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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표법 (Trademark Law) 개요
- 상표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정보신청기관 : 상표디자인심사국

Ⳓນญั

ⳓၙǎᔢ⢽ჶၰᩑႊᔢ⢽ჶ
-BOIBN"DU ᮹┥ᔾ

ၙǎᯕӹ ᮁᮡ ᬑญӹᅕ݅ ᔢ⢽ჶᯕ ၽݍ
ࡹᨕ ᯩŁ, ✚⯩ ⩥ᰍ۵ ᗭญᔢ⢽ʭḡ ✚⨩⇽ᬱ

ᯝၹᱢᮝಽ ၙǎ᮹ ჶᬱॅᮡ ᔢ⢽᮹ ʑ܆ᮥ

ᵲᨱ ᯩ݅. ᔢ⢽॒ಾᮥ ☖⧕ᕽ ḡᱢᰍᔑǭญෝ

݅ᮭ᮹ օ aḡಽ ᅕŁ ᯩ݅. ℌṙ, ᔢ⢽ᔍᬊᯱ

ჶᱢᮝಽ ᯙᱶၼí ࡹᨕ ٥Ǒaa ᯕ్⦽ ᔢ⢽

᮹ ᔢ⣩ᮥ ┡ᯙ᮹ ᔢ⣩ŝ Ǎᄥ┅໑, ࢹṙ, ᔢ

ෝ ⨩ ᨧᯕ ᔍᬊ⦹ᩍ ᯕᮅᮥ ⇵Ǎ⦹໕ ᔢ⢽ǭ

⢽a ᇡ₊ࡽ ༉ु ᔢ⣩ᮡ ᯖ᮹ ݉ᯝ⦽ ⇽ෝ

ᗭᮁᯱᨱí ᗱ⧕ෝ ႑ᔢ⧕ ⦽݅. ✚⨩ℎᨱ 

aḡŁ ᯩÑӹ, ݉ᯝ⦽ ⇽ᨱ ᮹⧕ ☖ᱽࡽ݅۵

໕, ⦽ၙ FTAෝ ĥʑಽ ᗭญ, ᯕၙḡʭḡ ᔢ⢽

äᮥ ӹ┡ԕ۵ ᩎ⧁ᮥ ⦹໑, ᖬṙ, ᔢ⢽a ᇡ₊ࡽ

ჶᮝಽ ᅕ⪙⦹í ࡹᨕ ᔢ⢽ ᖁ┾ ჵ᭥a ⭉ᦍ ݅

ᔢ⣩ᯕ ࠺ᯝ⦽ ᙹᵡ᮹ ⣩ḩᮥ aḡŁ ᯩᮭᮥ ⢽

᧲⧕Ჭ݅Ł ⦽݅. ᕽ ⦽ၙ FTAℕđᨱ ə⊹

⦹໑, ֘ṙ, ᔢ⣩᮹ ŲŁ᪡ ❱ๅ᮹ ᵲ⦽ ࠥǍ

۵ äᯕ ᦥܩ ᖙĥ⪵᮹ ⮱ᨱ  ၙǎᯕӹ

ಽᕽ ʑ܆ᮥ ⦽݅Ł ⦽݅.

ᮁ᮹ ᔢ⢽ჶᨱ šᝍᮥ aḩ ⦥a ᯩ݅. ᯕ⦹

ၙǎᨱᕽ ᔢ⢽۵ ֥ ↽Ⅹ᮹ ᩑႊᔢ⢽ჶ

ᨱᕽ۵ ၙǎ᮹ ᔢ⢽ჶᨱ ᯩᨕᕽ ✚⯩ ᔢ⢽ෝ ॒

ᯕ ᱽᱶࢁ ভʭḡ ⍅ຝಽ(common law)ᨱ ᮹⧕

ಾ⦹۵ ᱩ₉ෝ ᵲᝍᮝಽ ᔕ⠕ᅕŁᯱ ⦽݅.

ᅕ⪙ࡹᨩ݅. ၙǎ⨭ჶ ᱽ᳑ ᱽᱩ ᱽ⧎ᮡ ‘ᱡ

) ✚⨩ℎ, ‘ၙǎ ᔢ⢽ჶ, ᱽࠥᨱ š⦽ ᇥᕾ ၰ ᔍᱱ(Analysis and Issues of the United States Trademark Law and System)’,
() 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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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 ၽᯱᨱí əॅ᮹ ᱡᚁŝ ၽᨱ ⦽ݡ

᮹⦽ ᔍ௭᮹ ᯕᮥ ᕽ ⧥ჶ(Lanham Act)ᯕ

ࠦᱱᱢᯙ ǭญෝ ᯝᱶʑe ⪶ᅕ⧕ ᵭᮝಽ៉ ŝ

 ᇡෙ݅.

⦺ŝ ᮁᬊ⦽ ʑᚁ᮹ ၽݍᮥ Ⅺḥ┉݅.’(U.S.

⧥ჶᮡ ᔢ⢽᮹ ॒ಾᱩ₉ෝ Ƚᱶ⦹Ł ᔢ⢽॒

Constitution, Art. , sec. )Ł Ƚᱶ⦹Ł ᯩŁ, ᯕ

ಾ᮹ ᯕᱱᮥ ᱽŖ⦹ᩡŁ, ၙ॒ಾᔢ⢽᮹ ᅕ⪙ෝ

ᨱ ɝÑ⦹ᩍ ֥ᨱ ᩑႊ✚⨩ჶŝ ᩑႊᱡ᯲

᭥⦹ᩍ ᇩŖᱶÑ௹⧪᭥ෝ ɩḡ⦹۵ ࠦพ᮹ Ƚ

ǭჶᯕ ᱽᱶࡹᨩ݅. ᔢ⢽ჶᮡ ✚⨩ჶ ၰ ᱡ᯲ǭ

ᱶᮥ ᯦ࠥ⦹ᩡ݅. ə đŝ Ñ᮹ ༉ु ᔢ⢽a ᩑ

ჶŝ ݍญ ᔢ⢽ǭᯱ᮹ ᝁᬊᨱ ྕ݉ ⠙⦹Łᯱ

ႊᔢ⢽ჶᯕ۵ ݉ᯝჶᨱ ᮹⦹ᩍ ᅕ⪙ࢁ ᙹ ᯩ

⦹۵ ⧪᭥ෝ ႊḡ⦹ಅ۵ b ᵝ᮹ ⍅ຝಽᨱ ᮹⧕

í ࡹᨩ݅. ֥ᨱ۵ ✚⨩ℎᰆᨱ  ⦽ݡᔢŁᱽ

⇽ၽ⦹ᩡ݅. b ᵝ᮹ ⍅ຝಽa ℕĥෝ w⇵í ࡹ

ࠥෝ ⠱ḡ⦹Ł ᔢ⢽ᝍ❱⧎ᗭ᭥ᬱ⫭(Trademark

ᯱ ᯕෝ ᩑႊჶᮝಽ ᱽᱶ⦹ಅ۵ ᬡḢᯥᯕ ᯝᨕ

Trial and Appeal Board)ෝ ᖅ⦹ᩡ݅. ੱ 

ӹ ֥ ၙǎ᮹⫭۵ ၙǎ ↽Ⅹ᮹ ᩑႊᔢ⢽ჶ

֥ ᮹⫭۵ ✚⨩ℎ(Patent Office)ᮥ ✚⨩ᔢ⢽ℎ

ᮥ ᱽᱶ⦹ᩡ݅. ᯕ ჶᮡ ၙǎ⨭ჶ ᱽ᳑ ᱽᱩ᮹

(Patent and Trademark Office)ᮝಽ ᄡĞ⦹ᩡ݅.

✚⨩᪡ ᱡ᯲ǭ Ƚᱶᮥ ɝÑಽ ᱽᱶࡹᨩŁ, 
֥ }ᱶࡹᨩ݅.
֥ ᱽᱶࡽ ၙǎ ↽Ⅹ᮹ ᩑႊᔢ⢽ჶᮡ 

Ⳕၙǎᔢ⢽ჶ᮹ℕĥ

֥ ᗭ᭥ ᔢ⢽ᔍÕᯕŁ ᇩญ۵ United States v.
Steffens ᔍÕ)ᨱᕽ ᭥⨭❱đᮥ ၼí ࡽ݅. ݡჶ

1. 연방상표법과 주상표법

ᬱ᮹ č⧕ᨱ ໕, ᔢ⢽ǭ᮹ ᅕ⪙۵ ᵝჶᨱ ᮹
⧕ Ƚᱽࡹᨕ ᪵ᮝ໑, ᩑႊ₉ᬱᨱᕽ᮹ ᯕ᮹ Ƚᱽ

ᔢ⢽ჶᮡ ⍅ຝಽᔢ᮹ ᇩŖᱶÑ௹ჶ(Law of

᯦ჶᮥ ᭥⧕ᕽ۵ ᯕෝ ᭥⦽ ɝÑ Ƚᱶᯕ ᩑႊ⨭

Unfair Competition)ᨱ ʑⅩෝ ࢱŁ ᯩᮝ໑, ᔢ

ჶᨱ ᳕ᰍ⧕ ⦽݅Ł ⦽݅. ֥ ᔢ⢽ᔍÕᨱ

⢽ჶᮡ ᖒྙჶŝ ⍅ຝಽa Ŗ᳕⦽݅. ၙǎᨱᕽ

ᕽ ᩑႊᔢ⢽ჶᯕ ᭥⨭❱đᮥ ၼᮡ ⬥, ᩑႊ᮹⫭

᮹ ᔢ⢽ ᅕ⪙۵ ⧥ჶ( U.S.C. -)ᯕ

۵ ֥ ᩑႊᔢ⢽ჶᮥ ᰍ᯦ჶ⦹ᩡ݅. ֥

ᱢᬊࡹ۵ ᩑႊჶŝ b ᵝ᮹ ᱽᱶჶ ԕḡ ⍅ຝಽ

ᩑႊᔢ⢽ჶᯕ ⩥⧪ ၙǎ ᔢ⢽ჶ᮹ ʑᬱᯕ ࡹᨩ

ᨱ ᮹⦽ ᯕᬱᱢ ℕᱽෝ ≉⦹Ł ᯩ݅. ᷪ, ၙǎ ᔢ

ᮝ໑, ֥, ֥᮹ }ᱶᮥ Ñℱ ֥ ⥥

⢽ჶ᮹ ✚Ḷᮡ ᩑႊᔢ⢽ჶŝ ᵝᔢ⢽ჶᯕ Ŗ᳕

ญ⊁ ⧥(Fritz Lanham)ᯕ ၽ᮹⦽ ᩑႊᔢ⢽ჶ

⦽݅۵ ᱱᯕ݅. ᩑႊ⨭ჶᨱ Ḣᱲᱢᯙ ɝÑȽᱶ

(The Trademark Act of )ᯕ ┥ᔾ⦹ᩡŁ, ၽ

ᮥ aḡŁ ᯩ۵ ✚⨩᪡ ᱡ᯲ǭᮡ ᩑႊჶอᯕ ᳕

) United States v. Steffens,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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ᰍ⦹໑ ᵝჶᯕ ᳕ᰍ⦹ḡ ᦫ۵ ၹ໕, ᔢ⢽ჶ᮹ Ğ

ၹ⯍ᕾჶᮥ ₥┾⦹Ł ᯩ݅. ᕽ ᔢ⢽ǭᯱ۵

ᬑᨱ۵ ᩑႊჶŝ ᵝჶᯕ Ŗ᳕⦹໑, ᵝᔢ⢽ჶᮡ

ᵝჶᔢ᮹ ᇩŖᱶÑ௹ჶ, ᩑႊᔢ⢽ჶ, ᵝᔢ⢽ჶ

ᩑႊᔢ⢽ჶᨱ ၹ⦹ḡ ᦫ۵ ჵ᭥ᨱᕽ ⬉ಆᮥ w

ᨱ ᮹⧕ ᅕ⪙ၼ۵݅.)

۵݅. ᷪ, ᔢ⢽᮹ ᗭᮁᯱ( ⧕ݚᔢ⢽ෝ ၙǎᨱᕽ
↽Ⅹಽ ᔍᬊ⦽ ᯱ)۵ ᔢ⢽ෝ ᔍᬊ⦽ ᵝ᮹ š

2. 미국의 상표법 체계

ჶᨱ ᮹⦽ ᅕ⪙ ᯕᨱ ə ᵝ᮹ ᱽᱶჶᨱ ᮹⧕
ᇡᩍࡽ ᅕ⪙, ᩩෝ ॅᨕ ᵝᔢ⢽ ॒ಾᮥ ၼᮭᮝ

ᩑႊჶᮡ ᩑႊჶශḲ(U.S.C.)᮹ ᱽ᳑ᇡ░

ಽ៉ ᇡᩍࡹ۵ ᅕ⪙ෝ ٥ต ᙹ ᯩ݅. ੱ ᔢ⢽a

ᱽ᳑ʭḡ᮹ ԕᬊᯕ Trademarkᨱ š⦽ ԕᬊ

ၙǎ᮹ ᵝeÑ௹(interstate commerce) ੱ۵ ǎᱽ

ᯕ݅. ᯕ۵ Lanham Act ᱽ᳑ᨱᕽᇡ░ ᱽ᳑

Ñ௹(commerce with foreign nations)ᨱᕽ ᔍᬊ

ʭḡ᮹ ԕᬊᯕ݅. əญŁ ᩑႊ⧪ᱶჶᯙ Code of

ࡹ۵ äᯝ ভ۵, ⧥ჶᨱ ᮹⦽ ᅕ⪙(ᩩෝ ॅᨕ,

Federal Regulation(C.F.R) ᵲᨱ  C.F.R. Part-

ᩑႊᔢ⢽॒ಾᨱ ᮹⦽ ᅕ⪙)ෝ ၼᮥ ᙹ ᯩ݅. ⦹

RULES OF PRACTICE IN TRADEMARK

ḡอ ⩥ᰍಽᕽ۵ ᵝe Ñ௹۵ ᵝe Ñ௹ᨱ ᩢ⨆

CASES ᇡᇥᯕ ᔢ⢽ᨱ š⦽ ᱩ₉ෝ ᵝಽ Ƚᱶ

ᮥ ၙ⊹۵ Ñ௹ෝ ⡍⧉⦹ᩍ ᔢ ⯩ݚ⡎մí ⧕ᕾ

⦹Ł ᯩ݅. ੱ⦽ ᝍᔍšॅ᮹ ᝍᔍෝ ᭥⦹ᩍ ᔢ

ࡹŁ ᯩᮝအಽ, ᝅᱽಽ۵ ၙǎᨱᕽ ᔍᬊࡹ۵ ݡ

⢽ᝍᔍʑᵡ(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ᇡᇥ᮹ ᔢ⢽a ⧥ჶ᮹ ᱢᬊᮥ ၼ۵݅Ł ⧁ ᙹ

Procedure: TMEP)ᯕ ᯩᮝ໑, ᔢ⢽ᝍᔍaᯕऽ

ᯩ݅. ⧥ჶŝ ᵝᱽᱶჶᮡ šჶ᮹ ԕᬊᮥ ࠥ

(Trademark Examination Guide, Notes and An-

᯦⦹ᩍ Ƚᱶࡹᨕ ᯩŁ, ☖ᔢ ᕽಽ ᱶ⧊ᖒᯕ ᮁḡ

nouncements)a ษಉࡹᨕ ᯩ݅. ੱ⦽ Public Law

ࡹŁ ᯩᮝӹ, อ᧞ ə ᔍᯕᨱ ༉ᙽ, ᱡⅪᯕ ᯝᨕ

.ᨱ۵ ᔢ⢽ჶ ᳑᧞ᯕ⧪ჶ(Trademark Law

ӽ Ğᬑᨱ۵ ᱽᱶჶᮡ šჶᨱ ᬑᖁ⦹Ł, ᩑႊ

Treaty Implementation Act: TLTIA)ᯕ ᯩ݅. ᔢ

ᱽᱶჶ(⧥ჶ)ᮡ ᵝᱽᱶჶᨱ ᬑᖁ⦽݅. ⦽⠙ ᵝ

⢽ᝍ❱⧎ᗭ᭥ᬱ⫭(TTAB)ᨱ۵ TTAB Manual

šჶ(⍅ຝಽ)ᨱ ᮹⦽ ᔢ⢽ᅕ⪙۵ ᇩŖᱶ⧪᭥

of Procedure(TBMP)ෝ ࢱŁ ᝍᔍෝ ḥ⧪⦽݅.)

ɩḡ᮹ ჶญ᮹ ᯝᇡಽᕽ ᯙᱶࡹŁ ᯩᮝ໑, ᔢ⢽
šಉ ᵝ ᱽᱶჶ᮹ Ƚᱶᮡ ݡℕಽ ༉ߙᔢ⢽ჶᦩ

3. 관련기관 및 관할법원

(Model Trademark Bill: MTB)ᯕӹ ʑอᱢ ᔢš
ჶ(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 UDTP),

ၙǎᨱᕽ ᔢ⢽᮹ ॒ಾᮡ ᩑႊ✚⨩ᔢ⢽ℎ(Pat-

) ✚⨩ℎ, ‘ၙǎ ᔢ⢽ჶ, ᱽࠥᨱ š⦽ ᇥᕾ ၰ ᔍᱱ(Analysis and Issues of the United States Trademark Law and System)’
().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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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ᨱᕽ ⦽ݚݕ

1. 상표 출원의 유형7)

݅. ᩑႊ✚⨩ᔢ⢽ℎ(USPTO) ᝍᔍš᮹ ॒ಾÑᇡ
đᱶᨱ ⦹ݡᩍ۵ ᔢ⢽ᝍ❱⧎ᗭ᭥ᬱ⫭(TTAB)ᨱ

(1)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ᗭ⧁ ᙹ ᯩ݅. ᔢ⢽ᝍ❱⧎ᗭ᭥ᬱ⫭۵ ✚⨩ℎ

ᔢ⢽a ⇽ᬱ ᱱᨱ ᯕၙ ၙǎ ԕᨱᕽ ᔍᬊ ᵲ

ᰆᨱ ᮹⧕ ḡࡹŁ ǎaŖྕᬱ ᯥ᭥ᬱ⫭ᨱ

ᨱ ᯩ݅໕, ᝅᱽᔍᬊʑᵡ(Actual Use)ᮝಽ ᔢ⢽

᮹⧕ ᭥ᬱᮝಽ ᯥᯕ ᱢ݅⦹ݚŁ ᯙࡽ ✚⨩

ෝ ⇽ᬱ⦹۵ ႊᮝಽ ᔢ⢽ǭᮥ ᅕ⪙⦹۵ ႊ

ℎ Ḣᬱᮝಽ Ǎᖒࡹ໑, b ᔍᦩᮡ ✚⨩ℎᰆᨱ ᮹

ᯕ݅. ᔢ⢽᮹ ᔍᬊᯕ ᯩ۵ Ğᬑ ᔢ⢽ǭᯕ ᳕ᰍ⦹

⧕ ḡࡽ ↽ᗭ ᯙᮝಽ Ǎᖒࡽ ᭥ᬱ⫭ᨱ ᮹⧕

Ł ݅⚝ᯕ ᳕ᰍ⦹۵ Ğᬑᨱ ᝅᱽ ᔍᬊᮥ ᷾⦹

ᝍญࡽ݅. ᔢ⢽ᝍ❱⧎ᗭ᭥ᬱ⫭۵ ॒ಾᨱ ⦽ݡ

۵ ᔍᬊᵝ᮹ෝ ₥┾⦽ ၙǎᔢ⢽ჶ᮹ ✚Ḷᮝಽ

ᯕ᮹ᝁℎ ᨱ ᱡⅪ(interference), ᱢჶ⦽ ᄲ⧪ᔍ

⇽ᬱᮡ ᱥᯱ⇽ᬱ ੱ۵ ᬑ⠙⇽ᬱ ༉ࢱ a݅⦹܆

ᬊᯱಽᕽ᮹ ॒ಾ⇽ᬱ ၰ ॒ಾ᮹ ⡍ʑᔍÕᨱ ݡ
⦹ᩍ đᱶ⦽݅.

(2)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ᩑႊ✚⨩ᔢ⢽ℎᮡ ə ᨱࠥ ᔢ⢽᮹ ᔍᬊᩍᇡ

ၙǎᨱᕽ ⩥ᰍ ᔍᬊ ᵲᯙ ᔢ⢽۵ ᦥܩḡอ, ᦿ

ӹ ॒ಾ≉ᗭᨱ  ⦽ݡđᱶᮥ ԕฑ݅. ᔢ⢽ᝍ❱⧎

ᮝಽ ၙǎ ԕᨱᕽ ᔢᨦᱢᮝಽ ᔍᬊ⦹ʑ ᭥⧕ᕽ

ᗭ᭥ᬱ⫭᮹ đᱶᮡ ✚⨩ᔢ⢽ℎ᮹ ↽᳦ đᱶᯕ

ၙญ ᔢ⢽ෝ ॒ಾ⦹۵ Ğᬑ, ၙ௹ᔍᬊʑᵡ(In-

໑, ᯕ đᱶᨱ ⦹ݡᩍ۵ ᩑႊ⧎ᗭჶᬱᯕ š⧁ǭ

tent-to-use)ᨱ  ✚⨩ᔢ⢽ℎᨱ ᔢ⢽⇽ᬱᮥ ⧁

ᮥ ⧪ᔍ⦽݅. ᔢ⢽⋉⧕ᗭᘂᨱ ⧕ݡᕽ۵ ᙽ⫭ჶ

ᙹ ᯩ݅.

ᬱ(Circuit Court)ᯕ š⧁ǭᮥ ⧪ᔍ⦽݅. ₙŁಽ
ၙǎᨱ۵ b ᵝᨱ ჶᬱᯕ ᯩŁ, ᔢ⢽ෝ ᔍᬊ⧉ᮝ
ಽ៉ ǭญa ၽᔾ⦹အಽ ⋉⧕ ᗭᘂ᮹ Ğᬑ, b ᵝ
᮹ ჶᬱᨱ ᱽ⇽ࡹ۵ Ğᬑa ฯ݅.)

(3)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
출원

ၙǎ ᯕ᮹ ӹᨱᕽ ᯱǎᨱ ⇽ᬱ ᵲᯙ ᔢ⢽
ෝ ɝÑಽ ၙǎ✚⨩ᔢ⢽ℎ(USPTO)ᨱ ᔢ⢽ෝ
⇽ᬱ⦹۵ ႊᯕ݅. ᬑᖁǭ ᵝᰆ ⇽ᬱ᮹ Ğᬑᨱ

ⳕᔢ⢽॒ಾᱩ₉

۵ ᔍᬊᵝ᮹ ᬱ⊺ᯕ ᱢᬊࡹ۵ ၙǎᨱᕽ ᯙᱶ a

) USPTO۵ “✚⨩ ŖŖᯱྙ᭥ᬱ⫭(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ၰ “ᔢ⢽ ŖŖᯱྙ᭥ᬱ⫭(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᮹ ᳑ᨙᮥ ၼ۵ ✚⨩ℎᰆ⦹ᨱ ᇡ✚⨩ℎᰆᯕ ᯩᮝ໑, ᵝ ᨦྕ ᯙᯙ ✚⨩ ၰ ᔢ⢽ǎŝ ᯝၹ ḡᬱᨦྕᯙᮝ
ಽ Ǎᖒࡹᨕ ᯩ݅. “✚⨩ ŖŖᯱྙ᭥ᬱ⫭” ၰ “ᔢ⢽ ŖŖᯱྙ᭥ᬱ⫭”۵ ✚⨩ ၰ ᔢ⢽ᱽࠥ ⧪ᨱ ᯩᨕ ᯱྙ⦹۵ ʑšᮝಽ
݅᧲⦽ ĥ⊖᮹ ၙǎ ၝᮝಽ Ǎᖒࡹᨕ ᯩ݅. ᭥ᬱ⫭۵ ✚⨩ ၰ ᔢ⢽ᨱ š⦽ ᱶ₦, ༊⢽, ⧪ᨦྕ, ᩩᔑ ॒ᮥ ᝍ᮹⦹໑ ᳑ᨙ
⦽݅.
) Id.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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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ᱽࠥಽ ↽Ⅹ ⇽ᬱᯝಽᇡ░ }ᬵ ᯕԕᨱอ

⢽ ॒ಾᨱ ᯩᨕ aᰆ ⬉ᬊᖒᯕ ⓑ ᱽࠥᯕ݅.

a݅⦹܆۵ ᱽ⦽ᯕ ᳕ᰍ⦽݅. ੱ⦽, ᯱǎ ᔢ⢽a
॒ಾࡹ໕ ॒ಾ᷾ ᔍᅙᮥ ၙǎ✚⨩ᔢ⢽ℎᨱ ᱽ

(5)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 ⦽݅. ᯕ ႊჶᮡ ⇽ᬱ ᯕᱥᨱ ॒ಾᯕ a

ǎᱽᔢ⢽⇽ᬱᱽࠥ, ษऽญऽ᳑᧞(Madrid

⦽܆ḡ ᔢᖙ⯩ áᔪ⦹۵ äᯕ ⦥ᙹᱢ ᗭᨱ ⧕

Protocol)᮹ a᯦ǎ(contracting party)ᨱ Ñᵝ⦹

݅⦽ݚ.

۵ ⇽ᬱᯙᯕ ݅ෙ a᯦ǎ᮹ ✚⨩ᔢ⢽ℎᨱ Ḣᱲ
ᔢ⢽ෝ ⇽ᬱ⦹۵ äᯕ aࠥ⦹܆ಾ ⦹۵ ᱽࠥᯕ

(4) 외국 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상표출원

݅. ᯕ ᳑᧞ᨱ ɝÑ⦹ᩍ ၙǎ ᔢ⢽ჶ ᦩᨱ ᔩ

ǎᨱᕽ ᯕၙ ॒ಾࡽ ᔢ⢽ෝ ɝÑಽ ၙǎ✚

í Ƚᱶᮥ ᝁᖅ⦹ᩍ ǎᱽᔢ⢽⇽ᬱᱽࠥෝ ᯕᬊ

⨩ᔢ⢽ℎᨱ ᔢ⢽ ⇽ᬱᮥ ⦹۵ ႊᯕ݅. ᯕ ႊ

⦽ ᔢ⢽⇽ᬱ ႊᮥ ᔩí ᯦ࠥ⦹ᩡ݅.

ᮡ ǎᨱᕽ ᯕၙ ॒ಾࡽ ᔢ⢽ෝ aḡŁ ၙǎ 

ၙǎᮡ ᯱǎ᮹ ᔢ⢽ෝ ᅕ⪙⦹ʑ ᭥⧕ᕽ ݅ෙ

ᰆᨱ ḥ⇽⦹ʑ ᭥⦽ Ğᬑᨱ ᅕ⠙ᱢᮝಽ ᯕᬊ⦹

ӹॅᅕ݅ ܇í ֥ ᬵ ᯝ ษऽญऽ᳑᧞

۵ äᨱ ⧕݅⦽ݚ. ၙǎᨱᕽ ⩥ᰍ ᔍᬊ⦹Ł ᯩḡ

ᨱ a᯦⦹Ł ֥ ᬵ ᯝᇡ░ ǎᱽᔢ⢽⇽ᬱ

ᦫŁ ᙹ֥ ᯕԕᨱ ၙǎᨱᕽ ᔍᬊ⧁ ĥ⫮ᯕ ᨧ

ᱲᙹෝ ᯲⦹ᩡ݅. ᯕ ᳑᧞ᮡ ݡᇡᇥ ᮁ ǎa

ࠥ, ၙญ ᯱᝁ᮹ ᔢ⢽ෝ ॒ಾ⧕ ࢱᨕ ⋉⧕ෝ ᩩ

᪡ ⦽ǎ, ᯝᅙ, ᵲǎ ॒ ᖙĥ ᔑᨦᮥ ᬡḢᯕ۵ ӹ

ႊ⦹Ł ၽᔾࡽ ⋉⧕ᨱ ⧕ݡᕽ۵ ᗱ⧕႑ᔢᮥ ℎ

ॅᯕ ݡᇡᇥ a᯦ࡹᨕ ᯩᮝအಽ, ၙǎ ᰆ ᯕ

Ǎ⦹ᩍ ᰍᔑᱢ a⊹ෝ ḡ┅ʑ ᭥⧕ᕽ ᯕᬊ a܆

ᨱ ǎᱽ ᰆᮥ Ŗఖ⦹۵ ᱥఖᮥ aḥ ʑᨦ᮹

⦽ ⇽ᬱ ႊᯕ݅.

Ğᬑᨱ ǎᱽᔢ⢽⇽ᬱᮥ ⦹ᩍ ǎᱽᱢᮝಽ ⫭ᔍ

ᯕ᪡ zᮡ ǎ ᔢ⢽ ॒ಾᮥ ɝÑಽ ⦽ ⇽ᬱᮡ
ǎ ॒ಾᔢ⢽a ᮁḡࡹ۵ ⦽, ၙǎ ԕᨱᕽ ⧕ݚ

᮹ ᔢ⢽ෝ ᅕ⪙⦹Ł ᯕෝ ɝÑಽ ၙǎᨱ ᔢ⢽ෝ
⇽ᬱ⧁ ᙹ ᯩ݅۵ ᱱᨱᕽ ᰆᱱᮥ aḥ݅.

ᔢ⢽ᨱ ʑe᮹ ᱽ⦽ᯕ ᨧ݅۵ ᰆᱱᯕ ᯩ݅. ᯕ
۵ ᔍᬊᵝ᮹ෝ ≉⦹Ł ᯩ۵ ၙǎ᮹ ⇽ᬱᱽࠥᨱ

݅ᮭ᮹ ⢽۵ ᦿᨱᕽ ᨙɪࡽ aḡ ႊ᮹ ၙǎ

ᕽ ᝅᱽಽ ᔢ⢽᮹ ᔍᬊᯕ ᨧ݅Ł ⦹ࠥ ᔢ⢽

ᨱ ᔢ⢽॒ಾᮥ ⧁ ᙹ ᯩ۵ ⇽ᬱ ᳦ඹෝ šಉ᳑⧎

ǭᮥ aḩ ᙹ ᯩ݅۵ ✚ᖒᯕ ᯩʑ ভྙᨱ ǎ ᔢ

ŝ ⧉̹ ⢽ಽ ᱶญ⦽ äᯕ݅.

<상표출원의 종류>
출원 유형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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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15 U.S.C. §1051
(Section 1(a) of the
Lanham Act)

내용
미국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
으로 상표 출원하여 미국 내에서의 상표 보호권 확보 가능
- 상표의 실제사용증명을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삼고 있는 미국상표
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출원방식

United States of America

출원 유형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관련조항

내용

15 U.S.C. §1051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Section 1(b) of the

경우에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미래사용 기준(Intent-to-Use)에

Lanham Act)

따른 상표출원
미국 이외의 나라에 신청 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

외국출원 우선권

15 U.S.C. §1126

주장에 따른

(Section 44(d) of the

미국상표출원

Lanham Act)

출원하는 것
-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년 내에 미국에서 사용할 계
획은 없으나 다른 나라에 신청 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 내의 상
표권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
미국 이외의 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상표청에
상표 출원하는 방식

외국등록 상표권에

15 U.S.C. §1126

근거한

(Section 44(e) of the

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할

미국상표출원

Lanham Act)

계획은 있으나, 수년 내에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경우라면

- 다른 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용 가능. 미

다른 나라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외국상표 등록권 주장 상표출원
(foreign registration base) 가능
국제상표출원제도를

15 U.S.C. §1141

이용한

(Section 66 of the

특허청에 직접 상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상표출원

Lanham Act)

- 미국은 2003년 8월 2일에, 한국은 2003년 4월에 가입

이른바 마드리드조약의 가입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다른 가입국의

<⇽: ✚⨩ℎ ⧕ḡᰍᔑǭᅕ⪙ᖝ░, ၙǎ᮹ ḡᰍᔑǭ } >

2.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종류

ᇩŝ⦹ʑ ভྙᯕ݅. ⦹ḡอ ᯕ్⦽ ᱽ⦽ᮡ ᝁℎ
ᯱa ݅ෙ ₉ᱢᯙ ᮹ၙෝ aḡŁ ᯩ݅Ł ∊ᇥ
⦽ ᷾Ñෝ ᱽ⧩ᮥ ভᨱ ॒ಾᯕ ⨩aࢁ ᙹ ᯩ

⧥ჶ section ( U.S.C §)ᨱ۵ ჶᱢᮝ
ಽ(statutory bars) Ƚᱶࡹᨕ ᯩ݅. ə ᳦ඹ۵ ݅

݅. ᯕ్⦽ ᷾ᮡ ֥e Йᵡ⯩ ᔍᬊ⦽ äᮥ ᷾
⦹۵ äᮝಽ ᳒⦹݅.

ᮭŝ z݅.

2) 상표가 부도덕하거나 추한 내용 또는
1) 묘사하는 내용의 표시(Descriptive
Marks)
࠺ჶ section (e)ᨱᕽ ɩḡ⦹Ł ᯩ۵ ԕᬊᯕ݅.

그릇된 내용을 상징하는 표시(Mark
is immoral, scandalous, or creates a
false representation)

ᯕäᮥ ɩḡ⦹۵ ᯕᮁ۵ ݉ᙽ⯩ ᔢ⣩ᯕӹ, ᯱᩑ,
⣩ḩ, ✚Ḷ ੱ۵ ᰍഭ ॒ᮥ ᖅ⦹Ł ᯩ۵ äᨱ

࠺ჶ section (a)ᨱᕽ ɩḡ⦹Ł ᯩ۵ ԕᬊᯕ݅.

맞춤형 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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ᇡࠥ⦹Ñӹ ⇵⦽ äᮥ đᱶ⦹۵ ʑᵡᨱ ⧕ݡ

႑ᬑᯱ᮹ ⨩aෝ ᮝ໕ a݅⦹܆.

ᕽ۵ ༉⪙⦹Ł ⪝ࠩᮥ aᲙ᪉݅۵ äᯕ ⩥ᝅᯕ
݅. ⦹ḡอ ⇵⦽ ԕᬊ(scandalous)ᮥ đᱶ⦹۵ ʑ

4) 군장(軍裝)이나 문장(紋章)

ᵡᮡ ᖅᱢ(obscenity)ᯥᮥ ᱶ⦹۵ ʑᵡᅕ݅۵
ᬊᯕ⦹݅۵ äᮥ ᵝ᮹⧕ ⦽݅. ⦹ḡอ ᝅᱽಽ

อ᧞ ॒ಾ⦹ಅ۵ ᔢ⢽᮹ ԕᬊᯕ ၙǎᯕӹ ✚

ࠥ ၙǎ ✚⨩ᔢ⢽ℎᨱᕽ ᯕ్⦽ ᯕᮁෝ ɝÑಽ

ᱶ ᵝӹ ᮹ Ǒᰆ, ྙᰆ, ⭹ᰆᮥ ⡍⧉⦹Ł ᯩᮥ

ᔢ⢽ ॒ಾᮥ Ñᱩ⦹۵ Ğᬑ۵ ๅᬑ ऽྜྷ݅. ੱ⦽

Ğᬑᨱ۵ ᔢ⢽॒ಾᯕ ⨩aࡹḡ ᦫ۵݅. ⦹ḡอ

ݡᵲᨱí ༜ࡽ ԕᬊᮥ ᔢḶ⧁ ভ, ᩩෝ ॅᨕ

อ᧞ ᝁℎᯙᯕ ə్⦽ ԕᬊᮥ ᔍᬊ⦹໕ᕽ ᅙᯙ

✚ᱶᯙᯕӹ ✚ᱶʑš᮹ ᯕᯕӹ ᦥᯕߕ❑❑᪡

ᨱí ᦥྕ ✚ᱶ ǭญa ᨧ݅۵ äᮥ ḥᚁ⦹໕

ၡᱲ⦹í ᩑđࡹᨕ ᯕෝ ༜ ᔍᬊ⦹۵ Ğᬑᨱ

(disclaimer) ᔍᬊᯕ a݅⦹܆.

ࠥ ᔢ⢽ ॒ಾᯕ Ñᱩࡽ݅.

5) 그 밖에 상표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
3) 특정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또
는 사망한 미국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ჶ᮹ section ᨱᕽ ᩕÑ⦹Ł ᯩḡ۵ ᦫḡ

(unauthorized use of living person or

อ, ᔢ⢽ಽ ᔍᬊࢁ ᙹ ᨧ۵ äॅᮡ ᔢ⢽ಽ ॒ಾ

deceased president)

ࢁᙹ ᨧ݅. ᩩෝ ॅᨕ, ᔢ⣩ᯕӹ ᕽእᜅෝ qᄥ
⧁ ᙹ ᨧ۵ ԕᬊᯝ Ğᬑᨱ ə్⦹݅.)

࠺ჶ section (c)ᨱᕽ ɩḡ⦹Ł ᯩ۵ ԕᬊᯕ݅.
อ᧞ ॒ಾᮥ ⦹ಅ۵ ᔢ⢽᮹ ԕᬊᯕ ᔕᦥᯩ۵ ᔍ
௭᮹ ᯕ, Ⅹᔢ, ᔍᯙ ॒ᮥ ᔍᬊ⦹໕ᕽ ə ᔍ௭
ᮝಽᇡ░ ྙᕽ᮹ ࠺᮹(written consent)ෝ ḡ

3. 상표출원 절차

1) 등록할 상표의 검색9)

ᦫŁ ⨩aࡹḡ ᦫᮡ ᔍᬊᮥ ⦹۵ Ğᬑᨱ۵ ॒ಾ
ᯕ ɩḡࡽ݅. ੱ⦽ ႑ᬑᯱa ᔕᦥᯩ۵ ࠺ᦩᨱ۵

⇽ᬱࡽ ᔢ⢽۵ ᯕၙ ॒ಾࡽ ᔢ⢽᪡ እƱ⦹ᩍ

ၙǎ᮹ ᔍ⦽ ☖ݡಚ᮹ ᯕ, Ⅹᔢ, ᔍᯙ᮹ ॒ಾ

⪝ࠩ a܆ᖒ(Likelihood of Confusion)ᯕ ᨧ۵ Ğ

ࠥ ⨩aࡹḡ ᦫ۵݅. ⦹ḡอ ə ᔍ⦽ ☖ݡಚ᮹

ᬑ ॒ಾᯕ a݅⦹܆. ᕽ ⇽ᬱ ᱥ ᔢ⢽ áᔪᮥ

) Richard Stim, “Trademark Law”, (), p..
) ᩑႊ ॒ಾᔢ⢽ ੱ۵ ⇽ᬱࡽ ᔢ⢽a ᯕၙ ᳕ᰍ⦹۵ḡᨱ  ⦽ݡáᔪᮡ ၙǎ✚⨩ᔢ⢽ℎ ᭚ᔍᯕ✙ http://www.uspto.gov/trademarks/index.jspᨱᕽ ྕഭಽ a⦹܆໑, ߑᯕ░ᄁᯕᜅ۵ ᝁℎ ᵲᯙ(pending) ᔢ⢽, ⡍ʑࡽ(abandoned)ᔢ⢽, ॒ಾࡽ(registered)
ᔢ⢽, ॒ಾ ⬥ ัᗭࡽ(dead) ᔢ⢽ ॒ᮥ ⡍⧉⦹۵ ႊ ⦽ݡᯱഭෝ ⡍⧉⦹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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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 ࠺ᯝ⦹Ñӹ እ⦽ ॒ಾ ᔢ⢽a ᳕ᰍ⦹۵

ᯙࡽ ᔢ⣩ᯕ zᮡ ⋕▭Łญ ᦩᨱ ᳕ᰍ⦹۵ḡ ⪶

ḡ᪡ ə ᔢ⢽ෝ ᔍᬊ⦹۵ ᔢ⣩ ੱ۵ ᕽእᜅa ⇽

ᯙ⧁ ᙹ ᯩ݅.

ᬱ⦹ಅŁ ⦹۵ ᔢ⢽᪡ šಉᯕ ᯩ۵ḡෝ ⪶ᯙ⧕

ᖙ ჩṙಽ۵ ᱥྙ áᔪ ᔍᯕ✙ෝ ᯕᬊ⦽ áᔪ

 ⦽݅. ᯕෝ ⪶ᯙ⦹۵ ႊჶᮡ ݡ⢽ᱢᮝಽ a

ᯕ݅. ࠺ᯝ, ᮁ᮹ᨕ áᔪ ᨱ ᮁഭ ᱥྙ áᔪ ᔍ

ḡ ႊჶᯕ ᳕ᰍ⦽݅.

ᯕ✙ෝ ᯕᬊ⦹໕  ⪶ᝅ⦽ đŝෝ ᮥ ᙹ ᯩ݅.

ℌ ჩṙಽ ࠺ᯝᨕ áᔪ(Identical Name Search)

ᷪ, ᱥྙ áᔪ(In-depth Search)ᔍᯕ✙ෝ ᖁ┾⦹

ᯕ ᯩ݅. ᯕ۵ aᰆ e݉⦽ áᔪᮝಽ áᔪᔍᯕ✙

ᩍ ᳡  ᱥྙᱢᯙ áᔪ(Advanced Search)ᮥ ᝅ

ᨱᕽ ʑᅙáᔪ(Basic Search)ᮥ ᖁ┾⦹ᩍ áᔪᨕ

⧪⧕ᕽ đŝෝ ᅕÑӹ,  մᮡ ჵ᭥᮹ áᔪᮥ ᖅ

(Search Term)⋙ᨱ áᔪ⦹Łᯱ ⦹۵ ᯕᮥ ք

ᱶ⦹ᩍ áᔪ⦹۵ ႊჶࠥ ᳕ᰍ⦽݅.)

ᨕ ᬱ⦹۵ ᔢ⢽᪡ ࠺ᯝ⦽ ᔢ⢽a ᯩ۵ḡ áᔪ⦹

⦽⠙, ᅕ݅ ᱥྙᱢᯙ áᔪᮥ ᬱ⧁ ভᨱ۵ ᱥ

۵ äᯕ݅. อ᧞ áᔪ đŝa “Sorry, No results

ྙᱢ ᔢ⢽ áᔪ ᔍᯕ✙ෝ ᯕᬊ⦹۵ äᯕ ᳬ

were found for your query”ಽ ӹ᪵݅໕ ᯦ಆ⦽

݅. ᩍʑᨱ۵ ݡ⢽ᱢᯙ ࢱ ⫭ᔍ(Thomson &

ᔢ⢽᪡ zᮡ ᯕ᮹ ᔢ⢽a ᨧ݅۵ ัᯕ݅. ə్

Thomson,) Trademark Research Corporation))

ӹ ᯕ đŝಽ ॒ಾᯕ ࡽ݅۵ äᯕ ᦥܩŁ, ݅ෙ

a ᯩ݅.

ᔢ⢽᪡ ⪝࠺ᮥ ᵥ ᙹ ᯩ۵ Ğᬑ ᔢ⢽a Ñᱩࡹအ
ಽ ݅ᮭ᮹ áᔪᮥ ᝅ⧪⧕ ⦽݅.

2) 상표출원 단계

ࢱ ჩṙಽ۵ ᮁ᮹ᨕ áᔪ(Screen Search)ᯕ ᯩ
݅. ᮁ᮹ᨕ áᔪᯕ ⧉ᮡ, ᩑđࡽ ݉ᨕಽ ࡽ ᔢ
⢽໕ bb᮹ ݉ᨕෝ ᯦ಆ⦹ᩍ մí áᔪ⦹۵
ႊჶᨱ ⧕݅⦽ݚ. ᷪ, ǎᱽᔢ⢽ʑᵡŝ Ñ᮹ ᮁᔍ
⦽ ၙǎ ᔢ⢽ჶ᮹ ᔢ⣩ ੱ۵ ᕽእᜅ᮹ ⋕▭Łญ

ᔢ⢽⇽ᬱ ᨱ ၹऽ ⦥⦽ ʑᅙᱢᯙ ᕽඹ
۵ ݅ᮭŝ z݅.
‐ ⇽ᬱᯙŝ šಉ⧕ᕽ۵ ⇽ᬱᯙ᮹ ǎᱢ ၰ ᯕ
(ჶᯙ᮹ Ğᬑᨱ۵ ⋎)

ᦩᨱᕽ ⇽ᬱ⦹ಅ۵ ᔢ⢽ෝ ᯦ಆ⦹ᩍ ⇽ᬱ ᵲᯕ

‐ ⇽ᬱᯙ᮹ ᵝᗭ

Ñӹ ॒ಾࡽ ᔢ⢽ ᵲᨱᕽ ᮁ⬉⦽ ᔢ⢽a ᯩ۵ḡ

‐ ᖁᕽᨱ ݡᝁ⦹۵ ᖁᨙᕽ

⪶ᯙ⧕ ᅕ۵ áᔪᯕ݅. ᯕ᪡ zᮡ áᔪ᮹ đŝෝ

‐ ᭥ᯥᯙᯙ Ğᬑ, ᭥ᯥᰆ

☖⦹ᩍ ᔢ⢽ ᯱℕ᮹ ᮁᔍᖒ ᩍᇡ᮹ ⪶ᯙŝ ə ⪶

⇽ᬱ ᔢ⢽᪡ šಉࡽ ᕽඹಽ۵ ᖁᕽᕽ, ᔢ⢽ෝ

) Richard Stim, “Trademark Law”, (), p..
) Thomson& Thomson(www.thomson-thomson.com),  Victory Road, North Quincy, MA -, () -.
) Trademark Research Corporation(www.cch-trc.com),  Park Ave S., New York, NY , () TRC-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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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ᬊ⦹۵ ᔢ⣩ ၰ ə ᇥඹ, ᔢ⢽ ᯙᘥ čᅙ, ⇽ᬱ

ᔍᬊࡹ۵ ᔢ⣩ ၰ ə ⢽ᰆ᮹ ࠥ໕ᯕ ⦥⦹݅. ✚

ᯙᨱ ᮹⦽ ə ⢽ᰆ᮹ ↽Ⅹ᮹ ᔍᬊᯝ, ⇽ᬱᯙᨱ ᮹

ᄥ⯩ ⇽ᬱ ᳦ඹᨱ  ⦥⦽ }ᄥᱢ ᵡእ ᕽඹ

⦽ ə ⢽ᰆ᮹ ↽Ⅹ ᔢᨦᔢ᮹ ᔍᬊᯝ, ə ⢽ᰆᯕ

۵ ݅ᮭ᮹ ⢽᪡ z݅.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
출원 유형

제출 서류
사용증명 샘플(Specimen)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상표가 보이도록 찍은 제품의 사진이나 제품 카탈로그(전자출원은 사용증명 샘플사진을 스
캔하여 제출 가능)
- 어디서든 처음 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 anywhere)
- 미국에서 상업에 처음 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 in commerce)
사용증명 제출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 상표 등록 허락통지서를 받고 6개월 이내 사용증명 제출
- 사용증명 형식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사진, 매뉴얼
사용증명 연장신청
- 한 번에 6개월씩 5번까지 연장신청 가능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외국출원 우선권

- 해당 국가 특허청이 발급한 상표우선권 서류 등본(Certified copy)

주장에 따른

- 번역인의 이름 및 서명(signature)이 포함된 각 페이지의 영문 번역(공증하지 않아도 됨)

미국상표출원

전자출원의 경우 우선권 서류 각 페이지를 스캔하여 번역인의 서명(signature)이 포함된 번역문
을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송
외국 등록 상표권의 증명을 위한 서류

외국 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상표출원

- 해당 국가 특허청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본
- 번역인의 이름 및 서명(signature)이 포함된 각 페이지의 영문 번역(공증하지 않아도 됨)
전자출원의 경우 우선권 서류 각 페이지를 스캔하여 번역인의 서명(signature)이 포함된 번역문
을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송
출원 장소
- 출원인이 국적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국가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 출원인이 비즈니스 영업(commercial establishment)을 하는 국가
소재 국가의 출원된 상표나 등록된 상표에 근거하여 해당특허청을 통한 단일 출원(single application)으로 국제사무국에 심사 없이 등록
협약 가입국 중 출원인이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상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 발생

<⇽: ⦽ǎḡᰍᔑᅕ⪙⩲⫭,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interestkind=&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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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3) 상표출원의 심사 및 응답

ᵲᨱ petitionᯕ ᱽ⇽ࡹᨕ ࡹᔕᦥԁ a܆ᖒᯕ ᯩ
ʑ ভྙᯕ݅. ᕽ ᖁ⧪ ᔢ⢽ ᳑ᔍ ᅕŁᨱᕽ ⇽

⇽ᬱᮝಽᇡ░ ☖ᔢ ᧞ ~}ᬵ ᱶࠥ Ğŝ⧩

ᬱᯕ ᮲ ݖʑ⦽ᮥ չĉ ⡍ʑࡽ ᔢ┽Ł ⧕ࠥ, ᮲

ᮥ ভᨱ ၙǎ✚⨩ᔢ⢽ℎᨱᕽ ᝍᔍšᯕ ᝍᔍෝ

 ݖʑ⦽ᮥ չʑŁ }ᬵᮥ Ğŝ⧩۵ḡ᮹ ᩍᇡᨱ

⦽݅. ᝍᔍ۵ ⇽ᬱ᮹ ႊᨱ  ⦽ݡÕᮥ ∊᳒⦹

 ⧕ݡᵝ᮹ ʫí ⪶ᯙ⧕ ⦽݅.

Ł ᯩ۵a ၰ ⇽ᬱᨱ šಉࡽ ᔢ⢽a ॒ಾࡹʑ ᭥
⦽ ᝅℕᱢ Õᮥ ∊᳒⦹Ł ᯩ۵a᮹ ᩍᇡᨱ ݡ

4) 공고결정, 등록허가통지, 등록

⧕ ᯕᨕḥ݅.
ᝍᔍ đŝ ᝍᔍšᯕ əݡಽ۵ ॒ಾᮥ ⨩a⧁

ᝍᔍ đŝ ᝍᔍšᯕ ॒ಾᮥ ⨩a⧕ࠥ ᳬ݅Ł

ᙹ ᨧ݅Ł ❱݉⦹໕ Ñᱩᯕᮁ☖ḡ(Office Ac-

❱݉⦽ Ğᬑ ੱ۵ Ñᱩᯕᮁᨱ  ⦽ݡ᮲ݖᨱ ᮹⧕

tion)ෝ ၽ⧪⦽݅. ⇽ᬱᯙᮡ Ñᱩᯕᮁ☖ḡᨱ ݡ

Ñᱩ ᯕᮁa ɚᅖࡹᨩ݅Ł ❱݉⦹໕, ⇽ᬱᯙᨱ

⧕ᕽ ə ԕᬊᨱ  ᝍᔍš᮹ ❱݉ᨱ ฿ᖅ ᮹č

í ŖŁđᱶ☖ḡᕽ(notice of publication)ෝ ၽ

ᕽෝ ᱽ⇽⦹Ł, ᔢ⣩ ੱ۵ ᕽእᜅ᮹ ʑᰍෝ q⇶

⧪⦹໑, ၙǎ✚⨩ᔢ⢽ℎᨱᕽ ၽ⧪⦹۵ ᔢ⢽Ŗ

⦹۵ ॒᮹ ᅕᱶᕽෝ ᱽ⇽⧁ ᙹ ᯩ݅. Ñᱩᯕᮁ☖

ᅕ(official gazette))ᨱ ᔢ⢽ෝ ŖŁ⦹ᩍ ᱽᯱಽ

ḡᨱ  ⦽ݡ᮲ ݖʑ⦽ᮡ ə Ñᱩᯕᮁ☖ḡ᮹ ၽ⧪

ᇡ░᮹ ᯕ᮹ ᝁℎᨱ ᇺᩍḥ݅. ŖŁࡽ ᔢ⢽a ॒

ᯝಽᇡ░ }ᬵಽ, ʑ⦽ ԕᨱ ᮲⦹ݖḡ ᦫ۵ Ğ

ಾࡹ໕ ᗱ⧕ෝ ᯦۵݅Ł ၠ۵ ᯱ۵ ŖŁ ⬥ ᯝ

ᬑᨱ ⇽ᬱᮡ ⡍ʑ⦽ äᮝಽ ญࡽ݅. Ñᱩᯕᮁ

e᮹ ᯕ᮹ᝁℎ ʑe ԕᨱ ᯕ᮹ᝁℎ(opposition)

☖ḡᨱ  ⦽ݡ᮲ ݖʑe ԕᨱ ᮲⦹ݖḡ ᦫŁ ʑ⦽

ᮥ ⧁ ᙹ ᯩ݅. ᯕ⬥᮹ ॒ಾʭḡ᮹ ᱩ₉۵ ⧕ݚ

ᮥ չʕ Ğᬑ ⇽ᬱᮡ ⡍ʑࡹᨕ ქญӹ, ʑ⦽ᮥ չ

⇽ᬱ᮹ ⇽ᬱ ᩍ⦹ᨱ  ݍḥ݅.

ʕ äᯕ ᮹ࠥᱢᯕḡ ᦫᮡ Ğᬑᨱ۵ ə ⬥ }ᬵ
ԕᨱ ℎᬱᕽ(petition)ෝ ᱽ⇽⧉ᮝಽ៉ ⡍ʑࡽ ⇽
ᬱᮥ ⫭ᅖ⦹۵ äᯕ ᯙᱶࡽ݅.

(1) 사용에 의한 출원, 본국 등록에 의거한 출
원의 경우

ᯕäᮡ ᯱᝁᯕ ༜⦹ᩍ ᮲ ݖʑ⦽ᮥ ࠥŝ⦹

ᯕ᮹ᝁℎ ʑe ᵲᨱ ᱽᯱಽᇡ░ ᯕ᮹ᝁℎᯕ

ᩡᮥ ভᐱอ ᦥܩ ┡ᯙᯕ ᮲ ݖʑ⦽ᮥ ࠥŝ⦽

ᨧᨩ Ğᬑ ੱ۵ ᯕ᮹ᝁℎᮥ ᝍᔍ⦽ đŝ ᯕ᮹

Ğᬑᨱࠥ ᵲ⦽ ᮹ၙෝ aḥ݅. ᔢ⢽ ᳑ᔍ ᅕŁ

a ᯙᱶࡹḡ ᦫᮡ Ğᬑ ᔢ⢽۵ ၵಽ ॒ಾࡹ໑, ⇽

ᕽᨱᕽ ⡍ʑࡹᨩ݅Ł ᅕŁࡽ ┡ᯙ᮹ ᔢ⢽ ⇽ᬱ

ᬱᯙᨱí۵ ᔢ⢽॒ಾ᷾(registration certificate)

ᯕ ᔍᝅᮡ ᦥḢ ᪥ᱥ⦹í ⡍ʑࡽ äᯕ ᦥܩ ӹ

ᯕ ᘂᇡࡽ݅.

) ᔢ⢽ŖŁ(official gazette)۵ ၙǎ✚⨩ᔢ⢽ℎ ᔍᯕ✙ᨱᕽ ⪶ᯙ⧁ ᙹ ᯩᮝ໑, ๅᵝ ၽ⧪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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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의사(intent-to-use)에 의한 출원의
경우

ᩑႊ॒ಾᯕ ᯙᱶࡹ໕, ॒ಾࡽ ᔢ⢽۵ ӹᵲᨱ
⩥ᝅᱢᮝಽ ᔍᬊᮥ }⦽ ԁ(ᔍᬊḥᚁᕽᨱ ᔍ

ᝍᔍšᮡ ᯕ᮹ᝁℎ ʑeᮥ ḡӹ ᔢ⢽ෝ ॒ಾ

ᬊ}ᯝಽ ʑᰍ⦽ ԁ)ᯕ ᦥܩ, ᔍᬊ᮹ᔍᨱ ᮹

a݅⦹܆Ł ❱݉⦹໕, ၵಽ ॒ಾ⦹۵ äᯕ ᦥܩ

⦽ ⇽ᬱ᮹ ⇽ᬱᯙᨱ ᔍᬊᮥ }⦽ äᮝಽ ᮹ᱽ

 ⇽ᬱᯙᨱí ॒ಾ⨩a☖ḡᕽ(notice of allow-

ࡽ݅(constructive use). ə đŝ ᔍᬊ᮹ᔍᨱ ᮹⦽

ance)ෝ ᘂᇡ⦽݅. ⇽ᬱᯙᮡ ॒ಾ⨩a☖ḡෝ ᙹ

⇽ᬱ᮹ ⇽ᬱᯙᮡ ⇽ᬱᯝ ᯕ⬥ᨱ ⩥ᝅᱢᮝಽ ᔢ

ಚ⦹Ł ॒ಾᮥ ၼʑ ᭥⧕ᕽ۵ ☖ḡෝ ᙹಚ⦽ ԁ

⢽᮹ ᔍᬊᮥ }⦽ ԁᅕ݅ ᦿᖁ ԁᨱ, ⇽ᬱᯙ᮹

ಽᇡ░ }ᬵ ᯕԕᨱ  ⧕ݚᔢ⢽᮹ ᔍᬊᮥ }

ᔢ⢽᪡ ࠺ᯝ ੱ۵ ᮁᔍ⦽ ᔢ⢽ෝ }⦽ ᱽᯱ

⦹Ł, ə ≉ḡෝ ḥᚁ⦽ ᔍᬊḥᚁᕽ(statement of

a ᳕ᰍ⧩݅Ł ⦹ࠥ ə ᯱᨱ  ⧕ݡᬑᖁ⦽݅.

use)ෝ ᔢ⢽᮹ ᔍᬊᮥ ӹ┡ԕ۵ ᷾Ñ᪡ ⧉̹ ᱽ

ə్အಽ ᔍᬊ᮹ᔍᨱ ᮹⦽ ⇽ᬱᮡ ॒ಾᵝ᮹ ǎ

⇽⧕ ⦽݅. ᯕ }ᬵ᮹ ʑeᮡ ᝁℎᨱ ᮹⧕ ᩑ

aᨱᕽ ᔢ⢽॒ಾ⇽ᬱᯕ ᰆ௹ ᔢ⢽ෝ ᔍᬊ⧁ ǭ

ᰆ⧁ ᙹ ᯩ݅. ᩑᰆᮡ }ᬵษ݅ ↽⫭ ݡʭḡ

ญෝ ၙญ ⪶ᅕ⧕ ࢱʑ ᭥⦽ ᙹ݉ᮝಽ ᯕᬊࡹŁ

⧁ ᙹ ᯩ݅. ᕽ ⇽ᬱᯙᮡ ॒ಾ⨩a☖ḡᕽෝ

ᯩ۵ äŝ zᮡ ʑ܆ᮥ ⦽݅.

ᙹಚ⦹Ł ӹᕽ ֥ ᯕԕᨱ ᔢ⢽᮹ ᔍᬊᮥ }

ℌ ჩṙ ᔍᬊ ḥᚁᕽ(statement of use)᮹ ᱽ⇽

⦹໕ ࡹအಽ ᔍᬊ᮹ᔍᨱ ᮹⦽ ॒ಾ⇽ᬱ᮹ Ğᬑ

ʑ⦽ ᩑᰆᝁℎŝ šಉ⧕ᕽ, ॒ಾ⨩a☖ḡಽᇡ░

⇽ᬱ ⬥ ֥ʭḡ۵ ᔢ⢽ෝ ᝅᱽ ᔍᬊ⦹ḡ ᦫ

}ᬵ ᯕԕᨱ ᔍᬊḥᚁᕽෝ ᱽ⇽⧁ ᙹ ᨧ۵ Ğ

ࠥ ᱶ ⦽ݚᯕᮁa ᯩ۵ ⦽ ᔢ⢽⇽ᬱᯕ ᮁ⬉⦹

ᬑᨱ۵ ᱽ⇽ʑ⦽ อഭ ᱥᨱ ᩑᰆᝁℎᮥ ⦽݅. ݉

݅. ⇽ᬱᯙᮝಽᇡ░ ᔍᬊḥᚁᕽa ᱽ⇽ࡹ໕ ᝍ

Ñᱩᯕᮁᨱ  ⦽ݡ᮲ݖᨱᕽ᪡ zᯕ, ᯕ }ᬵ᮹

ᔍšᮡ ḥᚁᕽෝ ᝍᔍ⦹Ł(ᱽ݉ĥ ᝍᔍ), ᱽ⇽

ʑeᮥ ᮹ࠥᱢᯕ ᦥܩí ḡӹℱ ქฑ Ğᬑᨱ۵,

ࡽ ᔍᬊḥᚁᕽa Õᮥ อ᳒⦹Ł ᯩ݅Ł ᯙᱶ

ࠥŝ⦽ ԁಽᇡ░ }ᬵ ᯕԕᨱ ℎᬱ(petition)ᮥ

ࡹ໕ ⇽ᬱࡽ ᔢ⢽۵ ॒ಾࡽ݅.

ᝁℎ⧉ᮝಽ៉ ⫭ᅖᯕ a݅⦹܆. ࢱ ჩṙ ᯕ⬥᮹

ᯕ᪡ zᮡ ᔍᬊᮡ ḥᱶᮝಽ ☖ᔢ᮹ Ñ௹ŝᱶ

ᔍᬊḥᚁᕽ ᱽ⇽ʑ⦽᮹ ᩑᰆᝁℎᮡ ᩑᰆᮥ 

ᨱᕽ᮹ ᔍᬊ, ᷪ ᔢᨦᱢ ᔍᬊᯕᨕ ⦹အಽ ᔢ⢽

Ǎ⦹۵ ᯕᮁ᮹ ʑᰍa ⦥⦹݅. ᰆ ᳑ᔍᨱ 

᮹ ⇽ᬱ, ॒ಾ ၰ ǭญ ᮁḡෝ ᭥⧕ ᯙᱶࡹ 

eᯕ ÙญŁ ᯩʑ ভྙᯕुa ᱽ⣩ᮥ }ၽ ᵲ

༊ᔢ᮹ ᔍᬊ(token use)ᮡ ⨩ᬊࡹḡ ᦫí ࡽ äᯕ

ᯕʑ ভྙᯕ۵ ॒᮹ ᯕᮁa ᯩ݅. ₙŁಽ ၙǎ

݅. ݅อ ⇽ᬱᯙ ᯱᝁᯕ ᦥ ܭᯱ⫭ᔍӹ ᔍᬊǭᯱ

✚⨩ᔢ⢽ℎᮡ ᩑᰆ ᝁℎ᮹ ᯕᮁᨱ ⧕ݡᕽ۵ š

॒ šಉ⫭ᔍ(related company)ᨱ ᮹⦽ ᔍᬊࠥ ᔢ

ࠥ┽ ⦽ݡෝ ≉⦹Ł ᯩ݅.

⢽ǭᯱ᮹ ᔍᬊᮝಽ eᵝࡽ݅. ੱ⦽ ḡᱶᔢ⣩ ༉
ࢱᨱ ⦹ݡᩍ ᔢ⢽ෝ ᔍᬊ⦹ᩍ ⦹အಽ อᯝ ᔍ

(3) 사용진술서의 제출

ᬊࡹḡ ᦫ۵ ḡᱶᔢ⣩ᯕ ᯩᮥ ভᨱ۵ ᯕෝ ᔎᱽ

ၙǎᨱᕽ ᔢ⢽᮹ ᔍᬊᯕ }ࡽ Ğᬑ ᔍᬊḥ

⧕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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ᚁᕽෝ ᔢ⢽᮹ ᔍᬊᮥ ӹ┡ԕ۵ ᷾Ñ᪡ ⧉̹ ၙ

United States of America

ǎ✚⨩ᔢ⢽ℎᨱ ᱽ⇽⦽݅. ᔍᬊḥᚁᕽᨱ۵ ᔢ⢽

äᯕᨕ ⦽݅. ᩩෝ ॅᨕ, ᔢ⢽a ᇡ₊ࡽ ┽ə

a ၙǎ ԕ᮹ ᨕ۱ ᰆᗭᨱᕽ ↽Ⅹಽ ᔍᬊࡹᨩ݅

(tag), ᄉ, ᔢ⣩᮹ ᔍḥ ॒ᮥ ॅ ᙹ ᯩ݅. ⦽⠙,

۵ ḥᚁŝ ᔢ⢽a ၙǎ᮹ ᵝe ੱ۵ ǎᱽ Ñ௹

ᔢ⢽᮹ ⢽a ᯩ۵ ℎǍᕽ ॒ᮡ ᔢ⣩ ੱ۵ ᕽእ

ᨱᕽ ↽Ⅹಽ ᔍᬊࡽ ԁḽෝ ʑᰍ⦽݅. ᔢ⢽᮹ ᔍ

ᜅ᪡᮹ šĥa ၹऽ ⪶⦹݅Ł۵ ⧁ ᙹ ᨧʑ

ᬊᮥ ӹ┡ԕ۵ ᷾Ñ۵ ᔢ⣩ ੱ۵ ᕽእᜅᨱ ⧕ݡ

ভྙᨱ ᔍᬊ ᷾Ñಽ ᯙᱶࡹḡ ᦫ۵݅.

ᔢ⢽a ᔍᬊࡹŁ ᯩ۵ äᮥ ⪶⦹í  ᙹ ᯩ۵
<상표출원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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Ⳗษ⊹໕ᕽ

a ᯩ۵ äᯕ݅.
ᯕᔢᨱᕽ ๅᬑ eఖ⦹í ၙǎ᮹ ᔢ⢽ჶᨱ ݡ

ᔢ⢽۵ ݉ᨕ, ᝍჭ, ॵᯱᯙ, ʑĥӹ ಽŁ zᮡ

⧕ᕽ ᦥᅕᦹᮝ໑, ᯕෝ ☖⧕ ၙǎᮝಽ ᔢ⢽ෝ

ྜྷÕᯕӹ ᕽእᜅෝ ݅ෙ ྜྷÕᯕӹ ᕽእᜅ᪡ Ǎ

⇽ᬱ⦹Łᯱ ⦹۵ }ᯙᯕӹ ʑᨦ, ǎԕ᮹ ᝅྕᯱ

ᄥḴ۵ äᮝಽ ⧕ḥ⇽ʑᨦᯕ ᯕᨱ ྕ ⧕ݡḡ

ӹ ᯝၹᯙᨱí ၙǎᔢ⢽ჶᨱ  ⦽ݡᯕ⧕ෝ ׳ᯕ

⦽ ᔢ┽ᨱᕽ ⧕ಽ ḥ⇽⦹ᩡᮥ Ğᬑᨱ۵ ∊ᇥ

۵ ߑ ࠥᬡᯕ ࡹᨩᮝ໕ ⦹۵ ၵ௭ᯕ݅.

⯩ ჶᱢᮝಽ ྙᱽa ᔾʙ ᙹ ᯩ݅. 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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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ℕđ ၰ ᖙĥ⪵ᨱ ၽ฿⇵ᨕ ⧕᮹ ᔢ⢽ჶ

최유 진

ᨱ ⧕ݡᕽ šᝍᮥ wŁ ᯕᨱ ݡ᮲⧕ ⧁ ⦥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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