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법률 제51호, 2016.5.27. 최종개정]

□ 개 요
일본의 의장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
채 등의 형태로 처리된, 시각을 통하여 생기는 미감(美感)을 보호하
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의장의 창조를 장려하고 나아가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8장 77조로 이루어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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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직역하면, “제네바 개정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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