행하고, TV/HDTV, stereo 

TV, 3DTV 등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그림 6] 3DTV 요소의 예

   3DTV 시스템은 [그림 6]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MVC Encoder을 통해서 다시점 비디오 

영상을 부호화하고, MVC Decoder는 다시점 비디오 영상

을 복호한다. 이 때 3DTV 시스템은 IVT 기술을 지원해

야 하는데, 이는 실제 부호화하는 시점의 영상들보다 재

생되는 영상이 많은 경우 때문이다. 이 때는 기존의 시

점을 통해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보간하여 생성하는데, 

FTV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파라미터나 깊이 정보

를 이용한다. 

1.2.3 Stereo Service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프로파일 중 하나인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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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ofile은 두 개의 시점을 통해 입체감을 생성하는 

3D Video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 기술은 다양한 

출력 타입과 크기, 다른 시청 환경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Stereoscopic displays의 경우 다

양한 거리에 있는 두 개의 기본 시점을 통해서 깊

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깊이 정보를 통해서 

시점의 불안정이나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그림 7] Stereoscopic 서비스의 예

   [그림 7]은 제한된 전송률과 카메라를 통해서 3D Video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시점, 

깊이 정보 등을 전송하면 이 Data Format을 통해서 두 

개의 시점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출력을 할 때 새로운 

시점을 생성하여 보다 정밀한 입체감을 제공할 수 있는 

Advanced stereoscopic processing이 있다.

[그림 8] Advanced stereoscopic processing

   [그림 8]은 2개의 시점을 통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Ad-

vanced stereoscopic processing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이 과정을 위해 왼쪽, 오른쪽 시점과 두 시점의 깊이 

정보가 필요하다. 두 시점을 통해 깊이 정보를 예측하고, 

두 시점과 함께 3D Video Codec을 통해 부호화를 수행한

다. 이후에 두 시점 정보 및 깊이 정보를 복호해서 Mul-

tiview Rendering을 통해 두 시점 사이에 필요한 시점의 

영상을 합성하고 화면에 출력한다.

2. 자유시점 TV(FTV : Free viewpoint TV)

[그림 9] 3D Video Framework

   본 기술은 자유시점비디오 (FTV)를 실현하기 위해 2D 

color 영상과 해당하는 시점의 깊이영상(depth map)을 부

호화하여 보내는 시스템에서 color 영상과 depth 영상을 

효과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시점 비디오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점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는데, 

채널의 한계 및 부호화기의 복잡도 그리고 현재 부호화기

의 부호화 효율을 고려하였을 때, 시점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시점의 깊이 영상을 부

호화 하여 보냄으로써 복호화기에서 중간시점의 영상

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깊이 영상은 다음 그림과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부호화 효율도 매우 높고 또한 2D의 

color 영상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깊

이 영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고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0] FTV (color +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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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점 TV(FTV : Free viewpoint TV)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임의의 시점을 시청할 수 있는 TV로서, 2001년 

12월 MPEG 회의에서 기술 표준화가 처음 제안되었다. 이

후 논의를 거쳐 2007년 산호세 JVT 회의에서 깊이영상을 

포함한 다시점 비디오 데이터의 부호화 기술 표준화를 위

한 FTV AhG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AhG 명칭이 3D Video/FTV로 변경 되었고, 고려하

는 시스템 범위를 3D 디스플레이에서 생성되는 시점 수

보다 적은 수의 다시점 비디오 및 각 시점에 해당하는 깊

이맵을 사용하는 MVD (Multi-view Video plus Depth) 

데이터를 송신단에서 부호화하고, 수신단에서 중간영상 

생성기법을 통하여 3D 디스플레이 규격에 맞는 시점수

의 다시점 비디오를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깊이추정과 뷰 생성, 계층적 깊이 비디오(Layered 

Depth Video) 생성, 그리고 MVD 데이터 부호화 실험 등 

EE(Exploration Experiments)가 진행되고 있다.

Ⅳ. 표준화 동향

1. 3D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화 동향

   3DTV와 관련된 표준화는 1990년대부터 일부 단체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3DTV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송수신 규격, 데이터 포

맷, 부호화 기술, 품질 안전 규격 등이 표준화 기구 별

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공조 형태로도 이루어

지고 있다. 3D 부호화에 기술에 대한 표준으로 MVC는 

MPEG-4 AVC amendment로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현

재 FTV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3D 부호화 기술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

tion Union)와 MPEG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을 위한 그

룹이 JVT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크게 Multi-view Video Coding(MVC)과 Free view-

point TV(FTV)로 나뉜다. MVC는 사용자에게 여러 시점

의 영상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화

면에서 보이는 시점을 다르게 하여, 사용자가 보다 높은 

실제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MVC의 원리는 

기존의 단일 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여러 시점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스테레오스코픽 3D를 위한 프로파일과 다시점 

영상을 위한 MVC 프로파일로 구성된다. MVC는 최근 표

준화가 완료되어 H.264/AVC에 amendment 형태로 추가

되었다. FTV는 사용자가 화면의 시점을 자유롭게 콘트롤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감을 높인 형식의 TV로 현재 표준

화의 시작단계에 있다. FTV 표준화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선행실험(exploration experiment : EE)의 단계에 

있으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표준화의 선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E는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현재 기술력이 표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증명하는 단계이다. EE는 2009년 6월 

89차 런던 미팅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은 깊이영상생

성기술과 시점생성기술에 대한 증명 위주로 진행이 되었

다. 공식적인 표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CfP(Call 

for Proposals)가 2010년 10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부호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H.265/HEVC 표준화 진행을 가장 큰 이유

로 꼽을 수 있다. 보통 3D는 2DTV와의 backward com-

patability를 유지해야 하며, 그래서 이미 완료된 MVC 표

준화도 H.264/AVC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다. FTV 부

호화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HEVC와 호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HEVC1) 표준화

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FTV 부호화 기술은 HEVC가 

진행된 이후에 구체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최근 회의에서의 기술별 논의 사항

2.1 MPEG-4 AVC stereo video

1) H.265/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 H.264/AVC의 차세대 모델로 MPEG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디오 부호화 표준
  - 2008년 10월(86차) : HVC (High-Performance Video Coding)의 비전 및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 초안 발행
  - 2010년 1월(91차) : ISO와 ITU가 JCT-VC 공동 표준화 그룹 조직
  - 2010년 4월(92차) : HEVC로 명칭 변경 및 정식적인 표준화 시작

논의 사항Meeting

87차
Laussane
(2009.02)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 위
한 interleaving 하는데 사용되는 SEI (Supplemental En-
hancement Information) 기술들이 논의됨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를 위한 SEI 메시지를 H.264/AVC
의 Amendment 로 추가하기 위한 공동 초안(Joint Draft)이 
MPEG과 VCEG의 JVT에서 작성됨

●WG11은 여러 National Body 들로부터 MVC에서 inter-
lace 영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interlace coding 
tool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 받음

●MPEG에서는 최대 2장의 뷰를 갖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
하여 인터레이스 기술을 지원하는 새로운 MVC profile 
(Multiview Field High Profile)을 만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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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TV

Ⅴ. 특허분석

1. 개요

1.1 분석대상 기술 범위

   분석대상 기술 범위는 TTA 표준화 로드맵(2010)에서 

제시된 3D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표준화 대상 항목인 다

시점/자유시점 비디오 및 깊이영상기반 부호화 규격을 기

준으로 하였다.

   3D 부호화 기술과 관련되어‘98년도에 완성된 표준

인 MVP(multiview profile)와‘06년도에 제정된 video 

+depth coding 기술인 MPEC-C Part3, ’08년도에 완성

된 MVC(multi-view video coding) 기술 및 현재 MPEG 

회의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인 3DV(FTV) 기술 등이 있다. 

위의 기술들 이외에도 3D 부호화를 위한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여 특허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3D 부호화 기술과 관련되는 현재(2010년 3

월)까지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공개/등록된 모

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 검색

시스템인 자격루와 Thomson innovation을 이용하여 키

워드에 의한 특허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또한, 키워드에 의한 검색 이후 특허 내용을 검토하여 관

련특허를 추출함과 동시에 주요 특허권자 및 표준별 기고

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특허 모집단을 보완하였다. (정량

분석 대상 특허, [표 3] 참조)

[표 3] 3D 부호화 관련 특허 단계별 분석 모집단

논의 사항Meeting

89차
London
(2009.6)

●3D 비디오 코딩의 응용 및 요구사항을 수정함
(N10570)- 응용 시나리오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함

●3D 비디오 코딩의 EE에 대한 명세함(N10720)- CfP
를 위해 컬러와 깊이 영상의 최적의 비트레이트 조
합을 찾음

●더 많은 테스트 영상이 요구됨(움직이는 카메라에
서 촬영된 영상)

●3D 비디오 코딩의 응용 및 요구사항을 수정함
(N11061)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포함해 7개의 
새로운 테스트 영상을 얻음

●3D 비디오 코딩의 EE에 대한 명세함(N10925)

●Time line 수정함(일정이 늦춰짐)

90차
Xian

(2009.10)

91차
Kyoto
(2010.1)

●3D 비디오 코딩의 EE에 대한 명세함(N10925)

●Time line을 수정함

  -

  -

  -

  -

  -

완료 : 새로운 테스트 세트를 위한 깊이 영상과 
합성시점 영상을 얻었음(깊이 영상의 향상을 위해 
주관적인 테스트를 거쳤음)

~10년 4월 : 새로운 테스트 영상에 대한 최종 
             깊이 영상과 예비 anchor를 구함

10년 4월 : Draft CfP (내부적)

~10년 7월 : 새로운 테스트 영상에 대한 최종 
             anchor를 구함

10년 7월/8월 : 최종 CfP

키워드 검색결과
필터링 및 분석 모집단 보완 

(정량분석대상)
검색DB(국가)

1212 240한국등록/공개

1576 206미국등록/공개

457 79일본공개

576 132유럽공개

543 134국제공개

4,364 791합 계

논의 사항Meeting

89차
London
(2009.07)

●Constrained baseline profile, stereo high profile, 
frame packing arrangement SEI message를 포함하
는 Amendment에 대하여 FDAM(Final Draft Amed-
ment)를 진행

●MVC의 새로운 프로파일의 이름을 Stereo High 
Profile로 변경함

●Panasonic에 의하여 Stereo High Profile에 대한 
Draft of Reference Software가 제출됨

●ITU-T Rec. H.264|ISO/IEC 14496-10 version 
11, 12는 ISO/IEC의 승인 절차에 따라서 독립적인 
amendment로 구성 

●Constrainted Baseline profile과 Stereo High pro-
file, frame packing arrangement SEI message를 
포함하는 FPDAM(Final Proposed Draft Amend-
ment)가 작성됨

88차
Maui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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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 검색식

2. 정량분석(특허동향)

2.1 3D 비디오 부호화

2.1.1 국가별 출원 동향

[그림 11] 3D 부호화 기술의 국가별 연도별 출원량

   상기 [그림 11]은 3D 부호화 기술의 각 국가별 특허 출

원량과 연도별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특허 출원량이 다수이고(한국 240건; 

30%, 미국 206건; 26%), 1990년대 말부터 출원량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MPEG에서 1998년 양안식 3D 

비디오 부호화를 위해 MPEG-2 MVP를 마련하면서 관련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6년 이전부터 출원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MVC 기술이 2006년 75차 Bangcok 미팅부

터 약 3년에 걸쳐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다량의 특허가 출

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2.1.2 국가별 출원인 비율

[그림 12] 3D 부호화 기술의 국가별 출원인 비율

   앞의 [그림 12]는 각 국가별 3D 부호화 기술에 대한 출

원인과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
키워드

국  문 영  문

3D

입체* or 실감* or 쓰리
디* or 삼차원* or 3차
원* or 3D* or 스테레오
스코* or 스테레오 스코* 
or 양안*

three dimens* or “3D” or S3D or 
3-d* or stereo-sco* or stereo sco* or 
stereosco* or tridimen* or tri-dimen* 
or tri dimen* or reality* or realist* or 
(two*,<near/2>(camera* or view point* 
or camco*))

부호화

엠브이씨* or 엠브이
시* or 앰브이씨* or 앰
브이시* or 엠브이디* or 
“MVC” or “MVP” or 
“MVD” or ((비디오* or 
영상* or 동영상* or 다
시점* or 멀티뷰* or 멀
티-뷰* or 멀티 뷰* or 깊
이맵* or 깊이 맵* or 깊
이정보* or 깊이 정보*) 
<near/7> (압축* or 코딩* 
or 인코* or 앤코* or 엔
코* or 코덱* or 코더* or 
부호화* or 엠펙* or 앰
펙* or 엠팩* or 앰팩*)) 
or 날유닛* or 날 유닛* 
or 부가 향상 정보* or 부
가향상정보* or 네트워크 
추상 계층*

“MVC” or “MVP” or “MVD” 
or multiview* or multi-view* or multi 
view* or “multiview video coding” or 
“multi-view video coding” or “free 
view point TV” or “stereo video 
coding” or “depth-map” or “depth 
map” or “depthmap” or depth 
information* or “depth-map coding” 
or “3D video data compression” 
or “stereoscopic video coding” or 
“h264” or “h 264” or “h.264” or 
“MPEG4” or “MPEG-4” or “ISO/
IEC14496” or “ISO/IEC 14496” or 
((video* or picture* or depth map* 
or depthmap* or depth informa-
tion*) <near/7> (encod* or coding* or 
MPEG*)) or network abstraction layer* 
or SEI* or RBSP* or supplemental en-
hancement information* or 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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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LG전자의 특허량이 48건(20%)으로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에 삼성전자(38건; 16%), 

THOMSON(37건; 15%)의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 특허권자가 아닌 유럽특허권자(THOMSON)의 

특허가 다출원 상위에 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38건(18%)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외에 PHILIPS(24건; 12%), 

THOMSON(21건; 10%), ETRI(14건; 7%)의 특허가 비교

적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TOSHIBA의 특허 출원이 각 9건

(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및 국제 특허에서는 THOMSON, PHILIPS의 특

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특허권자인 삼

성전자, ETRI의 특허가 다출원 상위에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2.1.3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3] 3D 부호화 기술의 업체별 출원동향

   [그림 13]은 3D 부호화 기술의 각 특허권자(업체)별 특

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삼성전자(116건)와 

THOMSON(115건)의 특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PHILIPS(86건), LG전자(66건), ETRI(63건)의 특

허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D 부호화 기술은 한국 및 유럽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 출

원이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1.4 출원인 국적별 분포

[그림 14] 3D 부호화 기술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량

   상기 [그림 14]는 3D 부호화 기술과 관련한 각 출원인(

특허권자)의 국적별 특허 출원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 출원량이 320건(40%)

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럽 국적 출원인(특허권자)의 출

원량이 243건(31%)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는 삼성전자(116건; 36 

%), LG전자(66건; 20%), ETRI(63건; 20%)가 많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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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출원인(특허권자) 중에서는 THOMSON(115건; 47 

%)과 PHILIPS(88건; 36%)가 유럽 특허 출원량의 대부분

을 차지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출원인(특허권자)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Ⅵ. 기고문/논문 분석

[표 5] 분석 대상 기고문 

1. MPEG-4 AVC stereo video 기고 동향

  

[그림 15] stereo profile 관련 기고 현황

   MVC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특

수한 경우인 스테레오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

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MPEG-4 AVC의 Ste-

reo High profile은 Base layer에 대하여 High profile 기

술을 그대로 이용하고, Multiview High Profile의 inter-

layer prediction과 기존의 인터레이스 영상에 대한 코딩 

툴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표준 기고서는 없으며 

프로파일에 대한 정의만이 언급되었다. [그림 15]는 스테

레오 프로파일이 정의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고서가 기고

된 현황을 나타낸다.

2. FTV (video + depth) 기고 동향

2.1 기고문 정량 분석

[그림 16] FTV 기술 관련 주요기관 기고서 투고량 

   80차 Sanhose 미팅에서 Requirements subgroup에서 

FTV 아키텍쳐와 표준 요소를 정의하고, 표준 요소에 대

한 요구사항을 명세하였으며, FTV adHoc group을 만들

고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81차 Laussane 미팅에서 

FTV EE(Exploration Experiment)를 하기로 하고 조건을 

명세하였으며, 크게 깊이맵추정 방법, 시점 영상 합성방

법, 칼라영상 및 깊이 영상의 코딩방법과 함께 테스트 영

상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FTV와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기고서 기고량 및 

미팅별 기고량을 나타낸다. (81차 미팅~91차 미팅)

[그림 17] FTV 기술 관련 각 미팅별 기고서 투고량 

표준화
대상항목

표준화
기구

문서명 발행일

ISO/IEC

20건

328건

 88차에서 92차 표준 기고서 
및 표준 output 문서

 81차에서 92차 표준 기고서 
및 표준 output 문서

MPEG-4 AVC
stereo video

F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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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고문 정성 분석

2.2.1 FTV technical issue 관련 주요 기고 현황

2.2.2 기술별 기고문 분석

▶ 깊이추정

   깊이 추정 관련 기술은 주어진 스테레오/다시점영상으

로부터 입력 시점들에 대한 깊이 영상을 스테레오 정합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기술이다. 이에 속하는 기술로

서 현재 EE의 참조 소프트웨어(Reference SW)로 사용되

고 있는 기술은 일본 나고야 대학에 의해 제안된 기술이

다. 나고야 대학의 깊이 추정 기법은 세 개의 평행하게 배

열된 카메라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 가운데 카메라 영상에 

대한 시차 값을 구하기 위해 좌측-가운데, 가운데-우측 

영상 간에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 내에서 밝기 차이의 절

대값을 비교하고, 이 중 차이가 작은 쪽의 절대값을 선택

한 다음, 이웃화소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오차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계산된 시차값은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

용하거나  3D 월드 좌표계(world coordinate system)를 

고려하여 깊이 값으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깊이 영상 추정 소프트웨어는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부화소(sub-pixel) 단위 추정 기법이 추가되었고, 최근에

는 컬러 영상 분할을 통한 세그먼트 추출 및 세그먼트 내 

평면 근사화를 이용한 기법이 추가된 버전까지 발표되었

다. 또한 프레임별 깊이 연속성(depth consistency)의 유

지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Xidian 

대학은 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움직임이 있는 영역과 

움직임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별도의 오차함수를 고려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가상시점 영상 생성

   가상 시점 영상 생성 관련 기술은 컬러 영상과 해당 시

점 깊이 영상으로부터 두 시점 사이의 중간 영상을 생성

하는 기술과 세 시점의 컬러영상과 깊이 영상으로부터 임

의 시점의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있다. 

   첫 번째 기술은 두 시점의 영상을 사용하는 기술로 나

고야 대학의 중간 시점 영상 생성 소프트웨어는 카메라 

외/내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생성하고자 하는 시점의 주

변 카메라 영상 및 깊이 영상으로부터 생성하고자 하는 시

점 위치로 먼저 양쪽 시점의 깊이 영상을 투영하고, 이 때 

생긴 작은 홀은 중간 값 필터를 이용하여 채워준다. 다음

으로, 투영된 깊이 영상들을 이용하여 주변 두 시점의 각 

화소를 가상 시점 위치로 3차원 투영하고 두 시점 영상에 

의해 투영되지 않은 위치의 컬러 정보는 주변화소의 컬러 

정보를 이용하여 채워주게 된다. 만약 두 시점에서의 컬

러 정보가 동일 위치로 투영될 경우, 두 시점에서 가까운 

시점의 컬러 정보로 채워주게 된다. 한편, Thomson에서

는 나고야 대학의 기술에 대해 복잡도를 낮추기 위하여, 

제안방식 특이사항제안업체

깊이 추정
창틀 기반 초기 변이추정 및 그
래프 컷(graph cut) 기반의 전역 
변이 추정 기법을 사용 

일본 나고야 
대학교

Depth + color 
영상 부호화

기존의 H.264/AVC를 이용하여 
깊이 영상을 부호화하되, Color 
영상과 Depth 영상의 특징을 이
용하여 mode를 결정함 

Ningbo Uni-
versity 

가상시점 영상 
생성

3차원 투영(3D warping)에 기반
한 중간 시점영상 생성 기법

나고야
대학교

데이터 포맷 
관련

(MVDR/LDVR)

기존의 MVD/LDV 데이터에 우
측 영상을 추가한 데이터 형태
로 구성

Philips

가상시점 영상 
생성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에 기반한 중간 영상 생성 기법

Thomson

Depth + color 
영상 부호화

depth 영상을 down-sampling 
하고 이를 부호화하여 전송

GIST

Depth + color 
영상 부호화

Depth 영상을 이용하여 inter-
view skip 모드를 찾는 방법

Tsinghua 
University

가상시점 영상 
생성

계층적 비디오에 기반한 방법으
로 가운데 시점에 대한 컬러 영
상과 깊이 영상으로부터의 가상 
시점 영상 생성 시에 차폐영역
(occlusion)의 컬러 및 깊이 정
보를 이용함으로써 생성된 배경 
영상의 화질을 향상

Philips

데이터 포맷 
관련
FDU

가운데(기준) 시점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 좌측 시점 영상의 깊
이 영상, 우측 시점의 깊이 영상, 
좌측 및 우측 시점 컬러 영상의 
생성 오차로 영상을 구성

Phi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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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카메라 배열의 경우 주점의 이동과 카메라 간격, 초

점거리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깊이를 변이로 바꾸어 중간 

시점 영상을 선형 보간을 통해 생성하는 기법인 선형 보

간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나고야 대학의 소프트웨어

에 통합되어 모드로서 선택이 가능하다.

   두 번째 가상 시점 영상 생성 기법인 Philips의 LDV기

반 가상 시점 영상 생성 기법은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주

변의 가상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이 때 사용되

는 입력 영상은 기준 시점에 대한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 

외에 배경에 대한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이용하게 되

는데, 일반적인 실사 영상의 경우에는 객체와 배경의 분

리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세 시점의 컬러 영상 및 

깊이 영상, 최대 및 최소 변이, 카메라 간격 정보를 이용

하여 주변 시점에서 배경영역에 대한 텍스처 및 깊이 정

보를 생성하고 저장하여 이를 배경 영상 및 배경 깊이 영

상으로 이용한다. 

▶ 데이터 포맷 관련

   MPEG FTV/3DV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포맷 관련 

기술은 기존의 MVD 영상 데이터 및 LDV 데이터를 부호

화 하여 전송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2009년 

2월 87차 MPEG 회의에 서 나고야 대학과 Philips에 의해 

제안된 FDU과 MVDR 또는 LDVR이 있다. FDU는 가운데

의 기준 시점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 좌측 시점 영상의 깊

이 영상, 우측 시점의 깊이 영상, 좌측 및 우측 시점 컬러 

영상의 오차로 구성된다. 좌/우측 오차영상이란 가운데의 

기준 시점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으로부터 가상 시점 영

상 생성 기법을 이용하여 좌/우측 영상을 생성하였을때, 

생성된 영상과 원영상의 차영상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Philips의 MVDR/LDVR 데이터는 기존의 

MVD/LDV 데이터에 우측 영상을 추가한 데이터 형태로 

구성되는데, 이는 카메라 영상의 간격이 비교적 넓어 기

준 카메라 시점에서 멀어지면 생성 영상의 화질이 저하되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술로 LDV의 경우 기

준 카메라에서 멀리 있는 우측 시점 컬러 영상을 추가하

고, MVD의 경우 두 카메라 사이의 추가 시점에 대한 컬

러 영상이 추가된다.

▶ Color + depth 영상 부호화

   부호화의 경우 depth 영상 추정 및 추정된 depth 영상

을 이용하여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미흡하여 

현재 실험영상으로 부호화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직 시

기 상조라는 판단아래에서 기술기고가 구체적으로 이루

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현재 H.264/AVC의 기술을 간

단하게 응용하여 부호화 성능을 향상시킬수 있는 몇몇의 

기고만이 있을 뿐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비디오 기술 표준화 FTV와 더불어 HEVC도 이루어

지고 있다. Color + depth 영상 부호화의 경우 HEVC와

의 호환성도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olor 

+ depth 영상 부호화는 EE 1, 2, 3의 기술이 안정되어지

고 HEVC 표준화의 구체화가 진행된 이후 본격화 될 것

으로 예측된다. 

2.2.3 주요 기고문(Baseline)

Proposal

▶ View synthesis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depth 정

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 하기 위해 depth와 color 영상사

이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방법

▶ depth와 color 영상은 동일한 시점 및 시간에서 취득되

는 정보로 둘 사이의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보를 이

용하여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depth 영상은 시간적으로 앞/뒤에 위치하는 영상들 사

이에 유사성을 지니지만, color 영상과도 일정 정보에 대

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영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

부는 시간적인 유사성을 일부는 color와 depth 영상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부호화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1

제 목

기고자

R1-091098

Depth Map Compression for View Synthesis 
in FTV

Bo Zhu, Gangyi Jiang, Mei Yu, Ping An, 
Zhaoyang Zhang

87차 MEPG 표준화 회의 (2009-02-02/06)회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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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 View synthesis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depth 정

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 하기 위해 depth와 color 영상사

이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방법

▶ 비디오 코딩에서 부호화 효율은 참조영상과 부호화 영

상간의 움직임 예측을 통해 차영상에 대한 부호화 비트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차영상에 대한 어떠

한 정보도 전송하지 않는 스킵모드는 부호화 효율을 극대

화 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depth map 정보를 이용하

여 color 영상 부호화시 스킵모드의 비율을 향상시켜 부

호화 효율을 얻고자 한다. 

▶ depth map을 이용하여 시점 영상간의 correspon-

dence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식에서 u,v는 cor-

respondence이며 Pi는 각 시점 카메라의 카메라 파라미

터 이다. 

       

▶ 이렇게 구해진 disparity 정보를 이용하여 interview 

prediction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skip모드의 비율을 향

상시킬 수 있다.

3. 논문분석

2

제 목

기고자

R1-091092

 Inter-view Skip Mode for FTV with Depth 
Information

Tsinghua University, Hisilicon Technologies 
Co., Ltd.

83차 MEPG 표준화 회의 (2008-01-14/18)회의명

주  제 내  용

3DTV에서 깊이 영상은 매우 중요한 정
보이지만 기존의 2DTV에 대해 추가적
인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한된 대역
폭을 가지는 환경에서 깊이 영상에 대
한 bitrate는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효과적인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
이 요구된다.

3. 해결대상 문제 - 
요약

H.264-Based Depth Map Sequence 
Coding Using Motion Information of 
Corresponding Texture Video

1. 논문 제목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깊이 영상 부호
화를 위해 깊이 영상이 칼라영상의 정

4. 해결 방안 - 요약

- Han Ho, yo-sung Ho
- LNCS 4319
- pp. 898-907

2.저자,학회/논문지
명,page,vol no,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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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참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깊이 
영상과 칼라영상의 영상 정보에는 유
사성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 백터를 칼
라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H.264/AVC 환경에서 칼라영상과 깊이
영상을 별도로 부호화 하는 것에 대하여 
60%의 압축 효율을 가짐 

5. 개선 효과 - 요약 
(개량적 성능 중심)

주  제 내  용

깊이 영상의 픽셀값은 각 위치에서의 깊
이 정보를 의미하며, 깊이 정보는 칼라
영상과 달리 그 값의 범위가 매우 다양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칼라영상
의 양자화기와 같은 양자화기를 사용할 
경우 깊이 영상을 사용하여 생성한 영상
의 화질이 저하될 수 있다. 

3. 해결대상 문제 - 
요약

Comparison of the Depth Quantifi-
cation Method in Terms of Coding 
and Synthesizing Capacity in 3DTV 
System

1. 논문 제목

본 논문은 깊이영상을 효과적으로 부호
화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논문으로 깊이 
영상을 압축할 때 사용하는 양자화 기
술을 제안한다. 깊이 영상의 깊이 값은 
배경의 경우 매우 값이 크고 객체의 경
우 값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존재하
기 때문에 non- uniform 양자화기의 형
태가 적합하다. 따라서 배경에서는 매우 
큰 step의 양자화 값을 사용하고, 객체
에서는 매우 조밀한 step의 양자화 값
을 사용한다. 

4. 해결 방안 - 요약

- Renlong He, Mei Yu, You Yang, 
  Gangyi Jiang
- IEEE ICSP2008
- pp. 1279~1282

2.저자,학회/논문지
명,page,vol no,연도

depth map의 성능향상 : 0.2~1dB
synthesis 영상의 화질향상

5. 개선 효과 - 요약 
(개량적 성능 중심)

주  제 내  용

3DTV에서 깊이 영상은 매우 중요한 정
보이지만 기존의 2DTV에 대해 추가적
인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한된 대역
폭을 가지는 환경에서 깊이 영상에 대
한 bitrate는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효과적인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
이 요구된다.

3. 해결대상 문제 - 
요약

Adaptive Wavelet Coding of the 
Depth Map for Stereoscopic View 
Synthesis

1. 논문 제목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으로 깊이 영상
을 부호화 하기 위하여, wavelet lifting 
scheme을 사용한다. 제안한 방법에서 
단조로운 영역과 경계 영역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texture 영상을 통해 알아내었다. 

4. 해결 방안 - 요약

- Daribo, I., Tillier, 
  C. Pesquet-Popescu, B. 

- IEEE Multimedia Signal 
  Processing, 2008 

- pp 413 - 417 

2.저자,학회/논문지
명,page,vol no,연도

제안한 방법을 통해 0.3~12dB의 성능
이 있었음

5. 개선 효과 - 요약 
(개량적 성능 중심)

주  제 내  용

COMPRESSION AND TRANSMISSION 
OF DEPTH MAPS FOR IMAGE-BASED 
RENDERING 

1. 논문 제목

3DTV에서 중간시점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depth image가 필요하다. 하
지만 depth 영상은 직접적으로 보여지
는 것이 아니라 영상 생성을 위해서 필
요한 것이기 때문에 synthesis 영상의 
화질을 고려해서 부호화 해야 한다. 

3. 해결대상 문제 - 
요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RIO(region-
of-interest)를 고려하여 깊이 영상
을 부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depth map의 dynamic range를 조절
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Secondly, we 
reshape the dynamic range of the 
depth map. 

4. 해결 방안 - 요약

1.1dB의 부호화 성능과 redering 성능의 
향상이 있었음

5. 개선 효과 - 요약 
(개량적 성능 중심)

- Bing-Bing Chai,Hai Tao, 
  Sethuraman, S. 
- Image Processing, 2001. 
- vol 3, pp. 828-831

2.저자,학회/논문지
명,page,vol no,연도



Ⅶ. 결론

   MVC는 표준화가 진행될 당시에는 다양한 기술이 제안

되었지만, 현재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은 MVC 참조구조에 

적합한 버퍼 및 참조영상관리 방법 또는 효과적인 3D 응

용을 위한 추가정보의 전송 관련 기술(SEI message) 만이 

MPEG-4 AVC의 확장된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대

한 이유로는 먼저 다시점이 단일시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호화 기술 자체는 단일시점 비디

오를 위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TV를 위한 대역폭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점에 대한 부호화 효율을 높인다 하더라

도 특정 개수 이상의 영상을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에 무

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영상을 여러 개 

전송하는 것이 아닌 몇 개의 칼라영상과 깊이 영상을 전송

하여 사용자단에서 중간시점의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이 대

두되었고, 이는 FTV 표준화로 진행되게 되었다.

   특허 분석 결과 MVC 표준 관련 특허는 국외 출원인들

이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도 진입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3D 비디오 부호화를 위해 MVC 

기술을 도입한다면 그에 대한 로열티 발생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MVC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MVC 표준과 1:1로 정

확하게 매칭은 되지 않더라도 깊이 관련된 국내 기술(특허)

이 다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VC 표준화 과

정에서 국내 기관들의 기고가 활발했었기에 다수의 특허 

출원도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에 채택은 되지 못

했더라도, 관련 특허를 보정 후 표준특허화 할 수 있는 가

능성은 남아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특허를 표준특허화 하

여 향후 특허 pool 생성시 다수의 특허를 등재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허 pool이 생성되지 않고 개별 라이센싱을 하

더라도 분쟁 발생시 대응 특허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필

요하다. 그리고, 향후 산업계의 요구와 기술 발전에 따라

서 Ver.2로 확장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MVC 표준에 끊임

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FTV 관련해서는 앞선 FTV 표준에 대한 기고문 분석에

서 볼 수 있었듯이, 깊이추정, 가상시점 영상 생성, 데이터 

포맷 관련 기술, color+depth 영상 부호화 기술에 대한 기

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시점 색상 영상과 다시

점 깊이 영상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3차원 비디오 데이

터 포맷 및 두 가지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부호

화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특허 출원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점 비디오 각각의 부호화 화질도 

중요하지만, 합성한 중간 시점 영상의 화질도 동시에 고려

해야 하므로 화질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특허 출

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TV 표준화는 현재 시작단계 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표

준화 참여와 활발한 연구 개발 및 특허 출원을 한다면 표

준특허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FTV와 동시에 MPEG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이 있는데 H.264/AVC의 차

세대 모델인 HEVC (Hihg Efficient Video Coding) 표준화

이다. 이는 2010년 4월 MPEG 미팅을 시작으로 하였으며, 

H.264/AVC의 뒤를 잇는 차세대 비디오 부/복호화 표준으

로 현재 그 관심도가 매우 높다. 현재 표준화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에 열린 86차 미팅에서 고성능 비디

오 코덱 (High-Performance Video Coding)에 대한 비전

과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인“Vision and Requirements 

for High-Performance Video Coding (HVC) Codec”이 

MPEG을 통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현재의 

부호화 기술이  H.264/AVC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

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HVC에 대한 CfE (Call for 

Evidence) 문서를 발행하였다. 2009년 7월에 CfE에 대해

서 9개의 기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결과 중 가장 성

능이 뛰어난 기술은 1920×1080 해상도의 영상들에 대해

서 H.264/AVC High 프로파일 대비 평균 30% 정도의 압축

률 향상시켰고, 모든 실험 영상들에 대하여 약 20% 이상의 

압축 성능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MPEG에서는 H.264/

AVC 대비 높은 부호화 효율을 갖는 새로운 기술들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화

를 위한 공식적인 CfP (Call for Proposals)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MPEG에서는 2009년 10

월에 HVC를 위한 CfP 초안을 작성했으며, 작성된 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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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VCEG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1월

에는 MPEG과 VCEG이 새로운 비디오 코덱 표준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협력팀인 Joint collaborative team (JCT)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력팀의 공식 명칭은 ITU-T/

ISO/IEC JCT on video coding 이며, 이 협력팀의 운영

은 ToR (Terms of Reference)을 따른다. 그리고 MPEG과 

VCEG은 2010년 1월에 공동으로 최종 버전의 Joint CfP의 

발행을 완료하였다.

   2010년 4월에는 JCT의 첫 번째 미팅이 열렸으며 최종 

버전의 Joint CfP에 대하여 제안된 총 27개의 기술에 대

하여 test model 선정을 위한 주관적 화질 평가를 실시하

였다. 또한 이번 미팅을 통하여 새롭게 표준화 하려는 부

호화 기술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HEVC의 

표준화 과정 동안 각 기관에서 제출하는 기고서 및 JCT-

VC에서 발행하는 문서는“http://wftp3.itu.int/av-arch/ 

jctvc-sit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Joint CfP 문서에 

기술된 표준화 일정에 따르면 2010년 10월에 Test Model

의 선정을 하고, 2012년 7월에 최종 표준안 승인을 예정으

로 하고 있다. 

   3DTV관련 부호화기술 분석에서 HEVC 표준을 언급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DTV는 2D와의 호환성을 

기본 요구사항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2D 표준화 기술 없

이 3D 부호화 표준을 정의할 수 없다. 이는 지금의 FTV 표

준화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FTV의 표준화가 별

도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매

우 낮아졌다. 기존의 MVC가 별도의 표준화로 진행되었지

만 결과적으로 H.264/AVC의 amendment 형태로 추가되었

고, 또 두 표준화에 참여하는 기관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을 

볼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3D는 결국 2D의 확장 형태이고, 현재 서비스 되고 있

는 2DTV에 backward compatable 하게 표준화가 이루어

질 것이기에 현재 진행 중인 HEVC의 동향을 주목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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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정책 포커스

Ⅰ. 서 언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제는 1961년 법률 제951호로 의장법이 새로이 제정된 이후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변천사를 개괄해보면, 1980년 개정법에서는 조

약우선권제도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도입되었고, 1997년에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7개 물품을 대상

으로 무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한편 복수디자인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

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부분디자인제도와 화상디자인제도를 시행하였고, 2004년에는 글자체를 디자인의 보

호객체로 추가하였으며,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였다.

   오늘날 기업환경은 반도체 등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품의 제조기술이 평준화되어감에 따라 디자인이 산업의 경

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디자인을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개선하

는 수단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의 수단(Design as innovation)으로 활용하는‘디자인 경영’1)2)을 도입하

고 있다. 

   이렇듯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산업계·학계 등에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과 의견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기업체 방문조사, 학계 및 변리사와의 간담

회 등3)에서는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환경변화와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2009년 초에 우리나라『디자인 법·제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3-STEP 전략』 4)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  주  연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서기관

1)‘디자인경영’은‘특허경영’,‘브랜드경영’,‘디자인경영’을 포괄하는 개념인‘지식재산경영’
의 구성요소이다. 여기에서‘지식재산경영’이란‘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노하우, 기업 이미지 창출을 위한 브랜드·디자인을 권리화하고 재산으로서 보호하며 적극
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디자인경영’이란‘전략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기업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
업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애플사의 스티브잡스는“사람들은 대부분 디자인을 겉포장쯤으로 생
각한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건희 삼성
전자 회장은“디자인은 21세기 최후의 승부처이다.”라고 한 바 있다.
3) 설문조사는 2008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특허정보원 콜센터에 의뢰해 2007년 디자인 
다출원 고객 1천 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업체 방문조사 및 간담회 등은 2008
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요구 및 지적사항>

○ 강한 디자인 창출, 도면요건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
  ·디자인 컨셉(concept)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함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에도 관심 필요 
  ·디자인 보호범위의 점진적 확대 요청

  · 도면작성 Tool 개발·보급

○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 요청
  ·물품(또는 디자인) 트렌드의 빠른 변화를 심사시스템에 적시 반영
  ·비슷한 물품은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다용도 물품의 출현에 따라 물품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디자이너, 학생들에 대한 디자인 권리화 교육·홍보 강화 등
4)



1단계 전략5)에 이은 2단계 전략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도 최근 디자인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2009년 12월에『21세기 디자인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

류도약을 위한 디자인혁신, 디자인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디자인 영토 확장, 디자인강국 도약을 선도

할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 육성, 국민의 관심과 향유를 통한 국가 디자인 수준 제고라는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보다 먼저 2008년 12월에는『제4차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08~2012)』에서 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침해유형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추진할 것을 발

표한 바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디

자인제도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디자인보호법 독자법화를 위한 개편

방안 연구(2008)』,『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2008)』 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 8

월부터 3-STEP 전략과 관련한『디자인 비전』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2008년의 설문조사에 이어 작

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법률안 초안의 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디자인 다출원업체 대상 간담회, 변리사와의 열린 간담회, 

지역 순회(서울, 부산) 개정 디자인보호법 설명회, 한국캐릭터협회·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디자인 관련 단체

와의 간담회 등을 올해 초까지 20차례 이상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개정법률안에 대

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전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다.6) 아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을 중심으

로 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둘째,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

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셋째,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

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데에 있다.

2.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의 대응

    (1) 디자인의 대상영역의 확대(안 제2조제1호)

         1) 개정 이유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물품’7)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

32 PATENT 21 PATENT 21 33

5) 1단계 전략의 주요내용은 세계 최초 3D 도면제출 허용,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 개수 자유화, 무

심사출원 품목의 확대, 한 벌 물품 품목의 확대 등이다.

6)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에 그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수차례의 디자이너, 

기업체, 학계, 변리사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그 후 2개월에 걸친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입법예고 이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법제처 수정을 거치면서 입법예고된 

법안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7)‘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국의 입법례로는 유럽공동체(EU) 디자인보호규정

(Council Regulation)을 들 수 있다. 동 규정 제3조에서는“물품(product)”이“일체의 공업제품 또

는 수공업제품을 의미하며 특히 합성물의 구성부품, 포장, 복장, 그래픽 심벌 및 활판 활자체 등

을 포함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도 디자인 환경변화에 따라‘물품’의 범위에 물품의 부분(화상디자인 포함)(2001년)과 글자체(2004년)를 추가하여 

디자인의 보호 대상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올해 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8) (이하‘로카르노협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분류체계를‘로카르노분류’라 한다)

에 의한 물품 명칭 및 분류를 우리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9)에까지 디자인의 보호 대상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동안 디자인 산업계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저작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중첩보호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디

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닌 로고, BI, CI, 그래픽 심벌 등 2차원적인 물품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까지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디자인 환경과 고객의 수요변화에 따라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물품의 범위는 가

변적이며 이에 따라 물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요즘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등도 장차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포섭되어야 할 보호가치 있는 디자인의 대상영역일 수도 있으며, 산업구조의 질

적 변화와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개정 내용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입법 예처럼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10),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에 대한 규정의 예를 참조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괄호 부분에 로카르노분류

에 따른 물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 등에 물품의 명칭 및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물품

류의 구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 (안 제43조제2항 신설)

         1) 개정 이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

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

정책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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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문은“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

signs”으로 디자인에 관한 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으로 동 협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카르노분류는 32개류(Classes), 219개 Subclasses, 7,024개 물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http://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en/index.html 참조).

9) 로카르노분류상 제32류에는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등이 물품의 예시로 들

어가 있다. 

10) 당초 입법예고 안은 제2조제1의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었

다.“1의3.“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과“산업디자인의 국

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ㆍ模樣ㆍ色彩 또는 이들을 結
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第9條(디자인등록출원) ①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物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物品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는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생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
류의 구분(이하“그 물품류의 구분”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
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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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권의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

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43조제2항에 신설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11)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하였다.12) 또한, 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다용도 물품의 출현에 따른 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디자인 컨셉(concept) 자

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13) 14)

3.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1) 개정 이유

   외국의 유명 디자인의 형상, 모양 등을 모방하거나 이들을 결합하여 국내에서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지재권 침해국가의 이미지를 불식

시킬 필요성이 있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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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범위까지 미치게 되는데(법 제41조) 보호범

위 판단주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판례(대법원 1996.1.26 

선구 95후 1135 판결), 심사기준(제4조제4항) 및 외국의 입법례(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10

조 : 견문이 넓은 사용자. 여기서‘견문이 넓은 사용자’란 제품의 최종사용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수집가(collector)나 소매상(retailer)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

다)를 참조하여‘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12)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10조에서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항 : 공동체디자인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에는 견문이 넓은 사용자(the informed user)

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제2항 : 보호의 범위를 평

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성을 전제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

라 정해지게 되어 다용도 물품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해당 물품 모두에 출원해야만 권리로서 보

호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약한 디자인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디자인제도의 무용론까지 대

두하게 되었다. 한편, 개정법률안에서는 전통적인 3차원적 물품 외에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2차원

적인 로고 타입(Logo type),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등을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됨에 

따라(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 디자인 컨셉 자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심사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허청에서는 전용 가능한 물품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특정 물품 검색시 이를 부분류

로 하여 검색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심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

써 검색에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의 대상영역이나 보호범

위 확대에 따라 법 이용자들의 다소간의 혼란과 특허청의 심사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는 특허청에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다만, 디자인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

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오늘날 비용만 많이 들고, 권리는 약하며, 베끼기가 만성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디자인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경직된 제

도의 운영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디자인 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디자인 경쟁력 지수에서

도 2005년 1위에서 2007년 3위로 추락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36조제6항에서도 물품의 명칭 및 분류, 디자인의 설명은 디

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품의 명칭을 표

시하는 것은 상표에서의 상품과는 달리, 모든 제품을 포괄하며 시장에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및 도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면서‘견문

이 넓은 사용자(the Informed User)’를 한정하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물

품의 분류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저장 및 통계처리와 관련되며 이는 또한 검색에도 활용되는 데

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명 디자인을 현지에서 침해시 그에 대한 제재를 해당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외국의 유명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은 상호주의 원

칙상 당연한 전제라 할 것이다.

第43條(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
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
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表現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
여 진다.

-----------------------------------------------
<신  설>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
  1.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또는 견본
  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도면에 적혀 있는 디자인의 설명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
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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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 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또

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외국’에서 주지된 형태에 대해서도 용이 창작 규정을 적용

하여 디자인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다.16)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1) 개정 이유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유사디자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따른 개

정 필요성이다. 종래 유사디자인 제도하에서는 제42조에 따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

체하게 되므로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으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영

역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17) 둘째, 우리나라가 2012년에 가입할 예정인「산업디자인의 국제등

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8) (이하‘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인지 유사디자인인지에 

따라 권리의 존속기간 및 효력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존속기

간과 권리범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19)

         2) 개정 내용

(가)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안 제7조제1항)

     -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 부여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유사디자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관련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나) 출원시기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단서)

     -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권리가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출원시기를 기본

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였다.20)

정책 포커스

16) 일본의 경우 용이창작 기준을‘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달리‘주지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17) 대법원 1989. 8. 9.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2008. 12. 24. 선
고 2006후1643 판결 등
18) 원문은‘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다. 

19) 특허청에서는 헤이그협정 가입 결정에 따라 유사디자인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유사디자인 제도는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의 유용성이 있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존치시키되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다.

20) 유사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유사디자인의 출원

일까지는 평균 3.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동시출

원이 60.5%, 동시출원을 포함한 1개월 이내가 전체 대비 7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기초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를 기본디자인 출원 후 1개월까지로 한

정하였으나 디자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1개월의 시기는 너무 단기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

본디자인의 등록공보 발행일까지로 하게 되었다. 한편,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를 디자인의‘공

지’ 개념과 연계시켜 일본이 공지일로 보는 공보발행일에 대응되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 출

원시기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디자인의 공지 개념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는 논리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
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ㆍ模樣ㆍ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
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
에 의하여 또는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
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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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유사디자인) ①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
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기본디자인”이라 한
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
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
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
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기본디자인”이라 한
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
련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디자인등
록출원은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된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현   행 개   정

21) 개정된 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제까지 유사디자인 제도하에서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효력을 부인했던 

것과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독립된 규정을 둔 것이다.

(다)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부여 (안 제40조제1항 단서 삭제)

     - 현행 제40조제1항 단서의‘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

간 만료일로 한다.’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디자인에도 독자적인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의 안정성을 높였다.

(라) 독자적인 권리범위의 인정 (안 제42조 개정, 안 제68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 현행 제42조의‘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디자

인의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

로 규정하였다.21) 또한,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여 기본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관련디자인등록은 무효

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속되도록 하였다.

(마) 관련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 (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 권리범위가 중복되는 관련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을 인정하게 되면 2인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디자인권만의 독

자적인 전용실시권 설정을 제한하였다.

(바)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 및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 (안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6항 신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

할 수 없게 하였고,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 (안 제25조의2)

         1) 개정 이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창작자를 쉽게 입

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전문기관의 업무에 미등록 디자인의 공지증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지기관에 의한 최초 공개는 법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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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신  설>

-----------------------------------------------
第9條(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
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
우에 한한다)
-----------------------------------------------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
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第23條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는 權利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
轉하여야 한다.
-----------------------------------------------
第2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
야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  제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
5조, 제7조,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
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4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전
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
한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
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한다)
-----------------------------------------------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
께 이전하여야 한다.
-----------------------------------------------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이
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삭  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
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
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인 경우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2항 중 국내나 국외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
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3.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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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0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
권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
了日로 한다.
-----------------------------------------------
第42條(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사디자
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合體한다.

-----------------------------------------------
第46條(디자인권의 讓渡 및 共有) ①디자인권은 이를 讓渡할 수 있
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

  <신  설>

-----------------------------------------------
第47條(專用實施權)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
第68條(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
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

하는 경우
   가. 관련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
지 아니한 경우
   바. 제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
자인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관련디자인무심사출원된 경우
   사.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7조제3항에 따라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39조제1
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
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디자인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다
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
여야 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
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1.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33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3. 제5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4.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제4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
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
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
정하여야 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
용실시권은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같은 자에게 동시
에 설정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33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3. 제5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4. 제68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
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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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 (안 제25조의2)

         1) 개정 이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창작자를 쉽게 입

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 내용

   전문기관의 업무에 미등록 디자인의 공지증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지기관에 의한 최초 공개는 법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안 제40조제1항)

         1) 개정 이유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주요국 추세 22)와 설문조사 결과23)를 반영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였고, 헤이그협정과

정책 포커스

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
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無效로 된다.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
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無效가 된 때
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
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
의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
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
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
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제2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
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公知證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및 미
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미등록디자인을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
회선 등을 통하여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는 때에 그 미등록디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22)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5년이며,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

해 15년에서 20년으로 존속기간을 확대하였다.

23) ’08.8.21~29에 진행된 2007년도 디자인 다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찬성하였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그 중 77.9%가 20년 이상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존속기간의 기산점 변경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복수

디자인제도의 개선24)으로 심사·무심사 품목에 상관없이 100개까지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하는 한편 일부거절·일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디자인마다 설정등록일이 다르게 될 수 있어 현행처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산정시 하나의 출원임에도 디자인마다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개정 내용

   현재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인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종기

의 기산점을 설정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변경하였다.25)

4.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제도의 도입 (안 제9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재 출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당해 출원서류를 반려 조치(디자인보

호법 시행규칙 제2조)함으로써 출원인은 하자가 있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함이 있어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위해서는 출원일 인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2) 개정 내용

     제1항에서는 출원일 인정에 관한 요건을, 제2항에서는 절차보완명령의 절차를, 제3항에서는 출원인의 절차보완서 

제출절차를, 제4항에서는 절차보완서 제출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절차보완서 미제

출시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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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뒤의‘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참조

25) 우리나라 등록디자인의 평균 존속기간은 51.7개월이며 10년 이상 존속한 건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존속기간 연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따라 세

계시장에서 성공적인 디자인경영 사례들(삼성전자의 LCD TV‘보르도’ , LG전자의’, 초콜릿폰’ 

등)이 나오고 있고, 각 분야에서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第40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
권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
了日로 한다.
-----------------------------------------------
  ②정당한 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規定에 의하
여 디자인권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39조제1
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현   행 개   정

현   행

<신 설>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있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게 적힌 경우

개   정



42 PATENT 21 PATENT 21 43

    (2)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1) 개정 이유

     복수디자인출원제도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

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현재 무심사 품목에 한해 20

개까지 복수로 출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지 출원요건 사항으로 심사·무심사등록출원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은 적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할 예정인 헤이그협정에서는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한해 100개까지 복수출

원을 허용26)하고 있어 우리 법과의 조화가 필요하였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수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거나 출원공개를 청구할 경우 또는 우

선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해서 청구해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비밀청구나 출원공

개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만 가능

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심사·무심사등록출원 구분없이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허

용하였고, 출원인이 복수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비밀청구, 출원공개청구 또는 우선심사청구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또는 등록결정)도 일부거절결정(또는 일부등록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정책 포커스

26) 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7조(3)(ⅴ)

第11條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
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出願할 수 있다.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디
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
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가 같은 것
으로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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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3. 도면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한글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절
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
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
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한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
록출원일로 인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
출원은 부적법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지 않은 그 일부 디자인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안 제28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오탈자 등과 같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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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
로 할 수 있다.
-----------------------------------------------
第13條(비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부
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디
자인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8조의2(보정각하)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
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第23條의2(出願公開)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다
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
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신  설>

-----------------------------------------------
第28條(디자인등록결정)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拒絶理
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삭  제>

-----------------------------------------------
제1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
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의2(보정각하)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
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
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
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
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결정의 이
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거
절이유”라 한다)가 있으면 그 일부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거
절결정을 할 수 있다.
-----------------------------------------------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
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이유를 발
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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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구서 발송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등록요건과 무관한 단순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명백한 오기 등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여 출

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디자인등록공보의 정확성을 높여 거래업계 등의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심사관이 직권보정 후 보정된 내용에 대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마

련해 놓고 있다.

    (4)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의 개선 (안 제8조제2항 등)

         1) 개정 이유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규성 상실사유(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여 일률적으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가혹한 경우가 있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하는 경

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

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2) 개정 내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시에는 그 주

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증명

토록 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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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의견이 있으

나, 동 규정의 취지를 보건대 현행 규정은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시기를 지나치게 한정한 측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규성 상

실로 거절되지 않으며,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기만 

하면 공개행위 등 신규성 상실 사항은 그 디자인의 공개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출원시에 신규

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헤이그협정에는 조약 우선권제도, 

전시회 우선권제도는 있으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규정은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시 헤이그시스

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한-EU FTA 

협정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

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용

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한-EU FTA 이행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

토결과 통보(변사 117-423(2010.6.15)).

<신 설> 제28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적힌 물품의 명칭 또는 그 물품류의 구분에 명백히 잘못 적힌 내용이 있으면 직권
으로 보정(이하“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 송
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31조제1항
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적힌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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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심사 청구사유의 확대 (안 제27조의2)

         1) 개정 이유

     현재‘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의 보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으

나, 그 밖의 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에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사항 모두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2009년 7월 1일 재심사제도 

도입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던 것을 제18조제5항 단서에 되살리는 개정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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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
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
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
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
(이하“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
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
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
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
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
한다) 이내에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
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제28
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에 해당하는 결정(이하“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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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新規性喪失의 例外)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書類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第5條第1
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
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第19條(出願의 分割)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분할출원”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
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
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7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등록 후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72조의10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 의하여 제1항
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삭  제>

-----------------------------------------------
제19조(출원의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분할출원”이라 한
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
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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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개정사항

   이상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인의 출원에 대해서

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안 제5조제3항)28), 심사의 순위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 규정(제16조)을 법에 

반영하였으며(안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헤이그협정 가입을 대비하여 도면에 사진을 포함29)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5조제3항 등)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법제처에서 모든 법령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디자인보호법 전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다듬는 작업까지 포함되었다.

 6.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 등  - 부칙 -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하며, 개정조문 중 일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에 시행되는 사항들은 디자인의 대

상영역 확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그 파급효과가 큰 

것들로서 시행시기의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의 최소화 및 법률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정비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

다. 또한,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심판청구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

례, 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8) 동일 출원인 간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디자인 또는 부분적인 디

자인의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는 제품 전체의 디자인이 먼저 완성되고 그 후에 개개의 구성부품이나 부분적 조형에 관한 상

세한 디자인이 결정되며,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에 있어 독자성이 있고 창작성이 높은 부분이 모

방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그 부분을 부품이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자신의 제품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인에 대해서 확대된 선출원

주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까지로 출원시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권리의 실질적인 연장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동일 

출원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9) 헤이그협정 제5조(1)(ⅲ), 공통규칙 제9조(1), 시행세칙 제401조(a)에 따르면, 하나의 동일한 

국제출원에 흑백 또는 컬러로 표현된 사진과 그래픽 표현물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면과 사진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보정할 수 있고, 제67조의3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
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第5條(디자인등록의 요건)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
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
개ㆍ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
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
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다. 

-----------------------------------------------
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
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③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어 해당 디자인등
록출원 후에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되거나 제23조의6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
하“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기재사
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도면은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
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
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
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
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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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

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3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제18조의2

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4항, 제27조의2

제1항, 제28조 단서, 제2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

원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8조제

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 제27조의2제1

항, 제28조 단서,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68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

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 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거절결

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

초로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련조문
공포 후 3월 경과

 시 행 일

’12. 1. 1
개정사항

§2-i, §9①iii, §9②i, §72의3①iv ○①물품에 대한 규정 보완

§5②, §26②ii ○②디자인 창작요건 강화

§2-i, §9①iii, §9②i, §72의3①iv ○③도면에 사진을 포함

§7, §9①iv, §9①v, §18②, §23의4①, §26②iii, §42, 
§46①,⑥, §47①단서, §47⑥, §68③, §68④,⑤삭제

○④관련디자인제도 도입

§11의2, §13①단서, §18의2③단서,
§23의2①단서, §25의4③, §26④, §28단서

○

⑦복수디자인제도 개선(선택적 비
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신청, 심사
중지, 우선심사, 거절이유통지, 디
자인등록결정)

§8②, §18③(삭제), §19②단서 ○⑤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개선

§9의2 ○⑥출원일 인정요건 신설

§18⑤단서 후단 ○⑧보정시기 보완

§25의2 ○⑨디자인공지증명제도 도입

§25의4①,② ○⑩심사순위에 대한 원칙규정 신설

§27의2 ○⑪재심사청구사유의 확대

§28의2 ○⑫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40 ○⑬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43② ○⑭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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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Ⅲ. 결 론

   이상에서 특허청이 마련한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

이 이번 개정법률안은 올 하반기에 있게 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최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

의 관심과 현실적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특허청의 법·제도·인프라 혁신의 2단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의 3단

계 전략은 내년에 있게 될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의 도입과 선진 법체계 구축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전면 개정이 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3단계 전략의 완성을 통해 디자인 분류와 실체적·절차적 규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정비를 통

해 디자인 창작자 등 고객에게 매력적인 디자인제도로 혁신함으로써 향후 2년 후에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쟁

국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디자인제도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대한민국 디자인제도의 미래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창작노력과 기업들의 디자인경영 의지도 중요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디자인보호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특허청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디자인제도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제

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esign

Design
Design



Design



국제특허정보컨퍼런스,“PATINEX 2010”성료

   지난 9월 30일(목)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는‘지

재권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하여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논의하

는‘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 2010’이 개최됐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개

방형 기술혁신 ,‘표준특허’ 등 국제 지재권 사회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50 PATENT 21 PATENT 21 5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에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 한국특허정보원-대·중소기업협력재단 특허정보 보급·활용 MOU 체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사업에 특

허정보가 활용되어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특허정보원(원장 박재천)과 대·중소기

업협력재단(이사장 정준양)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서비스 활용을 

위해 지난 10월 6일 오전 대·중소기업협력

재단 회의실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상호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로 합의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내외 특허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특허청 소속의 특허

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통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정보를 통한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게 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

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MOU의 주요 협약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특

허정보 제공 및 활용, ▲협력사업분야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 ▲국산화 개발

업체를 위한 특허서비스 지원, ▲지식재산권 및 특허정보에 대한 보급 및 교육

훈련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특허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보급함으로써 수준 높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수행,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촉진 등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특허정보원 박재천 원장은“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

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WIPO 사무차장 일행 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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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기업, 연구소 등 기술혁신 주체

에 대한 특허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

하고 다양한 특허정보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장으로써, 윕스, 애니파이브, 마크프

로, Thomson, LexisNexis 등 국내외 특

허정보업체의 IP솔루션이 한자리에 전시

되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울산대학교 

김도연 총장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허 경 

기술표준원장, Alden F. Abbott 미국연방

거래위원회 부국장, 유럽특허청 관계자 등 

이 분야에 검증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2가지 주제(개방형 기술혁신,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정보

의 보급 및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한편, 이번 PATINEX 2010은 글로벌 특허유통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방식에서 차

별화하였다. 먼저 매년 코엑스에서 이틀간 열리던 행사를 이번에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하루 

동안 심도있게 개최하게 되었으며, 컨퍼런스의 구성 또한 정책세미나, 전시회, 워크숍 운영으로 세분

화하여 좀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PATINEX 온라인 홈페이지(www.patinex.org)를 다자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커뮤

니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산·학·연 특허정보 관계자들이 최근 지재권 동향을 공유하고 인적 네

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하여 참석자들은 선진 특허정보 및 IP 솔루션을 접할 수 있으므

로 특허정보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하고,“특허청은 본 행사를 통해 

PATINEX가 국제적 컨퍼런스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이미지를 쇄신하여 국제 특허유통의 허브로 발

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IPO 사무차장 일행이 한국특허정보원에 방문, WIPO와 한국특허

정보원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논의했다. 제프리 온예야마 WIPO 개

발분야 사무차장과 

WIPO 한국신탁기

금 컨설턴트 최인선 

서기관은 지난 10월 

5일 오후 우리 원을 

방문하여 우리 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듣고, 특허정보 분야의 적정기술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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