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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22.1.1.로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눈여겨 보세요
- 코로나19·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 면책 등 규정 보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년

2022

월

1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년 월 일부터
(WIPO)

2014

7

1

시행하고 있다.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

2020

번째로 동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삼성전
자는

건을 출원하여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

859

으로 확인되었다.

*(
** (

) 전체 1,387,800건, 중국(55.5%), 유럽연합(8.8%),
, 미국(3.7%), 터키(3.4%)
)
, P&G(623건), Fonkel(569건), 폭스바겐(524건), 샤오미(516건),

’20,국가별

’20,기업별

한국(5.1%)

삼성전자(859건)

LG전자(478건)

□ 년 월 일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내용은
ㅇ 코로나 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2022

1

19

1

,

기한 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

ㅇ 또한

,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하였다.

12

* 국제디자인 출원이 접수된 후 해당 출원이 공개되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
공개기간)으로 국제사무국이 공개 사본을 각 지정 관청에 송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한 출원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기간이 적용

ㅇ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종전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다수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

준비 중인 기업들이 비용 및 신속한 권리 획득에 유리한 헤이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https://www.wipo.int/
about-wipo/en/assembli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개정 헤이그협정 공통규칙 (2022.1.1. 시행)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디자인심사정책과
박찬휘 주무관 (☎ 042-481-8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헤이그협정 공통규칙(’22.1.1. 시행)
개정전

개정후

규칙5 (우편 및 교부 업무상의 하자)

1. [우편 업무를 통하여 송부된 통보] 이해당사자가
우편 업무를 통하여 기한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
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에 관한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 이해 당사자가 규정에 명시된 시간 제한을
...(중략)
미준수한 경우, 기한 미준수가 전쟁, 혁명, 시민
2. [교부 업무를 통하여 송부된 통보] 이해당사자가
혁명, 파업, 자연재해, 전염병, 우편 배달 또는
교부 업무를 통하여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
전자통신에 의한 통신장애 등 이해당사자의 통제
보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이해당사자가 다음
를 벗어난 상황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
인한 경우 등 국제사무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
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거를 제출할 시, 이는 면책된다.
...(중략)
2. [증거의보류; 증거를 대신한 성명] 국제사무국은
3. [전자적으로 송부된 통보] 이해당사자가 전자적
증거 제출에 관한 1항에 따른 요건을 보류할 수
수단을 통해 기간 내에국제사무국 앞으로 통보하
있다. 이러한 경우, 이해당사자는 기한의 미준수
지 못한 경우, 그 이해당사자는, 국제사무국과 전
가 국제사무국이 증거 제출에 관한 요구를 보류
자통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혹은 그것이 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해당사자의 소재지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통보기
한다.
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전자통보 서비스
3. [면책의 제한] 기간혜택면제는 국제사무국이 제1
재개 후 5일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
항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증거 및 그 통보 또는
는 증거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용하
해당되는 경우 그 통보의 사본을 늦어도 그 기간
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책된다.
만료 후 6월 이내에 수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
4. [면책의 제한] 기간혜택면제는 국제사무국이 제1
다.
항, 또는 제2항 또는제(3)항에서 언급된 증거 및
그 통보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통보의 사본을 늦
어도 그 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수령하는 경우
에만 가능하다.

규칙5 (기한 미준수에 관한 면책)

·

규칙17 (국제등록의 공개)

1. [공개 시기] 국제등록은 다음 시기에 공개된다:
가. 출원인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
즉시,
나. 공개의 연기가 신청되었고 그 신청이 무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기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즉시,
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6개월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규칙17 (국제등록의 공개)

1. [공개 시기] 국제등록은 다음 시기에 공개된다:
가. 출원인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에 즉시,
나. 나호의2에따라, 공개의 연기가 신청되었고 그
신청이 인정된 경우, 공개의 연기 신청이 만료
된 날 이후 즉시
나호의2. 출원인이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국제사무
국으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즉시
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개정전

개정후

규칙21 (변경의 기록)
규칙21 (변경의 기록)

1. [신청의 제출] 나. 권리자가 신청을 제출하고 서
명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가 명의변경에 대한 기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권리자가 서명한 경우, 또는
2) 새로운 권리자가 서명하고, 그 새로운 권리
자가 권리자의 정당한 승계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할 기관으로
부터의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1. [신청의 제출] 나. 권리자가 신청을 제출하고 서
명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가 명의변경에 대한 기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권리자가 서명한 경우, 또는
2) 새로운 권리자가 서명하고, 그 새로운 권리
자가 권리자의 정당한 승계인으로 보인다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6. [변경의 기록 및 통지] 다. 제1항나호2목에 따라
양수인의 청구에 의해 소유권에 변경이 등록되었
으나, 기존 권리자가 서면으로 국제국에 변경을
거부한 경우, 해당 변경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양 당사자에 이
를 통지하여야 한다. - 규칙21제6항(다)호 신설

규칙37 (경과규정)

3. [공개 시기에 대한 경과 규정]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한 규칙17제1항다호는 그날 이전에 출
원된 모든 국제출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등
록에 계속 적용된다. - 규칙37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