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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목)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메타버스 기념행사 개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21일(목),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
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舊

ㅇ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ㅇ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ㅇ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 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

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ㅇ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ㅇ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 송갑석 의원 (개정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은 축사에서 디지털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디지털환경 하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와 특허청 디자인맵(www.designm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개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디자인심사정책과 최은석
주무관 (☎ 042-481-53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개요

붙임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디자인보호법 제정(‘61.12.31.) 6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 홍보하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

ㅇ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행사개최

·

주요행사 내용
ㅇ

·

(온라인 학술세미나) 디자인법 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 진행
개회사
10:00-10:05

인사 김용래 특허청장(사전녹화)
주제 디자인보호법 60년, 회고와 평가
발표 최철승 과장(특허청)
김웅 변리사(해움 국제특허)

세션 1

(10:05-11:10)

토론

이규홍 부장판사(특허법원)
전승철 과장(특허청)
정태호 교수(경기대)

주제 디자인보호법에게 바란다!
김용주 대표((주)카페인웍스)

세션 2

(11:10-12:15)

상지은 변리사(아모레퍼시픽)
발표
윤승현 팀장(현대자동차)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정리 최철승 과장(특허청)

12:15-12:20

폐회

진행:

김지훈
(특허청)

참고 1 : 학술세미나 토론자별 세부주제

세션1 : 디자인보호법 60년

토론자

1

2

3

4

김웅
변리사

이규홍
판사

전승철

-

부분디자인제도와 관련디자인제도

-

재판과정에서 바라본 디자인 보호법

-

법명변경 및 글자체디자인보호 도입과정

과장

정태호
교수

(‘05년 개정)과

(’21년 개정)에 대한 평가

화상디자인보호 강화

-

일부심사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제안
세션2: 디자인보호법에게 바란다

토론자

1

2

3

4

김용주
대표

상지은

- AI관련

-

변리사

윤승현
팀장

정차호
교수

디자인창작에 대한 정책적 대비 필요성

고객경험측면에서 건축물 인테리어관련 디자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

-

융·복합디자인에 대한 보호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

디지털경제에서의 디자인권 간접침해 규정의 정비
필요성

(메타버스 강연 및 전시) 제페토(네이버), 이프랜드(SKT) 등 메타버스

ㅇ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연, 전시회 등 일반인 대상 행사 진행

」

-「강연(이프랜드)

:

디자인 창작물 보호 꿀팁(김형준 변리사), 디자인

계약 실무 꿀팁(서유경 변호사)

「전시

-

」

및 상담(제페토)

아바타간 채팅기능을 활용한 디자인권
상담부스 운영, 굿디자인 전시회, 행사참여 인증샷 올리기 등

참고 2 : 메타버스 강연 및 전시
◈ 사회 및 진행: 최은석 주무관(디자인심사정책과)
개회사
13:00~13:10

축사
강연

1

(30분)

강연

2

(30분)

송갑석 의원(산업위)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
(김형준

변리사)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
(서유경

변호사)

이프랜드
(if land)

세션
(13:10~14:10)

< 이프랜드 라운지 온라인 축사 >

< 이프랜드 온라인 강연 >

동시
진행

전시관람
아바타활용 지재권 현장상담

< KIPO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 : 정부대전청사 컨셉 >

제페토
(zepeto)

세션
(14:10~16:00)

< 지재권 상담부스 >

< 디자인보호법 관련 전시 >

< 아바타 인증샷 이벤트 >
16:0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