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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디자이너는 주어진 시각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전체 그림으로 완성해 내는 시각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비행기, 헬리콥터, 로봇 등 1만 3천여 장의 스케치에는 오늘날 개념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교한 설계 도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때 도면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표현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디자인 도면형식에 관한 규정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추진하는 디자인법 조약에서 전 세계 도면형식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그리

녹록한 과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0년에 세계 최초로 도면의 한 종류로 3D도면의 제출을 허용하였고, 2011년에 동영상파일을 도면으로 인정하는 등 디자인

제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다른 도면요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서류 제출 하자로 심사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해외 디자인도면 가이드북은 주요 3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면요건과 실무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내기업

들이 해외출원 시 도면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해외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이나 대리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해외출원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이나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

청장으로서 급변하는 디자인정책 환경에서 최선의 디자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4월

특허청장 김 용 래



일러두기:

1. 이 가이드북은 WIPO 설문조사, 보고서, 기타 문헌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각국의 도면실무는 디자인뷰(DesignView), 각국 공보사이트를 통해 입수된 도면을 통해 실무태도를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이 가이드북은 실무자들에게 도면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중 미확인 정보나 개정이전 정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 
Countries

해외 디자인출원순위, 디자인산업,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3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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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도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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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디자인을 1개의 출원서로 제출하는 것을 복수디자인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통계에서는 출원디자인(application)의 수와 디자인

(design)의 수를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복수디자인출원에는 여러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멕시코, 대만, ARIPO,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하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중국같은 경우 1개의 디자인 컨셉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한해 복수의 디자인제출이 가능

합니다.

복수디자인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그 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20개 까지였으나 로카르노 및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서 100

개까지 늘렸습니다. 독일은 100개까지, EU는 99개, 스페인은 50개, 베네룩스특허청 50개, 헝가리 및 그리스는 50개까지 허용하고, 싱가포르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복수디자인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을 제출할 때 각 디자인은 아라비아숫자, 일련번호, 도면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구분합니다.

이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1.1, 2.1, 3.1 순으로 앞자리 번호를 통해 디자인을 구분하는 방식이며, 헤이그 출원 및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원서에서 M001, M002 같은 일련번호를 별도로 생성하여 100개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의 경우에도 도면을 M1, M2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1. 복수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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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에서는 도면개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한 형상과 보호범위를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동적디자인이나 세트물

품같이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수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출할 수 있는 도면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도면 수에 제한 규정을 두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1개의 디자인당 EU의 경우

10개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7개 까지만 보호범위로 인정되고 나머지 3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10개 까지만 제출할

수 있고, 영국, 스페인, 우크라이나는 7개 까지만 제출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명목상 100개까지 허용하고 있어 제한이 없는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A4지에 사진을 붙이거나 출력하여 제출하는데, 전자출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WIPO의 경

우에는 전자출원시 도면개수에 제한이 없으나 서면제출시에는 25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국가는 제출도면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중국, 일본, 브라질, 대만에서는 미리 정해 놓은 필수 도

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면도제출이 필수이고, 브라질은 사시도 및 6면도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2. 제출가능한 도면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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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 견본제출은 도면 대신 실물제품을 제출하여 디자인 특징을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크기와 무게같은 현실적인 제

약 때문에 평면물품에 한정하거나 크기, 무게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견본제출을 불허하는 미국, 스위스, 헝가리, 베네룩스특허청, 호주, 멕시코에서는 견본을 출원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본에는 인쇄물이나 스티커, 캐릭터 등의 평면견본과 입체적 물품의 입체견본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출가능한 견본의 종류와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등은 평면과 입체견본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나, 규정상 크기제한 등이 있어서 큰 입체

물품의 경우 제출이 불가합니다. EU, WIPO,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은 평면견본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견본과 함

께 견본사진이 함께 요구되고 크기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면견본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3. 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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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전자출원시에는 문서포맷과 이미지포맷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서는 대표적으로 PDF가 사용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DOCX,

ODF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포맷은 JPG, TIFF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GIF, PNG, BMP 등도 국가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전세계 최초로 3D프로그램인 CAD, 라이노나 3DMAX등에서 사용하는 3D모델링파일(DWG, DWF, IGES, 3DM, 3DS)제출을

허용하였습니다. EU에서도 3D모델링파일(X3D, OBJ, STL)의 제출이 가능하고 캐나다에서는 3D PDF제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영상파일(MPEG, WMV, SWF, AVI)제출이 한국에서는 참고도면에 한정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한용량은 각 나라 시스템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도면기준으로는 1MB에서 20MB의 범위에 걸쳐 정

하고 있고, 1디자인기준으로는 13MB에서 1.2GB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나다의 경우 디자인당 1GB까지 허용하고, 미국은 파일당

100MB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도면포맷 및제한용량

미국 한국 일본 EU 중국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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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제출할 때 각 도면을 구분하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출원인의 제출편의 뿐만 아니라 심사 및 공보게재시에 도면을 구분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각 나라들은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을 문자, 숫자, 도면명칭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조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의미의 ‘Figure’ 약어를 FIG.1, 2, 3 식으로 제출하는 미국과 , 스페인

어로 그림, 형(形)을 의미하는 Figura 1, 2, 3 으로 제출하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한국은 도면1.1, 1.2와 참고도면1.1, 1.2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두 자리 아라비아숫자 1.1, 1.2, 및 2.1, 3.1 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대부분 EU 국가 및 WIPO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숫자

는 디자인의 수를 나타내고, 뒤의 숫자는 도면의 수를 나타내므로 쉽게 청구된 디자인과 제출된 도면의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미리 도면제출형식을 정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은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를 제출형식으로 정하고 있고, 중국은

주시도(정면),후시도(배면),좌우시도(좌우측),부시도(평면),앙시도(저면도),참고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면 식별항목과 함께 도면명칭을 도면에 직접 기재하는 영국, 호주 등이 있고, 핀란드의 경우 일련번호 M1, M2 로 모든 도면을 구분하는 체

계가 사용됩니다.

5. 도면 식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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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에 대한설명

불요구 필수 선택 불허

EU, 스페인, 노르웨이, 

헝가리, 터키, ARIPO, 

이스라엘

미국, 중국, 일본, 덴마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대만

한국, WIPO,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BOIP, 싱가포르,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호주

도면을 통해서 디자인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바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보호형태인 경우에는 설명기재를 필요로 합니다. 움직이는 동적디

자인이나 사용상태도의 경우에는 제출도면의 성격이 기재되면 제출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실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같은 경우 설명기재를 필수사항으로 하

고 있으며, EU, 스페인, 노르웨이, 터키 등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필요한 경우 도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

우에 따라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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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에는 기본도면 외에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확대도, 분해도, 사용상태도 등 특수한 도면들이 있습니다.

치수나 설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기술 도면은 24개 나라 중 13개 나라에서 허용하는 등 국가마다 실무적 태도가 비등합니다. 디자인에서 기

술도면은 대부분 보호범위를 나타내는 도면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고, 허용하더라도 참고도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확대해서 표현하는 확대도는 30개 나라 중 브라질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내부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단면도는 30개 나라 중 스웨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허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구성물을 임의로 분해하여 결합상태를 보여주는 분해도는 30개

나라중 21개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실시사진이나 사용환경 등을 보여주기 위한 사용상태도는 28개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특수도면의 허용

비율을 보면, 확대도와 단면도는 90%가 허용되고, 분해도는 70%, 사용상태도는 93%의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7. 특수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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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 부분디자인은 보호범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전략적 보호가 가능한 특유의 방법입니다.

전세계적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권리요구부(claimer)과 권리불요구부(disclaimer)를 구분하는 도면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을 도면에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실선과 파선(broken line)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채도나 명도 차이를 주어 구분

하거나 채색하는 방법, 선으로 영역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표현방법에 대해 실무적 태도가 상이한데, 파선사용 방법만을 허용하

는 국가는 스위스, BOIP, 노르웨이, 러시아, 멕시코, ARIPO, 이스라엘이 있으며, 모든 표현방법을 허용하는 국가는 EU, 독일,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8.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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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호형태의 디자인 외에 동적디자인, 한벌물품디자인같은 특수한 보호형태의 디자인도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은 형태가 변화하는 데에 특징을 가지는 디자인으로서 예를 들어 의자다리가 접히면서 넉다운(Knock down) 형태로 변하거나 애니메이

션에서 캐릭터의 움직이는 동작 등이 표현된 화상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변화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도면을 필요로 하는데, 변화

전후가 간단해서 2개의 도면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변화과정이 정교하여 다수의 연속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개 나라 중 26개 나

라에서 이러한 동적디자인의 도면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여러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결합된 완성 형태 뿐 만 아니라 각 구성품을 보호범위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용기에서 뚜껑과

몸체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도면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30개 나라 중 24개 나라가 이러한 도면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의 컨셉과 모티브가 같고 용도가 다른 물품을 한벌물품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년필세트는 만년필과 리필잉

크, 케이스 등 물품을 각각의 도면으로 표현하여 전체 구성물품 모두를 보호범위로 하게 됩니다.

9. 특이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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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한번 제출하면 그 제출일이 출원일자로 인정되어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신규성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

에서 출원일이후의 도면보정은 요건에 따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WIPO, BOIP, 멕시코, 터키의 경우에는 출원이후 도면보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

니다.

도면의 보정범위는 최초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거나 사소한 표현의 변경, 부분디자인의 범위변경 등 대부분 비실체적인 부분의

보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초 디자인 특징이 변경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분디자인에서 실선과 파선을 변경하는 보호범위의

확장 및 감축이 가능하며 러시아는 보호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브라질은 출원이후에도 어떠한 경우의 보정도 허용하고 있습니

다.

한국의 경우 디자인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만을 인정하는데, 실무상 도면간 불일치를 보정하는 것 외에 보정의 허용범위가 비교

적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디자인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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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초기로부터 목표로 향해 대안을 찾아가는 인간의 문제해결행위이다. 

-H. A. Simon

디자인은 여러 측면의 질을 갖춘 사물, 프로세스, 서비스,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지닌 창조적 행위를 말한다.

–ICSID(세계산업디자인협회)-



미 국 특 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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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불허

✓ 복수디자인: 동일한 디자인개념에 대해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멧(전자출원): PDF

✓ 도면용량: 파일당 1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인정시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미국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도면에 대한 설명

특허법절차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명세서에 도면에 대한 설명, 청구항 등을 기재한다. 도면에 대한 설명에서는 각 뷰에 대한 설명 및

도면의 성격, 사용한 선의 목적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1은 정면도이고, 파선은 청구범위가 아니라는 취지 등 다양한 목적의 내용이 기재

될 수 있다. 명세서에는 1개의 디자인에 대한 청구항만 기재할 수 있으나, 동일한 디자인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실시예(embodiment)를 제출하여 결

과적으로 복수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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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은 FIG. 1,2,3…순으로 디자인을 표현하는 뷰를 지정하여 표현한다. 대개 입체도 및 6면도를 기준으로 표현되나 도면의 표현개수에

요건이나 제한은 없고, 청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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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나무

금속

코르크

미국에서 전통적인 도면은 검정색잉크로 작도법에 의해 라인드로잉으로 도시하는 방식이다. 실선, 파선, 점, 음영 등을 도시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나무, 유리, 금속 등 재질에 대한 패턴도시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다. 사진, 컴퓨터렌더링도면이 불허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이 허용되며 여러 표현형식을 혼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무재질이 표현된 도면 천재질이 표현된 도면

고무, 우레탄재질이 표현된 도면 투명재질이 표현된 도면

투명

스펀지,고무단면

의류,직물

도면표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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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진 및 컬러표현이 허용되지 않지만 디자인의 색상, 표현 등을 위해 미국특허청에서 승인하는 경우 사진도면과 컬러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컬러도면흑백사진 컬러사진

사진/컬러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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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분디자인은 출원인 의사대로 보호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 보호범위(Claimer)와 비보호범위

(Disclaimer)를 파선, 음영차이로 표현할 수 있으며, 파선대신 점선과 1점쇄선 등이 보호범위와 관련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1점쇄선으로 도시된 부분디자인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도차이로 도시된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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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는 단면위치를 문자와 선으로 표시하고 별도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기능이나 기계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부분확대도도 특정위치를 문자로 표시하고 별도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분해도 제출도 가능하다.

분해도단면표시 단면도

부분확대도 부분확대도

특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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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용되는 환경이나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색상표현이 불가능한 라인드로잉도면에서는 미리 정해진 색상도

시방법에 따라 빗금 등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색상이 표현된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색상도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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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디자인 또는 동적화상디자인은 변화전후 과정을 도시하고 명세서상 도면에 대한 설명에서 이를 특정하는 설명을 기재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first image, second image.. 등으로 변화과정을 표시하여 동적(화상)디자인을 특정한다. 명세서에는 통상 “변화과정의 방식이나 과정은 청구디자

인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적화상디자인 도면 동적화상디자인 도면

동적(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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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출원시 본도면 외에 추가적으로 Appendix(부록)을 제출할 수 있다. 부록에는 컬러도면∙사진, 실시형태, 디지털이미지, 타인의 상표와 저

작물이 포함된 도면 등 비정식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추후 보정을 통해 청구디자인상 보호범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식 도면식별항목

(Fig.1, Fig2.)가 붙지 않고 도면번호가 없거나 A1,A2등의 식별기호만 붙는 경우가 많다.

Appendix 컬러도면Appendix 도면

청구디자인에 포함된 Appendix도면

부록(Appendix)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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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불허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TIFF

✓ 도면용량: 디자인당 2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33

일본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일본에서는 디자인의 설명기재가 필수사항이며 특허적인 요소를 허용하는 디자인보호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기재된다. 디자인의 설명에는 물

품의 기능 및 작동방법, 디자인의 특징을 포함하여 각 도면에 대한 설명 및 단면도, 확대도, 사용상태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허용된다. 

34

도면에 대한 설명



필수적으로 6면도-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를 제출해야 한다. 사시도와 6면도 외의 도면은 참고도면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복수디자

인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시도 정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평면도좌측면도

도면식별항목

35



도면은 통상적으로 라인드로잉으로 표현되고,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으로 표현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라인드로잉 3D렌더링 3D렌더링

사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36

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의 경우 실선과 파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채색에 의해 보호범위와 비보호범위를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37

부분디자인



부분확대도와 단면도는 본도면에 반드시 부분 및 단면 표시를 하고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이하게 사시도는 필수도면이 아니기에 참고도면

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부품명칭,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분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후방사시도부분명칭도

38

특수도면



동적디자인은 본도면을 변화전도면으로 특정하고 변화후의 도면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한다. 동적화상디자인도 마차가지로 본도면을 기준으로 변화

후 상태를 순서대로 참고도면1,2,3..으로 제출한다.

동적디자인 도면

동적화상디자인 도면

39

동적(화상)디자인



중 국 특 허 청



✓ 무심사주의(방식심사)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제출가능(10)

✓ 부분디자인: 불허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TIFF

✓ 도면용량: 디자인당 13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41

중국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특허법인 전리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중국에서는 디자인을 ‘외관설계’라 지칭하고 특허적인 요소가 강하다.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필수사항이

며 물품 및 디자인의 특징 및 각 도면에 대한 설명, 참고도면 성격 등이 기재된다.

42

도면에 대한 설명



통상 입체도 및 6면도가 필수도면으로 요구되며, 도면에 대한 명칭은 특이한데, 입체도, 주시도(정면), 후시도(배면), 좌우시도(좌우측), 부시도(평

면),앙시도(저면)으로 지칭된다. 복수디자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내에서 설계1, 설계2..로 도면을 구분하여 10개까

지 제출할 수 있다.

설계2 도면

설계1 도면

43

도면식별항목



도면표현은 라인드로잉 및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혼용표현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진도면이 도면표현 대다수를 이루

며 색채가 표현된 도면은 디자인의 설명에서 보호대상에 색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부분디자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형상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면디자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물품형

상이 같이 도시되어야 한다.

사진 사진

3D렌더링3D렌더링컴퓨터그래픽

사진

44

도면표현방법



본도면에는 부분확대도, 단면도, 전개도, 분해도를 제출할 수 있는데, 부분확대도의 경우 부분표시를 본 도면에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사용상

태도는 참고도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사용상태도부분확대표시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45

특수도면



중국에서는 여러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조립물품이라 하는데, 조립상태의 도면과 각 조립품의 도면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한벌물품디자

인은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물품으로서 한벌로 판매/사용되는 것으로서 각 물품을 표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상태 입체도 조립품1 도면 조립품2 도면 조립품3 도면

조립상태 도면 조립품1 도면 조립품2 도면

46

결합/한벌물품디자인



동적디자인은 변화전을 본도면으로 제출하고 변화후의 모습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한다. 동적화상디자인도 변화전 상태를 본도면으로 제출하고 변화

후 도면을 순서대로 사용상태도로서 참고도면으로 제출한다.

동적화상디자인 도면

동적디자인 도면

47

동적(화상)디자인



E U ( 유 럽 공 동 체 )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7+3(비보호)

✓ 견본제출: 허용(2D)

✓ 복수디자인: 동일 로카르노분류내 허용(99)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PDF,X3D,OBJ,STL

✓ 도면용량: 디자인당 2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요구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49

EU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유럽공동체에서는 필수도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출원인이 표현한 부분이 보호받는다는 사상하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도면식별항목은 도

면1.1,1.2.. 순으로 7개까지 허용되고 추가 3개까지 가능하나 보호받지 못하고 공보에도 게재되지 않는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2.1,3.1 형태로 디자

인을 구분하고 99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식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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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에서는 비교적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3D모델링파일 등 광범위한 표현방식이 허용되며, 혼용표현도

가능하다.

핸드드로잉 컴퓨터그래픽 라인드로잉+사진

사진 사진 3D렌더링

51

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파선, 채색, 색상, 채도, 영역표시 등 표현방식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2가지 방법을 혼용도 가능하다. 영

역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보호범위가 구분되면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분디자인이 속한 전체 형상이 표현되지 않고 일부분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과 명도차이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영역표시로 도시된 부분디자인채도차이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도시된 부분디자인

52

부분디자인



EU에서는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확대도, 단면도, 전개도, 사용상태도, 분해도 등을 식별항목 구분없이 제출할 수 있다. 단 도면개

수 제한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최소로 하는 경향이 있다.

분해도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결합도

부분확대도

53

특수도면



구성물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 결합상태와 구성물을 각각의 도면으로 제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한벌물품디자인은 전체 구성물을 1개의 도면에 표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한벌물품디자인 도면각 구성품의 도면

결합상태의 도면

결합/한벌물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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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상태를 도면 순서대로 1.1,1.2,…으로 제출하고,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고 디자인의 요지가 파악되는 것으로 족하다. 

동적화상디자인도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도면1.1,1.2,…으로 표현하여 제출한다. 

동적화상디자인 도면

동적디자인 도면

55

동적(화상)디자인



세 계 지 식 재 산 기 구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서면제출 25개)

✓ 견본제출: 허용(2D)

✓ 복수디자인: 허용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TIFF

✓ 도면용량: 파일당 2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권장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불허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57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에서는 도면개수에 제한없이(서면제출의 경우 25개) 세계표준격인 1.1,1.2,1.3,…순으로 표현하여 제출할 수 있다.

통상 6면도 등 필수도면이 권장된다.

58

도면식별항목



각 지정관청의 도면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을 표현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디자인은 2.1,3.1..의

식별항목에 따라 디자인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사진 라인드로잉

도면식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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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출원에서 도면표현방법은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이 허용되며 혼용표현도 인정된다.  

핸드드로잉 3D렌더링

사진 컴퓨터그래픽사진+라인드로잉

라인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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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 채도, 채색으로 특정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혼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도차이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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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디자인을 보충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등을 식별항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사용상태도

분해도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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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상태를 도면순서대로 제출하고, 동적화상디자인 또한 변화과정 전체를 순서대로 도면1.1,1.2,1.3,…으로 표현한다. 

동적화상디자인

동적디자인 동적디자인

63

동적(화상)디자인



독 일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10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100)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 도면용량: 디자인당 2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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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10개 도면까지 제출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도면 식별항목을 1.1,1.2,1.3,..또는 1,2,3, Figure_01_01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혹 __VIEW명칭

을 기재할 수도 있다. 복수디자인은 100개까지 제출이 허용되며 도면은 2.1,3.1,… 또는 Figure_02_01, Figure_03_01 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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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도면표현은 비교적 자유롭게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면표현을 혼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3D렌더링핸드드로잉

3D렌더링컴퓨터그래픽사진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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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 채도, 채색, 영역표시로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며, 2가지 표현이 혼용될 수 있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통상적인 비보호범위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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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필요시 확대도,단면도,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하여 디자인을 보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전후 과정을 표현하고, 한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1개의 도면에서 전체 물품을 표현할 수 있다.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한벌물품의 디자인동적디자인

분해도

특수도면/특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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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12

✓ 견본제출: 허용(2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GIF,TIFF

✓ 도면용량: 디자인당 48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71

영국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영국은 일찍이 1787년 린넨 등 디자인과 프링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디자인법제화를 시도한 국가이다. 디자인당 12개까지 도면제출이 허용되

며, 자유롭게 개수를 정해 필요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도면식별항목은 별도로 없고 도면에 직접 view명칭을 기재하거나 Design1, Design2,..식

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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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도면표현은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3D렌더링

사진 사진 사진

컴퓨터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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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에 대해서 파선, 채도, 채색, 영역표시로 표현할 수 있다. 특이한 경우 도면에서 보호범위를 영역표시하고, 도면에 설명을 기재하기도 한

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영역표시로 특정된 부분디자인 영역표시로 특정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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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디자인의 특징을 보충하기 위해 부분확대도, 단면도,분해도, 전개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여러 구성품이 있거나 한벌물품디자인의 경우 1

개 도면에 전체 구성품을 표현하기도 한다.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분해도

단면사시도 구성품의 도면 한벌 물품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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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프 랑 스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100

✓ 견본제출: 미확인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GIF, PNG, BMP

✓ 도면용량: 디자인당 1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불허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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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프랑스에서는 규정상 최대 100개까지 도면을 제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 100개를 제출하는 예는 흔치 않다. 도면식별항목은 표준체계격인 1.1.

1.2..식으로 제출하면서 도면에 “vue de____”로 정면, 측면 등의 도시방향을 기재한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2.1, 3.1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입체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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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표현은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혼용표현이 가능하다. 

핸드드로잉 3D렌더링컴퓨터그래픽

사진 사진

라인드로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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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프랑스에서 부분디자인은 파선, 채도, 컬러음영, 영역표시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영역표시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명도차이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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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디자인을 보충하기 위해 확대도,단면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치수와 같은 기술도면이 허용된다. 여러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의 경

우 도면에 전체를 표현하거나 각각 다른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분해도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구성물이 있는 디자인 도면구성품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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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스 페 인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7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50)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PNG,TIFF

✓ 도면용량: 출원당 5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요구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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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스페인은 유럽의 전형적 제출방식에 따라 1.1,1.2 또는 deseno vista1,2,3..순으로 최대 7개까지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복수 디자인은 50개까지

허용되며, 2.1,3.1,..또는 deseno1 vista1,2,3, deseno2 vista1,2,3..순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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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도면표현은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2가지 형태를 혼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3D렌더링

사진 사진 3D렌더링

컴퓨터드로잉라인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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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디자인을 보충하기 위해 부분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부분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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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



이 탈 리 아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

✓ 복수디자인: 허용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TIFF, 3D PDF, DWF

✓ 도면용량: 파일당 1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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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도면개수에 제한없이 도시방향에 따라 FIG.1.1, 1.2..로 제출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식별항목을 1.1,2.1…또는 1,2,3..순서대로 붙여 제출하

거나 경우에 따라선 FIG.1000,2000,.. 등 4자리체계를 사용하는 등 식별항목의 허용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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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사진

3D렌더링 3D렌더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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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 채도, 영역표시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영역표시로 특정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도차이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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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디자인 특정을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구성품이 있거나 한벌물품디자인의 경우 일련번호 또는 기호로 구분하여 도면

을 표현한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부분확대도

분해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동적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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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스 위 스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불허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TIFF, PNG, GIF, PDF,SVG

✓ 도면용량: 디자인당 2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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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도면개수에 제한이 없으며 도시방향에 따라 1.1,1.2,…순 또는 view no. 0/0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제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2.1,3.1,,식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1.21.1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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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라인드로잉, 핸드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혼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핸드드로잉

사진 3D렌더링

3D렌더링라인드로잉

사진

96

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에 의한 표현방법이 허용되며 디자인을 보충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분해도,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과 구성

품이 있는 디자인 표현이 허용되며, 구성품의 경우 1개 도면에서 전체 구성품을 표현할 수 있다.

분해도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사용상태도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도면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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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베 네 룩 스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불허

✓ 복수디자인: 허용(50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 도면용량: 디자인당 2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미확인

✓ 출원후 도면보정: 불허

베네룩스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99



네덜란드 헤이그소재에 있는 베네룩스특허청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세나라 도면형식을 통일하여 관리하고 있다. 3국은 도면개수에 제한

이 없으며, 도면제출형식은 도시방향에 따라 Fig.1.2,3.…순 또는 식별기호없이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Fig.1 Fig.2 Fig.3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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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도면표현은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사진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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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과 실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

화전후로 표현하여 특정한다.

단면도 부분확대도

동적디자인의 도면사용상태도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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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스 웨 덴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PNG, GIF

✓ 도면용량: 디자인당 1.2G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허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불허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미확인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104

스 웨 덴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심사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도면개수에 상관없이 도시방향에 따라 FIG.1,2,3.... 또는 1.1,1.2..순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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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사진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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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채도,영역표시로 표현될 수 있다. 도면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면도제출은 불허된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도면을 제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부분확대도

동적디자인 도면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107

특수도면/특이디자인



노 르 웨 이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PNG, TIFF, PDF

✓ 도면용량: 도면당 1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요구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미확인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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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심사주의 국가인 노르웨이는 표준격식인 1.1,1.2..식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은 무제한 허용되며 도면형식은 2.1,3.1식으로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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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사진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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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특정하고 도면을 보조하기 위해 부분확대도 및 단면도 제출이 가능하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상태를 특정하

여 표현할 수 있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동적디자인 도면

부분확대도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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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덴 마 크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PDF

✓ 도면용량: 도면당 1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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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마 크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덴마크는 도면제출개수에 제한이 없으며, 식별항목은 특이하게 Ref: 0001a, 0001b,..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5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핸드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라인드로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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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덴마크에서 부분디자인은 파선, 채도, 영역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전개도, 분해도, 사용

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여러 구성품이 있거나 한벌물품디자인의 경우 1개의 도면에서 전체표현이 가능하며,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상태를

도면으로 표현한다.

전개도영역표시로 표시된 부분디자인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동적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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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핀 란 드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불가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허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미확인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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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란 드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핀란드에서는 전자출원이 아닌 서면제출만 가능하다. 도면제출시 독특한 식별항목이 사용되는데,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선 M1항목을 부여하여 구

분하거나 식별항목이 도면을 제출하기도 한다. 기타 다른 유형의 디자인은 M2,M3,..로 구분하며 복수디자인은 무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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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며 주로 사진으로 제출된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컴퓨터그래픽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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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채도,명암,영역표시를 통해 특정되며,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와 단면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 도면

을 제출하여 표현하고, 여러 구성품이 있는 경우에는 식별항목 M1,M2,M3 으로 각 구성품을 구분한다.

단면도명암차이로 표현된 부분디자인

동적디자인 도면

부분확대도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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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헝 가 리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불허

✓ 복수디자인: 허용(50)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PNG, PDF, TIF, DOCX, ODT

✓ 도면용량: 출원당 25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요구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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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 가 리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헝가리에서는 도면개수 제한이 없고, 식별항목은 1,2,3,… 또는 헝가리어로 도표를 의미하는 A’bra를 사용하여 식별항목으로 1.A’bra, 2. A’bra,…

식으로 제출한다.

125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사진

라인드로잉

사진

126

도면표현방법



도면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구성품이 있거나 한벌물품디자인의 경우 전체 도면과 각 구성품도면을

각각 제출한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상태를 각각 표현하여 제출한다.

부분확대도

한벌물품디자인의 도면

부분확대도 동적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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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러 시 아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없음

✓ 견본제출: 허용(2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TIFF, PDF

✓ 도면용량: 디자인당 294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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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러시아연방 특허법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특허법적 절차와 형식이 존재한다. 명세서와 같이 디자인의 특징목록 및 도면에 대한 설

명기재가 필수사항이다. 디자인에 대해 도면개수의 제한은 없고, 1.___, 2.____,…형식으로 제출한다. 복수디자인은 여러 벌의 도면을 제출하고, 디

자인의 설명에서 디자인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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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사진

3D렌더링컴퓨터그래픽

131

도면표현방법



러시아에서 부분디자인은 실선과 파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전개도, 사용상태도제출이 허용되며,

러시아에서는 일부도면에 숫자를 표시하여 형상부마다의 특징을 지시하는 도면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성품이 있는 경우 1개 도면에서 전체를 표현

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상태를 각각에서 도면에서 표현하여 특정한다.

형상부특정도면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분해도

사용상태도

동적디자인 도면구성품이 있는 디자인 도면

부분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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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우 크 라 이 나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100

✓ 견본제출: 미확인

✓ 복수디자인: 허용

✓ 부분디자인: 불허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 도면용량: 디자인당 1G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불허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미확인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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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도면은 최대 100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식별항목은 1.1,1.2,1.3,…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가 필수 사항이며, 복수디자인

제출이 허용되며 2.1,3.1,..식으로 구분한다.

1.1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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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주로 사진,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사진

핸드드로잉

컴퓨터그래픽

라인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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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우크라이나에서 부분디자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 도면을 각각

제출하여 특정하도록 한다.

동적디자인 도면

부분확대도 사용상태도

동적디자인 도면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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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터 키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미확인

✓ 복수디자인: 허용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PDF

✓ 도면용량: 도면당 1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요구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미확인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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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키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터키에서는 도면개수의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식별항목은 1.1,1.2,1.3,…로 도면을 제출한다. 복수디자인은 허용되며
1.1,1.2,1.3.1,.으로 구분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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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진 사진

라인드로잉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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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터키에서 부분디자인은 실선과 파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부분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

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의 도면을 제출하여 표현하며, 여러 구성품이 있는 경우 각 구성품을 각각의 도면으로 제출한다.

분해도부분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동적디자인 도면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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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캐 나 다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PDF, JPG, TIFF, GIF, PNG

✓ 도면용량: 디자인당 1G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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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미국디자인제도와 유사하지만 디자인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캐나다는 도면개수에 제한없이 도시방향에 따라 Fig.1,2,3,..순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는 디자인의 설명에서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가 필수 사항이다. 복수디자인의 형식은 일련의 순서대로 도면을 제출하고 디자인의 설명에서, 미국의

실시예(embodi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First variant, Second variant..식으로 기재하여 디자인을 특정한다.

도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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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사진 사진

라인드로잉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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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채도,채색,영역표시로 표현할 수 있으며, 2가지의 표현형식이 같이 사용될 수 있다. 파선대신 1점쇄선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파선이 사용된 사용상태도 중 일부를 보호범위로 특정할 수도 있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 영역표시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파선이 사용된 사용상태도의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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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보조설명하기 위해 부분확대도, 단면도, 분해도,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면상 부분확대 위치 및 단면표시를 하고 별도도면으로

제출한다. 동적디자인은 도면상 별도의 변화전후의 상태를 표현하고 도면에 대한 설명에서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부분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

사용상태도 분해도 동적디자인 도면

148

특수도면/특이디자인



호 주 특 허 청



✓ 무심사주의(등록후 요청시 실체심사)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불허

✓ 복수디자인: 허용(무제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TIFF, PNG, 3D PDF

✓ 도면용량: 디자인당 1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허용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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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호주에서는 도면개수에 제한이 없고 도면을 제출하고 도시된 view 명칭을 도면하단에 기재한다. 디자인의 설명에서 Fig.1, 2,3,..으로 식별항목을

구분한다.

151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사진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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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채도,채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은 각 부품 및 결합상태를 여러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분해도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단면도

사용상태도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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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브 라 질 특 허 청



✓ 무심사주의(등록 후 실체심사청구)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20)

✓ 부분디자인: 불허

✓ 도면포맷(전자출원): PDF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미확인

✓ 확대도면: 불허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미확인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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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라 질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산업재산법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브라질에서는 도면제출개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식별항목은

Fig.1,2,3..식으로 제출하며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가 필수 사항이며, 사용용도 및 도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다. 복수디자인이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

는 디자인에 대해 20개까지 허용되며, 1.1,2.1,3.1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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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사진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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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브라질에서는 부분디자인출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디자인을 보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면도와 사용상태도제출은 허용되고, 특이한 점은 도면에

서 디자인을 마치 분해하듯이 각 구성부마다 숫자 등으로 지시하는 표현이 들어간다. 구성품이 있는 경우 전체 또는 구성물을 도면에서 표현할 수

있다.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 도면

부분명칭도문자가 표시된 도면 문자가 표시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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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멕 시 코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2D,3D

✓ 복수디자인: 불허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미확인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불허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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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 시 코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산업재산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는 멕시코는 도면개수에 상관없이 형태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Figura1,2,3.. 또는 영어 Fig.1,2,..를 식별항목으

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가 필수 사항이고 복수디자인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161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모델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사진

3D렌더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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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도면표현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보조적인 설명을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를 도면에서 각각 표현한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동적디자인 도면사용상태도

분해도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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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대 만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미확인

✓ 견본제출: 미확인

✓ 복수디자인: 불허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미확인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미확인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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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중국과 도면제출형식이 유사한 대만은 대표도인 입체도와 전시도(정면), 후시도(배면), 좌우측시도(좌우측면), 부시도(평면), 앙시도(저면) 등 사시

도와 6면도, 또는 2방향이상의 사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필수도면이외의 도면은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설명에서 물품용도, 보

호대상 특징 등이 필요한 기재하여야 하고, 도면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66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3D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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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과 채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를 사용상태참고도로 제출

하여 표현하며, 여러 구성품이 있는 경우 구성품 및 결합된 상태를 각각 도면으로 표현한다.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동적디자인 도면 구성품이 있는 디자인 도면

사용상태도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부분확대도

168

특수도면/특이디자인



베 트 남 특 허 청



✓ 심사주의(방식심사후 출원공개)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없음

✓ 견본제출: 불허

✓ 복수디자인: 허용

✓ 부분디자인: 불허

✓ 도면포맷(전자출원): 미확인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 사용상태도면:

✓ 전개도면:

✓ 동적디자인 도면: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 결합디자인 도면:

✓ 출원후 도면보정: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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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베트남에서는 도면개수제한이 없으며 식별항목은 1.1,1.2,.. 또는 Fig1, Fig2,.. 등 복수의 제출형식을 허용하고 있다. 도면은 6면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복수디자인은 허용되며 1.1,2.1,3.1,..식으로 제출한다.

171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며 일부 혼용표현도 가능하다.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사진

라인드로잉 사진과 라인드로잉의 혼용

사진 사진

172

도면표현방법



베트남에서는 부분디자인이 허용되지 않으며 확대도는 특정표시를 하고 제출한다. 그 외에 단면도, 명칭도, 분해도, 사용상태도, 전개도를 디자인의

보충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다.

특수도면

사용상태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분해도 부분명칭도 사용상태도

단면도

173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를 도면순서대로 제출하여 특정하며, 한벌물품의 디자인은 전제 완성상태와 각 구성품을 각각의 도면으로 제출한다.

동적디자인 동적디자인

한벌물품의 디자인

174

특이디자인



싱 가 포 르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10

✓ 견본제출: 허용(2D)

✓ 복수디자인: 허용(10)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 도면용량: 파일당 1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미확인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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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싱가포르는 영국의 디자인법을 모델로 제정된 디자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디자인당 10개까지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도면은 Figure1,2,3,.. 또는 view의 명칭을 도면에 직접 기재하며 복수디자인은 10개까지 허용된다.

177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사진

3D렌더링

178

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 및 영역표시로 표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보조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화전후

의 도면을 제출하면서 도면상단에 변화상태를 기재한다.

동적디자인 도면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단면도

사용상태도

영역표시로 특정된 부분디자인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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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아 프 리 카 지 역 재 산 권 기 구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미확인

✓ 복수디자인: 불허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PDF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미확인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미확인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아프리카 지역재산권기구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181



아프리카 20개국의 협의체관청인 ARIPO에서는 도면의 개수제한없이 FIG.1,2..또는 도면에 직접 VIEW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복수디자인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182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하여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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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방법



ARIPO에서 부분디자인은 허용되는데 파선과 실선으로 표현한다. 디자인을 보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및 사용상태도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도면에 숫자를 디자인요소마다 지시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디자인요소인 경우 동일숫자로 나타낸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단면도 부분확대도

분해도 부분명칭도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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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



그 리 스 특 허 청



✓ 무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20

✓ 견본제출: 허용(2D,3D)

✓ 복수디자인: 허용(50)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

✓ 도면용량: 도면당 2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선택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불허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미확인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미확인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186

그 리 스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그리스에서는 도면을 디자인당 20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식별항목은 1.1,1.2,1.3,…식으로 제출한다. 복수디자인은 50개까지 허용되며

2,1,3,1,4.1,.또는 1,2,3,..으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187

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핸드드로잉,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사진

핸드드로잉

188

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제출이 허용되며 파선, 채색, 영역표시로 특정할 수 있다.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확대도,단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구성품이 있거나 한벌물품디자인의 구성품 전체를 1개 도면에 표현하기도 한다.

부분확대도채색으로 특정된 부분디자인

한벌물품디자인 도면사용상태도

영역으로 특정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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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이 스 라 엘 특 허 청



✓ 심사주의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미확인

✓ 복수디자인: 불허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미확인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불요구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미확인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미확인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미확인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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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디자인도면 체크리스트



이스라엘은 개수제한없이 도면을 제출할 수 있고, 식별항목은 1/7,2/7,.. 등으로 도면순서를 기재하거나 _view 명칭을 도면하단에 직접 기재한다.

복수디자인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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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디자인은 사진, 라인드로잉,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인드로잉

사진 3D 렌더링

컴퓨터그래픽

사진

3D 렌더링

193

도면표현방법



부분디자인은 파선과 실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확대도, 단면도, 분해도, 사용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동적디자인은 변

화전후를 각각 도면으로 표현하고 도면에 사용상태를 기재할 수 있다.

분해도

부분확대도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사용상태도 동적디자인 도면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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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도면/특이디자인



부록1

특 허 청 디 자 인 도 면 실 무



✓ 심사주의, 일부심사 공존

✓ 도면개수(1디자인당): 제한 없음

✓ 견본제출: 사유인정시 허용(사진추가제출)

✓ 복수디자인: 동일 분류내 허용(100개)

✓ 부분디자인: 허용

✓ 도면포맷(전자출원): JPG,TIFF,3DS,DWG,IGES,3DM,MPEG,WMV,SWF

✓ 도면용량: 디자인당 1GB, 동영상 200MB

✓ 도면에 대한 설명기재: 필수

✓ 6면도 등 필수도면: 불요구

✓ 흑백/컬러사진: 허용

✓ 기술(치수,설계)도면: 허용(참고도면)

✓ 확대도면: 허용

✓ 단면도면: 허용

✓ 분해도면: 허용

✓ 사용상태도면: 허용

✓ 전개도면: 허용

✓ 동적디자인 도면: 허용

✓ 한벌물품디자인 도면: 허용

✓ 결합디자인 도면: 허용

✓ 출원후 도면보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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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디 자 인 도 면 체 크 리 스 트



디자인의 설명에서는 재질, 디자인의 용도 및 특징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여 도면에 대한 설명 및 보호범위 성격 등 광범위하게 기재될 수 있다. 제출

도면에 대해서는 도시방향, 명칭, 선표현방법 등이 기재될 수 있고, 기타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동적디자인의 취지 등이 기재된다.  

도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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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디자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면1.1, 1.2 순으로 표면 또는 이면을 도시하고 나머지 도면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화상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전체 형상을 생략하고 화상디자인이 주로 표현된 정면을 기준으로 제출한다. 

스티커 표면도종이모형 표면도 종이모형 이면도

직물지 표면도 정면이 표현된 화상디자인도면휘장 표면도

교구재 표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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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식별항목



입체형상을 가진 디자인은 도면1.1,1.2,1.3…순으로 도시방향에 따라 제출한다. 제출 도면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필수도면이 요구되지 않지만 일반

적으로 전체 형상이 표현되도록 사시도 및 6면도가 권장된다. 복수디자인은 일련번호(M001, M002..)로 디자인을 구분하여 같은 류에 대해서 100

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방사시도 후방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도면식별항목(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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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현은 라인드로잉, 사진, 컴퓨터그래픽, 3D렌더링, 3D모델링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2이상의 혼용제출이 가능하나 각 도면간에 일체성있

는 표현이 요구된다.

3D모델링파일라잉드로잉 3D렌더링

사진 3D렌더링 컴퓨터그래픽

도면표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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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세계에서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제출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입체디자인에 대해서 CAD나 Rhino 등 3D모델링프로그램으로 제작한 3D

모델링파일인 dwg,dwf,iges,3ds,3dm포멧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동영상파일은 animated gif, swf, avi, mpeg, wmv포멧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로 동적화상디자인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3D모델링파일(와이어프레임)

동영상파일(화상디자인)

3D모델링파일(셰이딩)

동영상파일(화상디자인)

3D모델링, 동영상파일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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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분디자인은 실선과 파선, 채색, 명도차이 등의 방법으로 보호범위와 비보호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보호범위가 기타 부분간에 명확

한 구분이 되도록 도시할 것이 요구된다.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채색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파선으로 제외된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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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면도,부분확대도, 분해사시도, 전개도를 본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

립도, 명칭도, 부품구성도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작동, 사용방법, 색상, 실시사진, 변형상태를 표현한 사용상태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참고도면으

로 제출할 수 있다

사용상태도

조립도

단면도

부분확대도 부분명칭단면도

특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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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디자인은 형태가 변화하는 변화전후를 도면A,B,C... 순서대로 표현하여 제출하며 공통되는 형상은 생략할 수 있으며, 동적화상디자인은 일련의

변화과정을 정면을 기준으로 도면 A,B,C.. 또는 도면1,1,1,2..순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벌물품의 디자인은 전체 완성된 모습과 각 물품을 도면

A,B,C로 각각 표현하며, 구성물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 결합된 형태와 각 구성물을 도면A,B,C..로 제출한다.

동적디자인 도면

동적화상디자인 도면

한벌물품의 디자인

특수디자인

결합디자인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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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해 외 디 자 인 공 보 검 색 사 이 트

1.30개 국가중 온라인디자인공보가 부재한 국가를 제외한 22개국의 영문공보사이트로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2. QR코드를 통해서 직접 해당국가 디자인공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

한국디자인공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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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bo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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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공보검색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bool.html


https://www.j-platpat.inpit.go.jp/d0000

208

일본디자인공보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d0000


http://epub.cnipa.gov.cn/gjcx.jsp

209

중국디자인공보검색

http://epub.cnipa.gov.cn/gjcx.jsp


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d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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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자인공보검색

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dsview


https://www.wipo.int/haguebulletin/?locale=en

헤이그국제출원디자인공보검색

211

https://www.wipo.int/haguebulletin/?locale=en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gsm/einsteiger

212

독일디자인공보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gsm/einsteiger


http://consultas2.oepm.es/DisenosWeb/faces/busquedaInternet.jsp

213

스페인디자인공보검색

http://consultas2.oepm.es/DisenosWeb/faces/busquedaInternet.jsp


https://epalvelut.prh.fi/en/web/tietopalvelu/lehdet

214

스웨덴디자인공보검색



https://www.patentstyret.no/en/services/designs/norwegian-official-designs-gazette/

215

노르웨이디자인공보검색



https://onlineweb.dkpto.dk/pvsonline/Design

216

덴마크디자인공보검색



https://epalvelut.prh.fi/web/mallitietopalvelu/haku

217

핀란드디자인공보검색



http://epub.hpo.hu/e-kutatas/?lang=EN

218

헝가리디자인공보검색



https://www.boip.int/en/designs-register

베네룩스특허청디자인공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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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e.uipv.org/searchBul/search.php?action=setsearchcond&dbname=pp&lang=eng&sortby=

220

우크라이나디자인공보검색



https://online.turkpatent.gov.tr/EDESIGN/servlet/EIDSearchRequest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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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디자인공보검색



http://www.ic.gc.ca/app/opic-cipo/id/dsplySrch.do?lang=eng

222

캐나다디자인공보검색



https://search.ipaustralia.gov.au/designs/search/advanced

223

호주디자인공보검색



https://twpat3.tipo.gov.tw/tipotwoc/tipotwekm?.37
c6045E00000000000000001E00000000000000A000000002CE03c9e

224

대만디자인공보검색



http://ipvietnam.gov.vn/web/guest/cong-bao-so-huu-cong-nghi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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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디자인공보검색



https://ip2sg.ipos.gov.sg/Layouts/RPSWP/WP/CM/SearchSimple/IP.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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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디자인공보검색



http://eservice.aripo.org/pdl/pah/advancedSearchScreen.do

ARIPO디자인공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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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signsearch.justice.gov.il/DesignFile/FileSearch?lang=en

228

이스라엘디자인공보검색



부록3

세 계 디 자 인 도 면 제 출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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