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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유럽공동체 디자인: 주요 특징과 세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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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상표유럽공동체상표유럽공동체상표유럽공동체상표 ((((CTM)CTM)CTM)CTM)

• 유럽연합 전체에서 지정한

상품류 및 서비스류에 대해

OHIM에 등록한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상표

유럽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RCD)RCD)RCD)RCD)

• 유럽연합 전체 (EU회원국)에서

모든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대한 외관외관외관외관에 독점적인독점적인독점적인독점적인 권한권한권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OHIM에 등록한

디자인

유럽공동체 상표 및 유럽공동체 디자인



유럽공동체 디자인

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 승낙승낙승낙승낙 없는없는없는없는
제품제품제품제품 생산은생산은생산은생산은 불법불법불법불법

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 승낙승낙승낙승낙 없는없는없는없는
제품제품제품제품 수입도수입도수입도수입도 불법불법불법불법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 승낙승낙승낙승낙
없는없는없는없는 디자디자디자디자인인인인을을을을 사용사용사용사용
한한한한 제품제품제품제품 생산은생산은생산은생산은 불법불법불법불법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 승낙승낙승낙승낙
없는디자인없는디자인없는디자인없는디자인 도용한도용한도용한도용한
제품제품제품제품 수입도수입도수입도수입도 불법불법불법불법

5

•Austria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Croatia

1 registration procedure 

1 registration office: OHIM 

1 court of law

The Community route

1 fee

1 title  valid through
out 28 countries

•Sweden
•The Netherlands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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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8개국에서 효력발휘/보호

• 유럽 연합의 인구는 5억
• 28개국에서 디자인권리가

보호 됨.
• 유럽의 각국 특허청에서 동

일한 디자인 출원이 거절됨
• 유럽연합의 각국의 법원에

서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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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동체디자인 (UCD)

• 장점: 등록 불필요, 유럽연합 내에서 디자인이 공개 (disclosure)되었
을 시 미등록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됨. 출원료 납부할 필요 없음.

• 보호 요건: 신규성 및 특이성 (독특성)
• 단점: 

•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보호기간이 짧음: 3년
• 증거 입증에 어려움 (등록디자인보다 많은 증거 입증 비용이

필요함)
• 악의 (BAD FAITH)적인 모방만 금지할 수 있는 권한
• 세관에서 미등록 디자인 권리를 토대로 어떤 세관조치도 취

할 수 없음 (저작권을 토대로 압류 요청을 하려면 저작권 문
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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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 디자인 등록으로 디자인이 자동적으로 보호
될까?

디자인 등록증만 있다고 모는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음.

디자인 심사: 방식 심사 (formal exam)만이 있음.

그렇다면 디자인의 칼과 방패는?
9

유럽 전역에서의 신속한 세관조치

가) 유럽세관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 세관 (예: 스페인)에서 모조제품 수
입규제 요청, 즉 “세관조치” 신청이 가능.

나)“세관단속조치”는 각 수출입세관들이 스스로 세관총국에 등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 감시 및 모조품 적발 시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함.

다)  각국의 디자인 또는 공동체디자인 출원서는 세관에서 지재권 문서
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꼭 디자인 등록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라)  디자인 권리자는 유럽의 각국의 자국 세관에서 침해제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조치” 신청 및 유럽공동체 모든 세관에서의 “세관보호
조치”도 원 스톱으로 한 개의 신청양식으로 수속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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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서의 신속한 세관조치 (II)

마) 세관의 모조품 “세관 단속조치”요청에 대한 세관 승인은 1달정도
소요되며 세관 단속은 약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이를 갱신을 해야 함.

바) 세관 단속에서 디자인 모조품을 적발 시, 검역관은 모조품을 압류
(통관 보류)하고 “세관조치”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 권리자 대리인
에게 연락해 10일내에 모조품 검토 후 법률조치를 취하게 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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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각

90% 이상의 세관에서 억류하는 모조품은 모조품 수입자와 권리자의
합의에 따라 소각 됨. 최고장 통보 후 합의가 있을 시 가능. 견본 보관.

간이 처분: 권리 자와 침해제품 소유자의 합의로 제품을 폐기하는 행위. 



형사적 조치/세관에서의 수속

• 세관조치는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단 권리자에게 침해여
부 확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함.

• 현재 중국에서 많은 모조품이 유럽으로 수입되고 스페인 세관을 통
해 제 3국 (아프리카)으로 재발송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유럽
연합 세관의 단속조치는 필수라고 보고 있음.

• 불법 복제품 단속 신청양식에 첨부해야 할 제일 중요한 문서는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증임.

• 또한 검역관이 상표 및 디자인 이해에 수월하도록 꼭 상표 및 디자
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관에서 “단속조치” 결정이 있을 시에는 1년마다 단속조치 신청서
를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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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조치/세관에서의 수속 II

• 세관에서 검역관이 의심되는 상표위조 또는 디자인 침해상품을 발
견하였을때 제품을 억류하고 이 내용을 “지재권 단속조치” 신청서의
권리자에게 통보하며 10일안에 샘플 제품이 위조/모조 제품인가를
감정하게 함

• 감정결과 세관에서 통관보류 중인 제품이 모조품/침해제품이라면
권리권자는 형사법원에 압류조치 및 수입자의 형사적 처벌을 요청
할 수 있음

• 침해제품 억류/압류는 침해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확보수단임.
• 형사 고발 말고도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금지, 침해물건폐기, 손해배

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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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세관 조치 통계
직권보호조치: EX OFFICIO
단속요청에 따른 조치: APPLICATION

디자인권 분쟁이 있다면?



CHAPTER 2

유럽에서의 디자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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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체디자인 분쟁 관련 판결 종류

18

1. Decisions of the OHIM (EU 상표디자인청의 판결):
• Refused Designs (디자인 거절 결정)
• Invalidity decisions of OHIM (EU 상표디자인청의 무효 판결)
• Boards of Appeal decisions (EU 상표디자인청의 항소부의

판결)
2.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3. Judgments of the Community Design Courts 
(유럽공동체디자인법원의 판결)



EU 상표청의 판결: Refused Designs (디자인 거절)

19

KO OK

EU 상표청의 무효 판결: Invalidity decisions of OHIM 

20



EU 상표청의 무효 판결: Invalidity decisions of 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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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유럽 회원국 국내 디자인 무효 신청은 각국의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함.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무효신청은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에 회
부할 수 있음

http://oami.europa.eu/ows/rw/pages/RCD/caseLaw/decisionsOffice/invalidity.en.do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무효사유

22

(a) 디자인으로서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시 (EU 공동체디자
인법 제3조, 4조에서 9조에 반할 시)

(b) 법원에 의하여 공동체디자인권자가 공동체디자인에 대하여 제14
조에 따른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적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
된 경우

(c) 공동체디자인이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 이후 일
반공중에게 공지되고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 이전
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행디자인과 저촉되
는 경우

(d) 디자인이 파리 협약 회원국의 공익과 관련된 휘장, 표장 및 문장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기타 사유는 유럽공동체디자인법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제 25조에 나열되어 있음



유아용 의자 등록디자인 무효 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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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의자 등록디자인 무효 심판 2

24

스토케 AS는 OHIM에 덴마크에 등록된 자사 디자인과 HONG ZHANG의
Infants Highchairs 가 동일한 하다고 주장하며 후행 디자인의 무효를
신청하였음.



유아용 의자 등록디자인 무효 심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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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M 무효심판부는 덴마크 특허청에 1983년 등록되고 공개된 STOKKE 
AS의 디자인과 HONG ZHANG의 공동체 등록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 (Overall Impression)을 준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함.

유아용 신발의 등록디자인 무효 심판 (특이성/독특성)

26



유아용 신발의 등록디자인 무효 심판 (특이성)

27

중요 사항:

청구인이 무효 신청을 영어로 제출했으나 절차 언어는
스페인어였음. 청구인은 OHIM의 통보에 따라 다시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효 신청 기각될 수 있음.

청구인: 크록스
CROCS, INC.

피청구인: DIVISA 
SISTEMAS  
GLOBALES, S.A.

유아용 신발의 등록디자인 무효 심판 (특이성)

28

신규성 –novelty-에 대한 심판:

양 디자인이 샌들의 형태를 이루더라도, 특히 끈과 밑창의 외관과
관련되어 일련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찮은 세부사항으로 고려될
수 없음. 두 디자인의 특징은 중요한 구성요소에 있어서 다르다고
여겨지므로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신규성에 대한 무효사유는 기각됨.

특이성 –individual character- (독특성)에 대한 심판:

디자인을 개발할 때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고려되어야 함. 

당업자에게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밑창의 표면은 두 디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구성요소임. 디자인을 비교시 당업자는 후행
디자이너의 선택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두 디자인이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므로 특이성이
부족하도고 판결. 후행 디자인은 무효 판결 받음.



상표에 반하는 등록디자인 심판

29

판결: 상기 공동체디자인에서 사용된 표지와 상기 상표로 보호되는 표지
사이의 유사성에 관해서, 청각, 시각, 개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전체
평가에 의해 비교되어야 하고, 두 상표의 독특하고 주요 요소를 염두에
두면서 두 상표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초로 해야 함. 두 표지/디자인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이 단어 부분임.

비교하는 표지/디자인이 동일한 단어 부분을 포함하고, 두 문자 CK를함께
사용하므로, 두 표지는 유사하므로 두 표지의 혼동 가능성이 있고
상표권자는 CTMR 제9조(1)(b)에 따라 금지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선행 유럽공동체 상표

후행 공동체
디자인

EU 상표청의 항소부의 판결

30http://oami.europa.eu/search/legaldocs/la/EN_boa_index.cfm



유럽사법부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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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ami.europa.eu/ows/rw/pages/RCD/caseLaw/judgementsECJ.en.do

유럽사법부재판소의 판결

32

OHIM 항소부 판정에 대한 항소는 행정 판정의 제3심으로 EU 
안에서는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기할
수 있음. 

침해소송시 공동체상표의 취소나 무효선언을 위한 반소로 각
회원국영내에 지정된 공동체상표법원(제1심 및 제2심의 국내법원
및 심판소)에 제기 가능하며 유럽사법재판소에 불복이 가능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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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M 항소부 판정에 대한 항소는 제3심인 EU 안에서는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에서 결정함 =
유럽1심재판소 (General Court). 

리스본조약에 따라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으로 바꾸고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송달일로부터 구속력을 가지며 각국
법원의 EP, CTM, RCD, 및 지재권 집행 지침 등과 관련된 지재권
관련 사법적 절차(소송 기타)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선결적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음: 국내 법령에 반영되는 각종
규정 및 지침을 각국 법원이 사건에 제대로 적용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 (예비적 판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Case T-55/12

34

유럽사법재판소는 타이완 국적자 Su-Shan Chen 이 제기한 OHIM 
항소심판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항소 신청자는 선행
상표가 평균 이하의 식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선행 상표와 후행 디자인이 동일한 지정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입체상표권 자와 후행 공동체 디자인 권리자가 경제적으로 견련
되어 있다고 오인할 혼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결함.

후행 디자인선행 입체상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Instrument fo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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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디자인법 제 25조.1.e항에 따라 식별력이 있는 표지가 후행
디자인에 사용되고, 그 표지를 관리하는 공동체 법 또는 회원국법률이 그
표지의 권리명의인에게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을
시사. 또한 후행 디자인이 디자인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OHIM항소 심판부의 결정을 인정함. 혼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므로
후행 디자인의 무효판결이 적중함을 판시.

후행 디자인

선행 독일 입체상표 2911311, 300454708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선결적 판결 Case C-488/10 

36

선행 디자인이 모조품 제조사에게 최고장을 보냈을 시 모조품
제조사가 바로 OHIM에 출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 등록
(수비적 등록)한다면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후행 등록 디자인
권리자에게 디자인 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선결적 판결 Case C-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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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GASA ㈜는 2005년 유럽공동체 디자인 a beacon-like marker used for 
traffic signalling purposes을 출원 등록함.

PRION이라는 회사가 선행 디자인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CEGASA는 PRION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최고장을 송달. 
PRION은 답변 대신 바로 자사 제품을 사진 찍어 유럽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

유럽공동체디자인법 제 19조1항에 따르면 디자인 권리자에게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침해자가 디자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이
없없음.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공동체디자인법 조항 해석을 해 본 결과 후행 디자인
권리자도 제 19조의 3자라고 해석함. 후행 디자인 권리자가 선행 권리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디자인 등록을 했다면 EU상표디자인청에서 후행
디자인 무효 신청 필요없이 침해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결정함.

위의 해석은 전 유럽 법원에서 준수되고 유사한 사건 판결에 적용해야 함.

CHAPTER 3

디자인 분쟁 체크리스트

38



유럽 연합 내에서 지재권 분쟁 체크리스트

39

- 어느 국가에서 침해가 발생하였는가?
- 침해 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 판매자 중 누구를 제소해야 할까?
- 어느 국가에서의 소송이 유리할까? 손해배상 액수가 높은 국가, 

소송 기간이 짧은 국가,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등
- 디자인 침해 소송은 디자인 권리자가 침해를 유발한 자에게 먼저

제소함. 다만 침해혐의자도 디자인의 무효신청 또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디자인 소송 준비 시에 중요한 요소는 승소 가능성, 절차의 신속성, 
및 구제 조치라 할 수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유럽공동체 디자인 전문 법원이 있으므로 판사들의
유럽공동체 디자인 관련 전문성이 돋보이고 있음.

- 권리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혹은
협박)는 어떠한 소송 전에도 필수임.

유럽 연합 내에서 지재권 분쟁 :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40

가처분:

유럽의 모든 법원은 각 관할권내에서 디자인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임시처분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임시처분 요청 후에
예비심리가 있는 경우가 많음.

스페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중요 요소는 사안의 긴급성과 가처분 없을
시의 위험성 등이며 심리를 거쳐 이를 증빙하고 결정됨.

스페인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상의 로열티, 침해자가침해 행위로 얻게 된
이익 등을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판결 집행 때에
청구할 수 있음.

유럽공동체 상표권 및 유럽공동체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소송은 유럽공동체
상표권자에 의해 각 회원국 영역 내의 지정된 관할법원에 제기되어야 함.



EU에서의 지재권 분쟁 : 미국, 한국, 유럽의 디자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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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디자인 비교 시 심미감이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김.
- 미국에서는 디자인을 특허법 및 상표법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통해

보호하고 있음.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음.

- 미국 상표법에 의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포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색채의 혼합, 제질, 그래픽, 특색, 
판매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식별력이나 2차적 의미를 가져야 하며, 
기능적이지 않아야 함 (기능적인 내용은 특허로 보호 받아야 함)

- 식별력의 2차적 의미란 “상품의 외관의 독특한 모양이나 형태가 식별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포장 및 타이프페이스까지 포함하는 제품의 전체 및
부분의 외관으로 제품성, 신규성 및 독특성 (특이성)을 보유하여야 함. 

- 유럽의 신규성 및 독특성은 당해 디자인이 최고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 전체적인 인상을 보고 판단해야 함. 신규성의 범위를 확정하는 주체는
당업자 (person skilled in the art)이며 독특성 판단주체: 통상적 정보를
가진 사용자 (Informed user)임.

EU내에서 지재권 분쟁 : 미국, 한국, 유럽의 디자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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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보
호 제도

유럽공동체 디자
인 제도

한국 디자인 제도

디자인 필수 요소 물품성, 장식성, 
독창성

제품성, 외관성, 
장식성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디자인 등록 요소 신규성, 독창성, 
non 
obiousness

신규성, 독특성, 
시각적으로 표현,
공서양속에 반하
지 않아야 함

산업에 이용 가능
성, 신규성, 창작
성

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디자인 특
허제도, 8개월
정도의 등록 기
간 필

방식 심사

등록: 1주일

디자인 무심사 및
심사제도



CHAPTER 4

삼성 VS.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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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에서의 삼성과 애플 디자인 분쟁

46

영국 공동체상표디자인 특별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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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동체상표디자인 특별 법원의 판결

- 2011년 9월 :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RCD`607 001)관련
비침해 확인 소송 제기 (제품-갤럭시탭 10.1/8.9/7.7)
- 2012년 7월 9일 : 삼성전자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 승소, 
애플 항소 (1심 판결).
- 2012년 7월 18일 : 영국 법원, 애플에 삼성이 디자인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 명령.
- 2012년 7월 26일 : 영국 법원, 애플의 언론 광고 시기
항소심까지 유예 결정.
- 2012년 10월 18일 : 항소법원, 애플 항소 기각.

영국 법원에서의 삼성과 애플 디자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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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공동체 디자인



영국법원의 삼성과 애플 디자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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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품

50

삼성 제품

영국법원의 삼성과 애플 디자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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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품

영국법원의 삼성과 애플 디자인 분쟁

영국 특별상표디자인 법원 판결 2012.10.18

52

소송 번호: A3/2012/1845

영국 특별상표디자인 법원은 유럽공동체디자인법 제 10조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선행디자인권 침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테스트는 일정한 지식을
보유한 소비자가 보기에 다른 전체적인 인상 (different overall impression)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표명 (판결문 제 9번 조항).

2012년 7월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과 관련해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과 다르다고 판결했음. 
당시 영국 법원은 `Knight Ridder(1994)` 등 약 50여 개의 선행 제품을 고려해
애플 디자인의 많은 부분에 독창성이 부족하며 삼성 태블릿이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그러자 애플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이날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 판결함. 또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광고하라고 지시함.



네덜란드 상사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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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애플은 삼성 태블릿에 대한 가처분 요청을 함. 네덜란드
법원은 가처분 요청을 기각함. 애플은 이를 항소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법의
해석을 요청했음.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선고함. 갤럭시탭 7.7, 8.9, 10.1의 디자인침해를 주장하는 애플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비침해 확인 소송의 결과임.

스페인에서의 애플 형사 고발 (N-TK)

2010년 애플은 삼성과의 분쟁에 사용한 동일한 유럽공동체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스페인 업체 N-TK를 스페인 발렌시아 형사 법원에 지재권 침해
범죄로 고발함. 스페인 발렌시아 법원은 N-TK 제품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으며 발렌시아 세관에서 통관 보류 해지 명령.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

54

애플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자사 공동체디자인 181607-0001를 토대로
삼성의 태블릿 유통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고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침해한 것으로 결정함. 두 디자인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 차이점이 전체적인 인상에 차이를 주지 않는 것을 중요시함.

다만 삼성은 갤럭시 탭 10.1을 재 디자인해 갤럭시 탭 10.1N을 독일에 출시했고
뒤셀도르프 법원은 수정된 모델에 대한 새 예비적 금지명령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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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공동체 상표권 및 유럽공동체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소송은 유럽
공동체 상표권자에 의해 각 회원국 영역 내의 지정된 관할법원에 제
기되어야 함

• 또한 FORUM SHOPPING을 이용 유럽공동체상표청이 위치하고 있
는 스페인 알리칸테의 유럽공동체 상표법원 (Community Trade 
Mark and Design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피고와 원고가 모두 유럽연합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송
은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 위치하고 있는 스페인 알리칸테
(Alicante)의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법원(Community Trade Mark 
and Design Courts)에서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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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법원(Community Trade Mark & Design 
Courts)은 유럽공동체상표와 디자인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 법원이며 동 법원의1심 및 항소법원 판결은 스페인
대법원에서 항소가 가능.

공동체상표공동체상표공동체상표공동체상표 VS. VS. VS. VS. 공동체디자인공동체디자인공동체디자인공동체디자인

• 원고 플레이보이(Playboy)사는 비와이씨 코로나(BYC 
CORONA)사를 고소함

• 피고는 원고의 유럽공동체 상표권 5개를 침해하였고, 원고상표의
저명성과 양사가 사용하는 표장들이 서로 혼동되거나 오인될
소지가 다분한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

• 피고는 자동차 튜닝관련 제품 및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
플레이보이사의 상표와 동일한 토끼머리 표장을 도용한 제품을
여러 거래처에 판매

• 피고는 최고장에 신중하게 답변하지 않고 침해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고의적으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유럽공동체 디자인으로 등록함.



사건사건사건사건 개요개요개요개요

원고의원고의원고의원고의 유럽공동체상표유럽공동체상표유럽공동체상표유럽공동체상표 피고가피고가피고가피고가 사용한사용한사용한사용한 표장표장표장표장

BUNNY

쌍방이 사용하는 표장은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 법원의 판결

• 법원은 양사의 표장을 비교하였을때, 관련 소비자가 후행 상표의
지정상품과 선행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간주하거나 두
상표권 기업이 경제적으로 견련되어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함.

• 쌍방의 표장을 비교해 본 결과, 피고의 표장은 원고의 표장과
동일하며 쌍방의 표장은 도형인 FIGURATIVE MARK로 시각적인
유사함을 지니고 있어 혼동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수비적인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의 결정에 의해 피고가 등록했던 디자인이 무효화됨에
따라 동 디자인 등록은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피고가 디자인을
출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원고의 상표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 가능성
역시 높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피고가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계속 판매해 왔던 사실에 근거, 고의적인 상표침해가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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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455/2007 

애플의 요청에 따라 유럽공동체디자인 침해에 대한 일간지
AS에서 MOSAICO LOGISTICS & SUPPLY CHAIN CONSULTING, 
S.L.에게 구입해 판매하려던 MP3제품에 대한 가처분 청구를
인정함.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 특별 법원 판례 2

63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 특별 법원 관할권

64

The Community Design courts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for infringement actions and — if they are permitted under national law —
actions in respect of threatened infringement of a Community design: 침해
소송 및 유럽공동체디자인 침해 소송

for actions for 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of a Community design, if 
permitted under national law: 유럽공동체등록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

for actions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유럽공동체 미등록디자인의 무효 소송

for counterclaims for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a Community design 
raised in connection with actions under the first bullet point above: 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무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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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디자인 권 침해 및 이로 인한 피해 발생 후 사용할 마지막 카드로서
사전에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송 전 알맞은
전략을 구축하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떤 법원이 짧은 시간에 디자인 권리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지를 알아보고 디자인 관련 전문 판사들이 있는 재판소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 스페인에 위치한 유럽공동체디자인 법원은 전문
법원으로서 알리칸테 유럽상표청과 같은 도시에 위치해 판사들이 디자인법
관련 지식 및 정보를 타 지역보다 업데이트, 숙지하고 있음

- 가처분 신청은 소송 중 중요한 무기로서 디자인 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동체디자인은 빠른 수속과 등록으로 효율적인 보호권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
- 통상적으로 유럽에서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상의 로얄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게된 이익을 통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함.
- 유럽 연합의 디자인 판단은 “독특성” (individual character)을 중요시 하고

있어 삼성의 태블릿들이 애플의 상품보도 독특하지 않으며 디자인 이용자
입장에서 각 회사제품에 대한 혼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판례와는 상반된 판결을 보여주고 있음.

감사합니다

66



67

68



Joaquin Costa 24, 28002 Madrid SPAIN T + 34 915 642 300
F + 34 915 633 538

www.sfp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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