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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에 최적화된 편의기능

1. 검색결과 필터

- 현재상태, 류, 출원인 등 필요한 정보 필터

- 검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2. 검색결과 하이라이팅

- 검색어 일치 부분 하이라이트

- 유사상표 누락 방지효과

3. 뷰모드 제공

- 상표명, 출원번호 등 클릭하면 뷰모드 활성화

- 손쉽게 상세정보 확인가능(라인형에서만 제공)

4. 거절이유확인

-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가능

심판 종류별 보기
지정상품 명칭 번역
명칭 자동 치환

다양한 부가기능
최종 권리자 정보
심판 정보

유사상품 심사기준 고시목록

주요한 상표 정보 제공

검색 항목 설정
출력 필드 선택 및 위치 변경
검색 결과 순서 변경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새로운 검색엔진 
윕스만의 유사 검색 로직

차별화된 유사검색엔진



▶ 국내 최초 AI도형 검색

신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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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리즘 2. 이미지 자르기

3. 검색필드

- 류, 유사군,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검색 가능

- 출원, 공고, 등록일을 지정하여 검색 가능

- 윕스 AI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두가지  

알고리즘의 도형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검색결과 제공

- 자르기 기능으로 필요한 부분만 검색 가능

   Ex) 페가수스 머리 부분만 검색이 필요할 때

사각형 자르기 점선형 자르기



▶ 한중일 유사군 조회

한국 지정상품과 동일한 명칭의 일본, 중국의 지정상품에 관련된 유사군 코드를 찾아줍니다. 

* TM5 공통인정 상품 명칭의 경우에만 검색이 됩니다.

▶ 명칭자동치환

명칭자동치환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동일 유사한 상표명을  제안해드립니다.

▶ 모니터링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에 고객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출원, 공고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활용분야

출원된 유사상표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공고된 유사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등록된 유사상표에 

대한 소송제기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인사말로 된 상표이므로 이를 아래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활용방법 예시

A  
B
C

아임파인 imfine
-
제33조 제1항 제7호

A  
B

C

-
톡스앤필

제33조 제1항 제7호

TALKS n FEEL CAFE (40-2017-0111043)
미톡스앤필 의원 (40-2017-0096772)

앤톡스엔필 (40-2017-0091818)
NTOXNFILL (40-2017-0091830)

01 법조항별
    거절이유 검색

02 인용상표 조회

03 지정상품
    선심사례 검색

04 조사상표와 유사한                  
유형의 표장에
대한 선심사례

“아임파인, I’m fine”에 대하여 §33-1-7을 적용한 사례

“건강식품”을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사례

“톡스앤필”을 인용하여 §34-1-7을 적용한 상표

“ㅌ”와 “ㄸ”를 유사한 칭호로 판단한 사례

·상표명칭
▶ 표장정보

·거절이유

·관련 법조항

▶ 심사정보

제 조

A

B

C

입력항목

입력항목

입력항목 제 항 제 호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심사례분석

· D      B : 기본(한국, 미국, 일본, 마드리드), 중국 별도

· 담 당 자 연 락 처 : 02-3153-7626/7643  intomark@wips.co.kr

[거절이유2] 제38조 제1항.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의 상품명이 
부적합하거나 상품분류가 잘못 기재된 상품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표에 예시된 
싱품명칭을 참고하여 보정(삭제 포함)하거나, 상품분류를 참고하여 정확한 
상품류로 수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불명확한 지정상품(오분류상품) : 29류 건강식품 ㅇ불명확 사유(오분류 사유) 
: 기타 불명확
ㅇ보정예시 : 구체적한정필요, 예)채소를 주원료로 한 건강식품/G0204,G1009

[거절이유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략- 
ㅇ 양 상표의 호칭은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의 
초성(ㄸ,ㅌ)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청감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400699180 [(도형) 몬뜨락 
Fresh Andeok]호와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아래 지정상품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에 포함된 상표명)

A  
B

C

-
건강식품

제38조 제1항

(거절이유에 포함된 지정상품)

A  
B

C

-
ㅌ%ㄸ

-

(거절이유에 포함된 키워드)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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