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435-01

산업별 브랜드전략 연구
< 외식산업 >

특허청장귀하
다.

본 보고서를 “산업별

브랜드전략 연구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2015 년 11 월 27 일
○ 주관연구기관명 : ㈜디 파트너스
○ 연구기간 : 2015.5.20 ~ 2015.11.30
○ 주관연구책임자 : 최 승 욱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장 영 민
․연 구 원 : 정 영 기
․연 구 원 : 정 임 호

목 차
산업별 브랜드전략 연구 < 공통편 >
제 1 장

서

설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현황 및 문제점 ······························································································································· 3
3. 연구의 목표 ·····································································································································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4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4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1.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 방법 및 전략 ······················································································································· 5
1. 관련 정보의 수집 ··························································································································· 5

제 2 장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 9
제1절 브랜드 개발 이론 ························································································································· 9
1.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니즈와 현실 ······················································································· 9
2. 브랜드 개괄적 설명 ······················································································································· 9
가. 브랜드의 정의 ·························································································································· 9
나. 브랜드 네이밍 ·························································································································· 9
다. 브랜드 디자인 ······················································································································· 10
3.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 10
가. 컨셉 설정 ······························································································································· 11
나. 기업이미지 목표의 설정 ····································································································· 12
다. 네이밍 개발의 방향성 [시뮬레이션] ··············································································· 12
라 디자인 개발의 방향성 [시뮬레이션] ················································································· 13
마. 키워드 추출 ··························································································································· 13
바. 네이밍 개발 [이미지기준, 기능기준] ·············································································· 14
사. 기본 디자인시스템의 개발 ································································································· 16
아. 디자인 전개 ··························································································································· 19

제2절 브랜드 권리화 기본 이론 ········································································································· 20
1. 브랜드의 권리화 종류 ················································································································· 20
가. 상표·상호·도메인 ··················································································································· 20
나. 디자인 및 저작권 등록 ····································································································· 23
2. 상표 등록을 통한 브랜드 권리화 ····························································································· 24
가. 상표 심사 절차 ····················································································································· 24
나. 등록 요건 ······························································································································· 25
다. 상표 출원방법 및 정보제공 사이트 안내 ······································································· 35
제3절 권리화 단계의 공통이슈 ··········································································································· 36
1. 상표권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문제 ··················································································· 36
가. 안정된 상표사용 ··················································································································· 36
나. 독점배타권의 발생 ··············································································································· 36
2. 상호등록을 했는데 또 상표권이 필요한 이유 ······································································· 36
3. 내 등록상표를 타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7
4. 타인이 내 상표 출원에 ‘정보제공’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응 ················ 37
5. 출원 중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 37
6.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 ··································································· 38
7. 상표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 대응 ··································································· 38
8. 유사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 대응 ················································· 38
9. 상표 등록 없이 사용 중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대응 ························································· 39
10.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의기관 ······················································································· 39

제 3 장 브랜드 관리 ····················································································· 43
제1절 브랜드 관리 전략 이론 ··········································································································· 43
1. 브랜드 관리의 정의 ····················································································································· 43
가. 브랜드 계층 구조 ················································································································· 43
나. 브랜드 포트폴리오 ··············································································································· 44
다. 브랜드 확장 ··························································································································· 46
2. 중소기업의 브랜드 관리 전략 ··································································································· 47
제2절 브랜드 법적 관리 이론 ··········································································································· 48
1. 등록상표 관리 ······························································································································· 48
2. 상표 침해 모니터링 ····················································································································· 48
3. 경쟁업체 모니터링 ······················································································································· 49
4. 경고장 발송 ··································································································································· 49
5. 정보제공, 이의신청제도 활용 ···································································································· 49
6.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심판, 소송 ··········································································· 49

7. 라이센스 ········································································································································· 49
제3절 브랜드 법적 관리 공통이슈 ····································································································· 50
1. 나와 유사상표가 특허청에 출원 된 경우 ··············································································· 50
2. 타인의 침해를 확인했을 때 경고장을 보내는 이유 ····························································· 50
3. 상표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 50
4. 라이센스 계약시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사항 ··························································· 51
5. 라이센스 계약시 불공정조항의 유형(디자인 용역) ······························································ 52
6. 상표등록 표시의 필수 여부 ······································································································· 55

제 4 장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 59
제1절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개요 ······································································································· 59
1. 브랜드 표준화와 현지화 ··········································································································· 59
가. 브랜드 표준화 ······················································································································· 59
나. 브랜드 현지화 ····················································································································· 59
다. 브랜드 현지화의 예 ············································································································· 60
2. 중국진출 시 브랜드 법적 검토의 필요성 ··············································································· 62
가. 중국진출 시 브랜드 법적 검토의 필요성 ····································································· 62
나. 검토내용 ······························································································································· 63
제2절 중국진출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 66
1. 중국 브랜드 현지화의 중요성 ··································································································· 66
가. 중국 브랜드 현지화의 중요성 ··························································································· 66
나. 중국 브랜드 현지화 사례 ································································································· 67
2. 중문 브랜드 네이밍시 고려사항 ······························································································· 68
가. 중국 소비자의 민족심리를 고려하라 ··············································································· 68
나. 중문명칭에는 중국어의 특징을 반영하라. ······································································ 69
다. 중국민족문화를 반영한 네임을 만들어라 ······································································· 69
3. 중문 네이밍의 원칙 ····················································································································· 69
가. 기억의 원칙 ··························································································································· 69
나. 연상의 원칙 ··························································································································· 70
다. 시장환경 적응의 원칙 ········································································································· 70
라. 차별성 원칙 ··························································································································· 71
마. 합법성의 원칙 ······················································································································· 71
4. 중문 네이밍 기법 및 사례 ········································································································· 71
가. 음역(音譯) ······························································································································ 71
나. 의역(意譯) ······························································································································ 74
다. 음역(音譯), 의역(意譯) 혼합법 ·························································································· 75
라. 신조어 (제품 속성 반영법) ································································································ 77

마. 이니셜 표기법 ······················································································································· 80
바. 모국어 한자를 그대로 차용한 네이밍 ············································································· 80
5. 글로벌 기업의 중문 브랜드 ······································································································· 81
6. 국내기업의 중문 브랜드 ············································································································· 82
제3절 중국진출 브랜드 보호 전략 ····································································································· 84
1.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필요성 ······························································································· 84
가. ‘정관장’ 사례 ······················································································································· 84
나. ‘농심’ 사례

························································································································· 85

다. ‘스타벅스’ 사례

················································································································· 85

2.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방법 ··································································································· 85
가. 상표권 등록 ··························································································································· 85
나. 전리권(디자인) 등록 ············································································································ 86
다. 부정경쟁방지제도 ················································································································· 86
라. 상호보호 제도 ······················································································································· 86
마.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보호 ··································································································· 86
바. 저명상표 보호제도 ··············································································································· 87
사. 침해구제제도 ······················································································································· 87
아. 대리인 선정 유의점 ············································································································· 88
3. 중국 상표권 ································································································································· 89
가. 상표등록출원 / 심사 및 심판 프로세스 ·········································································· 89
나. 비용 ········································································································································· 90
다. 등록권리의 관리 및 심판(소송)제도 ················································································ 91
4. 중국 상표분쟁 사례

················································································································· 92

가. 선사용 권리는 중국 대륙 지역 내에서 사용된 상표의 것이어야 한다. ·················· 92
나. 저명상표를 통한 상표의 보호범위 확대(성공사례) ······················································ 93
다. 저명상표를 통한 상표의 보호범위 확대(실패사례) ······················································ 93
라. 상호권 vs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 ················································································ 94
마. 상호권 vs 상표권 (상호권의 인정) ················································································ 94
바.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문제 ································································································· 95

산업별 브랜드전략 연구 < 외식편 >
제 1 장

외식업 시장환경분석

제1절 외식산업 시장환경

101
101

1. 외식산업의 개괄 ························································································································· 101
가. 정의 ····································································································································· 101
나. 외식산업의 특성 ··············································································································· 101

다. 외식산업의 역사 ··············································································································· 103
라. 시장의 분류 ························································································································· 105
2. 외식산업 업계동향 ····················································································································· 107
가. 전체적 시장동향 ················································································································· 107
나. 업태별 시장동향 ················································································································· 107
3. 상표 출원동향 ··························································································································· 114
가. 전체 출원 건 중 출원동향 추이 ····················································································· 114
제2절 외식산업 중소기업 현황

116

1. 전체 외식산업에서 중소기업 ··································································································· 116
가. 외식업체는 늘어나고, 가족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수 ················································ 116
나. 이익이 높지 않고 폐업속출 ····························································································· 117
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몰락 ··································································································· 118
라. 단독점의 비중이 높음 ······································································································· 119
2.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 119
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개념 및 특징 ····················································································· 119
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개념 및 특징 ····················································································· 120
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시장규모 ····························································································· 120
라. 프랜차이즈산업의 향후전망 ····························································································· 121
3.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 부족 ····································································································· 121
가. 짧은 브랜드 수명 ··············································································································· 121
나. 미투브랜드의 난립 ············································································································· 122
다. 외식업 브랜드는 그냥 쉬운 명칭을 네이밍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 122
4. 기업출원에 비해 낮은 개인출원의 등록률 ··········································································· 122
5. 중소업체의 침해 피해 사례 ····································································································· 123
가. 국내 기업의 침해 ··············································································································· 124
나. 해외에서의 침해 ················································································································· 127
제3절 외식산업 마켓 트렌드 분석

129

1. 식품·외식기업의 융복합 진출 ································································································· 129
2.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 ······································································································· 129
3. 양극화 현상 ································································································································· 130
4. 대형 외식업소 몰링화 가속도 ································································································· 130
5.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 131
6. 셰프의 상품화 및 브랜드화 ····································································································· 131
제4절 외식산업 소비자 분석

131

1. 소비자의 가치소비 경향 : 로케팅 소비 ··············································································· 131
2. 안전, 안심에 대한 욕구 증가 ································································································· 132
3. 보여주기(Show-off)식 소비 ···································································································· 132
4. 1인 가구의 증가 ························································································································ 133
5. 다양성 추구 ································································································································· 134

6. 모바일 및 앱 사용의 증가 ······································································································· 134
제5절 소결

134

제 2 장 외식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139

제1절 외식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특징 분석

139

1. 전체적인 특징 ····························································································································· 139
가. 외식 영역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언어 ········································································· 139
나. 비교적 직접적인 네이밍 다수 ························································································· 140
다. 레드와 그린 계열의 컬러 ································································································· 140
라. 다수 포함되는 도형모티브 : 인장, 원재료, 얼굴 ······················································· 141
마. 업종별 서체의 차이 ··········································································································· 142
2. 업종별 특징 ································································································································· 142
가. 한식 ······································································································································· 142
나. 일식 ······································································································································· 144
다. 중식 ······································································································································· 145
라. 서양식 ··································································································································· 145
마. 카페 및 제과점 ··················································································································· 146
바. 치킨전문점 ··························································································································· 148
제2절 외식 브랜드 개발용 키워드 별 상표데이터 분석자료

149

1. 브랜드 키워드별 상세 분석 ··································································································· 149
CONCEPT KEYWORD MAP ·································································································· 1
5
1
CONCEPT KEYWORD - MIND MAP ··················································································251
1) 전통적인 ······························································································································· 153
2) 경제적인/합리적인 ·············································································································· 160
3) 신속한 ·································································································································· 164
4) 따뜻한 ·································································································································· 168
5) 함께하는 ······························································································································· 175
6) 자연스러운/자유로운 ··········································································································· 179
7) 아름다운 ······························································································································· 185
8) 도시적인 ······························································································································· 198
9) 다양한/세계적인 ·················································································································· 194
10) 고급스러운 ························································································································· 199
11) 친근한 ································································································································ 205
12) 베이직한 ···························································································································· 210
13) 창조적인 ···························································································································· 215
14) 전문적인 ···························································································································· 221
15) 맛있는 ································································································································ 226

16) 즐거운/열광적인 ················································································································ 232
17) 신뢰감있는 ························································································································· 238
18) 바른 ···································································································································· 243
19) 건강한 ································································································································ 248
20) 자연적인 ···························································································································· 254
21) 위생적인 ···························································································································· 258

제3절 외식 브랜드 권리화 이슈 사례연구

262

1. 지정서비스업의 류와 유사군, 지정서비스업의 올바른 지정 ··········································· 262
가. 개론 ······································································································································· 262
나. S120602 내 상품간의 유사성 ························································································· 262
다.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견련관계 ······················································································· 264
라. 관련 유사군 목록 ··············································································································· 265
2. 서비스 제공내용을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한 경우 ····························································· 266
가. 직접적인 원재료 표현으로 구성된 브랜드 네임 ························································· 266
나. 직접적인 원재료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 브랜드 네임 ································· 267
3. 식품에서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나 외식업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 ························· 267
4. 상품명과 특정명칭이 결합한 서비스표에서 특정명칭만 다른 경우 ······························· 268
5. 신조어의 식별력 인정 여부 ····································································································· 270
6. 원재료나 가공방법 등이 디자인화 된 경우 식별력 인정 여부 ······································· 270
7. 사람의 얼굴도형의 식별력을 인정 여부 ··············································································· 272

제 3 장

외식 브랜드 관리

제1절 외식브랜드 관리 전략 사례

277
277

1. 기업사례 Ⅰ : CJ푸드빌 ··········································································································· 277
가. 개요 ······································································································································· 277
나. CJ푸드빌의 브랜드 현황 ·································································································· 277
다. CJ푸드빌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의 특징 ································································ 280
라. CJ푸드빌의 브랜드 전략 ································································································ 282
마.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284
바. 컴팩트한 상품류 지정과 다양한 방어표장의 등록 ··················································· 285
2. 기업사례 Ⅱ : 더본코리아 ······································································································· 286
가. 개요 ······································································································································· 286
다.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의 특징 ····························································· 287
라.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전략 ····························································································· 288
마.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289
바. 분쟁동향 ····························································································································· 292

제2절 심판소송으로 본 외식 브랜드 관리 전략

293

1. 지정상품 ‘식품’과 지정서비스업 ‘식품 관련 서비스업(식당업 등)’은 상호 유사한가.293
2. 나의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경우 ··························· 296
3. 우리 동네 맛집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298
4.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된 상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 302
5. 외식업 광고에서 법률적으로 바른 사용 범위 ····································································· 303
6. 외식업에서 법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했다는 증거 ··························································· 306

제 4 장 외식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315

제1절 중국진출 외식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315

1. 중국의 외식업 시장 ················································································································· 315
가. 중국의 외식업 시장 현황

························································································· 315

나. 중국 외식업 시장동향 및 특성 ····················································································· 316
다. 중국 외식업 시장 소비자 특성 및 동향 ····································································· 332
2. 중국 내 외식업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 340
가. 현지화, 차별화의 적절한 조화
나. 현지 직원들의 자발성

···················································································· 340

··································································································· 341

다. 주요 소비자층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라. 차별화된 서비스

······································································· 341

············································································································· 341

마. 음식점 대기 시간의 활용 ······························································································· 342
바. 선(先) 직영, 후(後) 가맹

······························································································ 343

사. 색다른 카페, 가격대비 맛있는 커피
아. 커피의 기본을 잊지 말자

·········································································· 343

····························································································· 344

3. 중국 내 외식업 브랜드의 현지화 사례

············································································· 345

가. KFC ····································································································································· 345
나. 카페베네(Caffe Bene) ···································································································· 348
다. 주커피(Zoo Coffee) ········································································································ 349
라. 할리스커피(Hollys Coffee) ···························································································· 349
마. 만 커피

····························································································································· 350

바. '믹스&라이스 ····················································································································· 350
사. 서라벌 ································································································································· 351
아. 태희네 ································································································································· 352
자. 베이징옌 ····························································································································· 352
차. 하이디라오 ························································································································· 353
제2절 중국진출 외식브랜드 보호 전략

354

1. 음식의 개발자도 상표권을 받아야 한다. ············································································· 354
2. 기업명칭(상호)도 등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355
3. 도형상표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상표출원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두어라. ··············· 356

지식재산관련 참고 사이트

361

참고문헌

363

표 목 차
< 표 1 > 연구 수행절차 ······················································································································ 6
< 표 2 >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 ······································································ 11
< 표 3 > 컨셉 설정 예시 ···················································································································· 12
< 표 4 >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마인드맵 적용 사례 ································································ 13
< 표 5 > 상표의 유형 예시 ················································································································ 20
< 표 6 > 상표·상호·도메인 비교 ······································································································· 22
< 표 7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비교 ·································································································· 23
< 표 8 > 상표심사 절차도 출처: 특허청 웹사이트 ······································································ 24
< 표 9 > 품질표시 사례 ······················································································································ 26
< 표 10 > 칭호가 유사한 표장 예시 ······························································································· 32
< 표 11 > 칭호가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 32
< 표 12 > 외관이 유사한 표장 예시 ······························································································· 32
< 표 13 >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 32
< 표 14 >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 32
< 표 15 >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 33
< 표 16 >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활용 ··························································································· 47
< 표 17 > 한국의 한자와 다른 쓰임의 중국어 ············································································· 80
< 표 18 > 세계 50대 기업의 중문 브랜드 네임과 사용기법 ····················································· 81
< 표 19 > 한국 50대 기업의 중문 브랜드 네임과 사용기법 ····················································· 82
< 표 20 >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차이점 ····················································································· 88
< 표 21 > 현지 대리인 선임을 위한 체크 리스트 ······································································· 88
< 표 22 > 중국의 상표출원 관련 비용 ··························································································· 90
< 표 23 > 무효심판의 적용조건 ······································································································· 92
< 표 24 > “BOSS” 행정소송 관련 표장 ······················································································· 93
< 표 25 > “蜜雪儿” 분쟁 관련 표장 ································································································ 94
< 표 26 > 외식산업 매출추이 ········································································································· 104
< 표 27 > 연간 외식업 상표출원 현황 ························································································· 105
< 표 28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 106
< 표 29 > 외식업관련 상표 출원·등록 현황 ················································································ 115
< 표 30 > 외식업관련 연대 및 연도별 출원 건수 현황 ··························································· 115
< 표 31 > 전국산업체조사 사업체구분별사업체수 ····································································· 116
< 표 32 >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가족종사자수 및 총 종사자수 (숙박/음식점업) ·········· 117
< 표 33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사업체일반현황 월평균순이익. 출처 : 중소기업청 ······ 117
< 표 34 > 사업 존속연수별 폐업자 현황 및 신규/폐업 사업자 현황. 출처 : 통계청 ······ 118
< 표 35 >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및 외식업 관련 개인 및 법인 출원인 비율 ·· 119
< 표 36 > 개인과 기업출원의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통지 극복 현황 ··································· 123
< 표 37 > 상표 관련 심판에서 기업 및 개인의 피청구인 건 비교 ······································· 123
< 표 38 > 봉구비어, 봉쥬비어, 상구비어 비교 ·········································································· 125

< 표 39 >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비교 ··························································································· 126
< 표 40 > 우리 외식브랜드의 중국 모방브랜드 ······································································· 128
< 표 41 > 외식업에 해당하는 류 및 유사군 ··············································································· 265
< 표 42 > CJ푸드빌 주요 브랜드 구성 ························································································ 279
< 표 43 > CJ 주요 외식브랜드 및 브랜드 설명 ········································································ 280
< 표 44 > 뚜레쥬르 로고 및 심볼 변천사 ··················································································· 283
< 표 45 > 투썸플레이스 로고 및 심볼 변천사 ··········································································· 284
< 표 46 > CJ푸드빌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 284
< 표 47 > ‘비비고 bibigo’ 관련 등록상표 ················································································· 285
< 표 48 > '뚜레쥬르’ 관련 등록상표 ··························································································· 285
< 표 49 > ‘계절밥상’ 관련 등록상표 ··························································································· 286
< 표 50 > 더본코리아 주요 브랜드 ······························································································· 287
< 표 51 > 더본코리아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 289
< 표 52 > 식별력 약한 명칭의 더본코리아 상표 등록 및 거절현황 ··································· 290
< 표 53 > ‘캐리커처’ 등록상표 ····································································································· 291
< 표 54 > ‘0410’ 등록상표 ··········································································································· 291
< 표 55 > ‘백종원’ 연관 등록상표 ······························································································· 292
< 표 56 > 백종원 대표의 사진이 붙은 프랜차이즈 매장 외부 ··············································· 293
< 표 57 > 2002-2014년 중국 외식업 매출규모 ········································································ 316
< 표 58 > 외식업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 317
< 표 59 > 2010-2016년 중국 외식업 O2O 서비스 이용자 규모 ·········································· 318
< 표 60 > 2010-2017년 중국 외식업 O2O 배달 시장규모 ···················································· 319
< 표 61 > 중국 외식업 O2O 배달서비스 플랫폼 ······································································· 320
< 표 62 > 주요 O2O 배달서비스 플랫폼 및 특징 ············································································ 320
< 표 63 > 중국의 7대 권역 ············································································································· 322
< 표 64 > 중국의 지역별 요리특징 ······························································································· 322
< 표 65 > 중국의 주요 테이크아웃음료 전문 브랜드 ····································································· 324
< 표 66 > 중국소비자들이 1년 내 가장 많이 방문한 커피숍 순위. ··································· 326
< 표 67 > 중국 내 카페 프랜차이즈 유형 및 특징 ··································································· 328
< 표 68 > 2008-2013년 중국 베이커리시장 판매액 ································································ 329
< 표 69 > 중국 아이스크림 생산량 ······························································································· 329
< 표 70 > 중국내 주요 할랄식품 브랜드 ····················································································· 332
< 표 71 > 최근 3년간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의 식품안전 사건 ········································· 334
< 표 72 > 중국 국내외 인기 요리 순위털 ··················································································· 335
< 표 73 > 중국의 아침식사 여부 설문조사 ················································································· 337
< 표 74 > 중국인의 아침식사 선택 시 고려사항. ··································································· 337
< 표 75 > 중국 외식조찬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체인점 ··························································· 339
< 표 76 > 중국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커피숍 선택의 기준 ················································· 339
< 표 77 > 커피체인점의 상품구성 비교 ······················································································· 344
< 표 78 > 한국 KFC의 대표 메뉴 ································································································· 346
< 표 79 > 중국 KFC의 대표 메뉴 ································································································· 347

< 표 80 > “거우부리” 분쟁 관련 표장 ························································································· 354
< 표 81 > “샤오투더우” 분쟁 관련 표장 ····················································································· 355
< 표 82 > “상다오” 분쟁 관련 표장 ····························································································· 356

요 약 문

앞선 기술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던 과거와 달리 기술 고도
화로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는 브랜드 가 경쟁사와 자사의 차별화된 포인
트로 대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브랜드 전략은 경영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

“

”

.

브랜드 파워의 흐름을 빠르게 감지한 글로벌 기업 등의 거대기업은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개발·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 경영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
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으로 브랜드 전략을 다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실제 마켓 트렌드에 뒤쳐지거나 침해 등의 분쟁에 쉽게 휘말리고 있다 특히 브랜드
전략없이 중국 등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현지화에 실패하거나 상표권을 놓고 현지 기업과
싸우는 등의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

.

.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 전략 수립환경이 취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
쟁경력을 강화하고 시장특성 및 관련 법력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
며 산업별 차별화된 브랜드 관리 전략 제시를 통한 중소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재고하기 위
하여
,

,

첫째 출원과 분쟁이 많은 의류업과 외식업을 대상으로 상표 를 활용한 다출원기업
출원동향 등의 통계와 연도별 네이밍 디자인 트렌드 분석자료를 통해 융합형 시장 분석자료
를 제공하고 둘째 각 세부업종별 브랜드 네이밍·디자인 특징 분석 및 상표권 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를 도출하여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
할 것이며 셋째 브랜드 관리의 우수사례 및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마켓 및 브랜드 분석으로 통해 현지화 된 브
랜드 개발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

,

,

,

,

,

DB

,

DB

,

,

.

S U M M A R Y

Unlikely in the past, when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was the typical manner to
imprint products on customers, in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technological gap
decreased remarkably, "brand" is a differentiated point of own company and
therefore the brand strategy has been a priority that controls management.

Some huge, global companies, who are aware of a movement smartly could
develop, promote and maintain their brands strategically. However, the small
businesses, who have no experience of management and are having poor economic
condition

have

been

behind

the

market

trends

or

prone

to

disputes,

i.e,

infringement. The necessity of brand strategies of small businesses is increasing
because many companies having no brand strategy, which extend its business
abroad, such as China have failed to do business or been in disagreement over
trademarks with local firms.

Thus, this study is to provide a brand strategy guideline and make a proposal
corresponding to the features of a market and related legislation for the small
businesses, which are weak environment to have the brand strategies and have
experienced shortage of workforce and to enhance the brands value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s followings;

Firstly, a combination of market analysis data by annual naming·design trends
analysis

material,

the

statistics

on

a

large

number

of

trademark-filing

corporations, trademark trends through the trademark database regarding the
fashion and restaurant business.
Secondly, a reference to respective detailed type of business brand naming·design
feature analysis and finding out a baseline rate of brand naming·design by the

trademark database for the brand development.
Thirdly,

effective

managing

strategies

by

an

analysis

of

good

cases

and

bad(dispute) cases.
Lastly, the localized brand and managing guidelines through the major exporting
country, Chinese market and the brand analysi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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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설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 과거에는 기술 격차만으로도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했으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품
질 격차가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는 브랜드 전략이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작용함.
○ 산업 간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시장 특성 및 트렌드와 상표 출원‧등록 특징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브랜드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용 전문자료에 대한 니즈 증대.
○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현지화 된 브랜드 전
략 수립의 필요성 대두.
○ 정책‧사회적인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상표권 및 관련 분쟁 등의 공공데
이터 이용 방안 모색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가.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 인지 부족
○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 경영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을 이유로 체
계적인 브랜드 개발‧등록‧관리에 소홀하며, 이로 인해 마켓 트렌드에 뒤쳐지거나 침해 등
의 분쟁에 대응이 미흡함.
○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 현지에 적절하게 브랜드를 적용시키지 못해 현지화에 실패하거나,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다수 존재함.

나. 브랜드 전략에 참고할 산업별 전문자료 부족
○ 브랜드 네이미스트,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관리자와 같은 브랜드 개발 관련 전문가를
위한 산업별 참고자료 부족.
○ 기업 상표담당자, 특허법인 상표관리자 등과 같은 브랜드 법률 전문가를 위한 마케팅 전
략이 융합된 참고자료 부족.

다. 공공데이터와 브랜드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부족

4
○ 정부는 전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브랜드 전략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음.

3. 연구의 목표
가. 브랜드 전략 수립환경이 취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마케팅 관점과 IP관점을 융합한 시장환경분석자료를 통해 상품에 적합한 맞춤형 상표개
발 및 브랜드경영 전략을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브랜드 창출 지원.
○ 경제난 극복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영 전략 수립 지원.

나. 시장특성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브랜드 개발 전략 제시

다. 산업별 차별화된 브랜드 관리 전략 제시를 통한 중소기업 브랜드의 가치 재고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산업별 시장분석 (의류‧요식업)
○ 산업별 마케팅‧IP 관점의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나. 브랜드 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및 기초자료 제공
○ 브랜드 네이밍‧디자인 개발 전략 및 상표DB를 활용한 기초자료 제공.

다. 브랜드 중국 진출 전략 제시
○ 중국 시장 진출에 고려되는 시장환경‧소비자 분석 및 상표권 등록의 유의사항 제공.

라. 브랜드 관리 전략 분석
○ 관리 사례를 및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적·법률적 관리 전략 도출.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1. 제공할 연구 성과
가. MARKETING과 IP관점의 융합형 시장 환경 분석자료 제공
○ 산업별 시장현황 분석, 상표 DB를 활용한 다출원기업, 출원동향 등의 통계분석 및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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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네이밍‧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통한 융합형 시장 분석자료 제공.

나. 브랜드 개발‧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 및 상표 DB를 활용한 분석자료 제공
○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 제시.
○ 산업 및 각 세부업종별 브랜드 네이밍·디자인 특징 분석.
○ 상표권 DB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디자인 개발 기초자료 도출.

다. 브랜드 관리 우수사례 분석 및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 전략 제안
○ 마케팅 및 법적 관점의 브랜드 관리 우수사례를 추출·분석하고, 분쟁사례를 통한 상표권
관리 전략 제안.

라. 중국 현지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계의 시장환경‧소비자 특성 분석, 브랜드 네이
밍‧디자인 시 국가별 유의사항을 분석, 상표권 등록 시 유의사항을 검토하여 글로벌 브랜
드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제4절 추진 방법 및 전략
1. 관련 정보의 수집
○ 각종 국내전자저널 활용 : DBPia, KISS, e-Article, 교보문고스콜라 등
○ 각종 WebDB 활용 : KIPRIS, INTOMARK,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로앤비 DB 등
○ 각종 학위논문원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회도서관 등
○ 브랜드전략, 브랜드네이밍, 브랜드디자인 관련 각종 출판물
○ 상표법, 상표관리, 상표판례 관련 각종 출판물
○ 각종 웹포털 활용 : NAVER, GOOGLE, DAUM, NATE 등
○ 미국, CTM, 중국, 일본상표법 관련 출판물
○ 한국, 미국, CTM, 중국, 일본 특허청(상표청) 웹사이트

6
2. 수행절차

< 표 1 > 연구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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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제1절 브랜드 개발 이론
1.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니즈와 현실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자본이 부족하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지되어있지 못해 대기업에 비
해 경쟁에서 극히 불리하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으로 싸움을 치러야하는 고된 상황
과 직면해야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
데, 그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 개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브랜드 경영에 무관심했던 중소기업 대표들의 생각도 상당히 변
화되었다. 그러나 전문 브랜드 개발에 몇 천 만원이 호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전문업체에 브랜드 개발을 선뜻 맡기기는 쉽지 않다.
○ 실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부에서
개발하는 사례가 많다. 내부개발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개발에
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에서 문제가 되며,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이 고객과의 최초 접점임을 생각하면 소홀히 넘
길 일은 아니다.
○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과정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브랜드 개괄적 설명
가. 브랜드의 정의
○ 브랜드는 제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다. 현대 들어 브랜드는 단지 다른 제품
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
려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상징 체계가 되었다.1.

나. 브랜드 네이밍

1.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의 유래와 정의 (브랜드네이밍,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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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공들여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가진 우월성이나 개성, 차별화된 전략을 가장 유
리하게 표현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것이다. 브랜
드 네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첫 번째 기준이 브
랜드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가 잭 트라우트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결정은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은 소비자 입에 오르내리면서 경
쟁사와 확고한 차별성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다. 브랜드 디자인
○ 소비자와 브랜드의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드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
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목표인 욕구 만족을 충족시켜야한다. 그러나 사람들
의 욕구 만족과 기호는 생활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소비자의 욕구
만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과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에 브랜드를 각인시켜야한다. 즉 브랜드 디자인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3.
○ 브랜드 디자인은 로고, 심볼을 포함하여 광고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
나 본 장은 브랜드네이밍을 기초로 창작되는 브랜드 심볼과 로고에 관하여 논한다.

3.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4.
○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는 아래 표와 같다.

2.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 네이밍 [Brand Naming]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
3. 최인영, 『Brand Desian 브랜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2013, p. 16.
4. 이와가나 요시로, 고봉석 편역, 이와가나 요시로 저. 고봉석 편역.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브랜드네이밍 개발법칙』, 이서
원, 2013, pp. 158-159.
본 프로세스는 다양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의 방법 중 하나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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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 출처 : 브랜드네이밍 개발법칙

가. 컨셉 설정
○ 개발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미지, 기능 등 오리엔테이션과 자료 등을 연구, 확인
한다.
○ 이 단계에서는 본인 제품 특성을 추출, 경쟁사들의 브랜드 네임 현황, 타깃의 구체화를
통해 키워드를 탐색하고 수집한다.

12
‘○○소주’를 예로 든다면5.
≫ 제품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원료, 기술적 특징
ex) 증류식, 심해수, 궁중에서 전수된 양조기법
≫ 제품의 성질은 무엇인가? 맛, 색상, 이미지
ex) 가볍고 단맛, 투명한 색, 산 이미지, 밝은 분위기
≫ 경쟁사 브랜드 네임 현황 :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컨셉과 네이밍 확인
ex) 도수에 따라 : 처음처럼 순하리 14도, 자몽에 이슬 13도, 좋은데이 13.5도,
처음처럼 21도/17.5도/16.8도, 참이슬 20.1도, 17.8도, 17.5도
≫ 타깃확인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
ex) 자기 용돈은 스스로 벌어 쓰는 독립적인 22세 여대생.
액티브한 스포츠를 좋아하며 외모를 가꾸기 좋아하고 체중변화에 예민하다.

< 표 3 > 컨셉 설정 예시

나. 기업이미지 목표의 설정
○ 기업이미지의 목적과 의의를 확인하고, 네이밍에 대한 디자인 개발의 기반 구축한다.

다. 네이밍 개발의 방향성 [시뮬레이션]
○ 검색의 지침을 위해 컨셉과 기업이미지를 검토, 정리하고 설정한다.
○ 네이밍 개발의 방향은 네이밍 만들기의 기본 청사진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며, 접근방법으
로 크게 ①제품의 제조방법, ②이익, ③이미지, ④타깃 ⑤라이프스타일의 관점이 있다.
○ 마인드맵6.을 활용하여 개발의 핵심키워드를 찾아내면 구체적인 개발의 방향성을 찾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5. 이와가나 요시로, 앞의 책, pp. 43-47.
6. 네이밍을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중 아이디어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인드맵 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재빨리 잡아놓을 수 있고 여러 아이디어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나의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
지 그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출처 : 2011 상표트렌드분석 언어별네이밍키워드사전.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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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네이밍 트렌드를 조사한다고 가정해 보면 한의원을 찾아주는 주 소비자층이 노년층이
라는 것과 전통방식으로 치유하는 한의원을 강조하기 위한 한자와 한글 네이밍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네이밍의 의미로는 건강 전통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네이밍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조사를 의뢰한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라는 차가운 이미지가 아닌 사랑방 쉼터 같은 안락한 이미지의 한의원이라는 요청에 따른
다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쉼터, 가족, 건강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다음은 상기
추출된 키워드를 통해 Mind Mapping을 작성한 사례이다.7.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마인드맵 적용 사례

< 표 4 >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마인드맵 적용 사례

라 디자인 개발의 방향성 [시뮬레이션]
○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준요소를 기업이미지 목표의 기준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아이
디어를 설정한다.

마. 키워드 추출
○ 설정된 방향성을 기준으로 네이밍에 사용된 언어의 소재를 추출한다. 방향설정을 통해 수
집된 컨셉에 부합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신제품의 방향을 ‘투명함’이
라는 이미지로 설정했다고 하면, 이것을 표현하는 온갖 단어들을 수집한다. 한국어, 일본
어, 한자,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하와이어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단어
뿐만 아니라 스포츠 용어, 음악용어, 천문용어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 단어의 탐색은 명
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나 감탄사, 속어도 네이밍의 소재가 된다. 탐
색하는 범위를 얼마나 확대시키느냐에 따라 차별성을 겸비한 개성적이며 강력한 네이밍
을 만드는 토양이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단어군으로는 인명, 지명, 동

7.

『2011 트렌드분석 언어별네이밍키워드 사전』,, 특허청,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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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식물, 자연, 형용사, 감탄사, 회화어, 음악용어, 요리용어, 패션용어, 스포츠용어, 의학
용어, 화학용어, 천문용어, 수학용어, 군사용어, IT용어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다.8.

바. 네이밍 개발 [이미지기준, 기능기준]
○ 추출된 키워드를 가공하고 조어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어프로치로부터 네이밍 안을 개
발하고 엄선하여 취사선택한다.
○ 발상 과정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 네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키워
드를 네임으로 만드는 기법은 크게 단일 키워드 활용 기법과 합성 방식에 의한 기법이
있다. 그리고 키워드 무변형 기법과 변형 기법으로 나뉜다. 무변형 기법은 자연어 상태
의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변형 기법이란 키워드를 합하거나 자르거나 새
로운 요소를 보태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 비틀어 네임을 만드는 기법이다.9.
① 단일 키워드 무변형 기법
단일 키워드 무변형 기법이란 추출된 키워드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브랜드 네임은 소비자의 언어 사회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어이기 때
문에 새로운 의미 전달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최근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이들 모두에 각각 개성과 차별성을 가진 네임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식의 단일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어휘의 제한과 이미지
표현의 제약으로 신선하거나 차별적인 네임을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단일 키워드 변형 기법
1) 절단(clipping) 방식: A-x=A’
중요한 키워드의 일부를 잘라낸 뒤 사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이나
공법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며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후라보노( ← Flavonoid), 옥시( ← Oxygen),
• 환타( ← Fantastic), 모빌( ← Mobility)

2) 접두어(prefix) 방식: a+A=aA
키워드의 앞부분에 접두어를 붙여 만드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접두어를 사용해 제품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유사한
네임의 생성이 쉬워지므로 독창성을 드러내기 어렵고, 법적 보호를 위한 등록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접두어를 사용한 사례를 들어보자
• 바이오(bio): 바이오랜드, 바이오탑스, 바이오뱅크, 바이오라인, 바이오매쉬
8. 이와가나 요시로 저. 앞의 책. pp. 55-64.
9.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밍 기법 (브랜드네이밍,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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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new): 뉴허바허바사장, 뉴코아(NewCore) , 뉴볼트, 뉴팩코리아
• 하이(high): 하이마트, 하이비티, 하이랜드, 하이시티, 하이밸리

3) 접미어(suffix) 방식: A+a=Aa
접미어는 접두어와 반대로 키워드의 끝에 일정한 접미사를 붙이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의 장단점은 접두어 방식과 동일하다.
• 피아(-pia): 드림피아, 워터피아, 온수피아, 그린피아, 커뮤니피아
• 랜드(-land): 서울랜드, 드림랜드, 매직랜드, 해인랜드, 애니랜드
• 채: 뜨란채, 하늘채, 사랑채

4) 대치(substitution) 방식: AB → CB
기존 브랜드 네임의 일부를 잘라 내고 다른 어휘를 붙여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방
식으로 복합어 형태를 지닌 브랜드 네임의 경우 널리 활용된다. 기존 브랜드의 특
징을 모방해 작명하므로 이름을 짓는 일이 용이하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
를 활용할 수 있다. 대개 브랜드의 고유명사 부분과 상품의 보통 명사 부분으로
형성된 브랜드 네임을 모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나 독창성이나 신선함이 떨
어져 차별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다. 반면에 동일 기업에서 나오는 유사 제
품들을 하나의 유사 이름으로 네이밍할 경우 공동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효
과가 있기도 하다. 때로 접두어 방식이나 접미어 방식과 혼동되기도 한다.
• 초코파이·찰떡파이, 놀부보쌈·원할머니보쌈, 새우깡·양파깡·감자깡
• 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TN엔터테인먼트
• 서울우유·제주우유·건국우유·연세우유, 활명수·가스명수

③ 합성 방식 기법
2개 이상의 키워드를 활용해 합성하는 방법으로 네이밍의 가장 일반적 기법이다.
1) 조합(combination) 방식: A+B= AB
키워드가 되는 두 개 단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한국어 단어 형성에서 일반적인 복합어형성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한국인의 언어 직관에 매우 자연스런 방식이다. 네이밍의 기법도 단순하고 평이하
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드러낼 수 있으므로 널리 사용된다.

조합의 방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요 키워드와 제품의
종류를 합성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동일 제품군 내에서 특
정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방식이다. 제품의 특성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 개성적 표현이 어렵다. 다음의 예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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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엄마의 마음을 담은 라면, 신세계백화점
토마토 은행, 샤넬의상실, 햇살담은간장, 해모로 아파트
칠성사이다, 백세주, 빅파이, 놀부보쌈

또 하나의 방식은 상품의 종류는 표시하지 않고 키워드만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앞의 것에 비해 좀 더 개성 있고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칫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취가인, 매취순, 호두마루, 야채가득, 즈려밟고,
세븐일레븐, 닥터 캡슐, 꽃을 든 남자, 가족낙원,
참그루, 팻 다운(Fat Down)

2) 접합(joint) 방식: A+B→C
두 개 단어를 연결할 때 단어들 사이의 공통 부분을 겹쳐 표현해 자연스런 이미지
를 만들어 내고 음감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외래어
를 사용해 만드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한다.

차지고운(차지고+고운), 하우스토리(하우스+스토리), Skoolooks(School+ looks),
Clinicare(Clinic+Care)

3) 혼성(blending) 방식: A'+B→C
혼성 방식은 두 단어의 일정 부분을 잘라 내고 남은 부분을 연결해 새로운 단어
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엄격히 구별하면 혼성은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
의 뒷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두 단어의 앞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자어
(acronym)로 부르기도 한다. 두 단어 가운데 한 단어의 일부를 잘라 내고 연결
하는 경우도 혼성에 포함한다.

짜파게티, 맥콜, 해찬들, 버물리, 에너비트, 에프킬라, CYON(cyber+on), 전경련,
경실련, KAIST, KBS10.

사. 기본 디자인시스템의 개발
○ 네이밍 개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현한다. 그 종류로는 로고타이프

10.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밍 기법 (브랜드네이밍,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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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type), 레터마크(Lettermark), 앱스트랙트 마크(Abstract mark), 심볼릭 마크
(Symbolic mark), 시그니쳐 마크(Signature mark), 엠블럼 마크(Emblem mark)로 구분할
수 있다.11.

○ 브랜드 디자인의 종류12.
① 로고타이프(Logotype)
로고타이프는 서체나 필적을 응용한 글자 형태를 브랜드의 성격에
맞춰 디자인한 것으로, 유리한 형태를 가진 글자체다.
고딕체를 사용한 로고타이프는 고딕체가 갖고 있는 현대적 감각에
13.

다 세리프가 없어 간소하므로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성격을 갖고

있다. 명조체를 사용한 로고타이프는 명조체가 갖고 있는 전통적 분위기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친근감을 준다. 또한 대문자로만 사용한 로고타이프는 하나의 실루엣을 보여주므
로 대소문자 배합이나 소문자만 사용한 로고타이프보다 안정성이 높으며 강한 시각적 느
낌을 줄 수 있다. 대문자 배합이나 소문자만 사용한 로고타이프는 시각적으로 활동적이
며 젊은 이미지를 전한다.

② 레터마크(Lettermark)
레터마크는 브랜드 이름의 머리글자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브랜
드의 사상이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긴 이름을 짧게 나타낼
수 있지만 로고타이프처럼 브랜드 이름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14.

레터마크가 브랜드 이름인 경우도 있다. 아이덴티티의 재인은 로

고타이프 디자인보다 낮아서 브랜드 이미지를 선전하려면 꾸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레터마크는 크게 글자나 추상적 방법으로 표현한다. 글자로 표현한 레터마크는 브랜드
이름을 신속히 알 수 있지만 브랜드의 특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레터마크보다 약하다.
대체로 글자로 표현한 레터마크는 간단한 시각 요소를 사용해 보통 글자와 비교할 때 혼
동을 줄이고, 아이덴티티 재인을 높여줄 수 있다. 반대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레터마크는
글자로서의 역할은 낮지만 아이덴티티 재인은 높다.

③ 앱스트랙트 마크(Abstract mark)
앱스트렉트 마크는 사람이 인지하는 물질, 자연, 인간의 요소를
15.

양식화하고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아이덴티티 재인을 높이

11. 본 분류는 여러 심볼마크 분류 중 하나이며, 그레그 베리만(Gregg Berryman), 모렐럽(Per Mollerup)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하
여 다양한 분류표가 존재한다.
12. 최인영, 앞의 책, pp. 164-178.
13. 상표등록번호 제40-1122990호
14. 상표등록번호 제40-1116114호
15. 상표등록번호 제40-1108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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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목표 지역의 일반 문화 코드에 연관하여 브랜드의 이
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숫사슴은 우리나
라에서는 녹용, 건강, 장수를 의미하지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고
귀함, 기품, 귀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글자체나 글자 형태로 만든
로고타이프나 레터마크는 문화 코드의 한계를 비교적 중요하지 않
게 디자인에 적용하는 반면, 앱스트랙트 마크는 목표 고객의 문화 코드를 의식하여 디자
인하므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재인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④ 심볼릭 마크(Symbolic mark)
심볼릭 마크는 앱스트렉트 마크처럼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물체
가 아닌 기하학적 도형, 유기학적 도형, 선, 무늬 등을 응용하여
심볼을 디자인해 안정성, 역동성, 여성적, 남성적 등의 시각 심리
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심볼릭 마크는 시각적으로 유일하고
16.

간단하며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렇지만 시각적 심리학적 요소를

표현하는 아이덴티티 마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아이덴티티 재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
이덴티티 재인을 강하고 보조 역할을 하는 로고타이프의 단순한 디자인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한다면 로고타이프와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아이덴티티 재인을 심어줄 수 있다.

④ 시그니쳐 마크(Signature mark)
시그니쳐 마크는 네 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마크 유형 중 두 개
의 유형을 배합하여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마크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레터마크와 로고타이프, 2) 심볼릭 마크와
로고타이프, 3) 앱스트렉트 마크와 로고타이프, 4) 레터마크와 앱
스트랙트 마크, 5) 레터마크와 심볼릭 마크를 배합하여 시하여 시
17.

그니쳐 마크로 사용할 수 있다. 위 다섯 가지 시그니쳐 마크의 경

우, 브랜드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의 머리글자를 심볼과 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
하지 못하는 아이덴티티 재인을 로고타이프나 레터마크가 확실하게 보여 줌으로써 언어
와 시각의 배합으로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 그렇지만 심볼릭 마크와 앱스트랙트 마크를
시그니쳐 마크로 볼 수는 없다. 두아이덴티티 마크가 시각으로 전달하는 의미나 표현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 다르게 전달 수 있고, 기본적 아이덴티티 재인과 내포적 의미에 차
이가 있어 뚜렷하게 브랜드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16. 상표등록번호 제45-0058043호
17. 상표등록번호 제40-1045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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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엠블럼 마크(Emblem mark)
엠블럼 마크 디자인의 기본 의미는 가문, 단체, 품질, 전통, 권위
등을 상징하는 장식적 마크이며, 문장이라고도 한다. 엠블럼 마크
의 기본적 시각 요소는 상징 심볼들과 이를 통합하는 틀로 구성되
18.

어 있다. 경우에 따라 명칭과 문구를 사용한다. 이런 전통적 의미

를 담은 엠블럼 마크의 일반 문화 코드는 국가, 종교, 가문을 상징하는 심볼에서 브랜드
의 우수성, 전통성, 상징성을 전달하는 브랜드 심볼로 발전했다. 엠블럼 마크가 엡스트랙
트 마크, 심볼릭 마크와 다른 특징은 엠블럼 마크에는 기업의 로고타이프가 포함되기도
하며, 기업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심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엠블럼 마크의 장점은
통합하는 틀을 기준으로 심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 시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엠블럼 마크의 일반 문화 코드인 품질과 전통을 무의식적으로 인식시킨다는 것
이다. 또한 기업에서 로고나 심볼을 응용한 엠블럼 마크를 기업의 하위 심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벤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브랜드 디자인 색상의 상징성19.
여러 가지 색상의 상징성 중에 브랜드 디자이너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색상은 다
음과 같다. 아래의 상징적 색상은 브랜드의 주요 브랜드 색상으로 사용하고, 보조 브랜
드 색상은 주요 브랜드 색상을 강조하는 색상을 사용한다.

밝은 빨간색
오렌지색
초록색
청색

에너지, 섹시, 다이내믹, 힘, 흥분, 뜨거움, 불
펀, 행복, 톡 쏘는, 젊음
자연, 믿음, 시원함, 쉼, 녹지, 조용함, 전통, 톤
조용함, 차가움, 물, 깨끗함, 전문

자주색

흥분, 유혹, 창의, 독특함

보라색

미스터리, 미래, 판타스틱, 노블

흰색
검은색

순수함, 깨끗함, 청결, 조용함, 가벼움, 밝음
힘, 미스터리, 무거움, 볼드, 강함, 밤, 고급스러움

아. 디자인 전개
○ 결정된 디자인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 대표디자인을 전개하고 결정한다.

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매뉴얼

18. 상표등록번호 제40-1102340호
19. 최인영, 앞의 책, p. 100.

20
○ 코퍼레이트 디자인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상 최소한의 규칙을 규정한
매뉴얼을 만든다. 사인, 명찰, 차량, 레터헤드, 봉투, 광고사용의 규칙 등 디자인의 표준
화 단계이다.

제2절 브랜드 권리화 기본 이론
1. 브랜드의 권리화 종류
가. 상표·상호·도메인
○ 브랜드의 권리화는 상표 등록·상호 등록·도메인 등록의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 가장 근접한 법률은 상표법으로 인한 권리화이다. 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는 의미로, 문자를 포함하여, 기호·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
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소리와 냄새
역시 상표로 인정된다.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신청한 출원인이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상표등록 후 동일·유사한 상품에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20.
○ 상표의 유형 예시

문자21.

로고22.

패턴23.

캐릭터24.

홀로그램상표27.

입체상표25.

색채상표26.

동작상표28.

< 표 5 > 상표의 유형 예시
○ 도메인 등록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을 통해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
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29. 식별표
지라기 보다 웹상의 주소 개념이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도메인 네임이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사례가 많아 등록이 필요하다. 도메인의 종류로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com, .net,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23&catmenu=m06_03_07
상표등록번호 제40-1135007호
상표등록번호 제40-1002074호
상표등록번호 제40-1129869호
상표등록번호 제40-1052717호
상표등록번호 제40-1132822호
상표등록번호 제40-0398060호
상표등록번호 제40-0904449호
상표등록번호 제40-1113712호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23&catmenu=m06_03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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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 .edu, .int, .mil, .gov을 지칭함. 특히, .com, .net, .org)‘,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
인(kr(한국), .jp(일본))‘, ’한글 도메인(특허청.kr)‘ 등이 있다.
○ 상호는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商號)는 명칭
(名稱)이기 때문에 문자(文字)로써 표시되어야 하고 발음(發音)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記號).원형(圓形).문양(紋樣) 등은 상표나 영업표(營業標)는 될 수 있어도 상호로는 되지
못한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法律上) 등기(登記)할
수 없으므로 외국어(外國語)는 그 발음을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30.

30. [네이버 지식백과] 상호 [商號, trade nam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22
구분

정의

상표

도메인

상호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

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

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소인 IP Address대신 이

칭으로 인적 표지

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

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

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

록 문자로 표기한 것

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
로 인식 가능한 것

특허청
관할기관

상품과의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KR도메인 → 한국인터넷

관할하는 등기소

진흥원(NIDA)

상표사용자의
목적

최상위도메인 → ICANN

업무상의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사업의 영위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

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

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

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

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를 목적으로 함.

하기 위함.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

영업을 지정

-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

- 일정 관할지역내

관련성
것이 원칙.
보호범위 및
효력

-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

메인 이름은 단 하나
밖에 없음

사상표의 등록을 금지

-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있으나 유사한도메인

-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
고 사용할 수 있는 권
리

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 선출원주의

- 선신청주의(first come,

-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
등록원칙

등록사유 및 선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는

first served)

- 선신청주의
- 비동일성

- 비동일성(기계적판단에
의함)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
록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 등록비, 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

존속기간

용 가능
< 표 6 >

상표·상호·도메인 비교

- 법인유기기간 또는 사
업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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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및 저작권 등록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등록받을 수 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
춘 동산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물품이 아닌 ‘글자체’의 디자인도 보호가 가능하다.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이
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
(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저작권은
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창작한 날로부터 권리가 생긴다.

구분

정의

관할기관
목적
상품과의 관련성

디자인권

저작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타적·독점적 권리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

이바지함

바지함

있음

없음

-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

- 국내외에 동일 또는 유사 저작물

그러나 공개 디자인일 경우 신규
보호범위 및
효력

에 대해 배타권을 가짐

성이 상실되어 타국의 타인 등록
불가
-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
생
- 선출원주의

등록원칙

- 무방식주의로 등록요건 없음

-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심사하
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 표 7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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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 등록을 통한 브랜드 권리화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인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상표 등록이다.

가. 상표 심사 절차
○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 상표 심사관에 의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적극적·소극적 거절사유
가 없다면 출원공고가 되고,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이 난다. 등록료를 납
부하면 상표등록이 완료된다. 출원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전자출원)이며 등록
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이다.31.

< 표 8 > 상표심사 절차도 출처: 특허청 웹사이트

31. 정확한 출원 및 등록료는 http://www.patent.go.kr/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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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 요건32.
○ 상표가 등록되려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그 외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
다. 전자를 ‘적극적 요건’, 후자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며,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웹사
이트(http://www.kipo.go.kr/) → 정보마당 → 심사기준 및 매뉴얼 → 상표심사기준33.’에
서 열람할 수 있다.

○ 적극적 요건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수 있는 상표만이 등록될 수 있으며, 이를 ‘식
별력’이라 한다. 식별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도 경
업자 간의 자유경쟁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의
1차적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에 있으므로 해당 거래
업계의 자유사용을 제한할 우려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제6조 제1항 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
록받을 수 없다. 그 예로 지정상품이 ‘포장용 필름’일 경우 상표가 ‘랲’34., ‘커피음료’
일 경우 상표가 ‘Caffe Latte’35., ‘복사기’일 경우 ‘COPYER’36.을 상품의 보통명칭이
라 본다. 단 보통명칭 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이에 해당하며, 식별력이 있는 명칭
및 도형과 결합된 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본다.

② 관용상표(제6조 제1항 제2호)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관용하는 명칭이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표장을 말하며,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을 필요는 없다. ‘벙어리 찰떡’37.
의 경우 안동지역에서 80년간 떡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특정 종류의 떡
명칭으로 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용명칭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 예로 지정
상품 ‘구중청량제’의 상표명이 ‘인단’38., ‘직물’의 ‘TEX, LON, RAN’, ‘요식업’의 상표
명이 ‘가든, 원, 장, 각, 성’39.이 이에 해당한다.

32.
33.
34.
35.
36.
37.
38.
39.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2015. 1. 1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82&catmenu=m02_03_0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대법원 1987.10.26. 선고 87후67 판결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6710 판결
대법원 1967.02.03. 선고 66후7 판결
특허법원 1998. 10.1. 선고 98허4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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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질표시 상표(제6조 제1항 제3호)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
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⑴ 산지표시
상품의 『산지표시』란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상
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과
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 지
정상품이 ‘인삼’이고, 상표가 ‘금산인삼, 강화인삼’, ‘식장업’일 경우 ‘청진동해장국’, ‘모
시’일 경우 ‘한산모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장업’의 ‘화장똥돼지’, ‘동침대전시업 등’에
‘장수구들’과 같이 산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⑵ 품질표시
상품의 『품질표시』란 해당 상품의 품질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품의 품질표시에는 상품의 품위와 등급, 품질보증, 미감
의 표시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구분

사례

환경친화표시

청정, 무공해, Green, BIO, ECO, 유기농, Organic 등

품질우수표시

명품, 원조, 순정, 일품, 특별, Super, Superior, New, Complete,
Standard, Hi, High, Best 등

품질등급표시

상, 중, 하, 수, 우, 미, 양, 가, A+, 1++, 투플러스, 1등급 등

품질보증표시

KS, JIS(일본공업규격) 등

상품미감표시

Soft(초콜릿), Mild(커피) 등
< 표 9 > 품질표시 사례

⑶ 원재료표시
상품의 『원재료표시』란 해당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재료에는 해당 상품의 주원료 또는 주요부품은 물
론 보조원료 또는 보조부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중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지정상품이 ‘샴푸, 화장품’에 상표가 ‘KERATIN’,
‘색종이’에 ‘종이나라’, ‘냉면’에 ‘야콘’은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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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계란, 비스킷’에 ‘아스타 ASTA’40.와 같이 지정상품의 재료 사용되고 있다거나
일반수요자가 그 약칭으로 직감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원재료 효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효능표시
상품의 『효능표시』란 해당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
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효능표시는 해당 상품의 객관적인 성능 또는
효과의 표시는 물론 주관적인 안락감, 쾌감 등 만족감의 표시도 포함하며, 실제로 그 효
능이 있고 없고는 불문한다. 그 예로 지정상품이 ‘관천수’일 때 상표가 ‘생명물’, ‘구두’일
경우 ‘키높이’, ‘마스카라’일 경우 ‘Decoration Eyes’가 효능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
적인 효능표시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 지정상품이 ‘화장품’일 때 상표가 ‘DEEP’41.일 때
와 같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용도표시
상품의 『용도표시』란 상품의 사용목적·사용처(수요계층, 다용도, 전천후, 필수품, 편의
용품, 오락용 또는 레저용) 등 용도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를 말한다. 그 예
로 지정상품이 ‘가정용 물분배기’이고 상표가 ‘WATERLINE’, 지정상품이 ‘이메일 송수신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이고 상표가 ’SOCIAL HUB’일 때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용도
를 직접적으로 인식시키기 보다 여러단계의 인식과정이 필요한 경우, 그 예로 지정상품
이 ‘방수지, 내산지’일 때 ‘NOKSTOP’과 같을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⑹ 수량표시
상품의 『수량표시』란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개수,
크기 또는 규격, 중량의 표시를 말한다. 수량표시에는 해당 상품의 수량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위나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 ‘2짝, 100
그램, 10봉지, 3꾸러미, 325리터’ 등이 있다.

⑺ 형상표시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표시』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및 용기의 외형, 모양, 크기 또
는 규격, 무늬, 색깔, 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표시(입체상표일 경우에는
그에 관한 도면 또는 사진)를 말한다. 그 예로 지정상품 ‘신발’에 상표가 ‘265㎜’, ‘페이
스파우더’에 ‘True Beige’, ‘아이스크림’에 ‘

’, ‘휴대용 모바일 디지털전자기기’에

40. “아스타잔틴(Astaxanthin)”은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화합물로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됨
41. “DEEP”가 ‘깊은, 깊숙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화장품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효능, 품질 등을 직감시키
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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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형상표시에 해당하나, 형상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다.

⑻ 가격표시
상품의 『가격표시』란 해당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격과 가격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격표시에는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수 있는 가격표시는 물론, 그 가격표시의 단위 또는 기호만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 ‘100원, 10 Dollars, 5$, 백원, 1,000￥, ￦500’가 있다.

⑼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상품의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의 표시』란 상품의 제조, 재배, 양식, 조립, 가공방
법이나 push, pull, switch, combination 등의 사용방법 등을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
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의 표시에는 해당 지정상품의 생산방
법·가공방법 및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 지정상품 ‘햄’에 상표 ‘훈제’, ‘치킨전문점’에 ‘멕시칸’, ‘책상’에
‘조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물리치료업’에

‘핵귀요법42.’,

‘헤어컨디셔너’에

‘BIOTOUCH43.‘와 같이 출원인이 새로 창작된 것이나 널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⑽ 시기표시
상품의 『시기표시』란 계절상품에 있어서 춘하추동의 표시, 상품의 특성상 오전, 오후,
주간, 야간, 식전, 식후, 맑은날 또는 우천, 전천후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특정 또
는 불특정시기를 기술적 또는 설명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기표시에는 해당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계절, 시기, 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예로 지정상품 ‘신
문’에 상표가 ‘조간, 석간’, ‘의류’에 ‘춘, 하, 추, 동’, ‘약품’에 ‘식전, 식후’ 등은 이에 해
당한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6조 제1항 제4호)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라 함은 국가명, 국

42. 핵귀요법은 척추질환의 치료방법으로 출원인이 창작한 새로운 용어로 거래업계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이 아님
43. 화장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탄력이나 활력이 있는 헤어컨디셔너’로 직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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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
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
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의 시, 군, 구의명칭이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 군, 구보다 낮은
행정구역 명칭이라도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예
로 ‘OXFORD,

HEIDELBERG,

MANHATTAN,

GEORGIA,

BRITISH-AMERICAN,

INNSBRUCK(인스브룩), VENEZIA, Dakota, JAVA, PRAHA, 홍천뚝배기’가 이에 해당
하고, ‘藝泉 예천44.’, ‘연수장례식장’45.과 같이 현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적용하
지 않는다.
또한 국내·외의 산, 강, 섬, 호수 등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일 경우에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다.

다만, 보통명사인 “산”, “강”, “섬”, “호수”, “도

(島)”, “호(湖)”, “Mountain”, “River”, “Island”, “Lake” 등이 결합되지 않아 그 의미
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외국
의 유명한 “산”, “강”, “섬”, “호수” 등의 명칭은 보통명사인 “Mountain”, “River”,
“Island”, “Lake” 등과 결합되지 않고 사용된 경우라도 국내 일반수요자가 유명한 산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현저
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월출산, 금강산, 영산
강, 대청호, 진도, 거제도, 미시시피(강), 에베레스트(산), 나이아가라(폭포) 등’, 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월출, 영산, 대청, 한라 등’이 있다.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제6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그 예로 ‘윤씨농방, 김노인 마포상회, PRESIDENT’가 있다.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
장만으로 된 상표란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
내의 알파벳’46.,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 성질표시로 인식되거나 기타 식별
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한글1자와 영문1자47., 1자의 한글 또는 2자 이내의 외국문자가
기타 식별력 없는 문자와 결합한 것48.,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44.
45.
46.
47.
48.

경북 “禮泉”과 한글이 동일하지만 한자가 다르고, 예천이 군 명칭에 해당하고 비행장이 있으나 널리 알려진 증거가 없음
“연수”는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연수구”가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음
그 예로 ‘가, 나, 취, A, B, AB, e’가 있다.
그 예로 ‘P검(퍼스널컴퓨터검증시험의 교재 및 실시업 등), T봉(수지침강좌업 등)이 있다.
그 예로 ‘취, Co., E PRINT(프린터), MT, Ltd.’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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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것49.,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卍, 삼태극 등과, 이러
한 도형 또는 무늬50., 간단하고 흔한 도형 또는 무늬와 한글1자, 알파벳1자등과 결
합한 상표는 이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국문 1자(닭, 별, 해, 용), 특정인의 상
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영문 2자 ‘LG, CJ, GS, HP, NH, KT, SK’ 등은 식별력이
있다고 본다.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제6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식
별력이 없다고 본다.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자유사용이 필요한 구호, 광고문안,
표어, 인사말 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명칭이나 영화, 노래 제목,
연도표시, 사람·동식물·자연물 또는 문화재를 사진·인쇄 또는 복사하는 형태로 구성된
표장, 장품의 집합·판매·제조장소로 흔히 사용되는 명칭, 표장이 지정상품의 외부 표
면이나 원재료에 흔히 사용되는 장식적 무늬나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 소극적 요건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본다.
①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
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
사한 상표

②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제7조 제1항 제2호)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③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3호)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
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그 예로 ‘57, 22+35, 50/25’가 있다.
50. 그 예로 ‘○, △, □, ◇, #, +, -, &, , 卍무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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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제7조 제1항 제4호)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⑤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제7조 제1항 제5호)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 가 개최하거
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
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 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제7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동일유사를
위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 3개의 요소 중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유사상표로 본다. 단, 3개의 요소 중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
도 각 상품의 종류, 성격, 형상, 구조, 크기 등 사용되는 상품의 속성이나 그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의 상관습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
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할 수 있다.

32

① INTERCEPTOR ≒ 인터셉트 ② REVILLON ≒ REVLON
③ LYSOTAN ≒ 로소탄(LOSOTAN) ④ 千年 ≒ 天然
⑤ TVC ≒ TBC ⑥ 마르샤 ≒ 마르셀
⑦ EVOL ≒ EPOL ⑧ TOBY ≒ TOPY
⑨ DANYL ≒ DAONIL ⑩ Leeman ≒ Riman
⑪ PAPASHELIN ≒ PAPAPHYLLIN ⑫ CHROMATRON ≒ CHROMATONE
⑬ SAFUNEN ≒ SAFUNENSO ⑭ ADEFLON ≒ ADOPRON
< 표 10 > 칭호가 유사한 표장 예시

① Solar ≠ polar ② TBC ≠ CBC
③ 삼정 ≠ 미쯔이, MITSUI, みつい ④ 송하 ≠ 마쓰시다
< 표 11 > 칭호가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 표 12 > 외관이 유사한 표장 예시

< 표 13 >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① 임금 ≒ 王 ≒ KING ② 平和 ≒ PEACE
③ VICTOR ≒ VICTORY ④ Golden Spike ≒ Golden Spur (상품:골프화)

⑤

⑥
< 표 14 >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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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실존관념) ≠ 용마(상상관념) ② SUNSHINE ≠ 일광(대판 89후1110)
③ 동백표 ≠ Camellia

(대판 92후896)

④ 화니핀 장미 ≠ WHITE ROSE 화이트 로즈 (대판 90후472)
< 표 15 >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한 표장 예시

⑧ 타인의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출원한 상표(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
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
는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
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상표

⑩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제7조 제1항
제10호)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
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⑪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품질
의 오인)51. 또는, 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자체를 다른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자체의 오인)52.를 말한다. 또한 ‘수요자를 기
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자연인이 공법상 특수법인의 명칭을 출원하거나 상품의 지
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상표의 구성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일
반수요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순수한 수요자 기만53.) 또는, 국내 수요자
51. 지정상품을 ‘청주’로 하여 “맑은유자향”이라는 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을 ‘태양전지’로 하여 “Nano OLED”라는
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52. 지정상품을 ‘소주’로 하여 “보드카”라는 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을 ‘목도리’로 하여 “GLOVE”라는 표장으로 출원
하는 경우
53. 지정상품을 ‘넥타이’로 하여 “MADE IN ITALY”라는 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자연인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명칭으
로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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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출처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 기만)54.를 말한다.

⑫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제7조 제1항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
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
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제7조 제1항 제13호)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서비
스업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
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⑭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제7조 제1항 제14호)

⑮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
15호)

⑯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16호)

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제1항 제17호)

⑱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제7조 제1항 제18호)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
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
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⑲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제8조 제1항)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
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
을 수 있다.

54. ‘의류’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UNION BAY” 상
표와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가방’에 출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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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 출원방법 및 정보제공 사이트 안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출원인 본인이 직접하는 것과 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진행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임료가 없으므로 비
용을 아낄 수 있으나, 출원시스템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상표의 등록적합성을 미리 인지
하지 못해 거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리인을 위임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비교
적 출원인은 편하게 출원·등록과정을 향유할 수 있으나,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

○ 직접 출원
페이퍼로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전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
여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시스템으로 출원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전
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많이 출원하는 추세이다. ‘특허로’에 들어가면 처음 이용하는 출원
인을 위하여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선택은 ‘특허로 상품분류코드검색’55. 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검색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하여 출원하면 된다.
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존재여부는

특허정보검색시스템

‘KIPRIS(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본인과 지정상품·상표가 동일·유
사한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한다면 회피하여 등록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혼자 유사
한 선출원·등록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만약 전문적인 보
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상표검색서비스제공 업체(윕스, 브랜드링크 등)를 이용하여 검색결
과만 받아볼 수도 있다.

○ 대리인 출원
상표등록의 대리는 변리사가 한다. 변리사는 상표 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대
리를 담당하므로, 상표출원 시 가능하면 전문분야가 ‘상표’인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유
리하다. 대리인에 대한 정보는 변리사정보공개 시스템(http://reg.kpaa.or.kr/)으로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수임료56.도 천차만별로 다르다. 대체적으로 대형로펌의 경우 1류 당 약 20~25만원
를 호가하고, 전략적으로 단가를 낮춘 로펌의 경우 1류당 약 10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
는다. 가격의 고저만으로 특허사무소의 선택을 하기보다 여러 사무소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고 상담 해본 후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줄 파트너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
다.

55.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2_09_03_01&version=10
56. 수임료는 출원과 등록에 따른 관납료를 제외한 대리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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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권리화 단계의 공통이슈
1.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문제57.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상표가 유명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가. 안정된 상표사용
○ 타인이 내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상품·서비스업에 등록한다면 최악의 경우 일정
로열티를 지불하여 라이센스를 받거나 브랜드를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 브
랜드를 계속하여 사용해 많은 사람이 특정인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 브랜드 네임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는 있으나, 등록된 권리와 공존하는 것이므로 선사용자가 만들
어놓은 브랜드 로열티를 단지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과 억지로 나누는 아
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나. 독점배타권의 발생
○ 상표등록을 한 이후에는 권리자만이 해당 상품·서비스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 누군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상표등록하
고자 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고, 출원이후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고등을 통해 상표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상표가 매우 유명해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타인의
유사상표사용을 제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상표가 널리 알려지고, 상대방의 사용이 당신
의 것과 출처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는 이러한 과정은 특허청 상표등
록절차에 비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다.

2. 상호등록을 했는데 또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58.
○ 상호는 상인이 거래활동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이고,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가 된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어렵다. 제3자가 상호를 상호로서 사용할 때 이것을 특수한 서체로
사용하거나 또는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57.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90-205
58.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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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등록상표를 타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59.
○ 도메인 네임은 식별표지라기보다 인터넷 주소이다. 그러나 도메인 네임을 출처표시로 생
각하는 일반수요자들이 존재하고, 실제 그러한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미리 선점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 또는 유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상
표 또는 유명한 상표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페로몬 향수, 란제리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
는 저명상표인 ‘CHANEL’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하여 chanel.co.kr을 이용한 전자상
거래를 금지시키고 나아가서 도메인 등록을 말소시킨 사례가 있었다.
○ 그러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선의의 경우라면 제재하기 어렵고, 도메인이 수요자들에게 출
처표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상표출원과 함께 도메인 등록도 선행하는
것이 좋다.

4. 타인이 내 상표 출원에 ‘정보제공’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응
○ ‘정보제공’이란 상표출원 중에 제3자가 이를 등록시켜주지 말라는 요청과 근거를 특허청
에 제출하여 등록을 저지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란 출원공고 후 그 공고결정에 이의가
있음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 만일 상대방의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이 터무니없는 경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예
를 들어 지정상품이 다르다거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명상표와 동일하다거나, 실제 매우 유사
한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주장하였다면, 대리인과 상의하여 출원계속여부 및 대응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5. 출원 중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란 심사관의 심사결과 동일유사 선출원·등록이 있거나, 지정상품명이 잘못
되었다거나 하는 등 등록이 거절될 사유를 출원인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출원인의 의
견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이다. 직접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법률용어를 해석하기 어렵고, 어쩌라는 것인지 당황하게 된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면 우선 심사관과 통화하여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통화로 이해가 안된다면 특허
청 웹사이트를 통해 ‘심사관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 거절의 사유가 제10조 제1항이라면 이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심각한

59.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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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가 아니므로 출원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사유가 제6조 제1항 각
호, 제7조 제1항 각호라면 혼자해결하기 보다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
다.
○ ‘특허청(http://www.kipo.go.kr/) → 정보마당 → 주요발행물’에 가면 ‘대리인이 없는 출원
인을 위한 거절이유별 대응사례집(상표)‘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직접출원
하는 경우 유용하다.

6.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
○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
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60.
실제 K2(등산화, 등산의류), 경남대학교(교육업), SUPERIOR(골프용품)과 같은 상표가 이
러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고 하는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특정인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획
득한 경우 이미 상표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업자간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상표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제3자의
부정경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
에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등록받기 위해 일반인 내지 경업자의 자유사
용의 필요성,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매출액, 광고선전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된다.

7. 상표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 대응
○ 유망한 상표를 미리 선점하여 상표등록을 원하는 실제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표브
로커들이 생각보다 다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상표브로커들을 근절하기위해 특허
청 웹사이트(http://www.kipo.go.kr/)에 ‘상표브로커 피해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
일로 상담서를 작성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상표브로커는 선점만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불사용취소심판을 걸어 취소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8. 유사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 대응
○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통지서를 받는다면 우선
첫 번째로 통지서에 거절의 근거로 제시된 상표와 본인의 출원상표가 정말 동일·유사한
지, 다음으로 해당 지정상품이 정말 동일·유사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60. 상표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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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이나 지정상품이 현저히 동일유사하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표장으로 보정하여 다
시 출원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 상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전문가가 보기에 다르게
볼 여지도 존재한다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을 청구하면 된다.

9. 상표 등록 없이 사용 중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대응61.
○ 선의로 상표 사용 중 갑자기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며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황
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 우선 상대방의 상표권이 실제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것이 맞다면 상표의
어느 부분이 동일유사한지 확인한다. 실제 상표등록이 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결합하여 등록한 후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 ‘○○○ 밀라노’라는 상표는 ‘○○○’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것
인데62., 등록받고 마치 ‘밀라노’가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인 양 행세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동일유사한지 확인해야하며 이는 상표등록원부6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하다면 상표법 제57조의 3의 ‘선사용
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기위해서는 상표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
려져야 한다.
○ 경고장은 작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시했다가 일이 손쓰기 힘들만큼 커질 수 있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10.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의기관
○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궁금한 것을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문의할 곳을 찾는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64.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전화(1544-8080), 원격, 채팅, 모바일웹(http://m.kipi.or.kr/ipconsult)을 통해
9:00~18:00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가 제공하는 ‘무료변리상담’65.
을 이용하여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다.

61.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90-205
62.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시명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는 명칭임.
63. 상표등록원부는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신청하여 열람 할 수도 있고,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해당 등록 건을 찾아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4.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kcall.BoardApp&catmenu=cm000000
65. http://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sultation.do?clickPag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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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브랜드 관리

제1절 브랜드 관리 전략 이론
1. 브랜드 관리의 정의
○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보다 평범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특
히 기업이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를 여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여러 가지 제
품 사이의 공통되는 브랜드 구성요소들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정의하는 브랜드 위계구조
가 만들어져야 한다. 신제품 및 브랜드 확장전략 역시 최적의 브랜드와 제품 포트폴리오
를 결정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제품 및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출시된 모
든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의해 지리적 경계 및 목표
시장에 대한 세분역역을 초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66.

가. 브랜드 계층 구조67.
○ 기업의 브랜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브랜드의 계층 구조를 명확
히 하는 것이다. 브랜드의 계층 구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에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 계층 구조에 따라 기업의 브랜드들이 어떠한 계층에 있고, 각
브랜드의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계층은
기업 브랜드, 사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등 네 개 계층으로 구분한다. 이
것은 기업의 브랜드들이 어떠한 계층 구조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과 브랜드 의사결정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들 브랜드 계층은 업종이나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 기업 브랜드는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브랜드다. 일반적으로
기업명이 사용되지만, 영문 사명의 머리문자가 사용된다든지, 팻 네임이나 애칭이 사용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 브랜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의해 초기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 브랜드는 기업의
특정 부문이나 자회사와 같은 사업의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말한

66. 케빈 레인 켈러, 이상민·김준석·최윤희·옮김, 『브랜드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북스 1판, 2009, pp. 721-722.
67.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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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격이 다른 제품군에 대해 동일 브랜드를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각화, 인수·합
병, 제휴에 따라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 사업 브랜드는 모회사에서 각 사업 부문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 브
랜드는 기업 브랜드와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위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GM의
경우, GM은 기업 브랜드이며, GM에서 생산하는 오펠, 폰티악, 캐딜락 등은 독립된 사업
전개를 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 브랜드가 된다. 이때 GM은 모 브랜드로서 보증기능을 하
고 있다.
○ 패밀리 브랜드는 복수의 카테고리에 소속된 제품이나 서비스군에 대해 공통적으로 사용
하는 브랜드다. 대부분의 경우 개별 브랜드가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되어 패밀리 브랜드
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패밀리 브랜드가 하나의 사업 단위로서 승격된 경우는 사업 브랜
드로 자리 잡는다. 패밀리 브랜드는 제품 속성에서 벗어나 사용자 이미지, 생활 장면, 스
타일 등 브랜드 연상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의 범위가 확대되면 브랜
드 아이덴티티와 개별 제품에 대한 보증효과는 약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에서는 제품
혜택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패밀리 브랜드에 관한 의사결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
다. 패밀리 브랜드가 특정의 사업에 해당된다면 사업부의 책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
는다. 그러나 브랜드의 범위가 확대되면 특별한 권한을 지닌 브랜드 매니저 또는 최고경
영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 개별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독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개별 브랜드
는 개별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서비스 내용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특정
제품 유형 또는 특정 세분 시장의 포지셔닝에 따라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개별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을 넘어서 하나의 제품 라인의 브랜드도 포함한다. 메
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는 모델명이기는 하나 기업과 소비자는 하나의 개별 브랜드로
인정한다. 개별 브랜드의 관리에는 브랜드 매니저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브랜드 매니저
에게는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어야 한다.
○ 21세기 기업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다.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어떠한 브랜
드로 할 것인지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소비재 브랜드가 아니라 하더
라도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는 중요하다. 인텔은 B2B 브랜드다. 인텔은 컴퓨터
브랜드와 공동 브랜딩,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 자산 가치를 이끌
었다. 브랜드 계층 구조는 브랜드가 놓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
라 유동적일 필요가 있다.

나. 브랜드 포트폴리오68.
○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실행 전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68.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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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특정 시장을 공격할 경우 브랜드명, 심벌, 로고, 슬로건 등의 사용에 관한 선택
기준이 된다. 브랜드 포트폴리오 실행 전략은 기존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새로
운 구조로 가든지, 혹은 양자를 조합하든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단일 브랜드 전략, 조합
브랜드 전략, 개별 브랜드 전략 등 세 개의 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 단일 브랜드 전략은 기업의 전 상품을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기업 브랜드를 단일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필립스, BMW, IBM, 제록스
등이 그 전형이다. 이 전략은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로 통일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의 효율화를 도모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이나 특성이 다른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할 경우, 브랜드 아이
덴티티는 희박해지고 보증 효과가 절감된다. 개별 상품 카테고리가 실패할 경우, 기업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처를 입을 위험도가 높다.
○ 조합 브랜드 전략은 기업(또는 사업) 브랜드와 개별(또는 패밀리) 브랜드를 조합하는 전
략이다. 개별 브랜드 앞에 보증 마크로서 기업 브랜드를 붙인다. 이러한 전략에서는 구
매의 동기가 되는 개별 브랜드와 그것을 보증하는 기업 브랜드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 상
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브랜드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브랜드 체계가 복잡하고 브랜
드 자산 강화의 방향성에 일관성이 없게 될 위험 요소가 있다. 기업 브랜드와 개별 브랜
드의 힘 관계는 소비자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조합 브랜드 전략의 경우, 보증과 구매
유인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 브랜드와 서브 브랜드의 역할 분담을 명확
히 설계해야 한다.
○ 개별 브랜드 전략은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하나를 독자적으로 포지셔닝하고 브랜드 명을
부여하여 개별 브랜드로 독립시켜 커뮤니케이션하는 전략이다. 제품의 경우 물리적 특성
을 대표하는 브랜드 명이 많다. 시장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분 시
장에 대응하는 브랜드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P&G나 필립모리스의 브랜드 전략이 대
표적인 예로 잘 알려져 있다. 개별 브랜드 전략은 특정 세분 시장을 만들고 그 카테고리
를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브랜드의 성공은 기업 브랜드
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 또한 기업 브랜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 개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용 부담을 갖는다. 렉서스는 미국 시
장 내에 저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도요타 기업 브랜드와는 별개로 개별 브랜드 전략을
선택했다. 렉서스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렉서스의 고급 이미지는 도요
타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업 분야를 단일 브랜드로 또는 각각이 완전히 다른 개별 브랜드로
전개하고 있는 곳은 적다. 기업은 사업 분야에 따라 기업 브랜드와는 별도로 개별 브랜
드의 전개 또는 기업 브랜드와 조합 등을 선택한다.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거나 강
력한 개별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전체의 성과와 연결시켜 생각해
야 한다.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에 비슷한 브랜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단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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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관리는 가능해도 여러 개의 브랜드 관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브랜드 포
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 기업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각각의 브랜드를 어느 분야로
확대할 것인지, 브랜드 명이나 심벌을 글로벌 체계로 전개할 것인지 또는 지역별로 구분
할 것인지, 광고에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공유할 것인지, 별개로 할 것인지 등 브랜드 포
트폴리오 전략은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의사결정과 투자의 단위를 의미한다. 브랜드 포
트폴리오 전략은 기업이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인 답은 없다.

다. 브랜드 확장
○ 브랜드 확장(Brand Extension)이란 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존 브랜드를 다른 제품시
장에서 신제품에도 사용하는 것이다. Aaker는 브랜드 확장이란 높은 브랜들 가치를 갖는
한 브랜드의 이름을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신제품의 이름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잘못된 브랜드 확장은 브랜드 희석효과, 시장잠식효과 등의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첫째, 기업의 기존 브랜드이미지의 강점을 활용
하여 손쉽게 신규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둘째, 신규브랜드 런칭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셋째, 성공적인 모브랜
드의 브랜드 아이텐티티 강화를 유도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
서 효과적인 기업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69.
○ 브랜드확장 유사성의 유형 : 브랜드를 확장하는 방법은 동일한 범주로서의 확장과 전혀
다른 범주의 제품군으로 진출하는 방법 등 두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동일 제품 범주로의 확장 중 수평적 확장은 같은 제품 카테고리로의 확장을 말하는 것으
로 오뚜기 식품이 카레, 마요네즈에서 라면, 미역 등의 다양한 식품류로 확장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수직적 확장은 같은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가격, 품질, 컨셉 등을 변
화시켜 동일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제품 범주로의 확장은 기존
브랜드를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군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70.

69. 장성재, 「브랜드 확장시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브랜드마크가 소비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0, p. 103.
70. 김주호, 「어려운 마케팅 쉬운브랜딩」, 시대의창, 2001,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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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활용

2. 중소기업의 브랜드 관리 전략71.
○ 한정된 예산과 자본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게 브랜딩은 하나의 모험이다. 가용자원이 풍부
한 대기업 브랜드들과는 달리 소기업은 오판을 할 만한 여유가 없으며, 마케팅 프로그램
을 보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 한두 개의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해야한다. 빈약한 자원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전략적으로
한두 개의 강력한 브랜드 구축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 한두 개의 핵심 연상 마케팅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춰야한다. 소규모 기업들은 종종 차별
점으로 단지 한두 개의 핵심 연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좋다. 이들 연상은 마케팅 프로그
램 및 시간의 경과에도 일관성 있게 강화되어야한다.
○ 잘 통합된 일단의 브랜드 요소72.들을 활용해야한다. 먼저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
지 모두를 제고한 독특하고 잘 통합된 일단의 브랜드 요소들이 개발되어야 한다.73. 브랜
드 요소들은 가능한 한 창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기억하기에 용이하고 유의미해야만 한
다. 창조적인 패키징은 구매시점에서 주의를 끌기 때문에 광고 캠페인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푸드 SMARTFOOD’는 사용을 고무하는 집중 샘플링 프로그램
과, 진열대 위에서 강력한 시각적 심벌로 기능하는 독특한 패키지를 이용하여 첫 번째
제품을 도입했다. 소규모 기업을 특징짓는 고유한 이름이나 패밀리 네임은 몇몇 차별점
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발음 용이성, 유의미성, 기억 용이성 및 기타 브랜딩 고려 요인의
측변에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결점들이 지나칠 경우 대안적인 브랜드 요소
들이 탐색되어야 한다.
○ 창조적인 브랜딩 구축 푸시 캠페인 및 소비자 관련 풀 캠페인을 설계함으로써 주의를 끌
고 수요를 창출해야한다. 소기업은 소비자와 그 외 유통업자 모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창조적인 푸시/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제한된 예산으로는

71. 케빈 레인 켈러, 앞의 책
72. 브랜드 요소 : 기억용이성, 유의미성, 호감성, 전이 가능성, 적용 가능성, 보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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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큰 모험이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관심을 창출해 내는 강력한 풀 캠페인이 없으
면 소매업자는 그 브랜드를 구매하고 지원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제품의 장점을 소매업자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푸시 캠페인이 없으면 그 제품
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푸시/풀 마케팅
프로그램은 브랜드의 가시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와 소매업자가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창조적으로 계획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소기업은
구전에 의지하여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특한 브랜드 연상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홍보, 저비용 판촉 및 후원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유통은 푸시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가능한 많은 2차적 연상을 레버리지 해야한다. 2차적 연상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잠재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상 단위들, 특히 품
질이나 신뢰성을 타나내는데 도움이 되는 연상 개체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기업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확대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웹사이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2절 브랜드 법적 관리 이론
1. 등록상표 관리
○ 본인의 CI와 BI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다. 이는 향후 출원되는 유사 브랜드의 등록을 제
재할 수 있다.

2. 상표 침해 모니터링
○ 대형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뉴스, 블로그, 카페 등에 나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가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나의 상표를 누
군가가 사용하여 내 명성에 편승하고 있다거나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이를 막을
수 있고, 침해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모니터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선행되어야한다.
○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
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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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업체 모니터링
○ 경쟁업체에서 등록하지 않은 나의 브랜드, 디자인 혹은 광고카피, 슬로건 등을 상표등록
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는 지 상표 출원 동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4. 경고장 발송74.
○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가 확인되면 경고장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용을 중단 및 배상
을 요구한다.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소송,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

5. 정보제공, 이의신청제도 활용
○ 내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내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이건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심판, 소송75.
○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
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7. 라이센스76.
○ 전용사용권 :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
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

74.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3&catmenu=m04_01_04
75.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3&catmenu=m04_01_04
76.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3&catmenu=m04_01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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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
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통상사용권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
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
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
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
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3절 브랜드 법적 관리 공통이슈
1. 나와 유사상표가 특허청에 출원 된 경우
○ 출원을 제재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한다. 동시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을 통하여 타인의 상표가 나의 권리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명백히 해야 한다.

2. 타인의 침해를 확인했을 때 경고장을 보내는 이유77.
○ 우선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자 측에 침해사실을 통고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
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하며, 이때 경고는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다. 내용증명이 된 경고는 형사상 침해죄의 요건인 ‘고의’ 및 민사상 손해배
상 청구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효과를 지니므로 구두로 경고를
한 후에도 반드시 서면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표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78.
○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침해자측이 경고내용에 수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침
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법원에 침해죄로 고소
할 수 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사용하는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할 수 있

77.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24-202.
78.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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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본안소송
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침해자에게 과하게 된다.
○ 침해금지청구 :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따라서 실제로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
로 판매, 위조, 모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등에도 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 : 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고 상표를 사용한 때에는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므로
상표권자는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한편,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입증하면
동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
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소위 로얄티에 해당하는 금액
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침해죄 : 상표권자는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형사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고소 없이도 침해죄 성립). 그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라이센스 계약시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사항79.
○ 라이센스를 얻고자 하는 상표의 명확한 정의 : 계약서에는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상표
의 등록번호를 명기하고 가급적 별지로서 상표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 라이센
스 대상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 상표의 사용범위 : 라이센스를 통하여 상표를 사용할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상표를 사
용할 구체적인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또한 어떠한 거래형태에서 상표가 사용될지를 명
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특허청에서의 등록 : 만일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센스(전용사용권)를 얻는
경우는 특허청에 이를 등록한다.
○ 품질관리 : 상표권자는 상표권자의 상품과 라이센시의 상품에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
도록 라이센시(사용권자)상품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권자의 상품과 라이센
시의 상품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상표권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

79.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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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5. 라이센스 계약시 불공정조항의 유형(디자인 용역)80.
① 기타사항의 해석
업체와 디자이너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나 상호형평성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
결하여야 하지만, “발주자 측”(이하“갑”이라 함)의 해석에 따르거나,“갑”측에 유리한 상
관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디자이너에게 불리한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은 예시와 같이 수정 변경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 중 본 계약서

기타 필요한 사항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갑”의

▶ 않은 사항은“갑”과“을”이 상호협의하여 일반
적인 상관례 기준을 적용키로 한다.

해석에 따른다.

② 제작물이 목적(성능) 이하일 때 책임 및 비용 부담
디자인 제작물이“갑”의 목적에 벗어나게 된 책임은 업체의 관리 소홀에도 문제가 있는데,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조항이다.
“갑”은 작업을 단계별로“을”을 관리하는 조항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노력해야 한다.

“을”은 제작한 디자인 제작물이

“을”은“갑”의 관리와 지시에 따라 단계별로

“갑”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

제작한 디자인 제작물이“갑”의 목적에 맞지않

되고 이것이“을”의 책임으로 인

게 제작되어, 디자인의 재작업이 불가피한 경

한 경우, 디자인의 재작업이 불

▶ 우, 소요된 비용 중“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을”이 부담하고,“갑”과“을”의 책임

가피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은“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갑”과 “을”이 협의
하여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하여 부담한다.

③ 인도전 발생한 손해 부담
인도전에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과실책임이“갑”에 있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에 계약 당사자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게 부
담되어야하나, 을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0.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 pp.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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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결과물의

① 디자인 용역 결과물을“갑”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

인도전에 발생한 손해는

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우에 는“을”의 비용으로 부담하고,“갑”과“을”의 책임

외하고는“을”의

부담으

▶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갑”과“을”이 협의하여 합
의한 비율대로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로 한다. 제 3자에게 손
해

②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 ①항의 규정

를 끼친 경우에도 같다.

을 적용한다.

④ 지식재산권의 소유 문제 -1
현재의 업무 관계를 이용해서 디자이너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겠
다는 조항이다. 현재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이라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등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는“을”과 협의하여

본 도급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고“갑”은“을”에게 대

지식재산권 (2차적 저작물

가를 지불할 수 있고, 본 도급 계약을 통하

포함)은“갑”또는“갑이

여 얻어진 모든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포

지정한

자” 에게 있으며“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이 소

▶

함)은“갑”과“을”이 협의하여 지식재산권별로
권리자를 지정하고“을”은 본 계약 체결 이전

유하거나 권리를 보유한 지식재

에“을”이 소유하거나 권리를 보유한 지식재

산권에 대하여 본 계약상 목적

산권에 대하여 본 계약상 목적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갑”에게 무상의 실

“갑”과 협

시권을 허여한다.

의하여 유상, 무상의 실시권을 구분하여 승
인하고 공급하기로 한다.

⑤ 지식재산권의 소유 문제 -2
“개발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가져가지만 결과물에 관해 문제가 발생 시에는 책
임을 회피하고“ 을”에게 떠넘기겠다는 조항이다. <“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을”에게 있다면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을”에게 있다.> <“개발결과물”
에 대한 지식재산권이“갑”에게 있다면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갑”에게
있다.>의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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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결과물”에 관한 사법상,

“갑”으로부터“을”이 대가를 받고 개발한“개발성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소유권,

과물”에 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소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

상표권, 저작권, 초상 권등 제
권리의 본래적, 파생적, 부수적

권, 초상권 등 제 권리의 본래적일체를 포함) 상
▶

의 모든 권리는“갑”에게 귀속되고“을”의비용과

권리 일체를 포함)상의 모든

노력에 의해 발생한, 파생적, 부수적 지식재산권

권리는“갑”에게 귀속된다.

은“갑”이“을”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갑”
과“을”이 합의하여 권리 귀속자를 결정한다.

“갑”은“을”을 대신하여“개발결

“갑”은“을”의 동의를 얻어“개발결과물”에 대한

과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

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

격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협조하며, “갑”은“을”에게 부가적 수익이 창출되
▶

었을 때, 수익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을”은

지 않기로 하며, “을”은“갑”에

“갑”과 합의를 통해“개발결과물”에 대한 위 저작

대해 “개발결과물”에 대한 위

인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한다.

⑥ 지식재산권의 소유 문제 -3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당연한 조항이나, 디자인분야의 경우 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
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탈락한 업체의 디자인 중에서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강요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개발결과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

본“개발결과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

해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으

하는 경우, “갑”과“을”이 합의하여 관리

며“을”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
고“갑”은 모든 책임 비용부담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 책임과 개발책임으로 구분하여 침해 책
임을 지며, “갑”과“을”의 책임 분담 비
율대로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한다.

⑦ 지식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 지급 문제
현재의 업무를 핑계로 디자이너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조
항이다. 현재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이라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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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개발결과물”의 개량기술에 대해서“갑”과“을”

대해서“을”은

은 기술개발 참여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

▶ “을”은“갑” 에게 대가를 지불 받고 기술을 공급하

며, 그 소유는“갑”에 있

며, 그 소유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6. 상표등록 표시의 필수 여부
○ 상표등록 표시는 상표권자만이 가지는 권한으로서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원
치 않는 경우 상표등록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자가
상표등록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과 ‘™’표시의 차이 : 상표등록을 표시하기 위해 미국에서 인정된 표시가 ‘®’이다. 이
것은 ‘Registered’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은 ‘Trade Mark’의 축약형으로 상표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은 상표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은 상표등록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81.

81.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디자인경영 매뉴얼』, 특허청, 2007, pp.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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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중국진출전략

제1절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개요
1. 브랜드 표준화와 현지화82.
가. 브랜드 표준화
○ 브랜드 표준화 전략이란 진출국가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전
략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브랜드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롯하여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및 이를 포함한 마케팅 믹
스들을 표준화 시키고, 이를 일관성있게 각 나라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 표준화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이다. 통일화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조직 및 인력을 방대하게 구성할 필요가 없고, 광고․판촉물 및 포장제작
등과 같이 마케팅 전략 수행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 또 하나의 장점은 글로벌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소비자의 수요 및 니즈가 지역
에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기
민한 대응이 가능하다.
○ 다만, 현지 소비자의 고유한 욕구에 부합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단
점이 존재한다.

나. 브랜드 현지화
○ 브랜드 현지화(Localization)란 본사의 이념을 원형으로 삼되 현지사회의 고유문화를 반영
한 독자적인 브랜드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 브랜드 현지화의 본질은 본사의 문화를 버리고 현지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상호 융합을 추구하는데 있다.83.
○ 브랜드 현지화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각국 시장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이러한 차이를

82. 김소현(2005), 중국 브랜드 네이밍 전략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중국 진출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
교, pp. 8-19.
83. 전금(2011),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브랜드디자인에 관한 연구 : 전자제품 브랜드의 현지화 추세를 중심으로, 한양대
학교, p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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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지역(혹은 국가)에 따라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믹스요
소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지역(혹은 국가)에 따라 경쟁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
로부터 동일한 브랜드연상을 얻고자 하는 마케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지역별로, 국가별로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
지나 포지션을 각각 차별화 시켜야 한다.
넷째, 국가 간의 법적 환경 차이도 브랜드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이유 중 하나이다.
○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명칭이 다수이며 이러한 브랜드가
현지 소비자의 정서적 측면에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
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 그 이유로는,
첫째, 한글 발음 상표명이 현지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및 기억 용이성 측면에서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영어 등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
므로 발음용이성 및 의미전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한글 발음 상표명의 의미와 이미지가 현지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브랜드 현지화의 예
① 피앤지(P&G)84.
○ 피앤지는 중국 토종 브랜드로 오인할 만큼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중국 대부분의 가
정에서 피앤지 브랜드 샴푸, 치약, 칫솔, 바디샴푸, 세제 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Rejoice, 헤드앤숄더, 팬틴, 세이프가드, 올레이, 위스퍼, 애리얼, 타이드, 크레스트 등
브랜드의 인기가 높다.

84.

김명신(2011),
중국기업으로
http://www.globalwindow.org/

오해할

만큼

현지화에

성공한

피앤지,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1 COMMON FACT

61

< P&G 의 중국 브랜드 >
자료출처 : P&G China 공식 홈페이지

○ 성공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중 브랜드 전략의 관점
에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중국정서를 고려한 브랜드 네이밍을 들 수 있다.
○ 외국 소비재 중에는 중국 현지판매시 국외에서 사용하던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가 있으나, 피앤지는 자사제품에 적합한 중문명을 사용하였으며 기억용이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짧은 음절 위주로 단순하게 네이밍 하였다.
○ 팬틴(潘婷), 올레이(玉兰油, olay), 제스트(激爽, zest). 타이드(汰渍, Tide) 등은 제품 기
능과 효과를 잘 드러내면서도 원래의 제품명칭과 유사한 발음을 갖도록 네이밍하였다.
• ‘潘婷’은 ‘판팅’ 정도로 호칭되며, ‘婷’은 ‘예쁘다. 빼어나다’의 뜻이 있다.
• ‘玉兰油’는 ‘위란여우’ 정도로 호칭되며, ‘玉(옥)’, ‘兰(난초)’, ‘油(오일)’과 같은 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제품의 효능, 기능 등을 연상케 한다.
• ‘激爽’는 ‘지슈앙’ 정도로 호칭되며, ‘매우 상쾌하다’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 ‘汰渍’는 ‘타이즈’ 정도로 호칭되며, ‘때를 없애다’의 의미로 인식된다.
○ 이들 브랜드명은 중국인들이 이름을 짓는 습관과 잘 맞아떨어져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기
억하는데 용이하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중국 로컬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 광고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보다는 중국 현지화 된 브랜드로 어필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
내 많은 제품이 광고에 외국모델을 기용해 국제화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나
피앤지는 광고에 외국인이 아닌 중국인 모델을 기용하였다.
○ 헤드앤숄더, 올레이 등 고급제품의 경우 중국의 유명 연예인인 장만옥을 광고모델로 기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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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옥을 내세운 올레이 광고 >
자료출처 : 중국포털 바이두 (http://www.baidu.com)

○ 세제, 비누 등 제품 광고에는 중국의 ‘국민 가정주부’로 불리는 유명배우인 하이칭과 여
러 명의 일반 가정주부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감있게 다가가고자 하
였다.

< 하이칭을 모델로 한 Tide 광고 >
자료출처 : 중국포털 바이두 (http://www.baidu.com)

2. 중국진출 시 브랜드 법적 검토의 필요성
가. 중국진출 시 브랜드 법적 검토의 필요성
○ 상표권의 등록은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적 보
호를 받기 위한 근거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침해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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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권리취득에 대한 기본개념으로서 ‘선사용주의’ 와 ‘선출원주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사용주의’ 는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선출원주의’
는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즉, ‘선출원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표를 먼저 사
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아 권리를 가
지고 있는 경우, 브랜드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애써 개발한 브랜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 상표의 출원만으로는 법적인 지위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된 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참고로 중국에서는 상표심사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있다.
○ 한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개발과정 또는
해외진출전략 수립시 반드시 상표권 등록가능성(식별력 유무, 유사상표 존재여부 등), 침
해행위 성립 여부 등을 포괄하는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상표권 이외에, 상호의 등록도 요구된다. 통상적으로는 상표권의 효력이 상호권보다 강하
고, 상호권의 경우 효력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된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한
정하여, 상호의 선 권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하
여 상호의 등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나. 검토내용
○ 동일․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 검색
해당 브랜드가 식별력85.을 구비하고 있다면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관한 것이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비유사하면 기본적으로 유사상표로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 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검토해야한다. 중국의
경우,

상표등록

담당기관인

중국상표국

(http://sbcx.saic.gov.cn:9080/tmois/wscxsy_getIndex.xhtml)을 통해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

85.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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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상표국의 상표검색시스템 화면 >

○ 선사용상표 검색 및 유사 브랜드의 온․오프라인 침해사실 확인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선사용상표의 존재는 등록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등록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선사용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케팅적 관점에 있어서도 유사한 브랜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브랜
드 마케팅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밀한 조사작업
이 필요하다. 검토작업에는 해당국의 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가급적
이면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메인 점유 확인
해외진출시 현지화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슷한
도메인네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도메인 네임을 관장하는
기관인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 http://www.cnnic.net.cn) 사이트를 통해 유사 도
메인 네임 존재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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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 >

다. 법적검토 방법
○ 대리인 이용
독자적 검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법률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현지 대리인을
직접 선택하거나, 신뢰성 있는 현지 대리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대리인
을 통해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서비스8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IP-DESK 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① 지원 서비스
업 무
지식재산권 비용 및
행정 지원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권 상담 지원

IP 협력 채널 구축

내 용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지원
지식재산권 정보 발굴 및 전파와 현지 진출 기업에
제도, 지식 및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전파
진출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
교육으로서의 설명회 개최
전문인력(전문 직원, 고문 로펌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해결 대책 제공
현지 정부 지식재산권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방법 모색

86. 해외지식재산권보호_가이드북(중국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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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담 및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자료발간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상표출원등록 지원
•디자인출원 지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② 지원 절차
순 서

절 차

서비스 주체/접수처

1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

2

선정심사

IP-DESK

3

대리사무소 선정

IP-DESK 출원 위임계약 체결

4

선출원, 등록 권리 검색

해외 대리인

5

검색결과 통보

해외 대리인

6

본인 부담금 납부

해외 대리인

7

출원

IP-DESK

③ 중국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지 역

이메일

전화(T)/팩스(F)

북경

donbros@kotra.or.kr

T. 86-10-6410-6162(33)
F. 86-10-6505-2310

상해

yuntai@kotra.or.kr

T. 86-21-5108-8771(10)
F. 86-21-6219-6015

청도

sunghoko@kotra.or.kr

T. 86-532-8388-7931
F. 86-532-8388-7935

광주

koree@kotra.or.kr

T. 86-20-2208-1604(1004)
F. 86-20-2208-1636

심양

jelee@kipra.or.kr

T. 86-24-3137-0770(14)
F. 86-24-3137-0773

제2절 중국진출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1. 중국 브랜드 현지화의 중요성
가. 중국 브랜드 현지화의 중요성87.
○ 중국시장의 경우, 언어 및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브랜드 현지화가 더욱 요구된다.

87. 박종한, 김민수(2007), 중국을 아는 브랜드, 중국을 여는 브랜딩, MetaBranding, pp.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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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브랜드 인식의 일관성
○ 중국어는 영어와 비교하였을 때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 많으며, 같은 철자라 하더라도 다
르게 읽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동일한 브랜드를 각자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마케팅 전략의 실행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 예를 들어, 초콜릿 브랜드 ‘KitKat’ 의 경우, 표준 중국어에는 ‘키’ 라는 발음이 없고,
‘-t' 로 끝나는 발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문 브랜드 명칭만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한다면 중국인들은 ‘KitKat’을 각자의 방식대로 호칭하며 인식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奇巧(치차오)’ 라는 중문 브랜드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
해 중국인들은 동일한 발음과 유사한 의미로 브랜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서
‘奇巧(치차오)’ 는 ‘신기하고 묘한’ 이라는 의미이므로 마케팅 관점으로 보더라도 좋은
네임이다.

② 구전효과
○ 브랜드를 일관성 있게 인식시키는 문제는 ‘구전효과’ 와도 연결된다. 중국사람들은 대체
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기와 가까운 주위사람에 대해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습성은 구매결정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하나의 브랜드를 다르게 인식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구전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③ 사업자 등록
○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 브랜드 현지화는 필요하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의 상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중문 네임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나. 중국 브랜드 현지화 사례88.

89.

○ 오리온 (舊 동양제과)은 1993년 2월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상호는 당시의
기업명칭인 동양(东洋)제과였다. 그러나 ‘东洋(東洋)’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의 동부 및
남부지역을 가리키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일본’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더욱 심
각한 것은 중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东洋乌龟(동양우꿰이, 왜놈(또는 쪽발이))’, ‘东洋鬼子
(동양꿰이즈, 왜군(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인을 가리킴)’과 같이 일본을 비하할 때 사용하
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ORION”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하게 되었
으며 ‘好丽友(하오리여우, 좋은 친구)’ 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였다. 이 후 중국에서
파이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브랜드 현지화 성공사례가 되었다.

88. 고결(2005),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브랜드의 디자인 마케팅에 관한 고찰, 신라대학교, pp. 71-82.
89.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pp.
62-6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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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E-MART)는 비슷한 발음의 중국어로 음역하고, 여기에 서비스 내용과 품질에 걸
맞는 의미를 부여한 사례이다. 중문 브랜드인 ‘易买得(이마이더)’ 는 ‘쉽게(易)’, ‘사서
(买)’, ‘얻는다(得)’의 의미로 인식되어 브랜드의 효익을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전달
한 사례로 꼽힌다.

○ 웅진코웨이의 중문 브랜드 명칭인 ‘熊津毫威(시옹진하오웨이)’ 는 한국에서 원래 사용하던
명칭인 ‘웅진’의 한자명칭을 그대로 따온 ‘熊津’ 과 ‘코웨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면서 나
름대로 좋은 의미를 부여한 ‘毫威’를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자들은 특별한
관련이 없는 4개의 단어를 모아놓은 것으로 인식할 뿐, 특정한 관념으로 명확히 인식하
지 못한다. 게다가, 각각의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인 ‘곰(熊)’, ‘호방함(毫)’, ‘위엄있음
(威)’ 등은 웅진코웨이의 제품인 정수기의 주 효익인 ‘깨끗함’, ‘순수함’, ‘청정함’ 등과는
거리가 멀다.

○ 두산의 중국어 브랜드는 한국의 한자를 그대로 옮겨온 ‘斗山(떠우샨)’ 이다. 중국에서 ‘斗’
는 ‘싸우다’ 의 의미이므로, ‘斗山’ 은 ‘산과 싸우다’ 정도의 의미로서 강인하고 거친 이미
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에는 들어맞는 이미지라 볼 수 있지
만, ‘두산전자’ 등과 같이 정밀함이 요구되는 업종에는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신세계(新世界)’ 또한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자를 그대로 활용한 사례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중국에는 ‘新世界’ 라는 브랜드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특정한 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新世界’ 브랜드로 인해 그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다.

○ 한국 브랜드 네이밍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한국’ 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타이어’, ‘한
국화장품’, ‘한국도자기’, ‘한국일보’ 와 같은 브랜드 들을 패밀리 브랜드로 인식하거나,
한국 정부와 관련된 국영기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고 특정기업의 브
랜드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자원이 소모되어야 하며, 그 효과도 장담하
기 어렵다.

2. 중문 브랜드 네이밍시 고려사항90.
가. 중국 소비자의 민족심리를 고려하라
○ 민족심리는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공통적인 특성으로써, 이를 고려한다면 소비자들의
90.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pp. 17-19.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Vol.1 COMMON FACT

69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 예를 들어, ‘7-up’의 중문 브랜드 명칭은 ‘七喜’ 인데, ‘七’ 는 ‘7’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만, ‘up’을 행운의 의미인 ‘喜’ 로 옮긴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은 ‘복’, ‘행운’
을 의미하는 단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七喜’ 는 이와 같은 중국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
악한 네임으로 볼 수 있다.

나. 중문명칭에는 중국어의 특징을 반영하라.
○ 중국어는 발음과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브랜드
명칭에 반영한다면, 원 브랜드에는 없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
○ 여성 화장품인 ‘AVON’, ‘VICHY’ 의 중문 네이밍은 각각 ‘雅芳(야팡)’, ‘薇姿(웨이즈)’ 인
다. ‘雅(우아하다, 아름답다)’, ‘芳(향기로운)’, ‘薇(장미)’ 모두 여성적인 관념의 단어로서,
타겟인 여성 소비자를 고려한 네임이다.
○ 치약 브랜드인 ‘Colgate’의 중문 브랜드는 ‘高露洁(까오루지에)’ 이다. ‘매우 깨끗한’ 정도
의 관념으로 인식되어, 제품의 효능을 잘 반영한 네임으로 볼 수 있다.
○ 미국의 생활용품 브랜드인 ‘Johnson & Johnson’ 의 중문 브랜드는 ‘强生(치앙셩)’ 인데,
‘강인한 생명력’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제품의 특성이 잘 반영된 네임이다.

다. 중국민족문화를 반영한 네임을 만들어라
○ 각 나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좋은 의미로 인식되는
단어라 하더라도, 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사전적 번역을 하였을 때 해당 국가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네이밍 작업이 요구된다.
○ 음료브랜드 ‘Sprite’의 뜻은 ‘요괴’, ‘요정’ 이다. 유럽문화에서는 귀여움이 느껴지는 단어
로 볼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요괴’, ‘요정’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활함’, ‘깍
쟁이’ 의 의미로 인식하기 때문에 직역하여 네이밍을 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원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를 과감히 배제하고, 제품의 편익을 반영하여 ‘눈처럼 시원하면
서 푸른’ 의 의미를 주는 ‘雪碧(쉬에삐)’로 네이밍함으로써 중국 브랜드 네이밍의 대표적
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 의류 브랜드 ‘bossini’ 의 중문 브랜드 명칭은 ‘堡狮龙(바오스롱)’ 인데, 중국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지위가 높음을 상징하는 ‘龙’을 브랜드 네임에 반영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심어주었다.

3. 중문 네이밍의 원칙91.
가. 기억의 원칙
91.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pp.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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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명칭은 짧고 간결하게 지어야 소비자들이 기억하기가 쉽다. 7-8자로 길게 브랜드
네이밍을 할 경우,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4자 정도의 짧은 브랜드
네이밍이 효과적이다.
○ 박종한(2006)은 중국 상하이 지역의 옥외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商號)의 음절수를
분석한 결과, 음절수 2-4개의 상호가 631개로서 74.9%를 차지하였는데, 발음 용이성과
기억 용이성으로 볼 때 최적의 수치라고 주장하였다.92.
○ 중국어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이므로 가급적이면 글자마다 의미를 함축시켜 긍정적 관념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

나. 연상의 원칙
○ 브랜드에 상품의 기능과 관련된 의미를 명시적 또는 은유적으로 담아내면 소비자들로 하
여금 긍정적인 연상작용을 일으켜 상품의 판매나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다만, 한국의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해당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이나 품
질, 효능, 수량, 가격, 형상 등을 일반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KFC의 중문 브랜드인 ‘肯德基(컨더지)’의 경우 닭을 의미하는 ‘鸡(지)’ 와 ‘基(지) 의 발음
이 같으므로, ’닭‘과 관련된 업체임을 떠올릴 수 있다.
○ ‘雀巢(취에차오)’ 는 분유 브랜드인 ‘Nestle’ 의 중국어 브랜드인데, ‘새의 둥지’라는 의미
로서 ‘편안함’, ‘안락함’ 등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
○ 반면에, 면도칼 전문회사인 ‘DORCO’ 의 경우 처음에 네이밍한 ‘杜克(두커)’ 의 발음이 거
칠고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져 중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루
코의 발음과 유사하면서 다소 부드러운 청감을 주고, 사용자에게 면도의 즐거움을 연상
시키는 ‘多乐可(뚜어러커)’를 개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다. 시장환경 적응의 원칙
○ 다른 나라에 사는 소비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 명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시장의 문화, 가치관을 고려하여 네이밍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반성(反省)하다’ 의 의미로만 사용하지만, 중국에
서는 ‘省钱 (셩치엔, 돈을 아끼다)’ 과 ‘反省 (판싱, 반성하다)’ 의 2가지 뜻으로 인식되는
다음(다의)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들에 브랜드를 상기시키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92. 박종한(2006), 중국의 옥외광고물 언어자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어음(음절 구조, 성모, 운모, 성조) 상의 특징을 중
심으로, 중국문학 제4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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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별성 원칙
○ 수많은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 브랜드 고유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 차별적인 개성과 독창성이 부여된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와 혼동되는 일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주류 브랜드인 ‘金六福(진리우푸)’ 는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네임이
다. 고귀함을 나타내는 ‘金’ 과 ‘寿(장수), 富(부유), 康(건강), 德(덕), 和(화목), 孝(효)’
의 여섯 가지 행운을 의미하는 ‘六福’을 조합함으로써 ‘복’을 중요시하는 중국인의 고유의
정서를 잘 반영한 개성있는 네임을 만들었다.

마. 합법성의 원칙
○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상표권을 선점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권리의 침해자로 몰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선행조사작업을 통해, 개발된 브랜드가 상표법에 의해 거절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중문 네이밍 기법 및 사례93.
가. 음역(音譯)
○ 음역은 원 브랜드의 발음에 상응하는 현지어 발음으로 네이밍을 하는 기법이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외국 제품에 대해 관대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고급스러움과 희소성을 느끼게 하려할 때 음역법이 자주 사용된
다. 그러나 중국어와 외국어의 발음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AUDI(奥迪,
아오디), LINCOLN (林肯, 린컨)처럼 원어와 유사한 발음으로 음역할 수 있는 경우는 많
지 않다.

○ 중국어에 없는 음절을 중국어로 옮길 때에는 원래의 네임에 불가피하게 변형을 가하게
되는데, 대체안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단어나(예를 들면,
‘福(복), 寿(장수), 喜(기쁨), 宝(보배), 利(이익), 发((돈을) 벌다)’), 제품의 특성이 반영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좋다.

○ 중문 네임은 같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네임이 주는 이미
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글자 선택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93.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pp.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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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iant 捷安特 (지에안터)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Giant’ 는 대만의 자전거 브랜드이다. ‘巨人(거인)’ 과 같이 의미를 옮기지 않고, 발음이
유사한 ‘捷安特(지에안터)’를 네이밍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발음의 유사성만을 고려하여
글자를 조합하지 않았다. ‘捷(민첩한, 빠른)’, ‘安(편안한, 안전한)’, ‘特(특별한)’ 와 같은
단어를 선별하여 결합함으로써, ‘빠르고 안전하며 특별한 자전거’와 같이 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쉽게 연상시키는 우수한 브랜드 네임을 만들었다.

② Yahoo 雅虎 (야후)
○ 유명포털사이트인 ‘Yahoo’ 의 중문 브랜드명은 ‘雅虎’ 이다. 원 브랜드의 발음과 극히 유
사하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우아한 호랑이’ 의 의미로 인식되기도 한다. 영리함, 귀여움,
우아함을 뜻하는 ‘雅’와 위엄 및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虎’를 결합함으로써, 친근함과 힘
이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③ Coca-Cola 可口可乐 (커커우커러)

출처 : 코카콜라(중국) 홈페이지

○ ‘코카콜라’와 유사하게 발음되면서도, 입맛에 맞아 즐겁다는 뜻이 있다. 발음용이성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소리와 관념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대표적인 성공 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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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ONY 索尼 (수어니)
○ 중국어의 발음체계로는 ‘소니’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에 가
까운 발음으로 대체한 브랜드이다. ‘수어니’와 같이 짧은 3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호칭하
기 쉬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브랜드
이다. 다만, 특정한 관념이 없는 단어이므로 특정한 브랜드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는 단
점은 있다.

⑤ MOTOROLA 摩托罗拉 (모투어뤄라)
○ 중국어에는 ‘토’, ‘로’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托(투어, 퉈)’, ‘罗(루어, 뤄)’ 발
음으로 대체함으로써 원 브랜드의 호칭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네이밍하였다.

⑥ NOKIA 诺基亚 (누어지야)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NOKIA(노키아)’를 음역한 사례이다. ‘NO’와 비슷한 발음인 ‘诺(누어)’를 활용하였고, ‘KI’
는 ‘基(지)’로 대체하였는데, ‘基’의 광둥어 발음이 ‘게이’ 인데서 착안한 네이밍이다.
⑦ Gillette 吉列 (지리에)

출처 : 질레트(중국) 홈페이지

○ 면도기 브랜드 Gillette를 음역하여 ‘吉列’ 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음역을 하더라도 가
급적이면 좋은 의미가 있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吉(행복하다, 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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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다)’와 ‘列(배열하다, 늘어놓다)’를 연결함으로써 ‘행복함이 이어지는’ 정도의 의미
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⑧ Clean Wrap 克林莱 (커린라이)

출처 : dangdang(중국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 관념의 번역도 가능하지만 중국인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제품이므로, 발음을 옮기는 방
안을 채택한 브랜드이다.

나. 의역(意譯)
○ 의역법은 원 브랜드가 내포하는 의미를 옮기는 방법인데, 직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원 브랜드의 의미를 감안하여 의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의문자인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의 특성상 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억이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① VolksWagen 大众 (따쭝)
○ 폭스바겐은 독일어로 ‘국민의 차’ 라는 뜻이다. ‘Volks’ 는 ‘국민’을, ‘Wagen’ 은 ‘자동차’
를 의미하며, 원 브랜드의 관념을 옮겨 ‘大众(따쭝, 대중)’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
다.

② GM 通用汽车 (통용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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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GM은 ‘General Motors’의 약칭인데, 이를 의역한 것이 ‘通用汽车’이다. ‘通用’ 은 ‘보편적
으로 사용하다’의 뜻이고 ‘汽车’ 는 ‘자동차’의 관념으로서, 각각 ‘General’ 및 ‘Motors’ 에
대응하는 단어이다.

③ Microsoft 微软 (웨이루안)
○ ‘Microsoft’ 는 ‘Micro’와 ‘soft’의 합성어이다. ‘micro’의 의미로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微’
와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软’을 합성하여, 원 브랜드 구성의 변화 없이 의역하였다.

다. 음역(音譯), 의역(意譯) 혼합법
○ 음역법과 의역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외국 브랜드를 소리로 옮길 경우, 고급스런 느
낌이 들지만 특정한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제품의 속성을 인지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의역을 하게 되면 중국인에게 친숙함을 주지만 외
국 브랜드로서의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한다.
○ 음역, 의역 혼합법은 앞서 언급한 두 방법의 장점만을 살려보고자 하는 방안이다.

① Starbucks 星巴克 (씽빠커)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Starbucks’에서 ‘Star’ 의 뜻을 번역하고, ‘bucks’ 의 소리를 옮겨서 ‘星巴克 (씽빠커)’ 라

76
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Starbucks’는 본래 고유명사로서 의역이 불가하고94., 전체를 음
역할 경우 ‘斯塔巴克思(쓰타바커쓰)’ 정도로 옮길 수 있으나 음절수가 길고 발음의 연결
이 매끄럽지 못하여 구전성이 좋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음역, 의역 혼합법을 사용함으로
써, 중국사람이 ‘星’으로부터는 자국어의 친숙함을, ‘巴克’에서는 외래어의 낯선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으며, 음절수의 감소로 인해 구전성 또한 개선되었다.

② Time Warner 时代华纳 (스따이화나)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Starbucks’ 와 동일한 방식의 브랜드 네이밍이다. ‘Time’의 의미를 ‘时代(시대)’로 의역함
으로써 이 시대의 대중문화 또는 대중매체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Warner’ 의 음을
취하여 ‘华纳(화나)’ 라는 중국인에게는 낯선 글자를 조합함으로써, 외국계 기업의 고급
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③ Nike 耐克 (나이커)
○ 원어의 발음인 ‘나이키’에 가까운 단어를 채택하였으며, 인내(耐)와 극복(克)을 의미하는
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스포츠의 주요 덕목을 표현하였다.

④ 까르푸 家乐福 (지아러푸)

94. Starbucks는 미국 작가 허먼 멜빌 (Herman Melvil)의 소설 모비딕(Moby Dick)에 등장하는 일등 항해사의 이름인 Starbuck
에 s를 추가하여 만든 이름이다.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2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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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까르푸(중국) 홈페이지

○ 가정이 즐겁고 복이 온다는 의미로 인식되어 중국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외래어의 청
감도 최대한 반영된 사례이다. 표준어로는 ‘지아러푸’ 정도로 발음되지만, 상하이 방언의
경우 원음과 최대한 비슷한 ‘까러포’ 로 호칭된다.95.

⑤ Post it 报事贴 (빠오쓰티에)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报事贴’의 ‘报事(빠오쓰)’ 는 ‘Post it’ 과 비슷한 발음을 차용하고, ‘贴’ 는 ‘붙이다’의 뜻
으로써 ‘Post’ 의 관념을 적용한 사례이다.

⑥ Ford 福特 (푸터)
○ ‘Ford’와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조합하면서도, ‘복과 특별한’ 의 의미로 인식되어 행운의
이미지를 주는 브랜드 네임이다.
라. 신조어 (제품 속성 반영법)
○ 소리를 유사하게 옮기되 원래의 브랜드 네임에 없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브랜드 본연의 네임을 중국어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에 없는 새로운 가치
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① IKEA 宜家 (이지아)

95. 박종한(2002),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5권, 한국중국언어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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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ina.com

○ 스웨덴의 가구 브랜드인 ‘IKEA’는 스웨덴 사람도 그 의미를 잘 모를 정도이다. 중문 브랜
드인 ‘宜家’ 는 원어의 발음인 ‘이케아’에 가까운 소리를 차용하되, ‘가정이 화목하다’의
사전적 관념을 반영함으로써, 가구제품의 편익에 꼭 부합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 한 사례이다.

② Viennetta 千层雪 (치엔청쉬에)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Viennetta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이다. ‘千层雪’는 원 브랜드의 발음 및 의미와 전혀 무관하
지만 ‘천 겹의 눈’ 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③ Duracell 金霸王 (진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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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건전지 브랜드인 ‘Duracell’ 은 ‘durable’과 ‘cell’을 합성한 것으로서 ‘오래가는 건전지’의
의미를 연상케 하는 브랜드이다. 중문 브랜드 네이밍 작업시 이를 참조하여 의미를 옮기
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과감히 이를 탈피하여 힘을 상징하는 인물인 항우(項羽)
의 별칭인 ‘霸王’을 네이밍에 활용함으로써 힘이 넘치는 역동적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④ Attack 洁霸 (지에빠)

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의류세제 브랜드인 Attack의 발음 및 의미와 전혀 관련성이 없지만, 제품 특성을 반영하
여 ‘깨끗함의 제왕’의 의미인 ‘洁霸’를 새롭게 네이밍하였다.

⑤ ARIEL 碧浪 (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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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이두(baidu) 이미지

○ 세제 브랜드 ARIEL은 본래 ‘중세 전설의 공기의 요정’, ‘천왕성의 제1 위성’을 뜻하지만,
이에서 탈피하여 ‘碧浪’ 이라는 중문 브랜드를 새롭게 네이밍하였다. ‘푸른 물결’의 의미
로서, 제품의 효능인 청결함을 떠올리게 하는 브랜드 네임이다.

마. 이니셜 표기법
○ 외국의 인명, 지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체 명칭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DHC (‘DAIGAKU HONYAKU CENTER’의 약칭), D&G (‘Domenico Dolce & Stefano
Gabbana’의 약칭)의 경우 중문 브랜드를 따로 네이밍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였
다.

바. 모국어 한자를 그대로 차용한 네이밍
○ 한자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각 나라
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다.
한글

한문

편지

便紙

信

휴지

休紙

卫生纸

선물

膳物

礼物

식탁

食卓

餐桌

수표

手票

支票

명함

名銜

名片

< 표 17 > 한국의 한자와 다른 쓰임의 중국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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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기업의 중문 브랜드96.
순위

영문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Google
Wal-mart
Microsoft
Coca-Cola
Mcdonalds
GE
NOKIA
Intel
Benz
Harvard
IBM
New York Times
Yahoo
Wall Street

14
15
16
17
18
19

Journal
CNN
Marlboro
HP
TIME
Reuters
National

20

Geographic

중문 브랜드 네임

중문 발음

기법

雅虎

구꺼
워얼마
웨이루완
커커우커러
마이땅라오
통용띠엔치
누어지야
잉터얼
뻔츠
하포따쉬에
구어지샹용지치
뉴위에스빠오
야후

음+의
음역
의역
음+의
음역
의역
음역
음역
음+의
음역
의역
음+의
음+의

华尔街日报

화얼지에르빠오

음+의

有线新闻网
万宝路
惠普

요우씨엔신원왕
완바오루
후웨이푸
스따이
루터우셔

의역
음역
음+신조어
의역
음+의

谷歌
沃尔玛
微软
可口可乐
麦当劳
通用电气
诺基亚
英特尔
奔驰
哈佛大学
国际商用机器

纽约时报

时代
路透社
国家地理学会

Society

구어지아띠리쉬
에후웨이

美国 职业篮球联

메이구어즈이에

赛
美联社

란치우리엔싸이
메이리엔셔
디쓰니
바이쓰
바오마

21

NBA

22
23
24
25

AP
Disney
Pepsi
BMW

26

Samsung

三星电子

27

FORTUNE

财富

28

MIT

麻省理工学院

29
30

HBO
Dell

家庭影院
戴尔

31

Citigroup

美国花旗集团

32

Amazon

亚马逊

迪斯尼
百事
宝马

싼싱띠엔즈
차이푸
마셩리공쉬에위
엔
지아팅잉위엔
따이얼
메이구어화치지
투안
야마쉰

의역

의역
의역
음역
음+신조어
음+신조어
한자
원브랜드
의역
의역
의역
음역
의역
음역

96.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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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영문명

중문 브랜드 네임

Olympic

国际奥林匹克委
员会

중문 발음

기법

구어지아이린피
33

커웨이위엔후웨

음+역

이
34

American

35

Express
Bloomberg

36

Oracle

37
38
39
40

Procter&Gamble
Louis Vuitton
Fox
Cisco

41

Oscar

42
43
44
45
46
47
48
49

Stanford
Morgan Stanley
Nike
Science
Ford Motor
EBAY
Exxon
HSBC
Washington

50

post

美国运通

메이구어윈통

의역

彭博社

펑보셔

甲骨文

지아구원

음역
새로운

宝洁
路易威登
福克斯
思科
奥斯卡电影节

바오지에
루이웨이덩
푸커쓰
쓰커
아오쓰카

의미부여
음+신조어
음역
음역
음역
음역

斯坦福大学
摩根斯坦利
耐克
科学
福特
易趣
埃克森
汇丰

띠엔잉지에
스딴푸따쉬에
모건스딴리
나이커
커쉬에
푸터
이취
아이커썬
훼이펑

음역
음역
음+역
의역
음역
음+신조어
음역
음+신조어

华盛顿邮报

화셩뚠 여우빠오

음+의

< 표 18 > 세계 50대 기업의 중문 브랜드 네임과 사용기법
6. 국내기업의 중문 브랜드97.
순위

한글명

중문명

중문 발음

기법

1

삼성전자

三星电子（株）

싼싱띠엔즈

한자
원브랜드

LG飞利浦

LG 페이리푸

한자
원브랜드

乐金电子

러진띠엔즈
하이리쓰
빤다오티
러진화쉬에

2

엘지

3

필립스엘시디
엘지전자

4

하이닉스반도체

海力士半导体

5
6
7
8

SK네트웍스
포스코
에쓰-오일(S-Oil)
엘지화학

SKNetworks
POSCO-China
S-Oil
乐金化学

음역+의역
음역+의역
음역+의역

97. 여개(2011),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중문명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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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글명

중문명

중문 발음

기법

9
10

엘지상사
현대자동차

乐金物产
现代汽车

러진우찬
씨엔따이치처

11

효성

晓星

쌰오씽

음역+의역
의역
한자
원브랜드

12

현대오일뱅크

13

지에스칼텍스

BANK
GS CALTEX

14

삼성물산

三星物产（株）

15

대우인터내셔널

大宇国际贸易

16

삼성석유화학

三星石油化学

17
18

현대모비스
삼성에스디아이
지엠대우

现代摩比斯
SAMSUNG SDI

19

오토앤테크놀로

20

지
인천정유

21

삼양인터내셔널

22
23

한화
SK

International
韩华
SK

24

노벨리스코리아

诺贝丽斯韩国

25
26

삼성토탈
한국바스프

27

HYUNDAI OIL

通用大宇汽车科

-

-

-

한자
원브랜드

싼싱우찬
따위구어지마오
이
싼싱스여우화쉬
에
씨엔따이모비쓰
-

의역
한자
원브랜드
음역
-

통용따위치처커
지꽁쓰

의역

-

-

-

음역+의역
-

三星道达尔
巴斯夫

한화
누어뻬이리쓰한
구어
싼싱따오다얼
바쓰푸

기아자동차

起亚汽车

치야치처

28

롯데대산유화

乐天大山油化

29

두산인프라코어

斗山工程机械

30

케이피케미칼

KP Chemical

러티엔따샨여우
화
떠우샨꽁청찌시
에
-

31

삼성전기

三星电气

싼싱띠엔치

32

태광산업

太光

타이꽝

33

대림코퍼레이션

大林公司

따린꽁쓰

34

삼양사

韩国三洋

한구어싼양

35
36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엘에스 니꼬
동데련

三星光电子
三星时装

싼싱꽝띠엔즈
싼싱스주앙

한자
원브랜드
한자
원브랜드
한자
원브랜드
한자
원브랜드
의역
음역+의역

LS NIKKO

-

-

38

현대중공업

现代重工业

39

노키아티엠씨

诺基亚

씨엔따이쫑꽁이
에
누어지야

한자
원브랜드
음역

37

技公司
INCHEON OIL
Samyang

음역+의역
음역
음역+의역
한자
원브랜드
음역+의역
음역+의역

84
순위

한글명

중문명

중문 발음

40

대한전선

(자회사)青大电缆

칭따띠엔란

41

스태츠칩팩코리
아

星科金朋

씽커찐펑

42

호남석유화학

湖南石油化学

43

LG伊诺特
京东方科技集团

45

엘지이노텍
비오이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에스아이플렉스

46

금호석유화학

锦湖石油化学

47

세원이씨에스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

SEWON ECS

후난스여우화쉬
에
LG 이누어터
찡동팡커지지투
안
찐후스여우화쉬
에
-

按靠技术

안카오지슈

음역+의역

-

-

훼이훼이스화시
엔

음역+의역

44

48

SI Plex

기법
한자
원브랜드
새로운
의미부여
한자
원브랜드
음역
의역
한자
원브랜드
-

National
49

국민비투엔

Bitumen
Corporation

50

휴비스

汇维仕化纤

< 표 19 > 한국 50대 기업의 중문 브랜드 네임과 사용기법
제3절 중국진출 브랜드 보호 전략
1.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필요성98.
가. ‘정관장’ 사례
○ 타인에 의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관장’의 경우 자
사의 제품을 관리하던 중국의 대리인이 자기명의로 등록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이다.
○ 한국인삼공사는 1990년대 초 홍콩판매상을 통해 화교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다.
그런데 홍콩 에이전트가 ‘高丽参中心有限公司 (고려인삼센터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설립
하고, 1993년에 ‘正官庄’ 상표를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에 등록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
생하였다.
○ 뒤늦게 중국과 홍콩의 법원에 상표권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표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
었다.
○ 피고측과 협상을 통해 홍콩에서는 1997년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중국의 인민법원
에서는 쉽게 한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으며, 6년이 지난 2003년에 이르러서
야 한국인삼공사의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되었다.
○ 비록 2014년 5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중국 상표법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의 금지조항
98. 박종한, 김민수(2007), 중국을 아는 브랜드, 중국을 여는 브랜딩, MetaBranding, pp. 144-152, 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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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고 미등록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른바 상표 사냥꾼 등에
의한 악의적 목적의 상표권 선점 행위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나. ‘농심’ 사례
○ 농심의 사례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범위가 되는 지정상품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다.
○ 농심은 처음에 ‘가공한 면류(즉, 라면), 곡류 제품, 과자, 빵, 사탕, 기름, 조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후 서너차례에 걸쳐, ‘새우깡, 양파링, 팝콘, 감
자칩’ 등으로 지정상품의 세목을 늘려나갔다.
○ 그러나, 이후 타이완의 한 개인이 ‘아이스크림, 빙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农心’을
등록받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 한국에서는 ‘과자, 빵’과 ‘아이스크림, 빙과’ 가 동일한 유사군(群)으로 묶여 있어서 ‘과
자, 빵’ 만을 지정하여 등록을 받는 것만으로도, 후출원자의 ‘아이스크림, 빙과’ 에 대한
상표등록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서로 다른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있
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아이스크림, 빙과’ 에 대한 ‘农心’ 상표권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
었다.
○ 상표권 출원시 현재 생산 또는 사용중인 품목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하게 될 품목까지 고
려하여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다. ‘스타벅스’ 사례
○ 스타벅스의 사례는 일부 지역에 대한 상호등록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 스타벅스가 1999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었으나, 1999년
10월 20일, 스타벅스가 중국 당국에 상표등록은 하였지만, 기업의 명칭인 상호를 등록하
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홍콩의 상인이 스타벅스의 중문 브랜드인 ‘星巴克’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버린 것이다.
○ 이후, 미국 스타벅스와 유사한 로고를 구성하여 상하이 홍차오에 1호점을 내는 등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고 개점 두 달만에 흑자를 내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뒤늦게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간의 공방 끝에 승소판결
을 얻어냈지만, 상호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2.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방법99.
가. 상표권 등록
○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등록받은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

99. 해외지식재산권보호_가이드북(중국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p. 24-26, 71, 136, 176-186, 18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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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 상표국에서 관련 업무를 관할
한다.

나. 전리권(디자인) 등록
○ 도형상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저촉하지 않아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상표권과 달리 국가 지식산권국

(http://www.sipo.gov.cn/)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다. 부정경쟁방지제도
○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상응함)에서도 상표권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 일부 내용은 상표법의 취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이나
기업명칭의 보호에 대한 부분은 상표법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1)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2)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기업 명칭의 보호 4) 품질표지의
위조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상호보호 제도
○ 상호는 경영자가 상공업 활동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으로 기업명
칭 중 특징이 있는 명칭 또는 전용명칭을 뜻한다. 이러한 상호를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
에서 전용(专用)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권을 중국에서는 ‘기업명칭권(企业名称权)’이라고
부르고 있다.
○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호에 대해 사실상 강
제등기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권와 상표권의 상호 침해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 주요 영업지역내에서
상표권의 등록보다 상호의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 있을 경우, 해당 지역내에서 상표의 사
용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상표등록과 상호등기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보호
○ 중국에서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 http://www.cnnic.net.cn)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제반 정책을 연구, 수립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도메인이
름의 등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중국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cn｣ 또는 중국어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NNIC의 인가를 받은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 기구를 선택하여, 등록 서비스 기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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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정보를 기입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 필요서류가 CNNIC에 제출되면, CNNIC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통과하면 도메인이름은 등록된다.

바. 저명상표 보호제도
○ 중국에서 일단 저명상표로 인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폭넓은 법적 보
호를 받는다. 즉, 일반적인 상표권자의 사용금지권 및 등록배제권이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에 비해, 등록된 저명상표의 경우 그 상표를 모방하여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 또는 등록한 경우에도 사용금지권 및 등록배제권이 인정된
다. 또한, 저명상표가 미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등록배제권
및 사용금지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 또한, 저명상표를 모방한 상호의 사용 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같은 우회적인 침해행위
에 대한 저명상표권자의 구제 및 보호 등이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인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 가능성 판단도 그 모방 대상이 저
명상표이면 분쟁실무에서 그 혼동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 다만, 중국에서의 저명상표 인정절차는 상표국에 출원과 같은 별도의 절차로 신청하는 것
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표 분쟁절차 중에서 저명상표를 가지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저명
상표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 또는 변론을 제기하여 해당 개별절차에서 저명상표를 인정
받는 것이다.
○ 즉, 하나의 독립된 절차에 의해서 저명상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표 분쟁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그 절차 내에서 저명상표 인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어떤 절차에서 저명상표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
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절차에서는 그 인정 사실이 저명상표 인정에 강한 증거자료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당연히 저명상표로 인정되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다.

사. 침해구제제도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주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 행정적 구제는 주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한 단속,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사법
적 구제는 법원을 통한 소송을 의미한다.
○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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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

행정구제
단기에 처리가능
일반적으로

비용

사법구제

비용이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
저렴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
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음

비용이 비싸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를 고용하여야 함

절차난이도

간단함

복잡함

증거 요건

비교적 엄격함

매우 엄격함

집행력

집행력이 약함

집행력이 강함

손해배상

판단하지 않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 표 20 >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차이점
아. 대리인 선정 유의점
○ 상표권 보호에 있어서 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
에 유의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종류

내용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업무 및
커뮤니케이
션 능력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서비스 품질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비용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 표 21 > 현지 대리인 선임을 위한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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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상표권100.
가. 상표등록출원 / 심사 및 심판 프로세스

< 중국 상표출원 흐름도 >

100. 해외지식재산권보호_가이드북(중국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p. 95, 107-110, 114-115, 136,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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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출원 → 방식심사(형식적 요건 심사) →
실질심사 (식별력, 유사상표 등) → 출원공고 → 등록결정 순서의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부여 받는다.
○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심사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정, (실질심사를 통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한 소명101., (출원공고에 대한)이의신청, (거절결정에 대
한) 불복심판 청구 등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3차 개정 상표법에서는 출원심사를 9개월 안에 종료하도록 법정기한으로 명시하였다.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을 허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기간만
료 전 12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절
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 매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기간 만료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그 등록상표는 소
멸한다.

나. 비용
○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련된 관청 수수료 및 중국의 대리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
인비용은 대리사무소와 조사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비용을 기재하였다.
표 준 요 금 표
관청수수료
（CNY)

대행수수료
（CNY)

1류의 출원 (10품목의 상품/서비스를 넘지 않는
경우)

1,000

2,000

추가류의 출원 (10품목의 상품/서비스를 넘지 않는
경우)

1,000

1,700

1상품, 서비스별로 부과하는 금액
(10품목의 상품/서비스를 넘는 경우)

100

15

단체 상표 출원

3,000

3,500

증명 상표 출원

3,000

3,500

항목
1．등록출원
출원

우선권 주장

-

350

101. 중국의 3차 개정상표법 제28조에서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또는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의 심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등록요건에 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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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요 금 표
항목

관청수수료
（CNY)

대행수수료
（CNY)

우선권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신청

-

350

보정 통지의 보고 및 응답

-

800

상표 등록증의 송부

-

350

상표 등록증 재발급 신청

1,000

800

우선권 증명 서류의 발행 신청

100

600

상표 등록 증명의 발행 신청

100

600

상표 출원의 취하 신청

-

500

상표 등록 취소 신청

-

600

외국어 상표의 중국어 번역의 제안

-

800~1,60
0

갱신 신청

2,000

950

갱신 신청의 연장 청구

500

350

2. 갱신

< 표 22 > 중국의 상표출원 관련 비용
다. 등록권리의 관리 및 심판(소송)제도
○ 등록받은 이후에도 상표의 사용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상표국이 등록
상표를 취소하거나, 타인에 의해 취소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록상표의 등록인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록상표가 사용을 지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 상표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상표국이 무효를 선고하거나 타인이 무효선
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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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심판 적용 조건
∙ 제10조(공익이익의 침해)
∙ 제11조(식별력 결여) 또는 제12조(입체상표의 식별력 결여)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저명상표의 모방)
∙ 제15조(대리인의 악의에 의한 출원)
∙ 제16조 제1항(상품의 지리표지에 의한 오인 또는 혼동)
∙ 제30조(상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출원,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기 등록하거나 1차 심사 확정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경
우)
∙ 제31조(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를 공고)
∙ 제32조(선행기술의 침해, 일정의 영향력이 있는 상표에 대한 악의의 출원)

< 표 23 > 무효심판의 적용조건

4. 중국 상표분쟁 사례102.

103.

가. 선사용 권리는 중국 대륙 지역 내에서 사용된 상표의 것이어야 한다.
○ 일본의 주식회사 양품계획은 舊 상표법 제31조104.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성넝투자유한
공사의

등록상표

“

”,“,

제795636호(
”, “

)가

자사의

선사용상표

”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과적으로, 명백한 악의에 의한 등록임이 인정되어 등록상표는 무효판결을 받았지만, 주
식회사 양품계획의 선사용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 주식회사 양품계획은 자사의 상표가 홍콩지역에서 선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법원은 “상표법 제31조상의 ‘이미 사용하
여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상표’란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지역에서의 선사용을 가리
키며, 양품 계획사가 자신의 상표가 홍콩지역에서 선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상표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
하였다.
○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별도의 상표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중국 상표법에
102. 해외지식재산권보호_가이드북(중국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p. 182, 198-199.
103. 중국상표분쟁지도 제1권 (200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p. 172-178, 217-219
104. 舊 중국 상표법 제31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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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상표의 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국대륙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확인하여
야 한다.

나. 저명상표를 통한 상표의 보호범위 확대(성공사례)
○ 유명 카메라 브랜드인 “코닥(Kodak)”은 중국의 엘리베이터 업체(쑤저우커다유압엘리베이
터유한공사)가 엘리베이터에 “KODAK(사용상표)”, “科达+도형(등록상표)”(‘커다’로 호칭
됨)라는 문자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의 등록상표인 “제154121호(

)”가 저명상표

이며 그 효력이 카메라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도 미치며, 사용상표들은 자사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중국법원은 결과적으로 카메라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또한 “KODAK”의 보호범위로
인정해 주었다.
○ 이 사례는 저명상표의 침해 및 보호범위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경우이지만, 일반적
인 사례로 볼 수는 없으며,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다. 저명상표를 통한 상표의 보호범위 확대(실패사례)
등록상표(등록1636391)

인용상표

인용상표1
(등록257001)

(지정상품 : 제25류 의류,
비옷)

인용상표2
(G606620)

(지정상품 : 제3류 세탁용

(지정상품 : 제3류 샌드그라스,

표백제 및 기타 자료, 비누,

샌드 페이퍼, 연마재)

화장품, 치약)

< 표 24 > “BOSS” 행정소송 관련 표장
○ 독일의 Hugo Boss로부터 인용상표 1, 2 ,3의 상표라이센스를 받은 THE PROCTER &
GAMBLE COMPANY는 등록상표 제1636391호 (권리자 : 산동보스연마기구실업유한공사)
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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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CTER & GAMBLE COMPANY는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상표
가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등록을 무효 시켜줄 것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기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 경로, 소
비 대상 등이 상이하고 관련 공중도 일반적으로 혼동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등
록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한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유지하였다.

라. 상호권 vs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
○ 중국 국제(国际) 신탁투자회사는 여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1995년 2월 7일, 1996
년 4월21일, 각각 “CITIC”, “中信”을 상표로 등록받았다.
○ 한편, 사천 중신(中信) 여행사는 1996년 4월 30일 ‘四川中信旅行社’란 상호로 상호등기를
등록하였고, 1998년부터 각종 서비스 가격표와 광고 선전물을 통해 ‘四川中信旅行社
SICHUAN CITIC TRAVEL SERVICE’란 문구를 대규모로 광고하였다.
○ 이를 발견한 중국 국제(国际) 신탁투자회사는 상표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도(成都)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
하였다.
○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사천 중신(中信) 여행사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였고, 또한,
등록상표 “中信”의 등록일(1996년 4월 21일)이 기업명칭 등기일(1996년 4월 30일)보다
앞서므로 상표권이 기업명칭권에 우선하며,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관련수요자들이 양자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거나 동일한 시장주체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마. 상호권 vs 상표권 (상호권의 인정)
사용표장(피고)

사용표장2

인용상표(원고)

蜜雪儿

인용상표2
(등록
721651)

< 표 25 > “蜜雪儿” 분쟁 관련 표장
○ 원고 미쉐얼개발유한회사(蜜雪儿开发股份有限公司)가 피고 미쉐얼의복장장식(베이징)유한
회사(蜜雪儿服饰(北京)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서, 2심 법원은 피고의 기업명칭권(상호권)사용이 정당하다고 최종판결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미등록상표를 영업장소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당경쟁법 제5
조 제2호 즉, ‘타인의 허가 없이 지명상품의 특유명칭, 포장, 장식 또는 그 지명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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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지명상품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 2심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행위가 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미등록상표를 상품에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명칭과 주소를 명시해야 할 것에 관
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바.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문제
○ 주류 브랜드 ‘老槽房’ 사건의 경우, 상품(술병)의 디자인 등록권자가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표를 제품에 포함시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례이다.
○ 디자인 등록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디
자인권 등록일자보다 이른 시점에 권리를 허여받은 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문자
‘老槽房’을 사용한 행위의 침해가 인정되었다.
○ 서로 영역이 다른 타 권리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며, 출원시점에 대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

산업별 브랜드전략 연구
<외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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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시장환경분석

제1절 외식산업 시장환경
1. 외식산업의 개괄
가. 정의
○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衣食住) 중 식(食)에 해당한다. 인간이 먹지
않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불변의 진리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외식산업은 여행업, 숙박
업, 여가산업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산업
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 외식산업이란 식음료와 유무형적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적인 상품을 특정인과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체들의 집단을 말한다. 가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음
식과 음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활동과 더불어 무엇보다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복합
적 산업으로서 외식산업을 ‘외식서비스산업’이라고도 부른다.
○ 외식산업 관련 영자 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외식은 eating out, 식당은
restaurant, 외식사업은 foodservice business, 외식산업은 foodservice industry로 표기하
고 있다. 외식산업의 영자 표기인 foodservice industry라는 용어는 1950~1960년대 미
국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 변화와 함께 정착하면서부터이고, 일본은 1975년 매스
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식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최근까지도 외식산업을 요식업, 식당업, 음식업, 외식업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음식점이나 식당으로 대변되는 음식주체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음료주체인 커피전
문점, 카페, 바, 찻집 등의 의미는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적 특
수성과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105.

나. 외식산업의 특성
○ 외식산업은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에 속하지만 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매업이며, 판매된 메뉴를 맛있고 즐겁게 식사할
105. 추대엽, “외식산업론”, 도서출판범한, 2014,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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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부가되는 서비스업의 기능도 가진다. 따라서 외식산업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
진 산업이다. 이러한 외식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 높은 인적 의존도 : 외식산업은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자동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 주방기기의 발달과 서비스의
간소화로 인해 예전보다는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최종 생산물의 품질 확인 등 주된 업무는 인적자원에서 많이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반
면에 이직률이 높은 점도 있어 직무에 대한 책임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관리에도 많
은 노력이 필요하다.
○ 생산, 판매, 소비의 동시성 : 외식사업은 상품의 생산, 판매, 소비의 모든 과정이 일체화
되어 고객에게 유형재인 식음료와 무형재인 서비스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제공한다. 즉 고
객의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 생산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와 함께 즉시 판매, 소
비되는 것이다. 한편 고객이 기대하는 시간에 생산, 소비,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
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집중력이 요구된다.
○ 높은 입지 의존도 : 외식산업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할 정도록
입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입지 산업이라고도 불린다. 번화가나 전철역 부
근 또는 상가건물의 지하나 2층 보다는 1층이 외식을 하는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때
문에 그 어떤 성공요소보다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고객 예측의 불확실성 : 외식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늘 우리 매장
을 이용할 고객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수요의 불확실성이 외
식산업의 비용 부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의 구매 및 저장을 어렵게 만든다.
제조업자와 달리 외식산업의 원재료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부패의 위
험성이 높다. 만약 부패된 식재료는 폐기하여야하기 때문에 식재료로의 존재가치가 없어
지고 다시 식재료를 재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
패한 식재료 사용에 의한 위생 사고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 실추로 더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
○ 시간적 공간적 제약 : 외식산업은 제조업이나 유통업과는 달리 주된 영업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공간의 제약도 크게 받는다. 보통 하루 두세 번 제한된 식사시간에 고객이 집중
되고 공간에 따른 좌석 수에도 한계가 있으며 바로 그 시간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
다. 따라서 한정된 영업시간과 영업장 규모에 따른 효율적 인력관리, 영업장 공간의 효
율적 활용, 좌석을 채우기 위한 서비스, 식사시간 이외의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이 중요하다
○ 다품목 소량판매 : 외식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고객의 욕구와
기호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메뉴 품목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졌
다. 전문화된 소수의 메뉴로도 영업이 활성화되는 곳도 있으나 이는 오랜 전통이 있어
식음료상품 품질이 보증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품목 생산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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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원인이 된다.
○ 프랜차이즈 창업의 대표적 업종 : 외식산업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검증된 아이템과 노
하우를 지원받아 비교적 쉽고 안정적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운영자금의 회전속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른 편이나 외식시장이 매우 광범위하여 독점적인 시장지배가 불가능하고
자본력이 약한 임대사업자들이 많아 경영 성과에 따른 안정성이 낮으며 실패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에서 외식산업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사회복지, 문화사업 : 외식산업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한
다. 따라서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도 갖는다.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
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하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회
피하고 단순히 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음식은 문화를 대변하기 때문
에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분으로 외식활동이 단순한 소비행위가 아닌 문화생
활로 정착하면서 식문화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사업이 되었다.106.

다. 외식산업의 역사
○ 국내 외식산업은 지난 8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국외식산업
연감에서는 외식소비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GNI(1인당 국민 총소득)를 기준으로 외식산업
의 역사를 태동기(~1976년), 도입기(1977~1982년), 성장기(1983~1988년), 고도성장기
(1989~1996년), IMF 침체기(1997~2001년), 성숙기(2002~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침체기(2008~2010년), 저성장기(2011~현재)의 8단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외식업
태동기는 1976년 이전이다. 1900년대 이후로 전문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한국
전쟁 이후 설탕·밀가루·조미료 등의 식재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외식문화가 조성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0달러 이하였다. 도입기는(1977~198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 2000달러 미만으로 경제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
환되는 시기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외식업소와 외식브랜드가 도입되면서 외식
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성장기(1983~1988년)는 1인당 국민 총소득
5000달러 미만이지만 3低현상(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에 힘입어 대규모 무역흑자를 달
성,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며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시작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유치했으며, 해외
외식브랜드의 도임으로 외식산업이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도성장
기(1989~1996년)에는 통상 ‘요식업’으로 통칭되었던 식당영업을 ‘외식업’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정의해 부르기 시작하며 외식문화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고도성장기에 가장 눈

106. 추대엽, 앞의 책, pp.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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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는 것은 해외 외식브랜드의 국내 도입이다. 외식산업이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날로
성정하면서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국계 외식업체들이 지방으로 가맹점 확장을 적극적
으로 꾀하면서 과열경쟁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한편 갑작스런 IMF의 직격탄으로 외식
산업이 침체기(1997~2001년)를 겪다가 2002년 GNI 1만2000달러를 회복하면서 성숙기
(2002~2007년)를 맞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2008~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침체를 맞았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
로 GNI가 회복하면서 업종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식산업도 조금씩 성장하는 저성장
기(2011~현재)를 맞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한식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
만6205달러이다. 한 나라의 외식산업 발전사는 해당국의 GNP/GNI 성장률과 흐름을 같
이한다. 미국은 1920~1930년대 태동기를 거치면서 음식점이 외식산업으로 성장하기 시
작했으며, 일본은 GNI가 50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로 급증한 1970~1980년대에는 도
약발전기, 저성장기 및 안정성장기를 나타냈다. 국내 역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사이 GNI의 증가에 따라 외식산업도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였다. 국내 외식업계는 외
환위기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높게는 6%대에서 적게는 2%대를 기록하며 주기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1년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가 크게 침체 되었으
며, 2006년 카드 대란과 2009년 글로벌 위기를 비롯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
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때마다 국내 외식업계도 위기를 맞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했다.107.

< 표 26 > 외식산업 매출추이. 출처 : 한국외식정보(주) 월간식당

107. 『2015 외식산업연감』, 한국외식정보(주), 2015, pp.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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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 연간 외식업 상표출원 현황. 출처 : 키프리스

○ 또한 연도별 출원 건을 외식산업 매출추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성장추세인 점이 유사하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 복합적요인의 글로벌위기로 매출추
이가 하락한 2010년에 매출의 감소와 더불어 출원 건도 소폭 감소한 공통점이 있다.

라. 시장의 분류
○ 외식산업에 대한 분류는 크게 ‘서비스 방식에 따른 분류’와 ‘메뉴 품목에 따른 분류’로 나
뉜다.
○ 서비스 방식에 따른 분류
셀프서비스 레스토랑

카운터서비스 레스토랑

테이블서비스 레스토랑

고객이 직접 음식을 운반하고

주방을 개방하고 고객이 일련

고객이 좌석에 착석하여 메뉴

식사 후 남은 음식도 스스로

의 조리과정을 직접 볼 수 있

를 살펴본 뒤 주문하고, 이에

처리하는 레스토랑. 페스트푸

도록 카운터를 테이블로 하여

따라 서비스직원이 식음료를

드레스토랑, 푸드코드, 카페테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서비스방식을 테이블

리아, 단체급식 등이 여기에

다. 조리사의 동작을 고객이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한다.

속한다. 음식과 서비스의 질

볼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끌

패밀리레스토랑, 캐주얼 다이

및 분위기보다는 시간과 가격,

수 있으며, 좌석 회전율이 비

닝, 파인 다이닝,

편의성 등이 핵심이 된다.

교적 높다.

디너하우스 등이 여기 속한다.

○ 메뉴 품목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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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레스토랑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제공

서양식 레스토랑

동양식 레스토랑

미국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중국식, 일본식, 태국식 레스

스페인식, 멕시코식 레스토랑

토랑

○ 국내 현행법상의 분류
①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일반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
음식점업

업
출장 및
이동음식업

숙박 및

음식점 및

음식점업

주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 및

주점업

비알콜
음료업

비알콜
음료점업

세세분류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표 28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② 식품위생법 분류 : 식품접객업이라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6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③ 관광진흥법 분류 : 관광사업의 한 분류로 음식점시설을 포함한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
광객편의시설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포함되는 음식점시설로는 휴게음
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음식점영업이 있으며, 관광객편의시설업에서는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종류를 포함하고 있
다.
④ 외식산업진흥법 : 외식산업진흥법에서는 외식산업을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
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사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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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산업 업계동향
가. 전체적 시장동향
○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1990년 약 18조원에서 2004년 약 48조원으로 2.5배 이상
급성장, 2006년에는 5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
다. 2011년 기준 국내 외식산업규모는 133조원으로 이 중 식품제조업시장이 65조원, 음
식점업이 68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 규모 152조원으로 전년대비 6.1% 성
장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제조업은 75조원, 음식점업은 77조원으로 동기간 대비 각각
7%, 5%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음식점업 사업체수는 45만1000개 (전년대비 2.6% 증
가), 종사자수는 134만 7000명, 매출액은 63.1조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세를 나타
냈다. 이는 국내 경기 하락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베이비부머 은퇴 등 임금노동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가족경영 음식점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종사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는 반면, 20
인 이상의 사업장은 0.6%에 불과하다. 이는 외식산업이 가족경영 형태나 생계형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임을 의미한다.108.

나. 업태별 시장동향
○ 한식업계 : 2012년 기준 국내 한식음식점 업체수는 29만 5000개, 매출액은 35조 1000
억원으로 전체 음식점 사업체의 65%, 매출액은 55%를 차지하고 있다. 외식업계 전반의
침체 속에서 한식업계는 불황 타개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 한식 메뉴가 자칫
고루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의 트렌드를 반영해 메뉴를 구성하거나 서로 보
완할 수 있는 메뉴를 콜라보레이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출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했
다. 기존 샤브샤브전문점과 같은 단일 업종보다는 샐러드바가 결합된 ‘샐러드바&샤브샤
브전문점’과 같은 진화된 형태 매장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13년 외식업계에는
‘한식’열풍이 거셌다. 웰빙과 건강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은
외식업계의 화두가 됐다. 국내 외식시장이 패밀리레스토랑 중심에서 한식뷔페로 재편되
자 경기 불황과 신규출점 제한 벽에 가로막혀 고심하던 대기업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
어 시장 선점에 나섰다.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
반’ 등 대기업들이 한식뷔페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
다. 외식시장은 그동안 패밀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획일화돼 있었는데 한국인 입맛에 맞
는 메뉴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고급한식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으로 한식뷔페
출점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한식업계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복고, 웰빙, 힐링, 한식, 프리미엄, 홈메이드,
로컬 식재료 등을 꼽았다. 키워드로 살펴보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추억의 맛과 향수에 열

108. 앞의 연감, 2015, p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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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하는 복고 트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웰빙과 건강, 힐링을 추구하는 경향
이 증가하면서 한식과 로컬 식재료에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09.
○ 중식업계 : 기존의 중식시장이 자장면, 짬뽕으로 한 끼를 때우기 위한 저가의 중식당과
고급 중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고가의 중식당으로 양분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퓨전레스
토랑이 늘면서 중식업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중식당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가운데 1998년 국내에 미국식
퓨전 중식요리전문점 홀리차우가 선을 보여 기존 중식의 틀을 깬 새로운 중식 레스토랑
의 모델을 제시했다.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차이나팩토리 역시 2006년 1호점을 오픈한
이래 2012년 11월 기준 9개의 점포로 확장, 중식 패밀리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고 있다. 급식을 전문으로 하던 삼주외식산업도 2008년 4월 중식브랜드 웰
차이를 오픈, 대형마트 내 입점해 마트 쇼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매장을 늘려가
고 있다. 삼주외식산업은 2010년 11월 비즈니스급 정통중식당 스타차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기도 했다. ㈜놀부도 2007년 10월 중식 레스토랑 브랜드 차룽을 자체 개발, 론칭
해 운영 중이다. 이들 중식 레스토랑들은 공통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인테리
어와 고객층에 맞춘 단가, 젊은 층의 입맛에도 맞는 퓨전화된 메뉴, MSG 최소화 등을
기존 중식과의 차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더본코리아가 론칭한 짬뽕전문점 홍콩반
점0410은 2012년 11월 기준 91개점을 운영 중으로, 메뉴가짓수를 줄이고 철저히 전문
화시킨 중식당으로 중식의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 유사브랜드가 속출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외식업태 중 자장면, 짬뽕, 탕수육으로 대표되는 중식은 우리나라 서민 소
비자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메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음식점들은 주방
이 비위색적이고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 크게 자리 잡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과 식재료 사용에 좀 더 투여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식업계가 풀어야할 과제
다. 향후 중식업계는 단일메뉴의 전문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콘셉트는 프랜
차이즈사업 전개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전문메뉴에 따른 가격 대비 높
은 만족도로 시장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로 비즈니스의 장소로 활
용되는 고급 중식당은 시장은 넓지 않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에는 미국 최대 중식 프랜차이즈인 판다익스프레스 매장이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
점 지하 식당가에 아시아 최초로 입점해 일 매출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순항 중
이다.110.
○ 일식업계 : 일본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여행을 통해 일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늘
어나면서 일식이 대중화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이후부터 일본대중식인 돈
부리, 카레, 오니기리, 일본식도시락을 비롯해 빵, 디저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문브랜드
109. 앞의 연감, 2015, pp. 173-174.
110. 앞의 연감, 2015,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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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국내에 대거 상륙했다. 이들 대중식은 일본의 정서가 담긴 아기자기함과 깔끔함으
로 한국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패스트푸드처럼 조리가 간편하고 소규모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커리전문점의 경우 2009
년부터 하카리, 커리스푼, 류카레, 아비코 등 군소브랜드들이 잇달아 매장을 론칭했다.
돈부리도 오니기리와 이규동(오니규)을 시작으로 2010년 한우동&돈부리(퍼스트에이앤
티), 누들&돈부리(다영 F&B), 돈돈부리부리(에땅), 등이 연이어 오픈했다. 일본 도시락
전문브랜드인 벤또랑(에프알푸드시스템), 오니벤또(SK푸드시스템), 코코벤또, 리치벤또
등도 매장을 잇따라 출점했다. 2011년 12월 일본 최대 회전초밥전문점인 ‘스시로’가 직
접투자 방식으로 국내에 입점해 매장을 8개로 확장하며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어 2012년 7월에는 도시락전문점인 ‘호토모토’가 동원수산과 합작해 압구정 1호점에 이
어 구로디지털점을 오픈했다. 10월에는 일본 최대 전통스파게티 고에몬이 강남에 론칭하
며 국내에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토리돌 코리아의 마루가메제면은 일본에만 해도 767개
의 직영매장을 오픈하는 성과를 일궜으며,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호주 등 세계 각국
의 핫플레이스에 출점을 하고 있다. 또 국내에는 2012년 12월 서울 홍대 1호점을 시작
으로 신촌, 강남, 일산점까지 2014년 가진 국내에 총 9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최근 일
본 대중식이 인기를 모으는 데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매뉴를 현지화한 점이 주요한 것
으로 분석된다. 1995년 입점했던 규동전문점 요시노야, 2005년 한국에 론칭한 오므라이
스테이 등의 실패요인을 외식기업들이 잘 분석해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내 프랜차이즈시
장에서는 일본 대중음식 브랜드가 조리법이 간단하고 먹기도 간편하다는 점과 적은 평수
의 매장 오픈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창업아이템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
다.111.
○ 양식업계 : 패밀리레스토랑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신규출범규제로 떠들썩한 한 해를 보
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업계는 상권제약에 따라 시장 확대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밀리레스토랑업계는 그동안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매장 확장을 통한 매출 증대 등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던 만큼 많은 이들이 패밀리레
스토랑의 성장률 둔화를 예상했으나 2013년 결산 결과 성장률 면에서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 성장에도 지속되는 불황과 치열한 경쟁, 규
제강화로 내실이 부실해지면서 미국계 패밀리레스토랑 토니로마스, 시푸드오션, 피셔스
마켓 등 과 같이 사업을 접는 곳도 생겨났다. 한편 획일적인 메뉴·매장구성을 탈피하거
나 세컨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변신을 시도하는 업체가 주목을 받았다. 빕스는 2013
년 4월부터 쇼핑몰 근교 등에 있는 21개 매장을 브런치 특화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베이컨, 달걀, 감자 요리 위주의 미국식 브런치와 포카치아, 프리타타 등으로 구성된 유
럽식 브런치 등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선보였다. 세븐스프링스도 세컨드 브랜드 출범에
111. 위의 연감, 2015,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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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를 가했다. 2012년 세븐스프링스 스마트를 론칭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카페 세븐스
프링스를 선보였다. 애슐리도 애슐리 퀸즈를 론칭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애슐리를 발전시
킨 형태로 세계 각국의 200여 가진 진미를 맛볼 수 있도록 꾸몄다. 그간 이름을 알리 애
슐리에 새롭게 론칭한 신규브랜드의 이름을 입혀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 점차 세분화되
고 있는 고객 만족감을 극대화하고자 매장별 콘셉트와 운영 전략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
다. 이처럼 패밀리레스토랑업계는 달라진 고객 수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패밀리레스토랑 초창기에는 모든 매장에서 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점점 매장 콘셉트 다각화에 힘쓰는 추세
다. 향후 패밀리레스토랑 업계는 매장수를 늘리고 외형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질
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109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웃백은 수
익성 악화로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34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매장
의 실적개산, 혁신적인 플래그숍 오픈, 정통 웨스턴 메뉴개발, 디지털 중심의 360도 마
케팅 등 브랜드의 질적인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112.

○ 피자업계 : 몇 년 전부터 국내 메이저급 피자업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매년 신규 출점이 주춤한 상태로 안정기를 넘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피자
업계는 생존을 위한 화두로 각 브랜드마다 외형과 내실을 새롭게 하고 변화에 적극적으
로 나선 한 해였다. 특히 새로운 콘셉트를 내세운 매장과 메뉴를 선보이며 떠난 고객 돌
려세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도미노피자는 2013년 3월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발표하고 매장에 피자 씨어터 콘셉트를 도입, 오픈 키친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에 적극 나섰으며 피자헛도 다이닝 레스토랑인 피자헛 키친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2013년 피자업계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이탈리안 메뉴를 접목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식 피자를 고수했던 브랜드들이 기존의 육류토핑 위주의
무거운 메뉴에서 벗어나 가볍고 담백한 이탈리안 스타일의 메뉴를 추가로 선보인 것이
다. 실제로 피자에땅의 경우 이탈리아 스퀘어 피자 시리즈를 출시, 조각피자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으며, 피자헛도 다이닝 레스토랑 형태에 맞게 타코피자, 리코타 치즈 샐러
드 등 새로운 스타일의 메뉴를 접목, 눈길을 끌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중국시장 진출에
집중했으며, 피자헛은 끊임없는 도우 혁신을 통해 출시한 크라운 포켓 피자, 배달 피자
박스의 통념을 깬 더블박스와 업계 최초로 서랍형으로 선보인 와우박스가 잇따라 높은
판매 성과를 올리며 지난해 매출을 견인했다. 2014년 외식업계의 화두는 달콤한 맛의
‘허니’와 고소한 맛의 ‘치즈’였다. 이는 피자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미국식 피
자를 고수했던 브랜드들이 허니와 치즈를 접목한 메뉴를 출시했다. 이러한 고객 선호경
향은 깊고 풍부한 치즈맛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카고 피자’로 이어졌다. 바닥이 깊은

112. 앞의 연감, 2015,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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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 도우를 깔고 치즈를 가득 얹어 ‘딥 디시(deep dish)피자’라고도 불리는 시카고 피자
는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이밖에 피자와 맥주를 함께 즐
기는 ‘피맥’이 대세로 떠오르며 이태원 경리단길을 중심으로 일반 외식업소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외식산업에서 선보인
맥주레스토랑 구름공방 역시 메인메뉴로 피자를 내세웠다. 이탈리아 정통의 맛을 재현하
며 담백한 맛으로 한창 인기를 끌었던 화덕피자시장은 잠시 그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화덕피자와 파스타로 메뉴구성이 전부였던 예전과 달리 최근 화덕피자를
치킨, 족발 등과 함께 즐기는 퓨전형태의 매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113.
○ 패스트푸드업계 : 불황에는 역시 패스트푸드가 강했다.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장 리
뉴얼, 배달 서비스 강화, 디저트 메뉴군 확대, 24시간 매장운영,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고객집객력을 높이고, 프리미엄 메뉴 출시, 퀄리티를 입증하는 다양한 이벤트 등 고품질·
밸류 마케팅 전략이라는 카드로 ‘퀵서비스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114.

○ 베이커리업계 :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규출점이 제한된 베이커리업계는 해외
출점을 강화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략을 보였다. 파리바게뜨는 2013년 뉴욕 맨해튼
중심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미국에만 3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지화에 주력해 현지 고
객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인을 위한 특화
된 메뉴를 20% 유지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현지화 실천에 나섰다. 뚜레주루는
2013년 한 해에만 43개 해외매장을 오픈했고, 와플반트도 중국, 호주 등에 진출하며 해
외진출의 신호탄을 던졌다. 2012년 망치로 깨먹는 과자로 화제를 모았던 슈니발렌은 일
본 후쿠오카 이와타 백화점에 진출하며 해외진출의 첫 발을 내딛었다. 반면 신규 출점
제한으로 주춤한 국내 시장에 해외 브랜드 유입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고유의 조리법과
파리지앵 스타일로 유럽, 미국, 중동아시아에 진출해 전 세계 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랑스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 브리오슈도레가 국내에 진출에 화제를 모았고, 일본 푸딩
브랜드 토로로를 비롯해 문매이도, 몽슈슈 등 일본 전통 카스테라, 롤케익 등이 높은 판
매율을 올리고 있다. 2014년 상반기 국내 디저트시장은 빙수와 꿀을 토핑으로 사용한
소프트아이스크림, 하반기에는 추로스와 팝콘 등 단일 품목의 전문성을 높인 아이템과
브랜드가 가장 큰 화두였다. 부산에서 시작한 한국식 디저트 카페 설빙은 2013년 55개
였던 매장이 2014년 상반기 전국 400여 개까지 늘어났고, 경성팥집 옥루몽, 미트프레쉬,
스무시 등이 국내 진출 했다. 2013년 신사동 가루수길에서 시작된 허니칩을 얹은 소프
트아이스크림 소프트리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유사 브랜드들이 생겨났다. 하반기에 들어
눈에 띄는 아이템은 추로스와 팝콘이 주를 이뤘다. 스페인 전통 길거리 디저트로 기존
냉동유통에서 생반죽을 즉석에서 튀겨낸 추로스는 2000원대 저럼한 가격으로 접근성을
113. 앞의 연감, 2015, pp. 179-180.
114. 위의 연감, 2015,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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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였다. 2014년 2월 용산구 경리단길에 문을 연 스트릿츄러스는 현재 21개 매장을 오픈
했으며 2015년 국내 15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진출을 앞
두고 있다.115.
○ 커피업계 : 2014년 커피 프랜차이즈업계는 고급화 전략으로 새로운 커피소비 문화를 만
들며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국내시장의 수요 확장과 해외진출에 중점을 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싼 가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두커피가 대중화되면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수요층이
생겨나면서 업계는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며 보다 특별한 커피수요를 원하는 고객 창출
에 주력했다. 또한 고급 커피전문점이 브랜드마다 다양한 원두를 내놓고 있어 이를 집에
서 즐기는 홈카페족을 위해 다양한 MD제품에 대한 출시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116.
한편 2014년 커피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시
장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어 대기업의 시장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
년 트렌드는 ‘가격낮추기’에 포커싱되고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약 1만 9천개에 육
박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기위해 기존 대규모 업체
들은 좀 더 싸고 매장규모를 줄인 테이크아웃 전문점형태의 세컨브랜드를 론칭하고 있는
데, 할리스커피는 ‘디초콜릿커피앤드’를 공식 론칭하며 음료의 가격을 낮추고 매장규모를
줄여 테이크아웃 전문점 형태로 선보여 프리미엄 브랜드(할리스커피클럽)와 저가브랜드
를 동시에 갖추었고, 카페베네 역시 세컨 브랜드인 ‘바리스텔라’를 합리적인 가격대와 매
장규모를 66㎡으로 대폭 줄였다. 이러한 경향은 저가브랜드 ‘이디야커피’의 성공에서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비교적 음료가격이 저렴한 이디야의 선전과 언론에서의 커피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보도, 고가의 프리미엄 커피 수요층의 한계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커피전문점의 지방 출점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
다. 지방 대도시는 물론이고 군소 도시 상권에도 매장 오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
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경쟁이 덜 하다는 것이 지방 상권의 매력으로 꼽힌다. 스
타벅스는 2013년 이후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매장을 늘리고 있으며
서울(322개)을 제외한 지역의 매장수는 432개로 57.3%에 이른다. 또한 카페베네의 경우
서울 매장은 지난 2012년에 비해 44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지방 매장은 161개 증가
했다.117.
○ 분식업계 : 2014년 분식프랜차이즈업계는 프리미엄 김밥과 콜라보레이션 메뉴 등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지면서 퀄리티 높은 요리들이 잇따라 출시돼 전체적으로 분식업계의 업그레이드가 이뤄
졌다. 2014년 분식업계는 프리미엄 김밥전문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바르다 김선생, 로
115. 앞의 연감, 2015, p. 181.
116. 위의 연감, 2015, pp. 181-182.
117. 신지훈, “커피전문점, 낮추고(저가 브랜드 론칭) 늘리고(지방 지역 출점)… 살아남기 치열”, 『한국외식경제』,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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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김밥, 고집쟁이 김팔이, 고봉민김밥 등 프리미엄 김밥브랜드가 사업을 본격화하며 치
열한 경쟁과 소비 심리 침체 속에서 ‘나홀로’성장을 보였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건
강에 좋은 고품질의 먹을거리 선호 트렌드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푸짐하고 건
강한 김밥의 등장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몇몇 김밥브랜드들은 지난해 100호점이
넘는 가맹계약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김밥전문점의 본격적인 프리미엄화가 이
뤄졌다. 메뉴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분식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매장 인테리어도 카페형으
로 꾸며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을 이끌었다. 향후 분식업계는 ‘간식’에 그쳤던 분식이 ‘식
사’와 ‘외식’으로 변모하면서 프리미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높은 가격 탓에
마진을 최소화한 사이드 메뉴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메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
견도 있다. 프랜차이즈 분식업체들의 백화점과 몰 위주의 입점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프
리미엄 분식점이라는 이미지 구축과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 때문에 폭넓은 소비자층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리미엄 김밥전문점들이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118.
○ 치킨업계 :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업계 전반에 걸친 각종 정책적
인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중기
접합업종 이슈, 국세청 프랜차이즈 점주 세금 탈루조사,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외부 환경
은 더욱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창업주에게 예상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부분과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 위약금 금지 등 가맹점주 보
호위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사업 전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소 편향된 정책적인 규제로 사업전개가 쉽지 않아 긍정적인 부분은 이 같은 규제가 전
화위복이 되어 그건 부실했던 시스템 다지기에 주력하는 브랜드가 많아졌다. 2013년 치
킨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제너시스 BBQ그륩의 BHC치킨 매각이다. 업계 상위브랜
드를 2개나 보유하고 있어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제너시스 BBQ그룹은 BHC매각으
로 자금을 마련, 그룹의 신규 캐쉬카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BHC치킨을 인
수한 ㈜비에이치씨는 인수 후 전년대비 매장수가 200여개 줄었지만, 안정적인 매장 위주
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치킨 매장의 고급화 바람이 더욱 거셌
던 한 해였다. BBQ프리미엄카페를 시작으로 불기 시작한 치킨매장의 프리미엄화는 이후
브랜드별 프리미엄 버전의 카페형 매장이 연이어 오픈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교촌치
킨은 2013년 치맥카페 형태의 ‘그린매장’을 오픈해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굽네치
킨 역시 신규브랜드인 94번가를 통해 ‘치맥’을 좀 더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BHC치킨도 카페형의 신규 콘셉트 매장을 오픈했다. BHC가 독자경영을 시작하며 의욕적
으로 선보인 첫 번째 프로젝트 매장으로 비어존과 카페가 결합된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또래오래 역시 앞으로 본격적으로 카페형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치킨

118. 앞의 연감, 2015, p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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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2014년 세월호 여파, AI, 월드컵 특수 부진 등 이중, 삼중고의 상반기를 보냈다.
주춤한 소비심리로 인해 기대만큼의 상반기를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치
킨브랜드의 경우 2013년부터 이어진 족발시장의 성장과 스몰비어 브랜드 난립이라는 경
쟁업종의 성장에 따라 시장 위축이 심화됐다. 치킨업체 최대 이슈로 꼽히는 스포츠 특수
가 생각보다 부진했던 것도 상반기 업계룰 울상 짓게 했다. 2014년 상반기는 동계올림
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스포츠 이슈들이 몰렸었던 해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치킨업계의 하반기
는 상반기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기불황으로 외
식은 감소했지만, 배달시장은 더욱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테이크아웃 업종이 상대적으로
매출 활성화를 이룬 것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상반기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
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치맥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드라마로 인한 치맥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치킨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광
광객의 필수코스로 치맥이 거론되며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에 위치한 매장에는 전체 고객
중 60% 이상을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고 있다.119.

3. 상표 출원동향
가. 전체 출원 건 중 출원동향 추이
○ 외식산업 전체 상표 출원 건수 186,469건 중 등록 65,842건, 거절 53,729건, 소멸
17,163건, 포기 32,516건, 출원 10,675건, 공고 6,371건120.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서비스업별 출원 건수121.를 확인하면 광고업/도소매업/기업경영업과 관련된 제
35류가 29%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다음으로 식음료서비스 및 숙박업이 포함된 43류
가 2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35류와 제43류를 합하면 서비스업의
50%이상을 차지하여 나머지 서비스업들에 비해 두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119. 앞의 연감, 2015, pp. 183-184.
120.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2015. 10. 5. 검색. 무효, 취하 건은 제외함. 유사군은 S120602로 한정함.
121. 2014 지식재산통계연보 , 특허청, 201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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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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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전체 출원 및 등록 현황>

<2014 서비스업별 출원 현황>

출처 : 키프리스

출처 : 2014 지식재산통계연보

< 표 29 > 외식업관련 상표 출원·등록 현황

○ 연대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70년대 260건에 불과하던 외식업 출원은 다음해 3,252건으
로 약 12배 증가하였고, 90년대 25,698건으로 전년대비 약 8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 92,693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또한 연도별 외식업 출원건수는 2009년과 2010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양 그래프를 통해 외
식업의 출원이 최근에는 큰 폭으로 늘지 않으나 그럼에도 소폭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대별 외식업 출원 건수>

<연도별 외식업 출원 건수>

< 표 30 > 외식업관련 연대 및 연도별 출원 건수 현황. 출처 : 키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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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식산업 중소기업 현황
1. 전체 외식산업에서 중소기업
가. 외식업체는 늘어나고, 가족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수
○ 전국외식업체는 2006년 420,817개에서 2013년 459,252개로 8년간 약 4만개 업체가 늘
었으며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표 31 > 전국산업체조사 사업체구분별사업체수. 출처 : 통계청

○ 그러나 외식업체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고 그중 가족의 고용비율이 높다. 중소기업청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사업체일반현황 총 종사자수 집계 중 2010년 23.6%가 2013년
24.5%가 종사자수가 없었고, 2014년 46.1%, 2013년 39.2%가 1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총 69.7%가 2013년 총 63.7%가 홀로일하거나 1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종사 역시 1명 이상이 2010년 47.4%, 2013년 41.4%로 나타나
외식업체의 절반 가량이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117

Vol.3 RESTAURANT PART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사업체일반현황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사업체일반현황 총

가족종사자수 >

종사자수 >

< 표 32 >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가족종사자수 및 총 종사자수 (숙박/음식점업). 출처 :
중소기업청

○ 즉, 매년 늘어나는 업체의 대부분은 2명이하의 종업원을 두었거나, 가족이 함께 하고 있
는 경우가 많은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익이 높지 않고 폐업속출
○ 외식업의 순수익은 2010년 적자 및 무수입이 24.5%, 1~100만원이 30.2%, 101만
원~200만원이 24.4%로 다수를 차지했어나, 2013년에는 101~300만원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 및 무수입 11.5%, 1~100만원이 14.4%, 101~200만원이
25.1%로 51%에 육박하여 전체 사업자중 절반은 2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표 33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사업체일반현황 월평균순이익.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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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지 않은 수익은 매년 수만을 폐업자를 양성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3년 약 백만명이
창업한 반면, 약 팔십만명은 폐업하였고, 이와 같은 수치는 2011년부터 유사하게 지속되
고 있다. 또한 2013년 사업 존속연수별 폐업자 현황을 참고하면 1년 안에 폐업하는 비
율이 38%,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72%에 이르러 많은 소규모 외식업체가 3년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사업 존속연수별 폐업자 현황 >

< 사업자 현황 전체 신규/폐업 사업자 >

< 표 34 > 사업 존속연수별 폐업자 현황 및 신규/폐업 사업자 현황. 출처 : 통계청

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몰락
○ 실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치킨전문점은 약 36,000개로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약 35,429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까닭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으로 쉽게 열 수 있는 치킨전문점 등의 외
식업에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경쟁만 치열해져 문을 닫는 사례도 급증
하고 있다.122. 가게를 오픈하고 폐점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오픈을 위해서
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모아놓은 돈, 퇴직금을 붓고도 감당이 되지않아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렇듯 늘어난 생계형 창업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대출이 24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4일 금융감독원이 국
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천43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198조5천96억원에 비해 24조3647억원(12.3%) 늘어난 규모다. 그리고 이중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다.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자영업자들
은 앞서 보았듯 많지 않다.

122. “치킨집 3만6000개, 자영업 무덤의 자화상”, 『브릿지경제』, 2015. 10. 5.
123. 이민아, “치킨집 왜 많나 했더니..자영업 대출 1년새 24조원↑”, 『더 캣처』, 201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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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독점의 비중이 높음

<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출처

< 외식업 관련 개인 및 법인

: 통계청 >

출원인 비율 >

< 표 35 >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및 외식업 관련 개인 및 법인
출원인 비율

○ 단독사업체와 본사/본점 및 공장/지사/영업소의 비율을 비교하면 단독사업체가 압도적으
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S120902에 상표 출원한 출원인 통계 역시 법인은 25%인데 반
해, 개인이 75%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단독 사업체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외식본사가 2006년 264개에서 2013년 675개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공장/지
사/영업소 역시 2006년 4,547개에서 2013년 9,066개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프랜차이즈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브랜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외식업체는 단독사업자와 프랜차이즈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2.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개념 및 특징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프랜차이징이란 프렌차이저가 프랜차이즈를 사는 사람에
게 프랜차이즈회사의 이름·상호·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
거나, 기타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지원을 하고 이러한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와 가맹점이 협업과 분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지식기반형 벤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공
동브랜드·마케팅·구매 및 유통구조 단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시스템 통합성, 브랜드·상
품·서비스·이미지 등의 동일서 유지를 특징으로 한다.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맹
점 사업자의 창업자금과 가맹본부의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큰 경험이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한편 가맹본부로서도 전국적인 지점망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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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가맹점 사업자의 자본으로 전국 네트워크, 나아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124.

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개념 및 특징
○ 프랜차이즈산업은 크게 상품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와 특정 비즈니스
비법을 전수해주는 사업형태 프랜차이즈로 구분된다.
○ 상품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상품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자기회
사의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가맹사업으로서 본사가 되는 기업은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소매업자에게 그 지역에서의 상품 판매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방식
이다. 효과적인 상품판매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가맹본부는 각종 지도 및 지원을
하게 되며 통일된 상표와 상호 아래 가맹점이 영업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유
소, 가전상품 대리점 등을 들 수 있다.
○ 사업형태 프랜차이즈는 상품이나 용역뿐만 아니라 특정 비즈니스 비법을 전수해주는 방
식으로, 외식프랜차이즈가 여기에 속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
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개발한 특정 비즈니스 비법을 전수해 주는 방식이다. 즉, 가
맹본부는 가맹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콘셉트를 설계하고 나서 이를 구체화한 매뉴
얼을 제공하고, 연수와 훈련을 실시하여 노하우를 익히게 한다. 또 본부의 숙달된 전문
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상품 구매에서 판매, 운영 등의 업무 전반
에 걸친 지도 및 관리를 실시한다. 본부에서 개발된 기준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부는
상품 발주 방법과 장소, 상품을 준비하는 방법,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의 시
스템을 일관성 있게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 영업방식,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의 판매를 목적
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특정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프
랜차이즈 패키지라 불리는 상표나 상호의 제공, 각종 원조, 상품 및 자재 등을 포함하는
경영전반의 노하우(Know-how)를 포괄적으로 엮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가
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가맹점이 지불하는 가맹금, 로열티 등의 매출에 의해 이익을
얻는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의 외식업과 편의점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125.

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시장규모
○ 국내 프랜차이즈사업은 2002년 41조 6900억원대에서, 2005년 61조 3100억원에서,
2008년 77조 3100억원, 2011년 83조 7200억원, 2014년 추정치 약 91조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이 2011년까지 이어져 족
발전문점과 보쌈전문점 등의 돼지고기 전문점들이 돼지고기를 구할 수 없어서 영업을 못
124. 앞의 연감, 2015, p. 188.
125. 앞의 연감, 2015,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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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소가 속출했다. 또한 100여 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채소가격을 폭등으로 이어져
원재료비가 상승하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0년 1309개(64.1%), 2012년 1810개(67.5%), 2013년 2089개(70.3%)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브랜드 수 역시 2010년 1661개, 2011년
1962개, 2012년 2246개, 2013년 2623개로 각각 65.1%, 66.6%, 67.8%, 71.1%로 비
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비율이 2008년 6만 286
개에서 2013년 8만4046개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반해 직영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2.6%, 2011년 29.4%, 2012년 28.6%로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2013년 31.4%로 잠깐 증가세를 보이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는 프
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직영점 위주가 아닌 가맹출점에 중심을 두고 있을
가능성과 정보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치상 누락되었을 가능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126.

라. 프랜차이즈산업의 향후전망
○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내외적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도 연평균 6% 내외의 성장을 이
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 규모를
2013년 103조 4600억원, 2016년에는 123조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맹점 수도 2016년에는 4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업계
는 장기적인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신메뉴 출시, 신규 브랜드 론칭, 해외진출 등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식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 중국에서 동남아, 북미, 뉴욕 맨해튼, 남미 브라질로 이어지는 국내 중
견 외식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시장에 주목해
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은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비중이 높으며 사업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을 40~50%의 성장 속도로 키우고 있다.
실제로 맥도날드와 KFC는 시장포화상태에 이르자 중국 등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해 블루
오션을 개척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은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127.

3.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 부족
가. 짧은 브랜드 수명
○ 앞서 보았듯 외식브랜드는 2013년 기준으로 3년 안에 72%가 폐업한다. 이러한 수치는
창업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으나, 외식트렌드가 매우 빨리 바뀌기 때문에 롱
런할 수 있는 브랜드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대변해준다. 브랜드를 키워봐야
126. 위의 연감, 2015, p. 192.
127. 위의 연감, 2015,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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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지나고 다른 메뉴가 유행하면 자연스럽게 음식점이 잊혀지는 일이 다반사이고 대
게의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재창업을 하거나 가게를 접는다. 따라서 애초에 개
인외식업자는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을 개발단계에서 가져가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관리
할 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는 신규서비
스를 론칭하기에 앞서 전문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꼼꼼히 관리하여 시간·유행이 지
나도 이 브랜드 내부의 쇄신을 통해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우 유행하는 아이템을 비슷하게 쓰다가 유행이 지나가면 버
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선량한 업체라도 규모가 작다보니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가맹점 모집에 모든 인력이 붙잡혀 있어 브랜드 전략을 위해 따로 직원을 두는 경
우는 흔치 않다.

나. 미투브랜드의 난립
○ 외식업은 한 아이템이 유행하면 불빛에 모여드는 나방처럼 비슷한 브랜드가 양산된다. 예
를 들어 최근 스몰비어가 유행하자, 유사업체가 상호와 메뉴,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꾸미
거나, 상호는 다르나 내부 인테리어와 메뉴를 유사하게 하여 판매하는 맥주바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 이러한 미투브랜드는 원조브랜드가 가진 컨셉과 전략을 고스란히 따라하므로 중장기적인
브랜드전략을 갖고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이 이루어졌다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기 어렵다.

다. 외식업 브랜드는 그냥 쉬운 명칭을 네이밍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 소비자들은 외식업 브랜드를 기억할 때 맛 또는 서비스 특징으로 기억을 되짚어 가는 경
우가 많으므로 그 서비스업의 제공내용, 원재료, 맛을 내는 특징 등을 네이밍으로 사용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타 업종에 비해 연상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외식브랜드의
특징이다. 따라서 타인이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고,
이후 브랜드를 확장할 때 동일성을 가진 패밀리 브랜드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
어 놀부의 경우 최초 업종인 부대찌개와 보쌈 등의 한식에는 상당히 독특하면서 적합한
이름이었고, 기업브랜드이자 패밀리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한식을 벗어나 다른
외식업종인 카페업이나, 고급 브랜드에 조합하기에는 놀부가 가진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
는 경우도 많아 독립브랜드 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놀부가 붙은 브랜드는
패밀리 브랜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상품의 품질이 보증되는 반
면, 붙지 않은 브랜드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기업출원에 비해 낮은 개인출원의 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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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출원인이 월등히 많음에도 개인출원이 등록되지 못하는 비율은 약 60.4%로, 기업출
원이 약 40.4%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이의신청과 의견제출통지를 극복하지 못한 비율 역시 개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개인이 기업에 비해 약 2.5배 높게 받았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미등록된 비율 역시
개인은 58.7%, 기업은 33.7%로 높았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전체 건은 개인이 기업에
비해 약 6.2배 높았으며 극복하지 못하고 미등록된 비율 역시 개인은 약 83%, 기업은
59.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개인 출원은 출원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등록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 이의신청 건 등록현황 >

< 의견제출통지 등록현황 >

< 표 36 > 개인과 기업출원의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통지 극복 현황
( 기간 : ~ 2015.7.23. )

5. 중소업체의 침해 피해 사례
○ 외식업은 아이템이 유행할수록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표 37 > 상표 관련 심판에서 기업 및 개인의 피청구인 건 비교
( 기간 : ~ 2015.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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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불복심판과 피청구인 확인이 불가능한 건을 제외하고, 기업이 피청구인인 사례가 약
1,384건, 개인이 피청구인인 사례가 약 1,454건에 이르러 개인 권리자가 피청구인인 사
례가 기업보다 조금 앞섰다.

가. 국내 기업의 침해
① 유사한 컨셉의 침해
○ 우리나라 외식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소위 한방 터진 아이템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바로
아이템 쏠림현상이다. 그 아이템을 히트시킨 브랜드를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한 컨셉으로
모방해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여 시장에 혼란을 준다. 대표적인 예로 압구정 봉구비어
와 밀크카우가 최근 이슈로 등장했다.
○ 봉구비어는 스몰비어(맥주 외에 가벼운 안주를 판매하는 호프집)의 대표주자로 해당업체
에서는 맥주와 감자튀김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이밖에 뾰족한 고깔 포장과 손가락 비닐장
갑이라는 소품, 마스코트 분위기, 바(Bar)를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를 가진 업체이다. 그
러나 이것이 유행하자 쉽게 모방이 가능한 외식업의 특성상 동일유사한 메뉴와 제공방
식, 인테리어의 스몰맥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 2년 만에 30여개 브랜드, 1000여
개의 매장이 생겨 한 상권 안에 유사업체들이 모여 있는 형상이며, 이들은 치열하게 본
인이 원조라며 다투고 있다.128.

128. 박시은, “원조논란 봉구비어vs봉쥬비어”, 『일요서울』,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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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 봉구비어, 봉쥬비어, 상구비어 비교. 출처 : 각 기업 웹사이트

○ 소프트리(SOFTREE)는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아이스트림위에 꿀이 발린
벌집을 얹어주는 신개념 디저트로 인기를 모았다.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디저트는
크게 유행했고 이후 유사업체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밀크카우
(MILKCOW)였다. 밀크카우는 제품의 특징인 아이스크림위에 벌집을 동일하게 제공했고,
흰색간판에 입체감있는 폰트와 엠블램의 형상이 유사했으며, 상점의 인테리어 역시 비슷
했다. 이에 소프트리는 밀크카우에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벌꿀을 올린 아이스크림 형상의
디자인권의 창작성을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으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은 1심에
서 승소129., 2심에서 일부패소130.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31.132.

129. “우유의 풍미를 강조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과 함께 제공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상품이
고, 이런 아이스크림 형상의 인테리어와 제품 진열 방식, 콘반지 서비스 등은 소프트리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 다
른 디저트 매장과 차별화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판사)
130.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써 벌집채
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어서 동종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에 불
과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131. 박은비, “법원, "밀크카우는 소프트리 모방 상품 아니다"… 대법원 판단 주목”, 『이투데이』, 2015. 10. 5.
132. 강동완, “벌꿀아이스크림 '소프트리', 밀크카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머니위크』,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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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비교. 출처 : 김동완. 머니위크. 2014.4.28

② 식별력 없는 브랜드에 대한 침해
○ 아이템 쏠림현상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브랜드명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특히 제공되는 상품명을 그대로 브랜드
명으로 사용한 경우 원조업자 본인이 지켜낼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
다. 컨셉을 따라해도 자신만의 브랜드명이나 디자인이 있을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하는데
좀 더 유연할 수 있으나, 아예 처음부터 식별력이 없는 브랜드명을 사용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업체가 그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 업
체에 피해를 입고 있고, 이후 브랜딩하여 프랜차이즈화 할 때 알려진 상호를 그대로 사
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해물떡찜’이 있다.
2006년 유행했던 ‘해물떡찜’의 원조는 ‘해물떡찜 0410’이었으나, 실제 간판에서 ‘04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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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표기하고 ‘해물떡찜’을 크케 표기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해물떡짐’을 브랜드
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 아이템이 히트하자 ‘크레이지 페퍼’, ‘홍가네 해물떡찜’ 등 ‘해
물떡찜’을 메뉴로 한 후발업체가 난립하였다. 해물떡찜을 말 그대로 해물과 떡을 넣어 찐
음식이라는 의미로 상표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명칭이었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었다. 또한 ‘유가네 닭갈비’ 역시 과거 동일한 명칭
을 사용한 닭갈비점에 때문에 곤욕을 겪은 바 있다. ‘유가네’는 간단하고 흔한 성씨인
‘유’씨의 집이라는 의미로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칭이다.133. 한편 ‘코리안숯불
닭바베큐’ 역시 유사상호를 사용한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에 피해를 입은 바 있었으나
상호의 주지성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08고단 4087)에 의
해 보호받을 수 있었다.134.
원조브랜드

모방브랜드

유
가
네

코
리
안
슟
불
닭
바
베
큐

나. 해외에서의 침해
○ 해외 중 브랜드 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한류열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중국이다. 한
국 브랜드가 고급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어 한국 본사와 상관없는 중국의 업자가 무단으로
브랜드명이나 디자인은 물론이고 내외부 인테리어, 메뉴, 영업방식을 고스란히 베껴 버
젓이 영업 중이다. 그리고 이들 업체 상당수는 한국 본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행

133. 이호, “외식창업 시장에 유사 브랜드·메뉴 범람”, 『여성신문』, 2009. 7. 17.
134. 강동완, “프랜차이즈 유사브랜드 철퇴, 또 발생하나”, 『이데일리』, 200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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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며 가맹점까지 모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원조브랜드

중국 모방브랜드

설
빙

교
촌
치
킨

파
리
파
게
뜨

땡
큐
맘
치
킨

둘
둘
치
킨

< 표 40 > 우리 외식브랜드의 중국 모방브랜드.
출처: 시사매거진2580. 957회.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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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외식브랜드가 중국에서 도용당하는 피해를 집중 취재한 바 있는
데, 위 표와 같이 그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고 먼
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을 선점할 수 있는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상표권을
그나마 먼저 등록한 브랜드는 단속해 이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중국업자
에게 빼앗긴 업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3절 외식산업 마켓 트렌드 분석
1. 식품·외식기업의 융복합 진출
○ 식품외식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외식업체의 식품업 진출과 식품업체의 외식업 진출
이 활발해지고 있다. 식품업체의 외식업 진출은 자본력과 유통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이
주도했다. 2000년대 초 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던 아워홈이 외식 시장 진출의 본
격적인 문을 열었고 신세계푸드도 일찌감치 외식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식품 기업의 외식시장 진출은 탄탄한 유통망과 식품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기반으
로 이를 직접 소비하는 외식 브랜드는 캡티브 마켓 역할을 맡으며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의 식자재 공급에서 벗어나 다국적 브랜드 론칭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한편 외식업체들
은 고객 입맛을 사로잡는 히트 메뉴를 제품화시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면서 포장만
해주는 단순한 테이크아웃 방식에서 중앙집중식 주방시스템을 갖춰 식품사업 진출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원앤원(주)은 220억원을 투자해 HACCP 기준에 적합한 위생설비를 갖춘
CK시스템을 갖춰 생산한 제품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본
아이에프는 죽과 함께 내놓고 있는 반찬류 등을 B2C제품으로 생산해 매장과 온라인몰에
서 판매하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중이다. 향후 고유 영역의 틀을 깬 영역 침범, 이종업종
간의 협력 등 식품과 외식업계의 영역파괴 현상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135.

2.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
○ 한식열풍, 대기업의 한식뷔페진출 활발 : 2013년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식뷔페는 외식소
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며 국내 외식시장을 뒤흔들 핫 아이템으로 자리잡았
다. 현재는 웰빙, 채식 메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식재
배송 및 운영 시스템을 갖춘 외식기업이 한식뷔페 붐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원활한 운영
을 보이고 있다. 한식뷔페의 메인 타깃인 30~50대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식뷔페는 인기
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3050세대는 양식보다 한식을 선호하는 비율

135. 앞의 연감, 2015, p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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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한편 대부분의 한식당은 고가의 한정식전문점이나 단순 끼니 해결을 위한 저가
의 ‘밥집’이 차지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대로 모임을 가질 만한 한식 레스토랑을 찾기
어려웠고 한식 뷔페는 소비자의 이러한 니즈를 파고들어 외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얻는
데 성공, 현재의 붐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이후 한식뷔페 사업에 뛰어든 외
식기업으로 CJ푸드빌, 이랜드, 신세계푸드, 놀부 NBG, 원앤원 등이며 이들 브랜드는 직
영점을 중심으로 한식뷔페를 선보였다.136.
○ 한식 디저트카페 큰 인기 : 설빙의 인절미 빙수, 경성팥집 옥루몽의 팥빙수 등 한식을 새
롭게 해석하여 전통에서 내뿜는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벗어내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
지로 변신한 브랜드가 큰 인기를 얻었다.

137.

○ 전통을 재해석한 메뉴 : 한국사람은 누구나 한식을 좋아하지만 그동안 한식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투박함, 평범함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모던 한식레스토랑들은 맛은 한
식이되 모양, 담음새, 인테리어, 먹는 방식 등은 현대인들도 불편하지 않게 느끼도록 변
화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양극화 현상
○ 외식산업은 규모와 매출 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소규모의 영세점
포들이 국내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음식점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도 여전하다. 소비자들의 선택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소 식사 한끼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일반적인 대중 음식을 선택하지만,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외
식은 비용이 들더라도 분위기 좋고 독특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고급음식점을 선택한다
는 것이다. 2014년은 국내 외식업 경기가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
지 못하면서 소비양극화로 서민층보단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규모가 큰 중·대형급의 외식업체들의 경기가 호조를 보였다.
실제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전년대비 매출이 늘어난 반면 서민층
고객 비중이 놓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수가 늘었음에도 매출은 감소했다.138.

4. 대형 외식업소 몰링화 가속도
○ 2014년 하반기는 서울에 초대형몰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기로 10월 말부터 한 달 사이에
새로 개장하거나 리뉴얼한 몰은 롯데월드몰과 파르나스몰, 코엑스몰, 타임스퀘어몰 등
서울 시내에만 4개에 이른다. 특히 3개 몰이 몰린 서울 삼성동 일대는 그야말로 ‘몰 격
전지’로 떠올랐고 롯데월드몰은 개장 보름 만에 서울 동남권 최대 맛집 밀집지역으로 떠
올랐다.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몰은 쿠쿠루자, 곤트란 쉐이에 등 해외 디저트 브랜드가
136. 앞의 연감, 2015, pp. 156-157.
137. 『2014년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14. p. 11.
138. 위의 연감, 2015, p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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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입점했고 반포동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은 세계 10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30여 개 레스토랑과 카페가 들어섰다. 2014년 개점 2년을 넘긴 IFC몰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신촌이나 영등포로 흩어졌던 소비수요를 어느 정도 여의도로 끌어들였
다는 긍정적인 면과, 고급화와 대중화 사이에서 정확한 콘셉트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139.

5.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 정보의 한식 세계화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외식업체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뤄졌다. 외식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진출 형태와 규모 면에 있어서
도 한층 글로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창기 해외에 진출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해
외 현지에서 시작한 영세한 규모의 생계형 외식업소가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K-POP의 인기와 한식 세계화 등 국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힙입어 불고기브라더스, 매
드포갈릭, 파리바게뜨, 투썸플레이스, 비비고, 빕스, 본가, 오발탄, 육칠팔, 백정, 보스바
비큐, 교촌치킨, 할리스커피, 코리안바베큐, 스쿨푸드 등 국내 외식브랜드들의 해외진출
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직접 진출 방식이 아닌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 획득과 프랜차이즈 전개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
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브랜드들은 초창기 국내 외식업체들이 중국, 미국,
일본 등 한정된 국가에 인프라가 없이 도전했던 것과 달리 탄탄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바
탕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몽골 등 다양한 국가로 시아를 넓히며 전략적인 진출을 꾀
하고 있다.140.

6. 셰프의 상품화 및 브랜드화141.
○ 셰프테이너는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초반 먹방, 쿡방 등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셰프들은 인기를 얻어가며 요리와 관련 없는 쇼프로그램 등에 진출하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 인기 덕분에 그들이 하는 레스토랑이나 체인사업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고, 심지어 그들이 맛있다고 인정한 가게나 광고하는 음식은 더불어 대중
에게 어필된다. 셰프 그 자체가 뛰어난 맛을 인증하는 브랜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제4절 외식산업 소비자 분석
1. 소비자의 가치소비 경향 : 로케팅 소비
139. 앞의 연감, 2015, pp. 163-164.
140. 위의 연감, 2015, pp. 92.
141. 앞의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2014, p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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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식소비자들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동시에 요구한다. 특히 불황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다. 맛과 서비스, 청결과 분위기 등 외식업에 있어서의 기
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여기에 가격까지 저렴해야 한다. 예전처럼 가격이 싸니
까 서비스와 분위기는 포기한다든가, 혹은 맛이 훌륭하고 분위기가 좋으니 가격은 비싸
도 된다는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소비심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외식업 경영주들
은 소비자들의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고객을 만족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원가는 급증하는 가운데 매출은 감소하고 소비자는 양과
질 모두를 요구하며 가격은 저렴한 것을 찾는 가치소비 경향은 외식 경영을 어렵게만 하
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스몰 럭셔리 영향으로 음식에
투자하는 돈을 아끼지 않는 대신 퀄리티 있는 음식 소비를 지향하는 미각 사치족들이 늘
면서 외식 브랜드 중에서도 고급 브랜드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142.
○ 가치소비 경향으로 일상적 식사가 주메뉴인 음식점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요일마다
다른 메뉴, 날마다 다른 반찬을 구성한다면 고객들이 쉽게 질리지 않아 충성고객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143.

2. 안전, 안심에 대한 욕구 증가
○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해 각종 불량먹을거리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들의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웰빙과 함께 슬로푸드(Slow food),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관
심이 커지는 것은 물론,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등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방사능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확대로 연결돼 기업과 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12월 미국 레스토랑 협회가 전문 셰프 1276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로컬 식재료’ 바람이 외식업계를 휩쓸 것으로 전망
했다. 현지에서 확보한 신선한 재료는 2009년 이래 음식 트렌드 20위 안에 들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로컬 맥주, 와인과 같은 주류부문과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부
문에서도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이 조사는 10년 후에 인기를 끌 메뉴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식품을 꼽으며 앞으로 외식업계에서도 글루텐프리요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144.

3. 보여주기(Show-off)식 소비
○ 요즘 세대에게 외식은 번쩍번쩍 “헐리웃 라이프스타일”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
142. 앞의 연감, 2015, pp. 157.
143. 앞의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2014, pp. 108.
144. 앞의 연감, 2015, pp. 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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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 “있어 보이는” 사진을 찍기 위한 시간이며, 트렌드에 민
감한 레스토랑들은 벌써 사진 친화적인 조명과 근사한 요리 디스플레이에 사활을 건다.
145.

○ ‘먹방’이란 먹는 방송. 즉, 음식 먹는 방송을 지칭하는 말이다. 방장 본인이 무언가를 직
접 먹으며 시청자들의 식욕을 돋우는 방식으로 방송 시청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먹방신
드롬으로 가시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2월 경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윤후가 먹던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이다. 짜파게티와
너구리 제품 모두 방송 이후 매출이 전주 대비 약 3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스프
림과 유투브 등 개방형 플랫폼에서도 먹방은 인기이며, 이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먹은 음식을 지인과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도 생겨났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허니버터칩 성공코드 2가지 중 하나가 ‘SNS를 통한 입소문의 시
작’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SNS를 통해 개별 소비자들이 정보를 생산해내고 소비하는 보
여주기식의 소비패턴이 두드러지고 있다.146.
○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므
로, 사진이 잘 나오는 조명·인테리어를 갖춘 매장은 자연스럽게 고객들로 하여금 음식의
사진과 음식점의 위치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147.

4. 1인 가구의 증가
○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을 하는 기구를 말하며,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2만 4000가구
에서 2010년 414만 2000가구로,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2015년에는 500
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 비
중에 비해 3.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외
식업체 또한 1인 가구 맞춤 메뉴를 개발하고, 1인 맞춤 테이블을 제작하는 등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148.
○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나홀로 식사, 도시락, HMR(Home Meal Replacement)산
업149.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이크아웃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 1인 가구와 관련된 메뉴나 업종이 젊은 층에 집중되어있는데, 경제력이나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고려한다면 중장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필요하다. 1인 외식이 아직
은 두드러지는 현상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의 독립적이고 개인
145.
146.
147.
148.
149.

“글로벌 전문가들이 꼽은 2015년도 요식업 트렌드는?”, 『REAL FOODS』, 2015. 1. 14.
“2015년 불황을 타개할 외식 트렌드 7가지”, http://blog.seoulfood.or.kr/69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블로그.
앞의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2014, pp. 108.
“2015년 불황을 타개할 외식 트렌드 7가지”, http://blog.seoulfood.or.kr/69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블로그.
예시 : 신세계백화점에서 광장시장에서 판매하는 빈대떡을 냉동간편식품으로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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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향을 잘 반영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150.

5. 다양성 추구
○ 대중화/획일화 된 주류 상품에 싫증을 느낀 소비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비주류 상품을 추
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 유명하던 명물 맛집들이 서울 대형 백화점 식품
매장 등의 유통 채널을 통해 대거 상경한다던가, 서양의 Melting pot이라는 개념처럼 정
통식보다 여러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한옥이라는 인테리어와 서양식 메뉴가 어우러진 모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카페라
는 공간과 강연이라는 컨텐츠를 접목한 마이크임팩트 등이 있으며, 다양성 추구 니즈에
부합하여 수제맥주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151.

6. 모바일 및 앱 사용의 증가
○ 2014년 국내외식트렌드 조사용역에 따르면 배달앱은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SNS
및 블로그 등이 외식소비패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정 배달앱(ex .배달
의 민족)을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56.1%)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큰 이슈가 되었던
배달앱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앱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메뉴결정이 쉬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2.
○ 또한 외식과 관련하여 휴대용 기기 보편화로 인한 행동변화로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
터넷 정보수집’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 사용을 통해 정보 수집’의 경우 전체 33.0%로 나타났으며, ‘배달앱사용’여부는
18.2%로 조사되었고 20~30대 이용비율이 높았다.153.
○ 외식과 관련하여 휴대용 기기 보편화가 가져온 외식 생활 변화 영향력은 87.7%로 연령
과 무관하게 전 세대에 걸쳐 휴대용 기기 보편화가 외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
였으며154., 맛집커뮤니티, SNS, 온라인사이트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55.

제5절 소결
○ 앞서 살펴보았듯 외식업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
이다. 외식업 마켓트렌드는 식품·외식기업의 융복합 진출,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 양
극화 현상, 대형 외식업소 몰링화 가속도, 해외진출 활성화 등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

150.
151.
152.
153.
154.
155.

앞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조사용역
조사용역
조사용역
조사용역
조사용역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pp.
pp.
pp.
pp.
pp.
pp.

108.
11.
45.
94.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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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더 유리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분석을 통
해 우리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조금 욕심을 부리더라도 소비하고, 안전·
안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가깝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기회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업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된
니즈를 읽고 받아들여야 하며, 고전적인 음식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자
신만의 색깔을 가진 브랜드를 창조해야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해
외식 브랜드 개발단계에서 브랜드 전략을 갖고 키울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이 필히 요구될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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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식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특징 분석156.
1. 전체적인 특징
가. 외식 영역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언어
○ 외식업은 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제과점, 카페, 치킨, 분식 등 여러 가지 영역으로 세
분화될 수 있다. 외식업의 다양한 영역은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인 특성
으로 브랜드 영역별로 다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 우선 “

”, “

음식인 한식과, “

” 등 과 같이 기본적으로 메뉴가 우리
”, “

”과 같이 서민 친화적이고 가격이 저

렴한 분식은 주로 한글이 사용되었고, 이와 유사하게 국내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치킨전문점의 경우 “

”, “

”과 같이 영어와

한글을 병기하여 사용하나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글네임을 주요하고 크게 사용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 고급 중식당에서는 한자를 활용한 네임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동천홍”, “

팔진향” 등의 중식당에서 한자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 네임은 음식 본토의 색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캘리그래피로 표현될 경우 품
격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고급 일식당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나
고급 일식당은 한자와 더불어 일어, 한자, 일어의 영어표기 등 다양한 언어로 네이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어(한자)가 주는 전통과 지역적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국민 정서상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이도 있어 영문을 사용하여 이를 완화하고
고급스러운 일식을 표현하는 다른 네이밍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다.
○ 서양식, 제과점업, 카페, 피자, 햄버거 등 서양에서 받아들여진 식품의 경우 주로 네이밍
에 영어표기가 사용된다. 의미가 영어인 경우도 있으나 이탈리아, 프랑스와 관련된 언어
를 사용하고 표기만 영어로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영어로 표기됨으로써 주요 타겟이라
156.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분석을 위하여 매출, 출원양, 프랜차이즈 관련 입상경험 등과 전체 업종비율 등을 고려한 300개의
업체 리스트를 추출해 분석함.

140
할 수 있는 영어에 친숙한 젊은 소비층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푸드가 가지고 있는 지
역적인 느낌을 담을 수 있다.

나. 비교적 직접적인 네이밍 다수
○ 외식업 브랜드 네이밍의 다른 특징은 브랜드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해야할 경우 네이밍에서 여러 번의 연상과정이 들어간다. 그러나 외
식업은 소비자가 어떤 식품이며 어떤 스타일의 레스토랑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길어지
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곤란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식업종 네임은
연상이 깊지 않고, 부가적으로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을 함께 부여한다. 우선 일반
대다수의 수요자가 쉽게 찾는 국밥, 갈비, 면류 등의 네이밍을 살펴보면 “
와 같이 ‘한우소’를 연상케하는 명칭, “
거의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하거나, “

”

”과 같이 ‘육개장을 잘하는 집’을
”,“

” 등과 같

이 아예 원재료나 산지를 그대로 네이밍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글네임이 아닌 영
문네임 역시 어려운 연상을 거치지 않고 관념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은 ‘정육점 주인이 먹으려고 남겨둔 맛있는 부위’라는 의미로 추

상적인 소의 실루엣과 ‘BUTCHER’라는 단어에서 스테이크를 거의 직접적으로 알리고 있

고, “

”는 이탈리아 지중해 지역이름으로 이탈리아 음식이 서비스

내용임을 쉽게 암시하고 있다.

다. 레드와 그린 계열의 컬러
○ 외식업은 채도와 명도의 차이는 있으나 특히 레드와 그린으로 색상이 집중된다.
○ 레드는 강렬하고 눈에 확 띄는 색상으로 수요자에게 쉽고 빠르게 상점이 인식되어야하는
외식업에서 다수 사용된다. 또한 불로 요리가 조리되거나 매운 음식이 제공되는

“

”, “

과 같은 중식전문점, “

” 과 같은 스테이크전문점, “

”, “

”, “

”

”와 같은 떡볶이전문

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며, 꼭 위 외식업이 아니더라도 시각적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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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용된다.
○ 반면 그린계열은 신선하고 건강한 푸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린이 네임 또는 디자
인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주의 푸드라는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업종
에

관계없이

“

다양한

”, “

업종에서

사용되고

”, “

있는데,

예로

“

”,

” 등이 있다.

라. 다수 포함되는 도형모티브 : 인장, 원재료, 얼굴
○ 인장은 품질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식업브랜드에는

인장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인장은 “

”

와 같이 업체의 이름으로 구성되거나, “

” 와 같이 원

조 등의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을 나타내거나, “

대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

”과 같이 외식업

”과 같은 전통적인 인장, “

” 얼룩

형상의 인장은 물론이며, 최근 인장과 유사한 인증마크형 엠블램도 선호되고 있다.

“

” ,“

” 등의 인증마크형 앰블램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와

유사한 외형으로 고품질 상품을 연상하게 할 수 있으며, 인장과 달리 서양식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피자전문점, 제과점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 다음으로 외식업 브랜드에서는 원재료를 형상화한 모티브의 도형이 네이밍과 다수 결합
된다. 한식, 서양식에서는 돼지, 소 등이 일식에서는 생선이, 커피전문점에서는 커피가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상점의 목적으로 인지시켜
야하는 외식업종의 특성이 대변된 것으로, 네이밍이 그러한 역할을 못하거나 부족할 경
우 도형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외식업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얼굴이 사용된다. 사람은 우선 대표 본인일 수
있고, 해당 상점의 상징화되는 인물일 수 있으며, 상점과 관련 없이 음식의 품질 즉 맛
있게 먹는 모습, 입맛을 다시는 모습 등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강조하는 얼굴일 수 있다.

142

“

”과 “

”같이 대표자 본인의 얼굴이나 상징화

되는 인물의 얼굴은 모방이 많은 외식업에서 절대 동일하게 모방할 수 없는 트레이드마
크로 활용이 된다. 또한 “

”와 같이 음식을 먹고 있거나 함께 있는 사람의 얼굴

을 재미있게 디자인하면 제공되는 상품을 쉽게 인지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 업종별 서체의 차이
○ 외식업은 특정 서체가 선호된다기보다 다양한 서체가 사용되며 업종별로 그 특징이 달리

나타난다. 한식은 “

”, “

”,“

” 등과

같이 얇은 서체보다 두껍거나 캘리그라피 형상의 서체가 주로 쓰인다면, 일식 및 중식은
한식과

유사하게

“

식의 경우 “

캘리그라피

형상의

서체

또는

“

”,

” 와 같이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영문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분

”, “

” 등과 같이 가볍고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굵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얇은 서체가 주로 이용되며, 서양식, 카페, 제과점은
“

”와 같은 세리프체와 “

” 와 같은 산세리

프체 모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

“

”,

”와 같이 영문을 많이 구부리거나 돌리는 등의 필기체로 사용하기

도 하였다.

2. 업종별 특징
가. 한식
○ 한식브랜드네임은 는 한글로 이루어진 것이 다수이며 두꺼운 고딕체나 캘리그라피 형상

의 서체가 다수 사용된다. 그 예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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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이 있다.

○ 타 업종에 비해 식별력 없는 네임과 심볼이 결합된 브랜드가 다수 존재한다. 즉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명칭을 브랜드명으로 하고 상표등록 등을 받기위해 도형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

” 등은 상표법적으로 효력이 미치기 어렵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이나 이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기억하기 쉬우
며, 기억이 용이하다는 것은 음식이 맘에 들 경우 재방문에 기여될 수 있다. 다만 문자
에 관한 법률적인 권리는 포기해야하며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은 브랜드명이 아닌 심볼이
담당하게 된다.
○ 한식에서는 특히 인장을 포함하는 브랜드가 많다. 인장은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므로
외식업에서 널리 쓰이는 바이지만 특히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종은 한식인데, 그
것은 한식이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맛’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외식업종이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장’이라는 요소는 딱 들어맞는 장치이다. 앞서 한 차례 언급한 바와 같
이 인장의 형상은 극히 일반적인 것과 새로이 변형된 것이 있고, 인장 자체가 매우 독특
하게 디자인되어 법률로 인정되는 하나의 식별표지가 되거나, 그와 반대로 원조, 본가,
대표의 이름 등이 포함되고 조그마하게 네임 뒤에 붙어 액세서리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

의 인장을 디자인 된 “

”에서 한자 眞 이 솥 형상

”은 전자에, ‘특허육수’라고 쓰인 “

”는 후자에 들어간

다. 인장 브랜드에 포함되는 것이 특별히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며 디자인의 강도가
셀 경우 주요한 브랜드의 요소로 띄워 주는 것이 좋고, 강도가 약할 경우 주요한 다른
브랜드의 부분에 액세서리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 또한 다른 디자인적 특성의 하나는 디자인과 서체에서 붓터치 느낌이 다수 보여진다는

것이다.

“

“

”,

”, “

“

”,

”등을 디자인이나 문자에 붓터치 느낌을 강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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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는데 이 역시도 앞서 언급한 인장과 더불어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

“

”,

“

“

”, “

”,

” 등과 같이 “궁, 가든, 각,

촌, 가, 당” 등이 결합된 브랜드가 다수 존재한다. 고급 한정식이나 역사가 오래된 집에
서 주로 사용하므로 위 명칭이 붙을 경우 그러한 음식점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일식
○ 일식은 회, 스시와 같은 고급 일식과 일본식 돈까스, 카레 등 가격이 저렴한 식품까지 다
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브랜드 네임이 모여있다.

○

일식브랜드는

“

”157.,

“

“

”158.,

”159. 일본어를 그대로 일본식으로 표기하기보다, 영어나 한

글로 표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첫 번째로 가독 문제에 있어 일본어를 알
고 있는 일반수요자가 영어나 한글에 비해 적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일어에 대
한 반감이 타 언어에 비해 높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나 일본 고유의 식품 또는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라는 상징을 가져가기 위해,

“

”, “

”, “

”와 같이 한자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일본어, 한자만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거기에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 일어에서 차용하였다거나 일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브랜드 네임에는 “키사라, 우쿠야,
하꼬야, 마쯔가제, 고코” 등과 같이 ‘키, 꼬, 쯔, 코’ 등의 된발음 및 거센발음이 많이
사용되었다.

○ 브랜드의 색감은 “”, “

”, “

157. 일본어로 상자가게라는 의미
158. 일본 기후 현에 있는 지명 木曾(기소) 屋(야)를 합한 것
159. ‘사계절의 다양한 색과 멋을 즐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季更)

” 과 같이 일본을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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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 레드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스시나 회 전문점은 “

” 와 같이 바

다를 상징하는 블루톤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다. 중식

○“

”, “

”, “

” 등과 같이 한자를 기초로

한 브랜드명 다수이며, 2자에서 4자가 선호된다. 한자는 국내 수요자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언어이고, 정통중식의 느낌을 강하게 풍기기 위하여 중식브랜드에서는 한자 자체
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으며, 의미가 중요한 언어이니만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2~4자의 짧은 네임이 많았다.
○ 네임의 끝에 ‘홍, 성, 루, 각, 반점’ 등 판매장소가 결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 컬러의 사용에 있어 “

” , “

” 등을 살펴보면 일식과 마찬가지로 중국국기

가 빨간색인 점에 기인하여 대체로 원색 레드계열의 색상이 다수 사용되었으며 주로 블
랙과 믹스 매치되었다.
○ 앞서 언급한 특징들이 전통적인 특징이라면 최근 경향 중 하나는 짜장, 짬뽕을 특화해 전
문화하여 판매하는 캐주얼한 중식당은 주로 쉬운 한글네임을 쓴다는 것이다. “홍콩반점,
홍짜장, 짬뽕타임, 교동짬뽕” 등 다수의 중식당이 그러한 네임을 쓰고 있다. 또한 고급

중식당

“

중에서도

“

”,

“

”,

“

”,

”등과 같이 과감하게 한문을 버리고 영문으로 브랜드포지셔닝

을 달리한 브랜드도 늘어나고 있다.

라. 서양식
○ 한식 등에 비해 서양식은 비교적 소비층이 젊고 그들에 감각에 맞는 브랜드를 필요로하
므로 그 네이밍은 주로 영어로 구성된다. “

”과 같이 한글에서 기원한

네임이더라도 영문으로 쓰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어필될 수 있다.
○ 서양식 중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경우 이탈리아어를 네이밍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어는 영어와 달리 이국적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탈리아의 느낌을 네이밍에 불어넣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탈리아어로 구성된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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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은

연상의

“

정도가

깊지

않고,

쉬운

단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와 같이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

“

”161., “

많은데
”160.,

”162. 등과 같이 의미가 단순한 경우도

”163.와 같이 좋은 관념을 연상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있으며, “

○ 서체는 두꺼운 대문자 고딕체만 뿐만 아니라, 가볍고 경쾌한 느낌의 소문자와 영문 필기
체도 다수 사용된다. 특히 서양식에는 비싼 레스토랑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다
이닝 레스토랑이 모두 포함되므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소문자 필기체가 선호되는 것이
다.
○ 서양식은 자연주의 식재료가 강조되어 그린 및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다수 쓰인다. ‘피크

닉 바구니에 건강채소인 토마토가 담겨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

안 홈메이드 뷔페레스토랑인 “

”, ‘이탈리

”은 각각 로컬푸드, 홈메이드

를 강조하여 아이덴티티를 그린계열로 나타내었다. 또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 컬
러는 “

”와 같이 그린과 함께 사용되거나,

“

”

서체의 색상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마. 카페 및 제과점
○ 카페 및 제과브랜드 역시 소비층이 젊어 영어 네이밍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식 디저트 카페 붐을 타고 국문 브랜드인 “설빙, 오가다‘ 등과 같은 브랜드와, 대만 디저

트 카페

”

”, “

“ 등과 같이 기존의 영문브랜드와 차별화된

네이밍이 등장하고 있다.
○ 카페와 제과는 제공되는 상품이 브라운 컬러를 띄고 있어 많은 브랜드가 브라운 컬러를

160.
161.
162.
163.

이탈리아어로 ‘Old & New’ 라는 의미
‘맛있게 드세요’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로 "좋은 장소"란 뜻
아란치오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가로수인 "오렌지나무"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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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

“

”, “

”, “

”와 같이 브라운 계열의 색상과 “

”, “

”와 같이 레드

와 브라운이 믹스된 컬러, “

“

”,

”, “

”,

” 브라운과 유사하면서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레드계열의 컬러가

공존하고 있다.
○ 커피원두, 커피잔을 모티브로 한 심볼이 다수 존재한다. 커피원두는 카페의 원재료이고
커피잔은 제공방법으로 상표법상 보호의 정도가 크진 않으나 직간접적으로 카페임을 표

시할

수

“

”,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

”은

”,

“

하다.

“

커피원두를,

”,

“

“

”, “

”,

”는

“

커피잔을,

”는 원두와 잔을 모두 심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카페에서 이와 같은 모티브가 심볼로 보호받기위해서는 표현
기법에 특이하거나 독특해야한다. 그 외로 물방울, 태양, 커피열매 등이 모티브로 사용되
고 있다.
○ 카페업에서는 엠블램이 선호된다. 엠블램은 컵, 티슈 등에 브랜드를 표기하기 좋고 유용

하며, 카페의 상징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 효과적이다. “

“

”, “

”, “

”,

”와 같이 둥근형태의 엠블램이 가장 흔히 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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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 “

”, “

”, “

”와 같이 사각형 또는

다른 형태의 엠블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 제과브랜드는 프랑스와 관련된 네이밍이 많다. “
의

이름’에서

“

유래했으며,
”는

”는

“

“

‘프랑스

“

”는 ‘프랑스 1급 제빵명장
”는

부르고뉴

지방의

‘매일매일’이라는

작은

‘프랑스
마을인

의미의

파리’를,
Vezelay’를,

프랑스어이고,

”는 ‘사과나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이다. 프랑스는 베이커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프랑스어 네이밍은 고퀄리티의 품질을 연상케하여 선
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 치킨전문점
○ 치킨브랜드는 정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보다 톡톡튀고 재미있는 네이밍이 많다.

○ 우선 줄임말 브랜드로 “

”의 풀네임은 ‘오븐에 빠진 닭’이지만 줄

여서 “오빠닭”이라 부르며, “

”의 풀네임은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이나 “누나홀닭”이라 칭한다. 풀네임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명칭으로 쓰고 줄임말
로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 또한 칭호가 반복되어 재미있게 리듬감을 주는 브랜드도 존재하는데, “

“

”, “

”, “

”,

”과 같이 특정 음이 반복

되어 친근감 있고 부르는 재미가 있게 네이밍 되었다.
○ 또한 대중에게 쉽게 특징을 인지시키기 위해 쉽고 가벼운 브랜드명을 선택한 곳도 이다.

가마솥을 사용해 튀긴 “

을 함께 파는 “

”, 오븐에 구운 “

”, 피자와 치킨

” 등은 브랜드네임에 특징을 직간접적으

로 언급하여 소비자가 즉각 어떤 서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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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식 브랜드 개발용 키워드 별 상표데이터 분석자료
1. 브랜드 키워드별 상세 분석
○ ‘브랜드 컨셉 키워드맵’은 매출액 및 상표출원 상위 기업 등을 베이스로 상위 기업들 300
개의 브랜드 컨셉을 추출하고, 유사한 그룹으로 그룹핑한 맵이다.
○ ‘컨셉 키워드 마인드맵’은 그룹핑된 컨셉을 기초로 연상되는 단어를 브레인스토밍한 마인
드맵이다.
○ 그룹핑된 컨셉 키워드는 외식브랜드 21개이며 모두 형용사형이다.
○ 브랜드 키워드별 상세 분석은 브랜드를 개발할 때 컨셉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
러 컨셉들을 그룹핑하였으며, 그룹핑된 컨셉에 적합한 상표 DB를 추출, 가공, 분석하여
브랜드 개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시한 것이다.
○ 브랜드 키워드별 상세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키워드’ 추출된 키워드를 9개 국어로 나열하고164., 나열된 모든 단어를 검색하여
개수를 카운팅하였다. 일반적으로 네이밍에서 키워드는 그대로 쓰이는 경우와 일부가
절단 및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색은 절단검색식을 사용하여 검색
하였다.165.
② 다수 출원된 언어와 아닌 언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에
서는 그래프로 카운팅된 개수를 도시하였다.
③ ‘다. 주요 단어 상표출원 예시’에서는 다수 출원된 언어를 중심으로 브랜드 변형방법인
절단방식166., 접두·접미어 방식167., 조합·접합방식168., 혼성방식169.으로 나누어 각
단어를 사용하여 각기 다르게 네이밍된 사례를 출원된 상표에서 검색하여 도시하였
다.170. 방식이 명확히 맞지 않는 경우,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문자를 분류하였다.
④ 다음으로 그룹핑된 키워드에서 주로 사용된 도형요소를 찾기 위하여,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에서는 마인드맵에서 브레인스토밍 된 단어 중 도형상표검색코드인 비엔나
코드를 스위칭하였다.
⑤ 그 후 ‘마. 도형코드별 상표출원현황’에서는 위 도형코드를 전부 검색한 그래프를 도시

164. 요코이 케이코 저, 브랜딩그룹 옮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브랜드네이밍 9개국 언어사전, 브랜딩그룹, 2009
165. 상표검색프로그램 인투마크 (www.intomark.co.kr), 2015.9.1.~10.1. 외식업에 해당하는 유사군 S120602에 한하여 검색
함.
166. 절단방식은 단일키워드 변형기법의 하나로 키워드의 일부를 잘라낸 뒤 사용하는 방식임, 그러나 짧은 단어의 경우 절단
방식의 키워드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본 예시에는 원형, 절단형, 절단형+짧은모음 또는 자음의 결합을 사용함. 예) noble
: 원형(noble), 절단형(nobl), 절단형+짧은모음 또는 자음(nobli)
167. 접두·접미어 방식은 단일키워드 변형기법의 하나로 접두 및 접미사를 키워드와 결합하는 것을 말함. 예) noble :
newnoble, noblenew
168. 조합방식은 합성방식기법의 하나로 키워드가 되는 두 개의 단어를 가공하지 않고 연결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는 방법
이고, 접합방식은 두 개 단어를 연결할 때 단어들 사이의 공통 부분을 겹쳐 표현해 자연스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음감을
조절하는 방식임.예) noble : 조합방식(noblecat), 접합방식(noblcat)
169. 혼성 방식은 두 단어의 일정 부분을 잘라 내고 남은 부분을 연결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식 예) noble :
nobst(noble+west)
170. 본 컨텐츠는 상표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제 의류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가 도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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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수 출원된 도형코드를 추출하였다.
⑥ 마지막으로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에서 다수 출원된 도형코드로
검색된 도형요소를 그레그 베리만(Gregg Berryman,1979)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추상
적171., 레터마크172., 그래픽173., 일러스트레이션174., 사진175.으로 나눠 도시하였으
며, 분류표가 맞지 않는 경우 최대한 해당 키워드와 어울리는 도형을 선택하여 분류하
였다.176.

171. Abstract Must be learned. 기하학적인 추상심볼, 구체적인 형태로부터 조형되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추상에 가까워 설명
이 없으면 의도하는 이미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문자를 모티브로 하였으나 그 판독성이 매우 약하여 추상심볼로 보이는
경우, 추상이미지와 구상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경우
172. Letter marks Letters Only. 문자마크, 기업명의 이니셜로 된 마크, 문자와 도형으로 된 경우
173. Glyph Simplified Picture. 구상 심볼, 심볼마크 중 설명이 없어도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물이 양식화된
심볼
174. Illustration Altered Picture. 일러스트마크, 구체적인 사물이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된 심볼
175. Photograph Exact Picture. 사진이나 실물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우 분류함.
176. 본 컨텐츠는 상표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제 외식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형상표가 도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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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전통적인

추억

영어
traditional
트래디셔널

라틴어
traditionalis
뜨라디시오
날리쓰

파라데도메
노스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traditionnel

tradicional

tradizionale

traditionell

트라디씨오

뜨라디씨오

뜨라디찌오

트라디치오

넬

날

날레

넬

memoria

mneme

memoire

memoria

memoria

메모리

메모리아

므네메

메뫄르

메모리아

메모리아

aftsman

opifex

워크맨/크래

오삐펙스

프츠맨
고풍의,

archaic

priscus

옛날식의

아케익

프리쓰꾸스

고향

enos

프랑스어

memory

workman/cr
장인, 명장

그리스어
paradedom

demiurgos
데미우르고
스
arkhaikos
아르하이코
스

artisan
아르티쟝

archaique
아르샤이끄

아나)

arcaico(a)

arcaico(a)

아르까이꼬(

아르까이꼬(

아르까이까)

아르까이까)

pueblo

paese

한트베르커(
한트베르커
린)
altmodisch
알트모디쉬
Heimatstad

patria

patris

pays natal

natal

natio

t

파트리스

뻬이 나딸

뿌에블로

빠에제

하이마트슈

나딸

나띠오

타트

first

primus

protos

)

퍼스트

쁘리무쓰

프로토스

프리미에(프

originator
오리지네이
터

origo
오리고

arkhegetes

ce)

아르헤게테

이니씨아뙤

스

르(이니씨아
트리쓰)

본래의

노(아르띠지

(in)

빠뜨리아

initiateur(tri

영원한

아르떼사나)

아르띠지아

스
Handwerker

홈타운

리미에르)

원조

아르떼사노(

artigiano(a)

게데히트니

hometown

premier(ere
최초의

artesano(a)

Gedachnis

eternal

aeternus

이터널

애떼르누쓰

original
오리지널

originalis
오리지날리
쓰

aionios
아이오니오
스

eternel(le)
에떼르넬

primero(a)

primo(a)

쁘리메로(쁘

쁘리모(쁘리

리메라)

마)

erst
에어스트

iniziatore(tri
iniciador(a)

ce)

인니씨아도

이나찌아또

르(이니씨아

레

도라)

(이나찌아뜨

eterno(a)

eterno(a)

에떼르노(에

에떼르노(에

떼르나)

떼르나)

Urheber(in)
우어헤버(우
어헤버린)

리체)

idios

original(e)

original

originale

이디오스

오리지날

오리히날

오리지날레

ewig
에비크
eigentilch
아이겐틀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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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

/

전통적인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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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

전통적인

/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tranditional

혼성방식

-

tradizionale
외
제41-2014-005184

-

9 호177.

제41-0214974호

제41-2002-002584
9 호178.

original
제45-2001-000207

제41-2014-004294

2 호179.

3호180.

제41-0227629호

제41-2015-002932
2 호181.

primero(a)
primo(a) 외
제41-0270773호

제41-2015-004052
4

호182.

제41-0166342호

제41-2011-002063
1 호183.

first
제41-0041348호

177.
178.
179.
180.
181.
182.

출원공고
포기
소멸
거절결정
출원중
출원중

제41-0324665호

제41-0247375호

제41-016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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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

전통적인

/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1 머리, 상반신

020920 엄지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하는 모양

020103 종교적 인물, 법복 또는 관복을 입고 있는

061915 풍차 또는 수차(물레방아)가 있는 풍경

남성

070101 성, 요새, 총구가 설치된 방어 벽, 궁전

0201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070105 (동양식) 탑, 석탑

020113 농부, 육상노무자

070109 전원주택, 농가, 헛간

0201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남성스러운 사람

070113 풍차 또는 수차(물레방아)

020126 (석기시대의)혈거인, 원시인

070125 기타 다른 거주지 또는 빌딩

0201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070510 개선 문, 포치 또는 포르티코, 도시진입문

020301 머리, 상반신

070512 토템폴, 솟대

0203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080131 떡

020311 요리를 하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

08072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식품

성, 웨이츠레스
020313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성, 실을 잣는 여성,
털실을 뜨는 여성
0203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여성인물 마녀, 그로
테스크풍 여성

080729 (그릇에 담긴)배추김치, 무우김치
090108 바늘 땀
090312 한복, 저고리, 한복치마, 개량한복, 색동옷
090717 테가 넓은 모자
090724 갓, 머리에 쓰는 관, 상투

0203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090725 기타 다른 모자류

0207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녀 한

090902 나막신

쌍

090906 짚신

020709 여성 및 아기

090925 기타 신발류(잠수용 오리발 포함)

020710 여성 및 어린이

110318 소스 냄비, 냄비, 스튜 냄비, 프라이팬, 큰

020711 남성(들)과 아기(들), 남성(들)과 어린이(들)
020716 연극, 버라이어티, 콘서트 또는 춤추는 장면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냄비, 솥
120115 식탁, 작업대, 푸주간 작업대, 가계 계산대,
테이블
130302 덮개 없는 난로, 화로, 기타 난방장치

183.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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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

/

전통적인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030104 호랑이 또는 기타 다른 큰 고양이 과
030108 개, 늑대, 여우

140910 기타 다른 농업용 또는 원예용 도구(지게 포
함)

030404 들소, 황소

160305 필름, 필름통

030421 소과 동물의 머리

180307 길고 가느다란 몸체를 지닌 큰 범선, 쾌속선

030501 집토끼, 산토끼

190902 항아리(손잡이 유무에 무관함), 피처

040510 돌하르방, 장승

190903 꽃병, 장식용 꽃병(항아리)

040531 전통탈(하회탈, 각시탈 등)

191101 약절구

050102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나무 또는 관

210110 윷놀이 도구

목 (포플러)

210125 기타 다른 게임 또는 장난감

050105 1개의 나무 또는 관목

220101 타악기

050117 소나무

220105 관악기, 호각(호루라기)

060305 주위에 산이 있거나 배경이 있는 호수 또는

220106 금관 악기 (A 22.1.7 제외)

바다

220108 목관 악기, 백 파이프

060314 풍경이 있거나 없는 강, 내천, 여울, 급류

220115 현악기

060320 흐르는 물이 있는 기타 다른 풍경

240308 타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60707 오두막집으로 이루어진 건물 구역

240309 기타 다른 형태의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60708 농촌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 구역

241721 태극무늬

060711 물, 강 또는 내천이 있는 도시 풍경, 또는

241732 1태극 문양

마을 풍경

241733 3태극 이상의 문양

061909 기타 다른 경작지

250726 한국전통문양

061910 건초더미가 있는 풍경

270526 한글의 자음, 모음 또는 자음·모음으로 연속

061911 목장, 목초지
061913 주위에 산이 있는 목초지

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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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

/

전통적인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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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

/

전통적인

Relevant Keyword
정통의, 추억의, 장인정신, 고풍스러운, 복고풍의, 최초의, 토종의, 오리지널, 원조의, 변함없는,
고유의, 한국적인, 고향의, 오래된, 손맛의, 옛날의, 재래식의, 지속적인, 영원한, 토속적인
Relevant Word
탈춤, 전통무늬, 주막, 사물놀이, 태극, 어머니, 할머니, 삼대, 흑백사진, 필름, 한옥, 초가집, 기
와집, 물레방아, 아궁이, 솥뚜껑, 남대문, 석탑, 바느질, 도자기, 된장, 장독대, 원주민, 인디언,
엄지손, 할아버지, 김치, 궁전, 제사, 고무신, 짚신, 한복, 밥상, 막걸리, 댕기머리, 상투, 쥐불놀
이,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지게,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호랑이, 전래동화, 떡,
토끼, 약절구, 뒷동산, 농지, 강변, 소, 산과들, 단군신화, 홍익인간, 거북선, 인장, 한글, 알, 진
돗개, 삽살개, 왕, 황토, 농부, 허수아비, 장승, 돌하르방, 솟대, 큰나무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5-0051920호

제41-0300668호

제41-0290622호

제41-0301678호

제41-0291761호

제41-0329574호

제41-0273267호

제41-0179406호

제41-0171481호

240309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20101
남성머리,
상반신
제45-0034101호

제41-2011-00396
33호184.

제45-2007-00013
21호 (거절)

020134
한국
전통의상
을 입고
있는 남성

제41-2015-00035

제41-2004-00218

84호185.

88호186.

제41-2000-00165

제41-0267183호

제41-0331553호

제41-0326929호

제41-0325449호

제45-0043751호

제41-0269462호

제41-0198078호

제41-0318523호

제41-0294935호

제41-0309406호

15호187.

030404
들소,
황소
070125
기타 다른
거주지
또는
빌딩(기와
집)
184. 거절결정
185. 출원공고

160
KEY
WORD

2

/

경제적인
합리적인

Relevant Keyword
저렴한, 효율적인, 중저가의, 서민적인
Relevant Word
돈, 카드, 세일, +, -, ÷, ±, ￥, ￡, ￠, ∑, ▼, 쿠폰, 할인, 주식, 국밥, 중고거래, 돼지저금통,
통장, 치킨, 에너지등급, 시장, 버스, 지하철, 급식판, 빚, 대출, 떡볶이, 햄버거, 라면, 김밥, 짝
퉁, 지갑, 전세, 눈물, 걱정, 가계부, 줄서기, 숫자, 저울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경제의

합리적

효율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oeconomic

oikonomik

economic

us

os

이코노믹

외꼬노미꾸

오이코노미

쓰

코스

rational
래쇼널

efficiency
에피션시

rationalis
라시오날리
쓰
efficientia
에피치엔시
아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186. 거절결정
187. 포기

eulogos
에울로고스

프랑스어

스페인어
economico

이태리어
economico

독일어
wirtschaftli

economiqu

(a)

(a)

ch

e

에꼬노미꼬

에꼬노미꼬

비어트샤프

에꼬노니끄

(에꼬노미

(에꼬노미

츠비쎈샤프

까)

까)

트

racional

razionale

rational

라씨오날

라찌오날레

라치오날

rationnel(le
)
라씨오날

ergon

efficience

에르곤

에피씨앙스

efficiencia
에피씨엔씨
아

efficienza

Effizienz

에피치엔짜

에피치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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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

경제적인
합리적인

/

Relevant Keyword
저렴한, 효율적인, 중저가의, 서민적인
Relevant Word
돈, 카드, 세일, +, -, ÷, ±, ￥, ￡, ￠, ∑, ▼, 쿠폰, 할인, 주식, 국밥, 중고거래, 돼지저금통,
통장, 치킨, 에너지등급, 시장, 버스, 지하철, 급식판, 빚, 대출, 떡볶이, 햄버거, 라면, 김밥, 짝
퉁, 지갑, 전세, 눈물, 걱정, 가계부, 줄서기, 숫자, 저울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1993-000384

제41-1999-001847

제41-2001-000998

5 호188.

7 호189.

1 호190.

혼성방식

economic
economico(

-

a)
외

-

rational

-

rationalis 외
제41-0285618호

188.
189.
190.
191.

소멸
거절결정
포기
출원중

-

제41-2015-003138
0호191.

제41-0218487호

162
KEY
WORD

2

/

경제적인
합리적인

Relevant Keyword
저렴한, 효율적인, 중저가의, 서민적인
Relevant Word
돈, 카드, 세일, +, -, ÷, ±, ￥, ￡, ￠, ∑, ▼, 쿠폰, 할인, 주식, 국밥, 중고거래, 돼지저금통,
통장, 치킨, 에너지등급, 시장, 버스, 지하철, 급식판, 빚, 대출, 떡볶이, 햄버거, 라면, 김밥, 짝
퉁, 지갑, 전세, 눈물, 걱정, 가계부, 줄서기, 숫자, 저울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15 물방울, 비눗방울

170311 체중계, 저울추

030418 돼지, 멧돼지

110320 음식 또는 음료가 담겨진 용기, 접시

030420 돼지 또는 멧돼지의 머리

110325 기타 다른 접시 및 식기류

030703 수탉, 암탉, 병아리

180108 화물 자동차, 역마차, 트랙터, 무궤도 전차,

070117 키오스크(간이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등),

트럭, 관광버스

전시회 칸막이, 시장의 개별매점

180111 기차, 궤도차, 선로용 차량

071115 기차 길

190308 돼지저금통

080510 요리되었거나 요리를 위해 준비된 가금류 또

200516 은행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신분증

는 날짐승 고기

200523 어음, 지폐, 수표

080703 마카로니, 다른 파스타

241705 수학 기호

080705 음식물로 채워진 접시 또는 식기

241706 수개의 수학 기호

08072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식품

241707 도형 또는 문자와 결합된 수학 기호

080730 햄버거, 햄버거 형태의 음식

241709 기타 다른 수학적 기호

100308 지갑

241718 각국 화폐단위 표시

170302 쟁반 모양의 접시가 2개 있는 저울

260305 꼭짓점이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170305 저울의 일부

2707 특이 서체를 표현하는 숫자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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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

/

경제적인
합리적인

Relevant Keyword
저렴한, 효율적인, 중저가의, 서민적인
Relevant Word
돈, 카드, 세일, +, -, ÷, ±, ￥, ￡, ￠, ∑, ▼, 쿠폰, 할인, 주식, 국밥, 중고거래, 돼지저금통,
통장, 치킨, 에너지등급, 시장, 버스, 지하철, 급식판, 빚, 대출, 떡볶이, 햄버거, 라면, 김밥, 짝
퉁, 지갑, 전세, 눈물, 걱정, 가계부, 줄서기, 숫자, 저울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30710호

제41-0259646호

제41-0249495호

제41-0208372호

제41-0261660호

제41-0311983호

제45-0055747호

제41-0218616호

제41-0329401호

제41-0319681호

제41-0312374호

제41-0316293호

제41-0307994호

제41-0315898호

제41-0303355호

제41-0297536호

제41-0113411호

제41-0331986호

제41-0114923호

제41-0194691호

제41-0263496호

제41-0189516호

제41-0314769호

제41-0317507호

030703
수탉
암탉,
병아리

030418
돼지,
멧돼지

080725
기타식품

110320
식기류

080703
파스타(라
면)

192. 거절결정

제41-2007-00075
45호192.

164
KEY
WORD

3

/

신속한

Relevant Keyword
빠른
Relevant Word
배달, 오토바이, 헬멧, 계기판, 치타, 표범, 시간, 패스트푸드, 철가방, 롤러코스터, lte, 레이싱카,
200km, 타이어자국, 화살, 빛, 광선, 고속철도, 고속도로, 급류, 파도, 입소문, 독수리, 비행기,
우사인볼트, 달리기, 세월, 봅슬레이, 바퀴, 태풍, 히어로, 바람, 시간, 모터, 엔진, 프로펠러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quick

citus

okys

rapide

퀵

치뚜쓰

오키스

라삐드

빠른,

prompt

promptus

hetoimos

신속한

프롬프트

쁘롬쁘뚜쓰

헤토이모스

신속한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스페인어

이태리어

rapido(a)

rapido(a)

라삐도(라

라삐도(라

삐다)

삐다)

promt(e

pronto(a)

pronto(a)

프럼(프렁

쁘론또(쁘

쁘론또(쁘

뜨)

론따)

론따)

독일어
schnell
슈넬

geschwind
게슈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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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3

신속한

/

Relevant Keyword
빠른
Relevant Word
배달, 오토바이, 헬멧, 계기판, 치타, 표범, 시간, 패스트푸드, 철가방, 롤러코스터, lte, 레이싱카,
200km, 타이어자국, 화살, 빛, 광선, 고속철도, 고속도로, 급류, 파도, 입소문, 독수리, 비행기,
우사인볼트, 달리기, 세월, 봅슬레이, 바퀴, 태풍, 히어로, 바람, 시간, 모터, 엔진, 프로펠러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0012068호

제41-0143132호

제41-0182055호

제45-2013-000080

제41-2006-001239

제41-2013-000135

4 호194.

1 호195.

5호196.

혼성방식

quick
제41-2013-002333
0 호193.

schnell
제41-0138088호

promt(e)

-

pronto(a)
외
제41-0122445호

193.
194.
195.
196.
197.
198.

출원중
포기
거절결정
포기
거절결정
거절결정

제41-2012-001591
2 호197.

-

제41-2009-002732
4 호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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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3

신속한

/

Relevant Keyword
빠른
Relevant Word
배달, 오토바이, 헬멧, 계기판, 치타, 표범, 시간, 패스트푸드, 철가방, 롤러코스터, lte, 레이싱카,
200km, 타이어자국, 화살, 빛, 광선, 고속철도, 고속도로, 급류, 파도, 입소문, 독수리, 비행기,
우사인볼트, 달리기, 세월, 봅슬레이, 바퀴, 태풍, 히어로, 바람, 시간, 모터, 엔진, 프로펠러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03 번개

170102

바늘이 있거나 없는 원형 다이얼

011509

발광원, 광선, 한 줄기의 광선

170103

바늘이 있거나 없는 비원형 다이얼

011523

소용돌이, 회전운동, 토네이도

170517

측정 기구의 다이얼(문자반)

011524

파도

180105

이륜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180109

승용차, 지프, 밴

020130

기타 남성

180111

기차, 궤도차, 선로용 차량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180121

타이어, 타이어 자국 등

030104

호랑이 또는 기타 다른 큰 고양이 과

180501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의 일부

030701

독수리, 매, 콘도르속 독수리, 콘도르

180503

도안화(양식화)된 비행기

030702

독수리 문장

190125

기타 다른 대형 용기

040506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230105

활, 화살 통

060314

풍경이 있거나 없는 강, 내천, 급류

241505

미늘(가시)이 있는 화살(표)

090721

보호용 헬멧(안전모)

261121

속도감 또는 추진력(전진)을 느끼게 하는

150111

모터, 엔진

150113

프로펠러, 통풍기, 송풍기, 터빈, 버너

160101

안테나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선의 집합
261122

소리 또는 전자기파를 연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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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3

/

신속한

Relevant Keyword
빠른
Relevant Word
배달, 오토바이, 헬멧, 계기판, 치타, 표범, 시간, 패스트푸드, 철가방, 롤러코스터, lte, 레이싱카,
200km, 타이어자국, 화살, 빛, 광선, 고속철도, 고속도로, 급류, 파도, 입소문, 독수리, 비행기,
우사인볼트, 달리기, 세월, 봅슬레이, 바퀴, 태풍, 히어로, 바람, 시간, 모터, 엔진, 프로펠러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제41-0212934호

제41-0129990호

제41-0217435호

제41-0288470호

제45-0013823호

제41-0236558호

제45-0058244호

제41-0271061호

제41-2012-00371

제45-20150-0016

제41-2014-00309

94호201.

57호202.

11호203.

제41-2012-00386

제41-2008-00169

58호204.

87호205.

사진

011523
소용돌이
제41-2010-00087
60호199.

011524
파도
제41-2004-00272
25호200. (거절)

020130
기타남성
제41-0285079호

제41-0239728호

제41-0174883호

제41-0177994호

제41-0061768호

제41-2015-00167

208.

95호209.

180105
육상차량
제41-0196783호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등

199. 포기

제51-2007-00003

제41-2008-00066

05호206.

98호 (포기)207.

제41-0090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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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4

/

따뜻한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따뜻한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warm

tepórus

zestó

chaud

templado

clemènte

warm

웜

테포루스

이제스토

쇼

뗌쁠라도

끌리멘떼

웜

commoven

ruhrend

te

뤼렌트

emouvant(
감동적인

emotional

patheticus

pathetikos

e)

이모셔널

빠떼띠꾸쓰

빠세티코스

에무방(에
무방뜨)

부드럽다

행복한

사랑

봉사하다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거절결정
포기
출원중
출원중
거절결정
거절결정
포기
포기
소멸
출원중

soft

mollis

malakos

mpu(molle)

소프트

몰리쓰

말라코스

무(몰)

eudaimoni

heureux(se

happy

felix

os

)

해피

펠릭스

에프레모니

에뢰(에뢰

오스

즈)

conmoved
or(a)
꼰모베도르
(꼰모베도
라)
blando(a)

꼼모벤떼
soffice

weich

쏘피체

바이히

feliz

felice

glucklich

펠리스

펠리체

글뤼클리히

블란도(블
란다)

love

amor

philia

amour

amor

amore

Liebe

러브

아모르

필리아

아무르

아모르

아모레

리베

serve

servire

hyperetein

servir

servir

servire

dienen

서브

세르비레

히페레테인

쎄르비스

세르비르

쎄르비레

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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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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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4

따뜻한

/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soft
제41-0310895호

제41-0316863호

제41-0014912호

제41-0234041호

제55-2009-000018
7 호210.

제41-0283164호

happy
제41-0325863호

제45-0019214호

love
제41-1998-000379
5 호211.

제41-0306440호

제45-2014-001004
9

212.호

제41-0330782호

amore
제41-0156425호

serve

제45-2015-700008
1 호213.

제41-0067778호

제41-2002-002246
2 호214.

-

servir 외
-

제41-0143086호

제41-0076463호

제45-0025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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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4

따뜻한

/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05 화염

050506 팬지

020101 머리, 상반신

050507 라일락, 또는 수직형 군으로 성장하는

020103 종교적 인물, 법복 또는 관복을 입고
있는 남성

기타 다른 화초
050517 무궁화

0201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050519 기타 다른 화초, 과실 꽃

020301 머리, 상반신

050520 도안화(양식화)된 꽃

020303 수녀, 간호사

050522 여러

020307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020311 요리를 하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
는 여성, 웨이츠레스
0203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여성인물, 마
녀, 그로테스크풍 여성

송이의

꽃

(5.5.7,

5.5.8,

5.5.18 및 5.5.23 제외)
050914 조롱박
051111 풀(새싹, 잔디, 목초, 식별되지 않은
식물포함)
051114 목화

020506 아기(태아)

061913 주위에 산이 있는 목초지

020702 남녀 한 쌍

061915 풍차 또는 수차(물레방아)가 있는 풍

0207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
녀한쌍
020709 여성 및 아기
020710 여성 및 어린이
020712 어린이(가족)와 함께 있는 남성 및 여
성
020718 먹거나 마시는 사람들의 그룹
020901 심장

210.
211.
212.
213.
214.

포기
거절결정
출원공고
출원공고
포기

경
061916 주택이 있는 풍경
070117 키오스크(간이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등), 전시회 칸막이, 시장의 개별매점
070119 오두막, 오두막 집
080119 초콜릿, 과자류
080120 납작한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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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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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020914 손, 오므린 손, 손가락, 손 또는 손가
락 자국, 팔
030114 곰, 코알라, 웜바트

080121 막대 초콜릿
080122 사각형 모양의 초콜릿, 프랄린, 퐁당
또는 다른 단 과자류 (8.1.23 제외)

030411 염소, 양, 야생 양, 샤무아

080702 그릇에 담긴 밥

030418 돼지, 멧돼지

080705 음식물로 채워진 접시 또는 식기

030420 돼지 또는 멧돼지의 머리

090123 침대 커버, 쿠션, 깃털 이불, 담요

030515 캥거루

120115 식탁, 작업대, 푸주간 작업대, 가계 계

030707 황새, 왜가리, 학, 플라밍고, 백학 또

산대, 테이블

는 기타 다른 섭금류(물가에서 먹이를

130101 양초, 촛대

찾는 새)

130302 덮개 없는 난로, 화로, 기타 난방장치

030712 갈가마귀, 까마귀, 당까마귀, 까치

170217 반지 및 결혼반지

040102 날개가 있는 어린이 (케루빔, 큐피드)

200503 달력

050102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나무 또

200513 봉투

는 관목 (포플러)

210110 윷놀이 도구

050119 포도나무, 그루터기(나무밑동)

230105 활, 화살 통

050306 클로버와 같은 세잎

241105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 양치기의

050501 장미

지팡이, 유목민의 지팡이, 목장(카톨

050502 백합

릭 주교등이 지니는 지팡이)

050503 튤립, 목련
050504 마거리트, 해바라기, 데이지
050505 카네이션

241113 주교관(主敎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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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4

/

따뜻한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74
KEY
WORD

4

/

따뜻한

Relevant Keyword
감동있는, 아늑한, 정성있는, 가족적인, 넉넉한, 순한, 선한, 인심 좋은, 부드러운, 따스한, 행복
한, 화목한, 나누는, 사랑, 섬기는, 봉사하는, 푸근한, 정겨운, 푸짐한
Relevant Word
난로, 어머니품, 새드무비, 어머니손, 오두막, 하트, 가족, 바자회, 꽃, 나무그늘, 그루터기, 모닥
불, 전기장판, 도시락, 손편지, 종이학, 밥, 명절, 박, 흥부, 양, 돼지, 곰세마리, 이웃, 교황, 신,
전통시장, 실크, 아기피부, 코튼, 솜사탕, 이불, 봄, 새싹, 벚꽃, 진달래, 개나리, 5월, 소풍, 결혼
식, 웨딩드레스, 세잎클로버, 애처가, 3대, 붙잡은 손, 스킨쉽, 마니또, 쌍쌍바, 모금함, 자선냄
비, 커플링, 원앙, 캥거루, 꽃다발, 프로포즈, 이벤트, 촞불, 춘향이와 몽룡, 견우와직녀, 오작교,
까마귀, 까치, 큐피드, 화살, 에로스, 라일락, 무궁화, 장미, 카네이션, 코스모스, 튤립, 메이드,
시녀, 유모, 무료, 할머니의 미소, 수녀님, 간호사, 9첩반상, 고향, 웃음소리, 윷놀이, 담소, 초콜
렛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83273호

제41-0313401호

제41-0325515호

제41-0271804호

제41-0142594호

제41-0318793호

제41-0236061호

제41-0270136호

제41-0281545호

제45-0056317호

제41-0330700호

제41-0200674호

제41-0313029호

제45-0056933호

제41-0234776호

제45-0057070호

제45-0055585호

제41-0309939호

제41-0281645호

제45-0045685호

제41-0269324호

제41-0263443호

제41-0327886호

제41-0327510호

제41-0178437호

030418
돼지,
멧돼지

020101
남성
상반신
(푸근한
미소)

050520
도안화꽃

020901
심장

020301
여성
상반신
(푸근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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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5

/

함께하는

Relevant Keyword
소통하는, 공감적인, 나누는, 상생하는, 베푸는
Relevant Word
모임, 대화, 악수, 화합, 회의, 어깨동무, 수건놀이, 원탁, 고개, 맞장구, 노사, 하트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함께, 같이

공감하다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with

cum

syn

avec

con

con

mit

위드

꿈

신

아벡끄

꼰

꼰

미트

sympathize

consentire

sympathei

sympathise

심퍼싸이즈

꼰센띠레

n

r

심파세인

쎙빠띠제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simpatizar
심빠띠싸르

simpattizza
re
씸빠띠짜레

mitfuhlen
미트퓔렌

176
KEY
WORD

5

함께하는

/

Relevant Keyword
소통하는, 공감적인, 나누는, 상생하는, 베푸는
Relevant Word
모임, 대화, 악수, 화합, 회의, 어깨동무, 수건놀이, 원탁, 고개, 맞장구, 노사, 하트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5-0055823호

제41-0331009호

혼성방식

with
제41-1998-000648
5 호215.

-

-

-

-

제45-0003558호

제41-1994-000036

제41-2005-001207

제41-2005-000768

7 호218.

4 호219.

7 호220.

제41-0183117호

제41-0212661호

제41-0264130호

제45-2011-000588
7 호216.

syn
제41-1996-000305
5 호217.

avec
제41-0319206호

con
제41-0277427호

-

mit
제41-2002-000151
0

호221.

제41-2014-004978
2

호222.

-

제41-2015-001478
0 호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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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5

함께하는

/

Relevant Keyword
소통하는, 공감적인, 나누는, 상생하는, 베푸는
Relevant Word
모임, 대화, 악수, 화합, 회의, 어깨동무, 수건놀이, 원탁, 고개, 맞장구, 노사, 하트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20713

그룹 운동 장면

020113

농부, 육상노무자

020714

밭 또는 숲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020124

수명의 남성

020715

기타 다른 일하고 있는 사람들

020324

수명의 여성

020718

먹거나 마시는 사람들의 그룹

020701

남녀 한 쌍 또는 어른과 어린이의 머리 또

020719

실내 장면,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

는 상반신

들의 그룹

020702

남녀 한 쌍

020721

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룹

020705

나신의 남녀 한 쌍, 또는 속옷 또는 가벼

020723

도안화(양식화)된 사람들의 그룹

운 의상을 입고 있는 남녀한 쌍

020725

기타 사람들 그룹 또는 장면

020709

여성 및 아기

020908

입술, 입

020710

여성 및 어린이

020914

손, 오므린 손, 손가락, 팔

020711

남성(들)과 아기(들), 남성과 어린이

020916

악수로 맞잡은 손

020712

어린이(가족)와 함께 있는 남성 및 여성

120115

식탁, 작업대, 가계 계산대, 테이블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거절결정
포기
소멸
포기
포기
포기
포기
출원공고
출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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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5

/

함께하는

Relevant Keyword
소통하는, 공감적인, 나누는, 상생하는, 베푸는
Relevant Word
모임, 대화, 악수, 화합, 회의, 어깨동무, 수건놀이, 원탁, 고개, 맞장구, 노사, 하트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020914
손, 팔
오므린손
제41-0328392호

제41-0106972호
(소멸)

제41-0060235호

제41-2008-00284
50호 (거절)

제41-0243782호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있는
남성

제41-2007-00248
65호 (포기)

제41-2001-00197

제45-0044548호

제41-0047862호

제41-0170195호

제41-0312146호

제41-0220153호

제41-0241913호

제45-0057227호

95호 (포기)

제41-0271644호

020701
남녀한쌍
어른과
어린이
상반신

제41-0301244호

제41-0070330호
(소멸)

020702
남녀한쌍
제41-0175480호

제41-2002-00065
47호 (포기)

제41-2015-00262
74호

020723
도안화된
사람들의
그룹
제41-0252650호

224. 출원중
225. 포기

제45-0025807호

제41-2014-00398
37호224.

제41-0215510호

제41-2010-00120
08호225.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179

Vol.3 RESTAURANT PART

KEY
WORD

6

/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편안한, 부담없는, 소박한, 캐주얼, 가벼운, 대중화, 휴식, 안락한, 여유로운
Relevant Word
여성의 맨얼굴, 배낭여행, 휴식, 잠, 소풍, 잔디밭, 해먹, 캠핑, 텐트, 조깅, 산책, 숲길, 주말,
책, 휴게소, 날개, 깃털, 새, 휴가, 시냇물, 등산, 한강, 천막, 국민체조, 브런치, 방학, 야생동물,
출소, 점심시간, 두부, 하늘, 밤하늘, 구름, 바람, 패러글라이딩, 피겨, 나비, 주름, 성장, 소파,
의자, 돗자리, 침대, 담요, 친구, 가족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behaglichk

편안한,

comfort

solatium

paramythia

aise

consuelo

conforto

eit

안락한

컴포트

솔라띠움

파라미시아

에즈

꼰수엘로

꼰포르또

베하클리히
카이트

가볍다

대중

자유로이

안락한

leger(ere)

light

levis

kuphos

라이트

레비쓰

쿠포스

mass

massa

onkos

매스

마싸

온코스

freely

libere

프릴리

리베레

cozy

dulcis

hedys

aise(e)

코지

돌치스

헤디스

에제

eleutheros
엘레우세로
스

el(la)mas

il(la)piu

meist

엘(라)마스

일(라)쀼

마이스트

masse

masa

massa

Masse

마쓰

마사

마싸

마쎄

librement

libremente

리브르망

리브레멘떼

레제(레제
르)

liberament
e
리베라멘떼

comodo(a)

comodo(a)

꼬모도(꼬

꼬모도(꼬

모다)

모다)

frei
프라이

behaglich
베하클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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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6

/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편안한, 부담없는, 소박한, 캐주얼, 가벼운, 대중화, 휴식, 안락한, 여유로운
Relevant Word
여성의 맨얼굴, 배낭여행, 휴식, 잠, 소풍, 잔디밭, 해먹, 캠핑, 텐트, 조깅, 산책, 숲길, 주말,
책, 휴게소, 날개, 깃털, 새, 휴가, 시냇물, 등산, 한강, 천막, 국민체조, 브런치, 방학, 야생동물,
출소, 점심시간, 두부, 하늘, 밤하늘, 구름, 바람, 패러글라이딩, 피겨, 나비, 주름, 성장, 소파,
의자, 돗자리, 침대, 담요, 친구, 가족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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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6

/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편안한, 부담없는, 소박한, 캐주얼, 가벼운, 대중화, 휴식, 안락한, 여유로운
Relevant Word
여성의 맨얼굴, 배낭여행, 휴식, 잠, 소풍, 잔디밭, 해먹, 캠핑, 텐트, 조깅, 산책, 숲길, 주말,
책, 휴게소, 날개, 깃털, 새, 휴가, 시냇물, 등산, 한강, 천막, 국민체조, 브런치, 방학, 야생동물,
출소, 점심시간, 두부, 하늘, 밤하늘, 구름, 바람, 패러글라이딩, 피겨, 나비, 주름, 성장, 소파,
의자, 돗자리, 침대, 담요, 친구, 가족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5-00039621호

제41-0169345호

혼성방식

light
제41-0006857호

제41-2014-003849
5호226.

masse
mass 외
제41-0153267호

제41-2004-002623

제41-0165358호

제41-0171498호

제41-0135013호

제41-0315256호

제41-0221305호

제41-0284530호

제41-0194380호

1 호227.

free
제41-0210057호

cozy
제41-2009-002482
0 호228.

226.
227.
228.
229.

출원공고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제41-2001-000495
3 호229.

182
KEY
WORD

6

/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편안한, 부담없는, 소박한, 캐주얼, 가벼운, 대중화, 휴식, 안락한, 여유로운
Relevant Word
여성의 맨얼굴, 배낭여행, 휴식, 잠, 소풍, 잔디밭, 해먹, 캠핑, 텐트, 조깅, 산책, 숲길, 주말,
책, 휴게소, 날개, 깃털, 새, 휴가, 시냇물, 등산, 한강, 천막, 국민체조, 브런치, 방학, 야생동물,
출소, 점심시간, 두부, 하늘, 밤하늘, 구름, 바람, 패러글라이딩, 피겨, 나비, 주름, 성장, 소파,
의자, 돗자리, 침대, 담요, 친구, 가족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112

별이 있는 하늘

031301

나비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060301

호수 또는 해안 풍경

011523

소용돌이, 회전운동, 토네이도

060302

해변, 연안, 만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의

060303

섬, 암초(갯바위)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2.1.2,

060304

열린 바다, 해안이 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

2.1.12, 2.1.14, 2.1.20 및 2.1.21 제외)

060305

주위에 산이 있거나 배경이 있는 호수 또

020130

기타 남성

020301

머리, 상반신

060310

기타 다른 호수 또는 해안 풍경

020302

상세한 얼굴 모양이 표현되지 않는 머리

060311

흐르는 물이 있는 풍경

실루엣

060312

샘, 샘이 있는 풍경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성

060313

폭포, 폭포가 있는 풍경

군악대장

060314

풍경이 있거나 없는 강, 내천, 여울, 급류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060320

흐르는 물이 있는 기타 다른 풍경

020712

어린이(가족)와 함께 있는 남성 및 여성

061905

숲, 무성한 덤불

030101

사자

061911

목장, 목초지

030104

호랑이 또는 기타 다른 큰 고양이 과

061913

주위에 산이 있는 목초지

030209

기린

061915

풍차 또는 수차(물레방아)가 있는 풍경

030303

얼룩말

061916

주택이 있는 풍경

030407

사슴, 수사슴, 고라니, 순록, 새끼 사슴,

070120

텐트, 유르트(몽골유목민의 천막집)

영양, 엘크(북유럽산 큰사슴), 노루

090123

침대 커버, 쿠션, 깃털 이불, 담요

030501

집토끼, 산토끼

120102

간이침대

030503

다람쥐

120103

침대

030515

캥거루

120105

유아용 침대

030701

독수리, 매, 콘도르속 독수리, 콘도르

120106

해먹(나무 등에 달아매는 그물, 천 등으로

030709

알바트로스, 가마우지, 갈매기, 펠리컨

030716

날고 있는 새 또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새

120109

의자, 안락의자, 1인용 높은 걸상

030717

날개(도안화 여부 불문)

120110

벤치,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 걸상, 소파

030719

새의 머리, 새의 일부, 깃털, 발자국, 새의

180507

연, 삼각 날개 글라이더

골격

200702

서적, 잡지, 신문

020308

는 바다

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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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6

/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편안한, 부담없는, 소박한, 캐주얼, 가벼운, 대중화, 휴식, 안락한, 여유로운
Relevant Word
여성의 맨얼굴, 배낭여행, 휴식, 잠, 소풍, 잔디밭, 해먹, 캠핑, 텐트, 조깅, 산책, 숲길, 주말,
책, 휴게소, 날개, 깃털, 새, 휴가, 시냇물, 등산, 한강, 천막, 국민체조, 브런치, 방학, 야생동물,
출소, 점심시간, 두부, 하늘, 밤하늘, 구름, 바람, 패러글라이딩, 피겨, 나비, 주름, 성장, 소파,
의자, 돗자리, 침대, 담요, 친구, 가족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84
KEY
WORD

6

/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Relevant Keyword
편안한, 부담없는, 소박한, 캐주얼, 가벼운, 대중화, 휴식, 안락한, 여유로운
Relevant Word
여성의 맨얼굴, 배낭여행, 휴식, 잠, 소풍, 잔디밭, 해먹, 캠핑, 텐트, 조깅, 산책, 숲길, 주말,
책, 휴게소, 날개, 깃털, 새, 휴가, 시냇물, 등산, 한강, 천막, 국민체조, 브런치, 방학, 야생동물,
출소, 점심시간, 두부, 하늘, 밤하늘, 구름, 바람, 패러글라이딩, 피겨, 나비, 주름, 성장, 소파,
의자, 돗자리, 침대, 담요, 친구, 가족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49150호

제41-0281418호

제45-0051290호

제41-0294051호

제41-0271758호

제45-0032931호

제41-0285448호

제41-0308737호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020301
여성머리
상반신
제41-2013-00136
47호230.

제41-0323233호

030501
토끼

제41-0293958호

제41-2014-00051
42호231.

제45-2005-00006
40호232.233.

제41-0283124호

제41-0283124호

(거절)

011523
소용돌이
토네이도
회전운동

제41-0310578호

제41-2011-00315
08호234.

제41-0261770호

제45-2013-00042
64호235.

제41-0268651호

030717
날개
제41-0206423호

제41-0162796호

제41-0196086호

제41-0152270호

제41-0292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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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7

/

아름다운

Relevant Keyword
단아한, 매혹적인, 우아한
Relevant Word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성, 꽃, 장미, 백합, 양귀비, 입술, 미스코리아, 꽃송이, 장식, 무늬, 이브,
금단의 열매, 천사, 발레리나, 무용수, 다이아몬드, 여배우, 화장, 드레스, 와인, 와인잔, 눈빛,
밤, 신부, 웨딩드레스, 부케, 요정, 여자얼굴, 사과, 눈꽃, 별빛, 달빛, 석양, 무지개, 오로라, 선
녀, 인어, 백조, 공작새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아름답다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beautiful

pulcher

kalos

뷰티풀

뿔케르

칼로스

프랑스어
beau(belle
)
보(밸르)

스페인어
hermoso(a

이태리어

독일어

)

bello(a)

schon

에르모소(

벨로(벨라)

쇤

affascinan

entzucken

에르모사)

fascinant(
매혹적인

fascinating

fascinans

goetikos

e)

fascinante

패시네이팅

파스치난쓰

고에티코스

파씨낭(파

파스씨난떼

씨낭뜨)
우아한,

elegant

elegans

kharieis

품위있는

엘리건트

엘레간쓰

하리에이스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30.
231.
232.
233.
234.
235.

포기
출원중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elegant(e)
엘레강(엘
레강뜨)

te

d

아파쉬난떼

엔트취켄트

elegante

elegante

elegant

엘레간떼

엘레간떼

엘레간트

186
KEY
WORD

7

아름다운

/

Relevant Keyword
단아한, 매혹적인, 우아한
Relevant Word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성, 꽃, 장미, 백합, 양귀비, 입술, 미스코리아, 꽃송이, 장식, 무늬, 이브,
금단의 열매, 천사, 발레리나, 무용수, 다이아몬드, 여배우, 화장, 드레스, 와인, 와인잔, 눈빛,
밤, 신부, 웨딩드레스, 부케, 요정, 여자얼굴, 사과, 눈꽃, 별빛, 달빛, 석양, 무지개, 오로라, 선
녀, 인어, 백조, 공작새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0195746호

제41-0291186호

제45-0045766호

제41-0286487호

제41-0124366호

제41-0112473호

제41-2013-001486

제41-2006-001161

3 호237.

9 호238.

혼성방식

beautiful
제45-0004462호

beau(belle)
제51-2000-000001
6 호236.

bello(a)
제41-0197021호

236. 소멸
237. 포기
238. 거절결정

제41-021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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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7

아름다운

/

Relevant Keyword
단아한, 매혹적인, 우아한
Relevant Word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성, 꽃, 장미, 백합, 양귀비, 입술, 미스코리아, 꽃송이, 장식, 무늬, 이브,
금단의 열매, 천사, 발레리나, 무용수, 다이아몬드, 여배우, 화장, 드레스, 와인, 와인잔, 눈빛,
밤, 신부, 웨딩드레스, 부케, 요정, 여자얼굴, 사과, 눈꽃, 별빛, 달빛, 석양, 무지개, 오로라, 선
녀, 인어, 백조, 공작새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1 별

040103

기타 다른 날개가 있는 사람

0107 달

040211

사이렌(상반신 여자+하반신 새), 나이아

0111 성좌, 성군, 별이 있는 하늘, 천체의, 천체
지도

스(물의정령)
050708

딸기, 산딸기

0203 여성

050713

사과

0505 꽃

050716

체리

051309

꽃으로 이루어진 화환, 밴드, 가장자리

010301

해돋이 또는 일몰

011501

무지개

011517

눈, 눈송이 또는 눈 결정체

0115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다른 자연 현

장식 또는 프레임

상

051310

과실로 이루어진 화환, 밴드, 가장자리
장식 또는 프레임

051311

기타 다른 식물로 이루어진 화환, 밴드,

020904

눈

가장자리 장식 또는 프레임

020908

입술, 입

051325

식물로 이루어진 기타 다른 장식물

030704

칠면조, 꿩, 공작, 후투리

090305

드레스, 앞치마, 여성용 정장 한 벌

030706

오리, 거위, 백조

110302

손잡이가 없는 유리 잔

040102

날개가 있는 어린이 (케루빔, 큐피드)

170202

다듬어진 귀금속(보석의 절단면)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 중분류 검색 >

< 세분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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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7

/

아름다운

Relevant Keyword
단아한, 매혹적인, 우아한
Relevant Word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성, 꽃, 장미, 백합, 양귀비, 입술, 미스코리아, 꽃송이, 장식, 무늬, 이브,
금단의 열매, 천사, 발레리나, 무용수, 다이아몬드, 여배우, 화장, 드레스, 와인, 와인잔, 눈빛,
밤, 신부, 웨딩드레스, 부케, 요정, 여자얼굴, 사과, 눈꽃, 별빛, 달빛, 석양, 무지개, 오로라, 선
녀, 인어, 백조, 공작새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187288호

제45-0054420호

제41-0328045호

제41-0294129호

제41-0166728호

제45-0052919호

제41-0296371호

제41-0327283호

제45-0056566호

제41-0297792호

제41-0264473호

제41-0263443호

제41-0331021호

제41-0302637호

제45-0052311호

제41-2008-00063

제41-2014-00426

79호240.

77호

제41-2014-00348

제41-2015-00214

80호

02호243. (출원)

0101
별, 혜성

0505
화초
과수
꽃

0203
여성

110302
손잡이
없는
유리잔
제41-0164316호

제40-2007-00542
84호239.

제41-0212898호

050713
사과

239.
240.
241.
242.

거절결정
거절결정
소멸
포기

제41-0066746호

제41-2010-00322

241.

93호242.

제41-0328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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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세련된, 현대적인, 심플한, 모던한, 프라이빗한
Relevant Word
빌딩, 하이힐, 정장, 서울, 남산타워, 전광판, 바쁜사람들, 선글라스, 안경, 회사, 시계, 넥타이,
블랙&화이트, 직장인, 스마트폰, 아파트, 자동차, 지하철, 사무실불빛, 노트북, 회색, 대교, 엘리
베이터, 백화점, 도로, 차도, 맨홀, 빠른걸음, 보도블럭, 간판, 노점상, 공사, 사원증, 교통카드, 1
인가구, 번화가, 지문인식기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도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city

urbs

asty

cite

ciudad

citta

Stadt

우릅쓰

아스티

씨떼

씨우닷

치따

슈타트

contempor

contempor

aneo(a)

aneo(a)

꼰뗌뽀라네

꼰뗌뽀라네

오(꼰뗌뽀

오(꼰뗌뽀

라네아)

라네아)

ary
컨템포러리

contempor
aequalis

paron

ain(e)꽁땅

애꽐리쓰

파론

뽀렝(꽁땅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43. 출원중

그리스어

시티

contempor
현대의

라틴어

뽀렌)

gegenwarti
g
게겐베르티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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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적인

/

Relevant Keyword
세련된, 현대적인, 심플한, 모던한, 프라이빗한
Relevant Word
빌딩, 하이힐, 정장, 서울, 남산타워, 전광판, 바쁜사람들, 선글라스, 안경, 회사, 시계, 넥타이,
블랙&화이트, 직장인, 스마트폰, 아파트, 자동차, 지하철, 사무실불빛, 노트북, 회색, 대교, 엘리
베이터, 백화점, 도로, 차도, 맨홀, 빠른걸음, 보도블럭, 간판, 노점상, 공사, 사원증, 교통카드, 1
인가구, 번화가, 지문인식기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city
제41-2015-003266
3 호244.

제41-0042397호

제45-2003-000122
6호245.

제41-0250846호

citta
제45-0055047호

244. 출원중
245. 소멸

제41-0235828호

제41-0178294호

제41-0146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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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세련된, 현대적인, 심플한, 모던한, 프라이빗한
Relevant Word
빌딩, 하이힐, 정장, 서울, 남산타워, 전광판, 바쁜사람들, 선글라스, 안경, 회사, 시계, 넥타이,
블랙&화이트, 직장인, 스마트폰, 아파트, 자동차, 지하철, 사무실불빛, 노트북, 회색, 대교, 엘리
베이터, 백화점, 도로, 차도, 맨홀, 빠른걸음, 보도블럭, 간판, 노점상, 공사, 사원증, 교통카드, 1
인가구, 번화가, 지문인식기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90304

신사복 한 벌 또는 정장 (A9.3.5 및

0201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020119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090313

넥타이, 나비넥타이, 실크 스카프

020130

기타 남성

090905

하이힐

020302

상세한 얼굴 모양이 표현되지 않는 머리

160105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장치

실루엣

160106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160107

마우스

0203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160108

키보드

020316

여성의 전신 실루엣

160113

무선전화, 휴대폰, 삐삐, 무전기, 워키토

020319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

020330

기타 여성

160114

헤드폰, 이어폰

020702

남녀 한 쌍

160116

음향, 영상, 데이터 기록 및 재생용 디

020715

기타 다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스크, CD, DVD; 디스크의 표지 및 박

020719

실내 장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는 사

스

9.3.14 제외)

키, 마이크로폰

람들의 그룹

160313

안경, 안경테

060701

거리

170102

바늘이 있거나 없는 원형 다이얼(문자

060702

광장

060705

초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진 건물 구역

070106

타워 또는 돛대, 데릭 (7.1.16 제외), 유

반)
170103

바늘이 있거나 없는 비원형 다이얼(문자
반)

정탑

170105

시계류의 바늘(포인터)

070112

도시 주택, 고층 건물

170107

손목시계

070117

키오스크(간이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180109

승용차, 지프, 밴

등), 전시회 칸막이, 시장의 개별매점

180111

기차, 궤도차, 선로용 차량

광고 게시판 또는 기념비, 기타 다른 광

200516

은행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신분증

고용 구조물

290106

흰색, 회색, 은색

도로, 인터체인지, 도로 분기점

290108

흑색

070118

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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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세련된, 현대적인, 심플한, 모던한, 프라이빗한
Relevant Word
빌딩, 하이힐, 정장, 서울, 남산타워, 전광판, 바쁜사람들, 선글라스, 안경, 회사, 시계, 넥타이,
블랙&화이트, 직장인, 스마트폰, 아파트, 자동차, 지하철, 사무실불빛, 노트북, 회색, 대교, 엘리
베이터, 백화점, 도로, 차도, 맨홀, 빠른걸음, 보도블럭, 간판, 노점상, 공사, 사원증, 교통카드, 1
인가구, 번화가, 지문인식기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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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8

/

도시적인

Relevant Keyword
세련된, 현대적인, 심플한, 모던한, 프라이빗한
Relevant Word
빌딩, 하이힐, 정장, 서울, 남산타워, 전광판, 바쁜사람들, 선글라스, 안경, 회사, 시계, 넥타이,
블랙&화이트, 직장인, 스마트폰, 아파트, 자동차, 지하철, 사무실불빛, 노트북, 회색, 대교, 엘리
베이터, 백화점, 도로, 차도, 맨홀, 빠른걸음, 보도블럭, 간판, 노점상, 공사, 사원증, 교통카드, 1
인가구, 번화가, 지문인식기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제41-0271925호

제41-0086446호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53390호

제41-0180350호

070118
광고
게시판
기념비등

제41-2013-00182
76호246.

160313
안경
안경테
제41-0303135호

제41-2001-00119
28호247.

제45-2015-00037

제41-0326208호

제41-0046982호

제45-0059007호

제45-0044346호

제41-0275121호

제45-0052910호

제41-0328635호

22호

090313
넥타이
나비
넥타이
제41-0317627호

제41-2015-00305
64호

020105
만찬복
슈트를
입고있는
남성

제45-0052280호

제41-2014-00066

제41-2014-00383

56호248.

49호249.

020316
여성의
전신
실루엣
제41-0170981호

246. 거절결정

제41-0128674호

제41-2012-00358
27호250.

제41-0170328호

제41-2013-00206
79호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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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계적인

Relevant Keyword
풍성한, 풍부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적인
Relevant Word
무지개, 나뭇잎, 숲, 뷔페, 잔치, 파티, 명절, 케이크, 만국기, 열매, 영양소, 상상력, 가을곡식,
수박 속, 바닷속, 산호, 물방을, 물고기떼, 단풍, 갈대밭, 대나무숲, 꽃밭, 잡채, 네온사인, 올림
픽, 축제, 벛꽃놀이, 폭죽, 조명, 미러볼, 지구본, 세계지도, 한류스타, 배, 비행기, 무역, 헐리우
드, 나침반, 외국인, 파란눈, 까만피부, 백인, 황인, 전통의상, 외국어, 알파벳, 세계일주, 항구,
활주로, 공항, 궁전, 회담, UN, 다리, 거미줄, 월드컵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다채로운

영어
colorful
칼라풀

라틴어
versicolor
베르시꼴로
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poikilos

colore(e)

multicolor

multicolore

bunt

포이킬로스

꼴로레

물띠꼴로르

몰띠꼴로레

분트

vario(a)
/varioso(a)
다양한

various

varius

poikilos

varie(e)

베리어스

바리우쓰

피킬로스

바리에

바리오(바
리아)/
바리오소(

vario(a)
바리오(바
리아)

mannigfalti
g
만니히팔티
히

바리오사)

풍부한

wealthy

opulentus

plusios

riche

rico(a)

ricco(a)

reich

웰씨

오뿔렌뚜쓰

플루시오스

리슈

리꼬(리까)

리꼬(리까)

라이히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47.
248.
249.
250.
251.

거절결정
거절결정
출원중
포기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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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계적인

/

Relevant Keyword
풍성한, 풍부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적인
Relevant Word
무지개, 나뭇잎, 숲, 뷔페, 잔치, 파티, 명절, 케이크, 만국기, 열매, 영양소, 상상력, 가을곡식,
수박 속, 바닷속, 산호, 물방을, 물고기떼, 단풍, 갈대밭, 대나무숲, 꽃밭, 잡채, 네온사인, 올림
픽, 축제, 벛꽃놀이, 폭죽, 조명, 미러볼, 지구본, 세계지도, 한류스타, 배, 비행기, 무역, 헐리우
드, 나침반, 외국인, 파란눈, 까만피부, 백인, 황인, 전통의상, 외국어, 알파벳, 세계일주, 항구,
활주로, 공항, 궁전, 회담, UN, 다리, 거미줄, 월드컵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0132412호

제41-0246941호

제41-2003-001948

제41-2015-001574

3호253.

2호254.

제41-0252581호

제41-0006753호

제41-0222748호

제41-0321707호

제45-0017873호

제41-0224679호

혼성방식

colorful
제41-1996-000872
0 호252.

제41-0025136호

vario(a)
제41-0149689호

제41-0213734호

riche
제41-2004-000379
6 호255.

rico(a)
제41-2004-000719
6 호256.

252.
253.
254.
255.
256.

거절결정
거절결정
출원공고
거절결정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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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계적인

/

Relevant Keyword
풍성한, 풍부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적인
Relevant Word
무지개, 나뭇잎, 숲, 뷔페, 잔치, 파티, 명절, 케이크, 만국기, 열매, 영양소, 상상력, 가을곡식,
수박 속, 바닷속, 산호, 물방을, 물고기떼, 단풍, 갈대밭, 대나무숲, 꽃밭, 잡채, 네온사인, 올림
픽, 축제, 벛꽃놀이, 폭죽, 조명, 미러볼, 지구본, 세계지도, 한류스타, 배, 비행기, 무역, 헐리우
드, 나침반, 외국인, 파란눈, 까만피부, 백인, 황인, 전통의상, 외국어, 알파벳, 세계일주, 항구,
활주로, 공항, 궁전, 회담, UN, 다리, 거미줄, 월드컵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5 지구, 지구본, 행성
0201 남성
0203 여성
0507 곡물, 씨앗, 과일
1803 수중 및 수륙양용 운송구
1805 항공 또는 우주 수송 기구
2709 알파벳 문자 도형
2801 아라비아 문자
2803 중국 또는 일본 문자
2805 키릴 문자
2807 그리스 문자
2809 히브리 문자의 명각
011501 무지개
011509 발광원, 광선, 한 줄기의 광선
011701 평면 천체 지도
011702 대륙지도
030911 바닷속 등과 함께 도시된 물고기
030912 이종 물고기 집단·물고기 형상의 동물 집
단
030919 산호, 산호 초
030921 서로 다른 종류의 (3.9)의 수생 동물로 이
루어진 군 (3.9.1 제외)
030922(3.9)의 동물을 포함하는 수족관, 테라륨
(육상동물 사육장), 생태 동물원

031308 거미, 거미 집
050108 네개 이상의 나무 또는 관목, 덤불, 잡목
숲
050304 포도 잎(5-3-19 제외), 플라타너스 잎,
단풍나무 잎
050316 5개 이상의 잎, 산재한 잎, 나무 잎 다발
050522 여러 송이의 꽃
050523 서로 다른 종류의 꽃, 관목, 꽃 다발, 꽃
바구니, 산재한 꽃들로 이루어진 집단
050701 곡물(낟알), 씨앗
051113 대나무, 갈대, 사탕수수, 옥수수, 바닐라
꼬투리
060306 항구
061905 숲, 무성한 덤불
070101 성, 요새, 총구가 설치된 방어 벽, 궁전
070104 이슬람교 사원, 회교 사원의 뾰족탑
071101 다리(교량)
080117 케이크
110301 음료용 용기, 컵(트로피)
130125 기타 다른 조명 기구
170521 나침반, 선박용 나침반
240718 오륜기(올림픽)
240721 하나의 깃대(줄)에 묶인 여러 개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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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9

/

다양한
세계적인

Relevant Keyword
풍성한, 풍부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적인
Relevant Word
무지개, 나뭇잎, 숲, 뷔페, 잔치, 파티, 명절, 케이크, 만국기, 열매, 영양소, 상상력, 가을곡식,
수박 속, 바닷속, 산호, 물방을, 물고기떼, 단풍, 갈대밭, 대나무숲, 꽃밭, 잡채, 네온사인, 올림
픽, 축제, 벛꽃놀이, 폭죽, 조명, 미러볼, 지구본, 세계지도, 한류스타, 배, 비행기, 무역, 헐리우
드, 나침반, 외국인, 파란눈, 까만피부, 백인, 황인, 전통의상, 외국어, 알파벳, 세계일주, 항구,
활주로, 공항, 궁전, 회담, UN, 다리, 거미줄, 월드컵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 중분류 검색 >

< 세분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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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9

/

다양한
세계적인

Relevant Keyword
풍성한, 풍부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적인
Relevant Word
무지개, 나뭇잎, 숲, 뷔페, 잔치, 파티, 명절, 케이크, 만국기, 열매, 영양소, 상상력, 가을곡식,
수박 속, 바닷속, 산호, 물방을, 물고기떼, 단풍, 갈대밭, 대나무숲, 꽃밭, 잡채, 네온사인, 올림
픽, 축제, 벛꽃놀이, 폭죽, 조명, 미러볼, 지구본, 세계지도, 한류스타, 배, 비행기, 무역, 헐리우
드, 나침반, 외국인, 파란눈, 까만피부, 백인, 황인, 전통의상, 외국어, 알파벳, 세계일주, 항구,
활주로, 공항, 궁전, 회담, UN, 다리, 거미줄, 월드컵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00034호

제41-0327439호

제41-0330715호

제41-0327073호

제41-0301323호

제41-0280172호

제40-1004701호

제41-0324903호

제41-0321178호

제41-0276302호

제41-0309509호

제41-0284184호

제41-0305588호

제41-0318094호

제41-0319507호

제45-0004447호

제41-0284176호

제41-2014-00418

제45-2003-00006

92호257.

65호258.

제41-2012-00237

제41-2014-00393

54호259.

29호260.

2709
알파벳
문자 도형

0201
남성

0507
곡물
씨앗
과일

051113
대나무
갈대
옥수수등
제41-0309089호

070101
성
요새
궁전등

257. 출원중
258. 거절결정

제45-0056989호

제45-2010-00035
77호261.

제41-0177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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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0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격조있는, 수준높은, 프리미엄, 고품질, 최상의, 고품격, 훌륭한, 최상급, 품위있는, 양질의, 우수
한, 명품의, 럭셔리한, 웅장한
Relevant Word
브랜드, 다이아몬드, 금, 보석, 반짝임, ++, A+, 황실, 귀족, 왕관, 왕궁, 고양이, 호텔, 샹들리
에, 외제차, 왕, 왕비, 재벌, 스포츠카, 빌딩, 아이비리그, 왕실혈통개, 영국, 폴로, 골드바, 명품,
퍼스트클래스, vip, ks마크, 인증마크, 고려청자, 루왁커피, 궁전, 하인, 레드카펫, 시상식, 대상,
비단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고급인

품위

훌륭하다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luxury

summus

beltion

럭셔리

숨무쓰

벨티온

프랑스어
superieur(
e)
쉬빼리와르

이태리어

de alta

di alta

caildad

classe

데 알따

디 알따

깔리닷

끌라쎄

dignitas

semnotes

dignite

dignidad

dignita

Wurde

셈노테스

디뉘떼

디그니닷

디니따

뷔르데

nice

bonus

agathos

bon(ne)

bueno(a)

buono(a)

나이스

보누쓰

아가소스

봉(본느)

부에노(부

부오노(부

에나)

오나)

the best

optimus

aristos

ur(e)

더 베스트

옵띠무쓰

아리스토스

르(라)

el(la)mejor
엘(라)메호
르

il(la)miglior
e
일(라)밀리
오레

nett/schon
네트/쇤

das beste
다스
베스테
ausgezeic

excellent

excellens

agathos

)

excelente

eccellente

hnet

엑셀런트

엑스첼렌스

아가소스

엑쎌랑(엑

엑쎌렌떼

엑첼렌떼

아우스게차

쎌랑뜨)
grandioso(

e)

a)

fastoso(a)

파수뛰외(

그란디오소

파스또소(

파스띠외즈

(그란디오

파스또사)

)

사)

idios

original(e)

original

originale

이디오스

오리지날

오리히날

오리지날레

응장한,

grand

grandis

ps

위대한

그랜드

그란디쓰

메갈로프레
페스

original
오리지널

originalis
오리지날리
쓰

이히네트

fastueux(s

megalopre

259. 거절결정
260. 거절결정
261. 거절결정

라씨히

딕니따쓰

excellent(e

본래의

erstklassig
에어스트클

dignity

메이외르

우수한

독일어

디그니티

le(la)meille
최상의

스페인어

luxurios
룩수리외스

eigentilch
아이겐틀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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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0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격조있는, 수준높은, 프리미엄, 고품질, 최상의, 고품격, 훌륭한, 최상급, 품위있는, 양질의, 우수
한, 명품의, 럭셔리한, 웅장한
Relevant Word
브랜드, 다이아몬드, 금, 보석, 반짝임, ++, A+, 황실, 귀족, 왕관, 왕궁, 고양이, 호텔, 샹들리
에, 외제차, 왕, 왕비, 재벌, 스포츠카, 빌딩, 아이비리그, 왕실혈통개, 영국, 폴로, 골드바, 명품,
퍼스트클래스, vip, ks마크, 인증마크, 고려청자, 루왁커피, 궁전, 하인, 레드카펫, 시상식, 대상,
비단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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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0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격조있는, 수준높은, 프리미엄, 고품질, 최상의, 고품격, 훌륭한, 최상급, 품위있는, 양질의, 우수
한, 명품의, 럭셔리한, 웅장한
Relevant Word
브랜드, 다이아몬드, 금, 보석, 반짝임, ++, A+, 황실, 귀족, 왕관, 왕궁, 고양이, 호텔, 샹들리
에, 외제차, 왕, 왕비, 재벌, 스포츠카, 빌딩, 아이비리그, 왕실혈통개, 영국, 폴로, 골드바, 명품,
퍼스트클래스, vip, ks마크, 인증마크, 고려청자, 루왁커피, 궁전, 하인, 레드카펫, 시상식, 대상,
비단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2010-001852

제41-2014-005275

혼성방식

-

luxury
-

5

호262.

0 호263.

제41-0213669호

bon(ne)
제41-0171802호

제41-2015-001696
7 호264.

제41-0266991호

제41-0310471호

제41-0007924호

제45-0042431호

the best
제41-0092732호

제41-2000-000552
0호265.

grand
제41-0222492호

제41-2005-001024
7

호266.

제41-0244364호

제41-2003-001048
4 호267.

nice
제41-0263671호

제41-2013-001471
1 호268.

제41-0087133호

제41-2005-000691
4 호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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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0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격조있는, 수준높은, 프리미엄, 고품질, 최상의, 고품격, 훌륭한, 최상급, 품위있는, 양질의, 우수
한, 명품의, 럭셔리한, 웅장한
Relevant Word
브랜드, 다이아몬드, 금, 보석, 반짝임, ++, A+, 황실, 귀족, 왕관, 왕궁, 고양이, 호텔, 샹들리
에, 외제차, 왕, 왕비, 재벌, 스포츠카, 빌딩, 아이비리그, 왕실혈통개, 영국, 폴로, 골드바, 명품,
퍼스트클래스, vip, ks마크, 인증마크, 고려청자, 루왁커피, 궁전, 하인, 레드카펫, 시상식, 대상,
비단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2401 방패

110301

음료용 용기, 컵(트로피)

2405 훈장, 주화, 훈위

170202

다듬어진 귀금속(보석의 절단면)

2409 왕관, 보석이 박힌 머리띠 장식

170206

진주조개 안에 있는 진주 또는 보석

0201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170213

목걸이, 팔찌, 보석줄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170225

기타 다른 보석

0201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이들

180109

승용차, 지프, 밴

과 함께 있는 남성

190903

꽃병, 장식용 꽃병(항아리)

020121

기타 동물을 타고 있거나 동물과 함께 있

210307

골프 채, 하키 스틱, 폴로타구(격구)봉

는 남성

240307

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201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240308

타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20304

민속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240309

기타 다른 형태의 인장 또는 도장,스탬프

020307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

240723

도안화(양식화)된 깃발

020321

기타 동물과 함께 있는 여성

241101

로마기장, 파스케스 또는 패시즈(로마의

0203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030102

사자문양(문장)

241113

주교관(主敎冠)

030106

고양이 또는 기타 다른 작은 고양이 과

241705

수학 기호

030108

개, 늑대, 여우

241706

수개의 수학 기호

030110

세인트 버나드

250125

기타 다른 장식무늬

030702

독수리 문장

260118

하나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는 원

051308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화환, 밴드, 가장자

261509

입방체(정육면체)

리 장식 또는 프레임

261511

평행육면체

070101

성, 요새, 총구가 설치된 방어 벽, 궁전

261513

프리즘

070506

고대 신전 또는 고대 신전의 일부

261515

기타 다면체

090111

천, 망사, 린넨 제품, 커튼, 카펫트

261520

입체도형의 병렬

090121

카펫, 가장자리에 술이 달린 천

261525

기타 다른 기하학적 입체도형

100307

부채

270901

도형화(디자인화)된 "A"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거절결정
출원공고
출원중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포기
거절결정

공권력을 표시하는 상징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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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KEY
WORD

10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격조있는, 수준높은, 프리미엄, 고품질, 최상의, 고품격, 훌륭한, 최상급, 품위있는, 양질의, 우수
한, 명품의, 럭셔리한, 웅장한
Relevant Word
브랜드, 다이아몬드, 금, 보석, 반짝임, ++, A+, 황실, 귀족, 왕관, 왕궁, 고양이, 호텔, 샹들리
에, 외제차, 왕, 왕비, 재벌, 스포츠카, 빌딩, 아이비리그, 왕실혈통개, 영국, 폴로, 골드바, 명품,
퍼스트클래스, vip, ks마크, 인증마크, 고려청자, 루왁커피, 궁전, 하인, 레드카펫, 시상식, 대상,
비단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04
KEY
WORD

10

/

고급스러운

Relevant Keyword
격조있는, 수준높은, 프리미엄, 고품질, 최상의, 고품격, 훌륭한, 최상급, 품위있는, 양질의, 우수
한, 명품의, 럭셔리한, 웅장한
Relevant Word
브랜드, 다이아몬드, 금, 보석, 반짝임, ++, A+, 황실, 귀족, 왕관, 왕궁, 고양이, 호텔, 샹들리
에, 외제차, 왕, 왕비, 재벌, 스포츠카, 빌딩, 아이비리그, 왕실혈통개, 영국, 폴로, 골드바, 명품,
퍼스트클래스, vip, ks마크, 인증마크, 고려청자, 루왁커피, 궁전, 하인, 레드카펫, 시상식, 대상,
비단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5-0054786호

제41-0310994호

제41-0325382호

제41-0322883호

제41-0318037호

제41-0284226호

제41-0229918호

제41-0324967호

제41-0283301호

제41-0325485호

제41-2015-00074

제41-200-400218

제41-2013-00342

제41-2014-00512

56호

88호270.

17호271.

제41-0181960호

제41-0321960호

제45-0035230호

제41-0296479호

240309
및
260118
인장형상
2409
왕관
보석이
박힌
머리띠등
020134
한국
전통의상
입고있는
남성

99호

272.

제41-0278209호

250125
기타다른
장식무늬
제41-2014-00456
14호

제41-0232830호

제40-0980600호

제41-2015-00195

제41-2014-00242

72호274.

45호275.

270901
도형화된
“A”
제41-2015-00135
91호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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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1

/

친근한

Relevant Keyword
친숙한, 친절한, 긍정적인
Relevant Word
친구, 가족, 고향, 학교, 단골손님, 단골가게, 인사, 커피, 다방, 커피숍, 쌀밥, 김치, 아줌마, 미
소, 고운말씨, 옆집언니, 엄마, 습관, yes, 파이팅, 강아지, 소, 닭, 돼지, 가로수, 동네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친근한

친철한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Friendly

friendly

Filikó

amical

amistoso

프랜들리

프리안들리

필리코

아미깔

아미스또소

거절결정
포기
출원중
출원중
출원중
거절결정

amichevole
아미케이볼
레

독일어
Freundlich
퐈인들리

kind

huiusmodi

eídos

genre

especie

tipo

Art

카인드

우유스모디

이도스

좐

에스빼띠어

티뽀

아트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70.
271.
272.
273.
274.
275.

이태리어

206
KEY
WORD

11

친근한

/

Relevant Keyword
친숙한, 친절한, 긍정적인
Relevant Word
친구, 가족, 고향, 학교, 단골손님, 단골가게, 인사, 커피, 다방, 커피숍, 쌀밥, 김치, 아줌마, 미
소, 고운말씨, 옆집언니, 엄마, 습관, yes, 파이팅, 강아지, 소, 닭, 돼지, 가로수, 동네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2004-001737

제41-1999-000405

제41-1996-000815

6 호276.

1 호277.

4 호278.

절단방식

혼성방식

friendly
제41-0090913호

-

amical
제41-1999-000499
4

호279.

-

제41-2015-000343
1

호280.

제41-0032294호
281.

kind
제41-0227598호

제41-0319570호

제41-0278121호

제41-0211330호

제41-0272872호

제41-0281652호

제41-0219490호

art
제41-1982-000028
7 호282.

276.
277.
278.
279.
280.
281.
282.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출원중
소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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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1

친근한

/

Relevant Keyword
친숙한, 친절한, 긍정적인
Relevant Word
친구, 가족, 고향, 학교, 단골손님, 단골가게, 인사, 커피, 다방, 커피숍, 쌀밥, 김치, 아줌마, 미
소, 고운말씨, 옆집언니, 엄마, 습관, yes, 파이팅, 강아지, 소, 닭, 돼지, 가로수, 동네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01 머리, 상반신
020124 수명의 남성

040521 마스크·환상적 형태의 머리·식별이 곤
란한 머리 형태

020301 머리, 상반신

050731 커피 콩

020311 요리를 하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

060305 주위에 산이 있거나 배경이 있는 호수

는 여성, 웨이츠레스

또는 바다

020324 수명의 여성

060320 흐르는 물이 있는 기타 다른 풍경

020501 머리, 상반신

060701 거리

020522 남녀로 짝을 지은 어린이

060708 농촌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 구역

020524 수명의 어린이

060711 물, 강 또는 내천이 있는 도시 풍경,

020709 여성 및 아기

또는 마을 풍경

020710 여성 및 어린이

061909 기타 다른 경작지

020712 어린이(가족)와 함께 있는 남성 및 여

061910 건초더미가 있는 풍경

성

061911 목장, 목초지

020713 그룹 운동 장면

061913 주위에 산이 있는 목초지

020723 도안화(양식화)된 사람들의 그룹

061915 풍차 또는 수차(물레방아)가 있는 풍

030108 개, 늑대, 여우

경

030404 들소, 황소

070125 기타 다른 거주지 또는 빌딩

030418 돼지, 멧돼지

080702 그릇에 담긴 밥

030420 돼지 또는 멧돼지의 머리

080729 (그릇에 담긴)배추김치, 무우김치

030421 소과 동물의 머리

110304 찻잔, 쟁반에 붙인 컵

030703 수탉, 암탉, 병아리

130110 가로등, 플로어 스탠드

208
KEY
WORD

11

/

친근한

Relevant Keyword
친숙한, 친절한, 긍정적인
Relevant Word
친구, 가족, 고향, 학교, 단골손님, 단골가게, 인사, 커피, 다방, 커피숍, 쌀밥, 김치, 아줌마, 미
소, 고운말씨, 옆집언니, 엄마, 습관, yes, 파이팅, 강아지, 소, 닭, 돼지, 가로수, 동네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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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1

/

친근한

Relevant Keyword
친숙한, 친절한, 긍정적인
Relevant Word
친구, 가족, 고향, 학교, 단골손님, 단골가게, 인사, 커피, 다방, 커피숍, 쌀밥, 김치, 아줌마, 미
소, 고운말씨, 옆집언니, 엄마, 습관, yes, 파이팅, 강아지, 소, 닭, 돼지, 가로수, 동네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61720호

제41-0259646호

제41-0312398호

제41-0246963호

제41-0261407호

제41-0318015호

제41-0277638호

제45-0055509호

제41-0292172호

제41-0285616호

제41-0307023호

제41-0320882호

제41-0322361호

제41-0329185호

제41-0207831호

제41-0318793호

제41-0228606호

제41-0318996호

제41-0329480호

제41-0326967호

제41-0321382호

제41-0298155호

제41-0327886호

제45-0055831호

제45-0055281호

030703
수탉
암탉
병아리

030418
돼지
멧돼지

030404
들소,
황소

020101
남성

110304
찻잔
쟁반에
붙인 컵

210
KEY
WORD

12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본연의, 기본의, 클래식한
Relevant Word
바이엘, 글자, 걸음마, 구구단, 덧셈, 뺄셈, 알파벳, 내의, 숫자,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청바지,
흰셔츠, 흰종이, 바위, 뼈대, 인프라, 철골, 혈관, 뿌리, 원자, 상형문자, 바게트빵, 소금, 식용유,
우유, 원재료, 생고기, 물, 산소, 불, 땅, 바다, 바람, 산, 빛, 햇빛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기본적인

영어

basis
베이시스

라틴어

fundamen
ta
푼다멘따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basis

base

base

base

Grund

바시스

바즈

바세

바세

그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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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2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본연의, 기본의, 클래식한
Relevant Word
바이엘, 글자, 걸음마, 구구단, 덧셈, 뺄셈, 알파벳, 내의, 숫자,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청바지,
흰셔츠, 흰종이, 바위, 뼈대, 인프라, 철골, 혈관, 뿌리, 원자, 상형문자, 바게트빵, 소금, 식용유,
우유, 원재료, 생고기, 물, 산소, 불, 땅, 바다, 바람, 산, 빛, 햇빛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

-

제41-0050987호

-

-

제45-2009-000415

제41-2015-001937

절단방식

혼성방식

basis
제41-2015-000490
8 호283.

base

6

283. 출원공고
284. 거절결정
285. 출원중

호284.

0호285.

제41-0220535호

제41-0124117호

212
KEY
WORD

12

베이직한

/

Relevant Keyword
본연의, 기본의, 클래식한
Relevant Word
바이엘, 글자, 걸음마, 구구단, 덧셈, 뺄셈, 알파벳, 내의, 숫자,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청바지,
흰셔츠, 흰종이, 바위, 뼈대, 인프라, 철골, 혈관, 뿌리, 원자, 상형문자, 바게트빵, 소금, 식용유,
우유, 원재료, 생고기, 물, 산소, 불, 땅, 바다, 바람, 산, 빛, 햇빛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1 별, 혜성
0103 태양

070515 샘, (하천의) 유역, 수영장, 물보라 또
는 물 분출물, 우물

0107 달

080103 긴 빵 덩어리, 프랑스 빵 (막대빵)

2705 특이 서체를 표현하는 문자

080301 우유, 크림 (8.3.2 제외)

2707 특이 서체를 표현하는 숫자

080502 햄(훈제된 고기덩어리), 양 다리, 부위

2709 알파벳 문자 도형
011315 원자모형, 분자모형, 사람·동물 또는
식물세포의 표현물
011505 화염
011509 발광원, 광선, 한 줄기의 광선
011515 물방울, 비누방울

별로 잘린 고기덩어리
080504 썰어 놓은 육류, 돈육 또는 생선류
080510 요리되었거나 요리를 위해 준비된 가
금류 또는 날짐승 고기
080515 요리되었거나 요리를 위해 준비된 생
선(가시를 발라낸 생선) 또는 생선류

011523 소용돌이, 회전운동, 토네이도

090303 바지, 반바지

020506 아기(태아)

090309 셔츠, 티셔츠, 여성용 조끼, 블라우스

020517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네 발로

090314 속옷, 속바지, 목욕용 의상, 내의

기고 있는 어린이
020922 골격, 골격의 일부, 뼈 (2.9.23 제외)

140122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을 강화하기
위한 철제 골격(장대)

030605 네발 짐승의 골격·두개골

241705 수학 기호

050120 나뭇가지가 없는 나무의 줄기

241706 수개의 수학 기호

050701 곡물(낟알), 씨앗

250704 체크무늬의 표면 또는 배경

050731 커피 콩

250721 직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060101 울퉁불퉁한 바위, 암석, 바위 담,암벽

261107 수직 선 또는 띠

060102 산, 산 풍경

261108 수평 선 또는 띠

060104 도안화(양식화)된 산 또는 화산

261109 사선 또는 띠

060304 열린 바다, 해안이 없이 펼쳐진 바다

261110 직선 또는 띠

060305 주위에 산이 있거나 배경이 있는 호수

281700 고대문자, 설형문자

또는 바다

281703 고대 상형문자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213

Vol.3 RESTAURANT PART

KEY
WORD

12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본연의, 기본의, 클래식한
Relevant Word
바이엘, 글자, 걸음마, 구구단, 덧셈, 뺄셈, 알파벳, 내의, 숫자,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청바지,
흰셔츠, 흰종이, 바위, 뼈대, 인프라, 철골, 혈관, 뿌리, 원자, 상형문자, 바게트빵, 소금, 식용유,
우유, 원재료, 생고기, 물, 산소, 불, 땅, 바다, 바람, 산, 빛, 햇빛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 중분류 검색 >

< 세분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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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2

/

베이직한

Relevant Keyword
본연의, 기본의, 클래식한
Relevant Word
바이엘, 글자, 걸음마, 구구단, 덧셈, 뺄셈, 알파벳, 내의, 숫자,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청바지,
흰셔츠, 흰종이, 바위, 뼈대, 인프라, 철골, 혈관, 뿌리, 원자, 상형문자, 바게트빵, 소금, 식용유,
우유, 원재료, 생고기, 물, 산소, 불, 땅, 바다, 바람, 산, 빛, 햇빛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27616호

제41-0330136호

제41-0331230호

제41-0330265호

제41-0331084호

제41-0330837호

제41-0281578호

제41-0213083호

제41-0207917호

제41-0304057호

제41-0322061호

제45-0056874호

제41-0305782호

제41-0326335호

제41-0318618호

제41-0283078호

제41-0319285호

제41-0308395호

제41-0284958호

제45-0053611호

제41-0301132호

제45-0059030호

제41-0277249호

제45-0038944호

2705
특이서체
표현하는
문자

050731
곡물,
씨앗,
과일

제41-2015-00022
34호

011505
화염

060104
도안화된
산

261108
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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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3

/

창조적인

Relevant Keyword
색다른, 독특한, 이색적인, 특별한, 창의적인, 트랜디한, 감각적인, 스타일리쉬한, 퓨전의, 콜라보
레이션, 파격적인, 젊은, 변형한, 혁신적인, 개성있는, 빈티지한, 독창성, 아이디어, 전략적인, 신
개념의, 도전적인, 유니크한, 스페셜한, 재해석, 참신한, 복합적인
Relevant Word
창조물, 피조물, 셰프, 예술, 모방, 피카소, 백남준, 크로스오버, 모델, 3d프린팅, 발명가, 아인슈
타인, 성경, 생명, 잉태, 알, 어머니, 태아, 캥거루, 붓, 물감, 이젤, 연필, 신화, 아담과 하와,
뱀, 에덴동산, 디자이너, 에디슨, 전구, 전화기, 도자기, 아방가르드, 시인, 작가, 무용가, 마술사,
비둘기, 지팡이, 카드, 뜀틀, 로봇, 외계인, 컴퓨터칩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창조적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createur(tri

creative

creativus

poietikos

ce)

크리에이티

끄레아띠부

포이에티코

크레아뙤르

브

쓰

스

(크레아트
리쓰)

eccentricu
색다른

eccentric

s

atopos

이센트릭

에첸뜨리꾸

아토포스

쓰

감각

sense

sensus

센스

센수쓰

aisthesis
아이스세시
스

스페인어

이태리어

creativo(a)

creativo(a)

끄레아띠보

끄레아띠보

(끄레아띠

(끄레아띠

바)

바)

독일어
schopferis
ch
쇱페리쉬

excentrico(

eccentrico

excentriqu

a)

(a)

e

엑스쎈뜨리

에첸뜨리꼬

엑쌍트릭끄

꼬(엑스쎈

(에첸뜨리

뜨리까)

까)

sens

sentido

senso

Sinn

쌍쓰

센띠도

쎈쏘

진

originell
오리기넬

젊은,

youthful

invenilis

neanikos

juvenile

invenil

giovanile

jugendlich

팔팔한

유쓰풀

유베닐리쓰

네아니코스

쥐베닐

후베닐

죠바닐레

유겐틀리히

innovate

novare

innover

innovar

innovare

이노베이트

노바레

이노베

이노바르

이노바레

idea

idea

idea

idee

idea

idea

ldee

아이디어

이데아

이데아

이데

이데아

이데아

이데

혁신하다

아이디어

neoterizein
네오테리제
인

reformiere
n
레포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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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3

/

창조적인

Relevant Keyword
색다른, 독특한, 이색적인, 특별한, 창의적인, 트랜디한, 감각적인, 스타일리쉬한, 퓨전의, 콜라보
레이션, 파격적인, 젊은, 변형한, 혁신적인, 개성있는, 빈티지한, 독창성, 아이디어, 전략적인, 신
개념의, 도전적인, 유니크한, 스페셜한, 재해석, 참신한, 복합적인
Relevant Word
창조물, 피조물, 셰프, 예술, 모방, 피카소, 백남준, 크로스오버, 모델, 3d프린팅, 발명가, 아인슈
타인, 성경, 생명, 잉태, 알, 어머니, 태아, 캥거루, 붓, 물감, 이젤, 연필, 신화, 아담과 하와,
뱀, 에덴동산, 디자이너, 에디슨, 전구, 전화기, 도자기, 아방가르드, 시인, 작가, 무용가, 마술사,
비둘기, 지팡이, 카드, 뜀틀, 로봇, 외계인, 컴퓨터칩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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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3

/

창조적인

Relevant Keyword
색다른, 독특한, 이색적인, 특별한, 창의적인, 트랜디한, 감각적인, 스타일리쉬한, 퓨전의, 콜라보
레이션, 파격적인, 젊은, 변형한, 혁신적인, 개성있는, 빈티지한, 독창성, 아이디어, 전략적인, 신
개념의, 도전적인, 유니크한, 스페셜한, 재해석, 참신한, 복합적인
Relevant Word
창조물, 피조물, 셰프, 예술, 모방, 피카소, 백남준, 크로스오버, 모델, 3d프린팅, 발명가, 아인슈
타인, 성경, 생명, 잉태, 알, 어머니, 태아, 캥거루, 붓, 물감, 이젤, 연필, 신화, 아담과 하와,
뱀, 에덴동산, 디자이너, 에디슨, 전구, 전화기, 도자기, 아방가르드, 시인, 작가, 무용가, 마술사,
비둘기, 지팡이, 카드, 뜀틀, 로봇, 외계인, 컴퓨터칩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0314047호

제41-0234382호

혼성방식

creative
제41-2015-004071
3 호286.

제41-1990-000084
5 호287.

idea
제41-0284278호

제45-0054531호

제41-0122983호

제41-0169279호

제41-2014-005016
8

호288.

제45-2015-000162
7 호289.

specially
special 외
제45-2015-000449

제41-1994-000919

6호290.

8 호291.

제41-0039450호

제41-0245118호

unique
제41-0207014호

286.
287.
288.
289.
290.
291.

출원중
소멸
출원중
출원공고
출원중
소멸

제41-2008-001378
0호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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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vant Keyword
색다른, 독특한, 이색적인, 특별한, 창의적인, 트랜디한, 감각적인, 스타일리쉬한, 퓨전의, 콜라보
레이션, 파격적인, 젊은, 변형한, 혁신적인, 개성있는, 빈티지한, 독창성, 아이디어, 전략적인, 신
개념의, 도전적인, 유니크한, 스페셜한, 재해석, 참신한, 복합적인
Relevant Word
창조물, 피조물, 셰프, 예술, 모방, 피카소, 백남준, 크로스오버, 모델, 3d프린팅, 발명가, 아인슈
타인, 성경, 생명, 잉태, 알, 어머니, 태아, 캥거루, 붓, 물감, 이젤, 연필, 신화, 아담과 하와,
뱀, 에덴동산, 디자이너, 에디슨, 전구, 전화기, 도자기, 아방가르드, 시인, 작가, 무용가, 마술사,
비둘기, 지팡이, 카드, 뜀틀, 로봇, 외계인, 컴퓨터칩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402 반인반수

031112

두꺼비, 올챙이, 개구리

0403 전설적 동물

040504

인간의 외형을 지닌 로보트

020103

종교적 인물, 법복 또는 관복을 입고 있는

040505

기타 명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의인화된 표

020107

할리퀸, 어릿광대, 피에로, 축제 의상 또는

040507

외계인

그로테스크 풍 또는 괴이한 복장, 난장이,

040514

동물의 외형을 지닌 로보트

마법사 복장을 한 남성

070502

기념비로 간주되는 구조물 (만리장성, 에펠

남성

020108

현, 인간의 외형을 지닌 공상적 존재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의

탑, 자유의 여신 상 등)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070505

기타 다른 고대 기념비

음악가, 악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 오케스트

070525

기타 다른 기념비

라 연주자

080711

모든 종류의 계란, 조리된 계란

020111

푸주한, 요리사, 웨이터, 제빵사

100301

지팡이, 우산, 파라솔

020122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남성스러운 사람

130117

전기 등의 전구 또는 형광등

020130

기타 남성

150918

집적 회로, 컴퓨터 칩, 반도체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성 군

160111

전화기(일반유선)

악대장

190903

꽃병, 장식용 꽃병(항아리)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200103

연필, 펜, 펜촉, 만년필 펜, 펠트 펜 , 깃털

020311

요리를 하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

020109

펜

성, 웨이츠레스

200105

그림용 붓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인 여성인물, 마녀, 그

200111

기타 다른 필기, 제도 또는 그림용 재료

로테스크풍 여성

200115

그림 이젤, 화판, 흑판, 석판

020326

여성음악가, 악기와 함께 있는 여성, 오케스

200501

감아 올리거나 가장자리 처리를 한 양피지

트라지휘자

200505

수기 또는 인쇄된 내용 또는 표를 가지는

020330

기타 여성

020506

아기(태아)

200524

구겨진 종이, 찢어진 종이

020705

나신의 남녀 한 쌍, 또는 속옷 또는 기타

200702

서적, 잡지, 신문

다른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는 남녀한 쌍

210107

카드 한 벌, 게임용 카드(트럼프)

020709

여성 및 아기

210325

기타 다른 스포츠 용품

030515

캥거루

251201

빛 또는 방사선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030711

비둘기, 호도애

251203

파형(모아레)무늬의 표면 또는 배경

031101

뱀

251225

기타 다른 장식물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020322

292. 거절결정

기타 다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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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인

Relevant Keyword
색다른, 독특한, 이색적인, 특별한, 창의적인, 트랜디한, 감각적인, 스타일리쉬한, 퓨전의, 콜라보
레이션, 파격적인, 젊은, 변형한, 혁신적인, 개성있는, 빈티지한, 독창성, 아이디어, 전략적인, 신
개념의, 도전적인, 유니크한, 스페셜한, 재해석, 참신한, 복합적인
Relevant Word
창조물, 피조물, 셰프, 예술, 모방, 피카소, 백남준, 크로스오버, 모델, 3d프린팅, 발명가, 아인슈
타인, 성경, 생명, 잉태, 알, 어머니, 태아, 캥거루, 붓, 물감, 이젤, 연필, 신화, 아담과 하와,
뱀, 에덴동산, 디자이너, 에디슨, 전구, 전화기, 도자기, 아방가르드, 시인, 작가, 무용가, 마술사,
비둘기, 지팡이, 카드, 뜀틀, 로봇, 외계인, 컴퓨터칩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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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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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인

Relevant Keyword
색다른, 독특한, 이색적인, 특별한, 창의적인, 트랜디한, 감각적인, 스타일리쉬한, 퓨전의, 콜라보
레이션, 파격적인, 젊은, 변형한, 혁신적인, 개성있는, 빈티지한, 독창성, 아이디어, 전략적인, 신
개념의, 도전적인, 유니크한, 스페셜한, 재해석, 참신한, 복합적인
Relevant Word
창조물, 피조물, 셰프, 예술, 모방, 피카소, 백남준, 크로스오버, 모델, 3d프린팅, 발명가, 아인슈
타인, 성경, 생명, 잉태, 알, 어머니, 태아, 캥거루, 붓, 물감, 이젤, 연필, 신화, 아담과 하와,
뱀, 에덴동산, 디자이너, 에디슨, 전구, 전화기, 도자기, 아방가르드, 시인, 작가, 무용가, 마술사,
비둘기, 지팡이, 카드, 뜀틀, 로봇, 외계인, 컴퓨터칩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06628호

제41-0307539호

제41-0303631호

제41-0295858호

제41-0275994호

제41-0247366호

제41-0267505호

제41-0221114호

제45-0007713호

제41-0326942호

제41-0307057호

제41-0191225호

제41-0283399호

020111
푸주한
요리사
웨이터
제빵사

040505
의인화된
표현
제41-2015-00219
48호293.

제41-0101772호
294.

020311
요리하는
여성
웨이츠
레스
제41-0320568호

제41-2010-00288
71호295.

020130
기타남성
제41-0332934

제41-2001-00016
66호296.

제41-0252093호

0403
전설적
동물
제41-0088164호

제41-2014-00526
24호297.

제41-0008645호

제41-2015-00088
40호298.

제41-0113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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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4

/

전문적인

Relevant Keyword
과학적인, 기술적인, 노하우, 독자적인, 차별화된, 특제의, 표준화된, 프로페셔널, 수제의, 뛰어
난, 특화된, 전문화된, 개발하는, 연구하는, 숙련된
Relevant Word
교수님, 안경, 과학자, 원소, 원자, 뇌, 설계도, 대학교, 줄기세포, 책, 사전, 집현전, 측우기, 스
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노벨상, 사과, 스티븐잡스, 천재, IQ180, 맥가이버칼, 드릴, 그래프, 수
학공식, 달착륙, 암스트롱, 우주선, 거북선, 망원경, 돋보기, 천문대, 현미경, 실험용 쥐, 손, 지
문, 실험용 도구, 한글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profession

전문적인

al
프로페셔널

라틴어

그리스어

profession

Epangelma

al

tiká

프로페시오

에빤길로마

날

티카

프랑스어

스페인어

profession

Profesional

nel

쁘로뻬씨오

포피쇼넬

날

physiologo
과학의

기술적

scientfic

physicus

s

사이언티픽

파시꾸쓰

파시올로고

e

스

씨앙띠픽끄

tekhnikos

technique

테흐니코스

테끄닉끄

technical
테크니컬

artficiosus
아르띠피치
오수쓰

scientifiqu

이태리어

독일어

profession
ale

Berufs

쁘로뻬씨오

버룹스

날레

cientifico(a

scientifico(

)

a)

씨엔띠피꼬

쉬엔띠피꼬

(씨엔띠피

(쉬엔띠피

까)

까)

tecnoco(a)

tecnico(a)

떽니꼬(떽

떼끄니꼬(

니까)

떼끄니까)

wissensch
aftlich
비쎈샤프틀
리히

technisch
테히니쉬

nomal

nomalis

nomimos

noemal(e)

normal

normale

normal

노멀

노르말리쓰

노미모스

노흐말

노르말

노르말레

노어말

뛰어난,

eminent

eminens

exokhos

eminente

eminente

fuhrend

탁월한

에미넌트

에미넨쓰

에크소호스

에미넨떼

에미넨/데

슈튀르첸

expert(e)

experto(a)

experto(a)

expert

peritus

empeiros

엑쓰뻬르(

엑스뻬르또

엑스뻬르또

geschickt

엑스퍼트

뻬리뚜쓰

엠페이로스

엑쓰뻬르트

(엑스뼤르

(엑스뼤르

게쉭트

)

따)

따)

표준의

숙련된

293.
294.
295.
296.
297.
298.

출원중
소멸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eminent(e)
에미낭(에
미낭뜨)

222
KEY
WORD

14

/

전문적인

Relevant Keyword
과학적인, 기술적인, 노하우, 독자적인, 차별화된, 특제의, 표준화된, 프로페셔널, 수제의, 뛰어
난, 특화된, 전문화된, 개발하는, 연구하는, 숙련된
Relevant Word
교수님, 안경, 과학자, 원소, 원자, 뇌, 설계도, 대학교, 줄기세포, 책, 사전, 집현전, 측우기, 스
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노벨상, 사과, 스티븐잡스, 천재, IQ180, 맥가이버칼, 드릴, 그래프, 수
학공식, 달착륙, 암스트롱, 우주선, 거북선, 망원경, 돋보기, 천문대, 현미경, 실험용 쥐, 손, 지
문, 실험용 도구, 한글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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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4

/

전문적인

Relevant Keyword
과학적인, 기술적인, 노하우, 독자적인, 차별화된, 특제의, 표준화된, 프로페셔널, 수제의, 뛰어
난, 특화된, 전문화된, 개발하는, 연구하는, 숙련된
Relevant Word
교수님, 안경, 과학자, 원소, 원자, 뇌, 설계도, 대학교, 줄기세포, 책, 사전, 집현전, 측우기, 스
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노벨상, 사과, 스티븐잡스, 천재, IQ180, 맥가이버칼, 드릴, 그래프, 수
학공식, 달착륙, 암스트롱, 우주선, 거북선, 망원경, 돋보기, 천문대, 현미경, 실험용 쥐, 손, 지
문, 실험용 도구, 한글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

technical
-

제45-2014-000975
2호299.

제45-0028701호

제41-0257973호

제45-0029741호

제41-0318931호

expert
제41-0316000호

299. 출원중
300. 거절결정

제45-2004-000032
1 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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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4

/

전문적인

Relevant Keyword
과학적인, 기술적인, 노하우, 독자적인, 차별화된, 특제의, 표준화된, 프로페셔널, 수제의, 뛰어
난, 특화된, 전문화된, 개발하는, 연구하는, 숙련된
Relevant Word
교수님, 안경, 과학자, 원소, 원자, 뇌, 설계도, 대학교, 줄기세포, 책, 사전, 집현전, 측우기, 스
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노벨상, 사과, 스티븐잡스, 천재, IQ180, 맥가이버칼, 드릴, 그래프, 수
학공식, 달착륙, 암스트롱, 우주선, 거북선, 망원경, 돋보기, 천문대, 현미경, 실험용 쥐, 손, 지
문, 실험용 도구, 한글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305

천문 궤도

011315

원자모형, 분자모형, 사람·동물 또는 식물
세포의 표현물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0201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0203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020914

손, 오므린 손, 손가락, 손 또는 손가락 자
국, 팔

020915

편 손 (손바닥 또는 손등)

020917

손 또는 손가락 자국

020923

두개골

030507

쥐, 생쥐, 두더지, 햄스터

050713

사과

070105

(동양식) 탑, 석탑

070125

기타 다른 거주지 또는 빌딩

140711

핸드 드릴(활모양의 드릴 포함), 꺽쇠

140712

전기 드릴, 공압 해머

160106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160113

무선전화, 휴대폰, 워키토키, 마이크로폰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160313

안경, 안경테

160315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180307

길고 가느다란 몸체를 지닌 큰 범선, 쾌속

180510

우주 로켓 및 캡슐, 인공위성, 비행접시,

선
우주선
191104

실험실 및 의약용 용기

191105

원구형 증류기(아래로 굽은 긴 목이 달린)

191107

삼각형 증류기

191109

원구형 형태의 실험용기

191111

삼각형 형태의 실험용기

191113

시험관

191125

기타 다른 실험실 또는 의약용 용기

200507

설계도, 배선도, 도표, 그래프

200702

서적, 잡지, 신문

241705

수학 기호

241706

수개의 수학 기호

241707

도형 또는 문자와 결합된 수학 기호

241709

기타 다른 수학적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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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4

/

전문적인

Relevant Keyword
과학적인, 기술적인, 노하우, 독자적인, 차별화된, 특제의, 표준화된, 프로페셔널, 수제의, 뛰어
난, 특화된, 전문화된, 개발하는, 연구하는, 숙련된
Relevant Word
교수님, 안경, 과학자, 원소, 원자, 뇌, 설계도, 대학교, 줄기세포, 책, 사전, 집현전, 측우기, 스
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노벨상, 사과, 스티븐잡스, 천재, IQ180, 맥가이버칼, 드릴, 그래프, 수
학공식, 달착륙, 암스트롱, 우주선, 거북선, 망원경, 돋보기, 천문대, 현미경, 실험용 쥐, 손, 지
문, 실험용 도구, 한글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36200호

제41-0130790호

제41-0309406호

070125
거주지
빌딩
사육장 등
제41-0187941호

제45-2008-00011
81호301.

020914
손
오므린손
손가락 등
제41-0265583호

제41-0125587호

제41-0192638호

제41-0326208호

제41-0321032호

제41-2015-00125
08호302.

제45-0040643호

160313
안경
안경테
제41-2015-00161
52호303.

제41-2011-00413
71호304.

제41-0264177호

050713
사과
제41-0247095호

제41-2009-00095
23호305.

제41-0308578호

제41-0230794호

제41-2014-00073

제41-2012-00304

55호307.

29호308.

제41-2012-00076
94호306.

020105
만찬복
슈트를
입고있는
남성

제41-0314028호

제41-0069791호

제41-0176843호

226
KEY
WORD

15

/

맛있는

Relevant Keyword
중독성있는, 맛좋은, 조화로운, 엄선된, 깊은 맛, 매운, 균형있는
Relevant Word
슈가파우더, 설탕, 디저트, 홀릭, 고추, 마약, 알코올, 성형, 종가집, 따귀, 장독, 앙상블, 영양사,
요리, 미슐랭가이드 별, 인증마크, 주부, 인스턴트, 숙성, 원조, 맛집, 배달, 라면, msg, 저울, 식
단, 영양소, 피사의사탑, 1:1, 더치페이, 무너진 벽, 시소, 외발자전거, 치킨, 장류, 시골할머니
손맛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맛있다

조화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delicious

suavis

hedys

딜리셔스

수아비

헤디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delicieux(se)

saburoso(a)

buono(a)

델리씨외(델

사부로소(사

부오노(부오

리씨외즈)

부로사)

나)

독일어
lecker/kostli
ch
레커/쾨스틀
리히

harmony

harmonia

harmonia

harmonie

armonia

armonia

Hamonie

하모니

하르모니아

하르모니아

아흐모니

아르모니아

아르모니아

하모니

profundo(a)
깊다

deep

altus

bathys

딥

알뚜쓰

바시스

profond(e)

/hondo(a)

profondo(a)

프로퐁(프로

쁘로푼도(쁘

프로폰도(프

퐁드)

로푼다)/온

로폰다)

tief
티프

도(온다)

균형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거절결정
출원중
출원중
포기
거절결정
거절결정
출원중
포기

balance
밸런스

aequilibritas

isorrhopia

애뀔리브리

이소로호피

따쓰

아

balance
발랑쓰

equilibrio

equilibrio

Ausgleich

에낄리브리

에낄리브리

아우스글라

오

오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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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5

/

맛있는

Relevant Keyword
중독성있는, 맛좋은, 조화로운, 엄선된, 깊은 맛, 매운, 균형있는
Relevant Word
슈가파우더, 설탕, 디저트, 홀릭, 고추, 마약, 알코올, 성형, 종가집, 따귀, 장독, 앙상블, 영양사,
요리, 미슐랭가이드 별, 인증마크, 주부, 인스턴트, 숙성, 원조, 맛집, 배달, 라면, msg, 저울, 식
단, 영양소, 피사의사탑, 1:1, 더치페이, 무너진 벽, 시소, 외발자전거, 치킨, 장류, 시골할머니
손맛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28
KEY
WORD

15

/

맛있는

Relevant Keyword
중독성있는, 맛좋은, 조화로운, 엄선된, 깊은 맛, 매운, 균형있는
Relevant Word
슈가파우더, 설탕, 디저트, 홀릭, 고추, 마약, 알코올, 성형, 종가집, 따귀, 장독, 앙상블, 영양사,
요리, 미슐랭가이드 별, 인증마크, 주부, 인스턴트, 숙성, 원조, 맛집, 배달, 라면, msg, 저울, 식
단, 영양소, 피사의사탑, 1:1, 더치페이, 무너진 벽, 시소, 외발자전거, 치킨, 장류, 시골할머니
손맛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혼성방식

delicious
제41-0231462호

제41-2006-002975
9 호309.

제45-0054531호

제41-0327332호

제41-0061347호

제41-0161860호

buono(a)
제41-0060140호

제41-2004-001554
9 호310.

deep
제41-1999-001754

제45-1999-000045

제45-2013-000018

제41-2010-002766

1 호311.

7 호312.

9 호313.

0 호314.

balance
제41-0015697호

309.
310.
311.
312.
313.
314.

거절결정
포기
거절결정
소멸
포기
포기

제41-2014-001957
1 호315.

제41-0256344호

제41-0089195호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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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5

/

맛있는

Relevant Keyword
중독성있는, 맛좋은, 조화로운, 엄선된, 깊은 맛, 매운, 균형있는
Relevant Word
슈가파우더, 설탕, 디저트, 홀릭, 고추, 마약, 알코올, 성형, 종가집, 따귀, 장독, 앙상블, 영양사,
요리, 미슐랭가이드 별, 인증마크, 주부, 인스턴트, 숙성, 원조, 맛집, 배달, 라면, msg, 저울, 식
단, 영양소, 피사의사탑, 1:1, 더치페이, 무너진 벽, 시소, 외발자전거, 치킨, 장류, 시골할머니
손맛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11 푸주한, 요리사, 웨이터, 제빵사

090107 레이스, 노끈, 테이프, 가는 끈, 로프

020301 머리, 상반신

090719 요리사 모자

020302 상세한 얼굴 모양이 표현되지 않는 머

110313 양념 병(그릇), 소금 병(그릇), 후추

리 실루엣
020311 요리를 하고 있거나 집안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웨이츠레스

병(그릇), 겨자 병(그릇)
110320 음식 또는 음료가 담겨진 용기, 접시,
식기류

0203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170302 쟁반 모양의 접시가 2개 있는 저울

020915 편 손 (손바닥 또는 손등)

170305 저울의 일부

020917 손 또는 손가락 자국

170311 체중계, 저울추

020920 엄지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하는

180105 이륜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삼륜

모양

자전거

050915 가지, 오이, 피클용 오이, 고추

190125 기타 다른 대형 용기

070125 기타 다른 거주지 또는 빌딩

190902 항아리(손잡이 유무에 무관함), 피처

070502 기념비로 간주되는 구조물 (만리장성,

191321 약병, 캡슐, 알약, 정제, 좌약

에펠 탑, 자유의 여신 상 등)

240307 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71522 벽, 문 또는 장벽, 담장

240308 타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80510 요리되었거나 요리를 위해 준비된 가

240309 기타 다른 형태의 인장 또는 도장, 스

금류 또는 날짐승 고기

탬프

080702 그릇에 담긴 밥

241703 별표(*)

080703 마카로니, 다른 파스타

241710 음악 기호(악보)

080704 피자

241711 높은 음자리표

080705 음식물로 채워진 접시 또는 식기

241712 음표(온음표, 반음표 등 올챙이 모양)

080714 과일샐러드, 콤폿(설탕에 졸여 차게

241713 보표(오선), 음표 또는 높은 음자리표

식힌 과일 디저트)
080721 설탕
08072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식품
315. 거절결정
316. 소멸

가 그려진 보표
241714 기타 다른 음악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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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5

/

맛있는

Relevant Keyword
중독성있는, 맛좋은, 조화로운, 엄선된, 깊은 맛, 매운, 균형있는
Relevant Word
슈가파우더, 설탕, 디저트, 홀릭, 고추, 마약, 알코올, 성형, 종가집, 따귀, 장독, 앙상블, 영양사,
요리, 미슐랭가이드 별, 인증마크, 주부, 인스턴트, 숙성, 원조, 맛집, 배달, 라면, msg, 저울, 식
단, 영양소, 피사의사탑, 1:1, 더치페이, 무너진 벽, 시소, 외발자전거, 치킨, 장류, 시골할머니
손맛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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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5

/

맛있는

Relevant Keyword
중독성있는, 맛좋은, 조화로운, 엄선된, 깊은 맛, 매운, 균형있는
Relevant Word
슈가파우더, 설탕, 디저트, 홀릭, 고추, 마약, 알코올, 성형, 종가집, 따귀, 장독, 앙상블, 영양사,
요리, 미슐랭가이드 별, 인증마크, 주부, 인스턴트, 숙성, 원조, 맛집, 배달, 라면, msg, 저울, 식
단, 영양소, 피사의사탑, 1:1, 더치페이, 무너진 벽, 시소, 외발자전거, 치킨, 장류, 시골할머니
손맛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28372호

제41-0321191호

제41-0316737호

제45-0037053호

제41-0310903호

제41-0322243호

제41-0303911호

제41-0248328호

제41-0296886호

제41-0269254호

제41-0277419호

제41-0325515호

제41-0218541호

제41-0195644호

제41-0312374호

제41-0313699호

제41-0331986호

제41-0301362호

제41-0250724호

제41-0320180호

제41-0235607호

제41-0312970호

제41-0238965호

제41-0085583호

240309
기타다른
형태의
도장
스탬프
020111
푸주한
요리사
웨이터
제빵사

090719
조리사용
모자
제41-2015-00227
50호

080725
기타
음식물
110320
음식이
담겨진
식기류

050915
고추

232
KEY
WORD

16

/

즐거운
열광적인

Relevant Keyword
흥미로운, 다이내믹한, 정열적인, 에너지있는, 활기찬, 밝은, 생동감있는, 활력있는, 충전하는, 오
감자극, 재밌는, 감흥있는, 즐기는
Relevant Word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춤, 퍼레이드, 악기, 삐에로, 폭죽, 소용돌이, 빨간, 운동, 근육,
달리기, 올림픽, 축구, 야구, 에너지드링크, 여행, 지도, 배터리, 네온사인, 브라질, 노래방, 쌈바,
탱고, 장미, 축제, 번개, 디스코, 음표, 롤러스케이트, 땀, 태양, 사진, 플래시, 음악, 불, 캠프파
이어, 파도, 살아있는 물고기, 요트, 기차, 비행기, 비비드, 웃음,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
글라이딩, 고글, 게임, 신발, 배낭, 돌고래, 말, 얼룩말, 레이싱, 자동차, 깃발, 아스팔트, 수영복,
짧은치마, 탭댄스, 재래시장, 바닷가, 계곡, 마이크, 캐스터넷츠, 탬버린, 나비, 딱따구리, cd, 헤
드폰, 앵무새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즐거움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pleasure

voluptas

hedone

plaisir

placer

piacere

Lust

플레져

볼룹따쓰

헤도네

쁠레지르

쁠라쎄르

삐아체레

루스트

passion

passio

pathos

passion

pasion

passione

aft

패션

빠씨오

파소스

빠시옹

빠시온

빠씨오네

라이덴샤프

Leidensch
열정

트

에너지

밝다

energeia

energy

vigor

에너지

비고르

light

clarus

lampros

clair(e)

라이트

끌라루쓰

람프로스

끌레르

에네르게이
아

prosagogo
재미있는

interesting

incundus

s

인터레스팅

유꾼두스

프로사고고
스

energie

energia

energia

Energie

에네르지

에네르히아

에네르지아

에네르기

claro(a)

chiaro

끌라로(끌

끼아로(끼

라라)

아라)

hell
헬

interessant
(e)
엥떼레쌍(
엥떼레쌍뜨
)

interesante
인떼레산떼

interessant
e
인떼레싼떼

interessant
인테레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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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6

/

즐거운
열광적인

Relevant Keyword
흥미로운, 다이내믹한, 정열적인, 에너지있는, 활기찬, 밝은, 생동감있는, 활력있는, 충전하는, 오
감자극, 재밌는, 감흥있는, 즐기는
Relevant Word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춤, 퍼레이드, 악기, 삐에로, 폭죽, 소용돌이, 빨간, 운동, 근육,
달리기, 올림픽, 축구, 야구, 에너지드링크, 여행, 지도, 배터리, 네온사인, 브라질, 노래방, 쌈바,
탱고, 장미, 축제, 번개, 디스코, 음표, 롤러스케이트, 땀, 태양, 사진, 플래시, 음악, 불, 캠프파
이어, 파도, 살아있는 물고기, 요트, 기차, 비행기, 비비드, 웃음,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
글라이딩, 고글, 게임, 신발, 배낭, 돌고래, 말, 얼룩말, 레이싱, 자동차, 깃발, 아스팔트, 수영복,
짧은치마, 탭댄스, 재래시장, 바닷가, 계곡, 마이크, 캐스터넷츠, 탬버린, 나비, 딱따구리, cd, 헤
드폰, 앵무새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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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6

/

즐거운
열광적인

Relevant Keyword
흥미로운, 다이내믹한, 정열적인, 에너지있는, 활기찬, 밝은, 생동감있는, 활력있는, 충전하는, 오
감자극, 재밌는, 감흥있는, 즐기는
Relevant Word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춤, 퍼레이드, 악기, 삐에로, 폭죽, 소용돌이, 빨간, 운동, 근육,
달리기, 올림픽, 축구, 야구, 에너지드링크, 여행, 지도, 배터리, 네온사인, 브라질, 노래방, 쌈바,
탱고, 장미, 축제, 번개, 디스코, 음표, 롤러스케이트, 땀, 태양, 사진, 플래시, 음악, 불, 캠프파
이어, 파도, 살아있는 물고기, 요트, 기차, 비행기, 비비드, 웃음,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
글라이딩, 고글, 게임, 신발, 배낭, 돌고래, 말, 얼룩말, 레이싱, 자동차, 깃발, 아스팔트, 수영복,
짧은치마, 탭댄스, 재래시장, 바닷가, 계곡, 마이크, 캐스터넷츠, 탬버린, 나비, 딱따구리, cd, 헤
드폰, 앵무새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방식

조합·접합
방식

혼성방식

-

pleasure
-

제41-1999-0016029
호317.

제45-0012924호

제41-0310347호

제41-0292040호

제41-0170229호

제41-0315819호

제41-0035472호

passion
제41-0208699호

제41-2006-0006629
호318.

energy
제41-0277846호

제41-0329759호

light
제41-0006857호

제41-1998-0000214
호319.

제41-0052937호

제41-2014-0038495
호320.

hell
제41-0236438호

317. 거절결정

제41-2010-0011740
호321.

제41-0265226

제41-0189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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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6

즐거운
열광적인

/

Relevant Keyword
흥미로운, 다이내믹한, 정열적인, 에너지있는, 활기찬, 밝은, 생동감있는, 활력있는, 충전하는, 오
감자극, 재밌는, 감흥있는, 즐기는
Relevant Word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춤, 퍼레이드, 악기, 삐에로, 폭죽, 소용돌이, 빨간, 운동, 근육,
달리기, 올림픽, 축구, 야구, 에너지드링크, 여행, 지도, 배터리, 네온사인, 브라질, 노래방, 쌈바,
탱고, 장미, 축제, 번개, 디스코, 음표, 롤러스케이트, 땀, 태양, 사진, 플래시, 음악, 불, 캠프파
이어, 파도, 살아있는 물고기, 요트, 기차, 비행기, 비비드, 웃음,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
글라이딩, 고글, 게임, 신발, 배낭, 돌고래, 말, 얼룩말, 레이싱, 자동차, 깃발, 아스팔트, 수영복,
짧은치마, 탭댄스, 재래시장, 바닷가, 계곡, 마이크, 캐스터넷츠, 탬버린, 나비, 딱따구리, cd, 헤
드폰, 앵무새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3 태양

031301

나비

0117 지리학적 지도, 천체 지도

050501

장미

2101 게임용구, 장난감

060304

열린 바다, 해안이 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

2103 스포츠 용품, 회전목마

060305

주위에 산이 있거나 배경이 있는 호수 또

2201 악기, 악기 부속품, 음악 부속품

는 바다

011503

번개

060701

거리

011505

화염

070117

키오스크(간이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등),

011515

물방울, 비눗방울

011523

소용돌이, 회전운동, 토네이도

070118

광고 게시판 또는 기념비, 기타 다른 광고

011524

파도

020101

머리, 상반신

070509

경기장, 원형 경기장, 운동장, 구기장

020107

할리퀸, 어릿광대, 피에로, 축제 의상 또는

090911

운동용 신발류, 스키 부츠

그로테스크 풍 또는 괴이한 복장, 난장이,

100315

배낭

마법사 복장을 한 남성

150902

배터리, 건전지, 전지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의

160113

무선전화, 휴대폰, 삐삐, 무전기, 워키토

020108

전시회 칸막이, 시장의 개별매점
용 구조물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020109

키, 마이크로폰

음악가, 악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 오케스

160114

헤드폰, 이어폰

트라 연주자

160116

음향, 영상, 데이터 기록 및 재생용 디스

020118

마시거나 먹고 있는 남성

0201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이들

160118

스피커, 앰프

과 함께 있는 남성

160302

일반사진기

020301

머리, 상반신

160305

필름, 필름통

020305

나신의 여성, 또는 속옷, 수영복, 또는 기

160313

안경, 안경테

타 다른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180109

승용차, 지프, 밴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성

180111

기차, 궤도차, 선로용 차량

020308

군악대장

318.
319.
320.
321.

거절결정
거절결정
출원공고
거절결정

크, CD, DVD, 디스크의 표지 및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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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열광적인

Relevant Keyword
흥미로운, 다이내믹한, 정열적인, 에너지있는, 활기찬, 밝은, 생동감있는, 활력있는, 충전하는, 오
감자극, 재밌는, 감흥있는, 즐기는
Relevant Word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춤, 퍼레이드, 악기, 삐에로, 폭죽, 소용돌이, 빨간, 운동, 근육,
달리기, 올림픽, 축구, 야구, 에너지드링크, 여행, 지도, 배터리, 네온사인, 브라질, 노래방, 쌈바,
탱고, 장미, 축제, 번개, 디스코, 음표, 롤러스케이트, 땀, 태양, 사진, 플래시, 음악, 불, 캠프파
이어, 파도, 살아있는 물고기, 요트, 기차, 비행기, 비비드, 웃음,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
글라이딩, 고글, 게임, 신발, 배낭, 돌고래, 말, 얼룩말, 레이싱, 자동차, 깃발, 아스팔트, 수영복,
짧은치마, 탭댄스, 재래시장, 바닷가, 계곡, 마이크, 캐스터넷츠, 탬버린, 나비, 딱따구리, cd, 헤
드폰, 앵무새 등

020318

마시고 있거나 먹고 있는 여성

020320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타고 있거나 이들

020326

180301

조정용 보트, 카누, 곤돌라, 경주용 요트,
카약

과 함께 있는 여성

180310

윈드 서핑용 보드, 서핑 보드

여성음악가, 악기와 함께 있는 여성, 오케

180501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의 일부(꼬리,

스트라지휘자

날개, 조종실등)

020501

머리, 상반신

180503

도안화(양식화)된 비행기

020508

운동을 하고 있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어

180506

열기구, 계류기구, 비행선

린이

180507

연, 삼각 날개 글라이더

020520

악기와 함께 있는 어린이

180508

낙하산

020716

연극, 버라이어티,콘서트 또는 춤추는장면

240718

오륜기(올림픽)

020718

먹거나 마시는 사람들의 그룹

240721

하나의 깃대(줄)에 묶인 여러 개의 깃발

020919

발, 발가락, 발 또는 발가락 자국, 다리

241710

음악 기호(악보)

030301

말, 노새

241711

높은 음자리표

030708

펭귄

241712

음표(온음표, 반음표 등 올챙이 모양)

030712

갈가마귀, 까마귀, 당까마귀, 까치

241713

보표(오선), 음표 또는 높은 음자리표가 그

030715

앵무새, 잉꼬, 큰부리새

030904

돌고래

241714

기타 다른 음악 기호

030910

기타 다른 물고기(메기, 복어)

290101

적색, 분홍색, 주황색

려진 보표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

< 중분류 검색 >

< 세분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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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6

/

즐거운
열광적인

Relevant Keyword
흥미로운, 다이내믹한, 정열적인, 에너지있는, 활기찬, 밝은, 생동감있는, 활력있는, 충전하는, 오
감자극, 재밌는, 감흥있는, 즐기는
Relevant Word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춤, 퍼레이드, 악기, 삐에로, 폭죽, 소용돌이, 빨간, 운동, 근육,
달리기, 올림픽, 축구, 야구, 에너지드링크, 여행, 지도, 배터리, 네온사인, 브라질, 노래방, 쌈바,
탱고, 장미, 축제, 번개, 디스코, 음표, 롤러스케이트, 땀, 태양, 사진, 플래시, 음악, 불, 캠프파
이어, 파도, 살아있는 물고기, 요트, 기차, 비행기, 비비드, 웃음,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패러
글라이딩, 고글, 게임, 신발, 배낭, 돌고래, 말, 얼룩말, 레이싱, 자동차, 깃발, 아스팔트, 수영복,
짧은치마, 탭댄스, 재래시장, 바닷가, 계곡, 마이크, 캐스터넷츠, 탬버린, 나비, 딱따구리, cd, 헤
드폰, 앵무새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91075호

제41-0236098호

제41-0313558호

제41-0254928호

제41-0015251호

제41-0045431호

제41-0315664호

제41-0279513호

제41-0226342호

제41-0330855호

제41-0275703호

제41-0321646호

제41-0276357호

제41-0317278호

제41-0312465호

제41-0301784호

제41-0244762호

제41-0301784호

제41-0189573호

제41-0279258호

제41-0311124호

제41-0327754호

제41-0287893호

제41-0140685호

0103
태양

2103
스포츠
용품
회전목마

제41-2010-00050
84호 (거절)

020101
남성의
머리,
상반신

030910
메기,
복어
기타등

011505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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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7

/

신뢰감있는

Relevant Keyword
책임감있는, 성실한
Relevant Word
상장, 스탬프, 인증마크, 지문, 보증서, 싸인, 삼대, 종가집, 종부, 교사, 양복, 악수, 인사, 경력,
이력서,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공공기관, 원산지, 할머니, 가마솥, 나무주걱,
놋그릇, 아궁이, 신입사원, 환경미화원, 농부, 신, 봉사자, 새끼손가락, 편지, 계약서, 소, 나이테,
뿌리, 뉴스, 앵커, 개미, 곰, 일기장, 톱니바퀴, 제복, 경찰, 훈장, 벽, 집, 농기구, 연장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신뢰

책임

성실한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confidence

confidentia

pistis

confiance

confianza

confienza

컨피던스

꼰피덴시아

피스티스

꽁피앙쓰

꼰피안싸

꼰피덴짜

responsibil

responsibil

responsabi

responsibil

responsabi

Verantwort

ity

itas

aitia

lite

idad

lita

ung

리스폰서빌

레스뽄시빌

아이티아

레스뽕싸빌

레스뽄시빌

레스뽄싸빌

페어안트보

리티

리따쓰

리떼

리닷

리따

어통

sincere

sincerus

apseudes

sincere

sincero(a)

sincero(a)

aufrichtig

신시어

신체루쓰

압세우데스

쎙쎄르

신쎄로(신

신체로(신

아우프리히

쎄라)

체라)

티히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독일어
vertrauen
페어트라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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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7

/

신뢰감있는

Relevant Keyword
책임감있는, 성실한
Relevant Word
상장, 스탬프, 인증마크, 지문, 보증서, 싸인, 삼대, 종가집, 종부, 교사, 양복, 악수, 인사, 경력,
이력서,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공공기관, 원산지, 할머니, 가마솥, 나무주걱,
놋그릇, 아궁이, 신입사원, 환경미화원, 농부, 신, 봉사자, 새끼손가락, 편지, 계약서, 소, 나이테,
뿌리, 뉴스, 앵커, 개미, 곰, 일기장, 톱니바퀴, 제복, 경찰, 훈장, 벽, 집, 농기구, 연장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

-

-

-

-

-

-

-

혼성방식

responsibility
제41-0242521호

제41-0223998호

pistis
제41-0134973호

322. 츨원중

제41-2015-004109
0 호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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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뢰감있는

Relevant Keyword
책임감있는, 성실한
Relevant Word
상장, 스탬프, 인증마크, 지문, 보증서, 싸인, 삼대, 종가집, 종부, 교사, 양복, 악수, 인사, 경력,
이력서,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공공기관, 원산지, 할머니, 가마솥, 나무주걱,
놋그릇, 아궁이, 신입사원, 환경미화원, 농부, 신, 봉사자, 새끼손가락, 편지, 계약서, 소, 나이테,
뿌리, 뉴스, 앵커, 개미, 곰, 일기장, 톱니바퀴, 제복, 경찰, 훈장, 벽, 집, 농기구, 연장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1407 연장

050120

나뭇가지가 없는 나무의 줄기

1409 농업용 또는 원예용 도구, 쇄빙 도끼

070124

도안화(양식화)된 거주지 또는 빌딩

2405 훈장, 주화, 훈위

070125

기타 다른 거주지 또는 빌딩

010105 4개 이상의 별

071522

벽, 문 또는 장벽, 담장

020101

머리, 상반신

110109

주걱, 기타 다른 식탁 용품

020102

무장한 남성, 또는 갑옷 또는 제복을 입

110318

소스 냄비, 냄비, 스튜 냄비, 프라이팬,

고 있는 남성
020103

큰 냄비, 솥

종교적 인물, 법복 또는 관복을 입고 있

110325

기타 다른 접시 및 식기류

는 남성

130302

덮개 없는 난로, 화로, 기타 난방장치

020105

만찬복 또는 슈트를 입고 있는 남성

150702

톱니바퀴, 원판형톱(회전형)

020113

농부, 육상노무자

190304

우체통

020124

수명의 남성

200505

수기 또는 인쇄된 내용 또는 표를 가지

020301

머리, 상반신

020310

옷을 입은 여성(정장, 캐주얼 등)

200513

봉투

020312

농업 일을 하고 있는 여성

200516

은행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신분증

020323

도안화(양식화)된 여성

240302

문서, 리본 등에 찍힌 인영, 스탬프

0203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240307

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20914

손, 오므린 손, 손가락, 손 또는 손가락

240308

타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자국, 팔

240309

기타 다른 형태의 인장 또는 도장, 스탬

020916

악수로 맞잡은 손

020917

손 또는 손가락 자국

030114

곰, 코알라, 웜바트

030404

들소, 황소

030421

소과 동물의 머리

031316

개미

050119

포도나무, 그루터기(나무밑동)

는 기타 다른 문서

프
260118

하나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는 원 또는
타원

270505

필기형식 또는 인쇄형식이 나타나는 문
자

270513

서명 또는 판독하기 어려운 서명 형태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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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7

/

신뢰감있는

Relevant Keyword
책임감있는, 성실한
Relevant Word
상장, 스탬프, 인증마크, 지문, 보증서, 싸인, 삼대, 종가집, 종부, 교사, 양복, 악수, 인사, 경력,
이력서,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공공기관, 원산지, 할머니, 가마솥, 나무주걱,
놋그릇, 아궁이, 신입사원, 환경미화원, 농부, 신, 봉사자, 새끼손가락, 편지, 계약서, 소, 나이테,
뿌리, 뉴스, 앵커, 개미, 곰, 일기장, 톱니바퀴, 제복, 경찰, 훈장, 벽, 집, 농기구, 연장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242
KEY
WORD

17

/

신뢰감있는

Relevant Keyword
책임감있는, 성실한
Relevant Word
상장, 스탬프, 인증마크, 지문, 보증서, 싸인, 삼대, 종가집, 종부, 교사, 양복, 악수, 인사, 경력,
이력서,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공공기관, 원산지, 할머니, 가마솥, 나무주걱,
놋그릇, 아궁이, 신입사원, 환경미화원, 농부, 신, 봉사자, 새끼손가락, 편지, 계약서, 소, 나이테,
뿌리, 뉴스, 앵커, 개미, 곰, 일기장, 톱니바퀴, 제복, 경찰, 훈장, 벽, 집, 농기구, 연장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5-0054786호

제41-0293226호

제41-0318183호

제41-0319539호

제41-0308553호

제41-0282110호

제45-0056317호

제41-0171474호

260118
문자를
포함하는
원
240309
인장
스탬프

020101
남성의
머리,
상반신
제45-0059007호

제41-2010-00184
16호323.

030404
들소,
황소
제41-0265858호

제45-0028679호

제41-0312135호

제41-0304587호

제45-0048992호

제41-0325172호

제41-0326347호

제41-0331239호

제41-0313909호

제41-0322555호

제41-0323987호

제41-0267826호

제41-0329091호

110318
냄비
프라이팬
솥

020301
여성의
머리,
상반신
제41-0021699호

323. 포기

제41-2013-00408
31호324.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243

Vol.3 RESTAURANT PART

KEY
WORD

18

/

바른

Relevant Keyword
반듯한, 모범적인, 정직한
Relevant Word
흰색, 직선, 한복, 곡선, 외길, 완장, 매, 대나무, 책, 이정표, 나무, 고목, 해바라기, 선비, 갓,
초롱불, 척추, 양반, 소나무, 두루미, 정몽주, 춘향이, 선죽교, 요가, 맞춤법, 사용설명서, 생활계
획표, 참잘했어요, 별다섯개, 절개, 독립투사, 붓글씨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모범적인

정직한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exemplary

exemplaris

이그젬플러

엑셈쁠라리

리

쓰

honest

honestus

euthys

honnete

어니스트

호네스뚜쓰

에우시테스

오넷뜨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324. 거절결정

그리스어
paradeigm
atikos
파라데이그
마티코스

exemplaire
에그쟝쁠레
르

스페인어
ejemplar
에헴쁠라르

이태리어

독일어

essemplar

vorbildlich

e

포어빌틀리

에젬쁠라레

히

honesto(a)

onesto(a)

오네스또(

오네스또(

오네스따)

오네스따)

ehrlich
에얼리히

244
KEY
WORD

18

/

바른

Relevant Keyword
반듯한, 모범적인, 정직한
Relevant Word
흰색, 직선, 한복, 곡선, 외길, 완장, 매, 대나무, 책, 이정표, 나무, 고목, 해바라기, 선비, 갓,
초롱불, 척추, 양반, 소나무, 두루미, 정몽주, 춘향이, 선죽교, 요가, 맞춤법, 사용설명서, 생활계
획표, 참잘했어요, 별다섯개, 절개, 독립투사, 붓글씨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0245180호

제41-0275646호

혼성방식

honest
제41-1996-001199
0 호325.

제41-0277088호

-

onesto(a)
제41-0295382호

325. 소멸
326. 거절결정
327. 포기

제41-2008-002213
5 호326.

-

제41-1997-001050
1 호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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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8

/

바른

Relevant Keyword
반듯한, 모범적인, 정직한
Relevant Word
흰색, 직선, 한복, 곡선, 외길, 완장, 매, 대나무, 책, 이정표, 나무, 고목, 해바라기, 선비, 갓,
초롱불, 척추, 양반, 소나무, 두루미, 정몽주, 춘향이, 선죽교, 요가, 맞춤법, 사용설명서, 생활계
획표, 참잘했어요, 별다섯개, 절개, 독립투사, 붓글씨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201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
성 군악대장

051113 대나무, 갈대, 사탕수수, 옥수수, 바닐
라 꼬투리
071101 다리(교량)

0203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071110 도로, 인터체인지, 도로 분기점

020917 손 또는 손가락 자국

090724 갓, 머리에 쓰는 관, 상투

020922 골격, 골격의 일부, 뼈 (2.9.23 제외)

130107 석유 등, 희미하게 빛나는 램프

030605 네발 짐승의 골격·두개골

180713 이정표

030707 황새, 왜가리, 학, 플라밍고, 백학 또

200507 설계도, 배선도, 도표, 그래프

는 기타 다른 섭금류(물가에서 먹이를

240716 태극기

찾는 새)

241721 태극무늬

050101 삼각형, (상단에 꼭짓점을 가지는)원

250704 체크무늬의 표면 또는 배경

뿔형, 또는 (전나무, 사이프러스 등과

250721 직선 또는 띠로 덮인 표면 또는 배경

같은) 양촛불 형태의 나무 또는 관목

261107 수직 선 또는 띠

050102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의 나무 또
는 관목 (포플러)
050103 기타 다른 형태의 나무 또는 관목
050110 침엽수
050115 꽃이 핀 나무 및 관목
050116 도안화(양식화)된 나무 또는 관목

261108 수평 선 또는 띠
261110 직선 또는 띠
270513 서명 또는 판독하기 어려운 서명 형태
의 문자
270525 기타 다른 특별한 서체를 표현하는 문
자

050117 소나무

280305 식별이 곤란한 중국문자

050504 마거리트, 해바라기, 데이지

290106 흰색, 회색, 은색

246
KEY
WORD

18

/

바른

Relevant Keyword
반듯한, 모범적인, 정직한
Relevant Word
흰색, 직선, 한복, 곡선, 외길, 완장, 매, 대나무, 책, 이정표, 나무, 고목, 해바라기, 선비, 갓,
초롱불, 척추, 양반, 소나무, 두루미, 정몽주, 춘향이, 선죽교, 요가, 맞춤법, 사용설명서, 생활계
획표, 참잘했어요, 별다섯개, 절개, 독립투사, 붓글씨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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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8

/

바른

Relevant Keyword
반듯한, 모범적인, 정직한
Relevant Word
흰색, 직선, 한복, 곡선, 외길, 완장, 매, 대나무, 책, 이정표, 나무, 고목, 해바라기, 선비, 갓,
초롱불, 척추, 양반, 소나무, 두루미, 정몽주, 춘향이, 선죽교, 요가, 맞춤법, 사용설명서, 생활계
획표, 참잘했어요, 별다섯개, 절개, 독립투사, 붓글씨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222861호

제45-0029308호

제41-0305063호

제41-0320171호

제41-0282959호

제41-0327424호

제41-0321646호

제41-0107444호

제41-0331192호

제41-0304778호

제45-0046509호

제41-0234419호

제41-0243982호

제41-0245518호

제41-0282666호

제41-0309862호

261108
수평선,
띠

020134
한국전통
의상을
입고있는
남성

제41-2006-00034
47호328.

050116
도안화된
나무

261110
직선
또는
띠

제41-2001-00113
53호329.

제41-0321771호

제41-2013-00311
66호330.

270525
특이서체
포함하는
문자

328.
329.
330.
331.

거절결정
거절결정
포기
출원중

제41-2008-00105

제41-2015-00111

05호331.

85호332.

제45-0013877호

제41-2015-00086
62호333.

제41-0328142호

248
KEY
WORD

19

/

건강한

Relevant Keyword
영양적인, 홈메이드, 가정식, 로컬푸드, 안전한, 웰빙의, 슬로우, 건전한, 안심하는, 의학적인, 치
료의
Relevant Word
영양제, 근육, 운동, 알약, 물, 나뭇잎, 꽃, 채소, 의사, 주사, 비타민, 아령, 운동기구, 구명조끼,
안전모, 젊은이, 아기, 어린이, 엄마손, 뽀빠이, 시금치, 보디빌더, PT, 병원, 코튼, 참치, 싱싱한
물고기, 낙지, 장어, 나물, 청정, 무공해, 유기농, 농부, 땀, 밀짚모자, 그린벨트, 초록색, 태양,
태양열, 피, 헌혈, 엽록소, 광합성, O2, 삼시세끼, 산책, 수저, 밥그릇, 진시황, 불로초, 장수, 십
장생, 불사조, 신선, 캠핑, 피트니스, 유산균, 헬리코박터, 과일, 흙, 젖소, 목장, 제주도, 보건복
지부, 미생물, 간호사, 청진기, 소독약, 완치, 꿀, 복합다당류, 채식주의자, 백세시대, 고령화, 달
팽이, 거북이, 두루미, 예방주사, 백신, 항생제, 건강검진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healthy

salus

hygies

sain(e)

sano(a)

sano(a)

gesund

헬씨

살부쓰

히기에스

쎙(쏀)

사노(사나)

싸노(싸나)

게준트

nutrition

alimentum

trophe

nutrition

nutricion

뉴트리션

알리멘뚬

스로페

뉘트리씨옹

누뜨리씨온

안전한,

safe

salus

asphales

sure(e)

틀림없는

세이프

살루쓰

아스팔레스

쒸르

건강한

영양

nutrizione
누뜨리찌오
네

seguro(a)

sicuro(a)

세구로(세

씨꾸로(씨

구라)

꾸라)

Ernahrung
에어네롱

sicher
지허
Ruhe/Erlei

안심

relief

levamen

hesykhia

릴리프

레바멘

헤시히아

soulageme
nt
슬라주망

alivio

sollievo

알리비오

쏠리에보

chterung
루에/
에어라이히
테룽

의학

느리다

medicine

medicina

iatrike

medecine

medicina

medicina

Medizin

메디슨

메디치나

이아트리케

메드씬느

메디씨아

메디치나

메디친

slow

tardus

bradys

lent(e)

lento(a)

lento(a)

langsam

슬로우

다르두쓰

브라디스

랑(랑뜨)

렌또(렌따)

렌또(렌따)

랑잠

treatment

curatio

therapeia

traitement

o

trattament

Behandlun

트리트먼트

꾸라시오

세라페이아

트렛뜨망

뜨라따미엔

o

g

뜨라따멘또

베한틀룽

tratamient
치료

또

332. 출원중
333. 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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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9

/

건강한

Relevant Keyword
영양적인, 홈메이드, 가정식, 로컬푸드, 안전한, 웰빙의, 슬로우, 건전한, 안심하는, 의학적인, 치
료의
Relevant Word
영양제, 근육, 운동, 알약, 물, 나뭇잎, 꽃, 채소, 의사, 주사, 비타민, 아령, 운동기구, 구명조끼,
안전모, 젊은이, 아기, 어린이, 엄마손, 뽀빠이, 시금치, 보디빌더, PT, 병원, 코튼, 참치, 싱싱한
물고기, 낙지, 장어, 나물, 청정, 무공해, 유기농, 농부, 땀, 밀짚모자, 그린벨트, 초록색, 태양,
태양열, 피, 헌혈, 엽록소, 광합성, O2, 삼시세끼, 산책, 수저, 밥그릇, 진시황, 불로초, 장수, 십
장생, 불사조, 신선, 캠핑, 피트니스, 유산균, 헬리코박터, 과일, 흙, 젖소, 목장, 제주도, 보건복
지부, 미생물, 간호사, 청진기, 소독약, 완치, 꿀, 복합다당류, 채식주의자, 백세시대, 고령화, 달
팽이, 거북이, 두루미, 예방주사, 백신, 항생제, 건강검진 등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250
KEY
WORD

19

/

건강한

Relevant Keyword
영양적인, 홈메이드, 가정식, 로컬푸드, 안전한, 웰빙의, 슬로우, 건전한, 안심하는, 의학적인, 치
료의
Relevant Word
영양제, 근육, 운동, 알약, 물, 나뭇잎, 꽃, 채소, 의사, 주사, 비타민, 아령, 운동기구, 구명조끼,
안전모, 젊은이, 아기, 어린이, 엄마손, 뽀빠이, 시금치, 보디빌더, PT, 병원, 코튼, 참치, 싱싱한
물고기, 낙지, 장어, 나물, 청정, 무공해, 유기농, 농부, 땀, 밀짚모자, 그린벨트, 초록색, 태양,
태양열, 피, 헌혈, 엽록소, 광합성, O2, 삼시세끼, 산책, 수저, 밥그릇, 진시황, 불로초, 장수, 십
장생, 불사조, 신선, 캠핑, 피트니스, 유산균, 헬리코박터, 과일, 흙, 젖소, 목장, 제주도, 보건복
지부, 미생물, 간호사, 청진기, 소독약, 완치, 꿀, 복합다당류, 채식주의자, 백세시대, 고령화, 달
팽이, 거북이, 두루미, 예방주사, 백신, 항생제, 건강검진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2006-000077

제45-2005-000284

혼성방식

healthy
제41-2004-001078
4

호334.

9

호335.

7

호336.

제41-2004-001993
4 호337.

medicine
제41-1996-001489

제41-2011-002070

4 호338.

2호339.

제41-0214677호

제41-0193927호

제41-0315472호

제41-0285991호

slow
제41-0329772호

제41-2008-002833
0 호340.

-

therapeia
-

제41-0319406호

제45-2015-700160
3 호341.

제41-0218681호

safe
제41-2003-001231
4호342.

334.
335.
336.
337.
338.
339.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
포기
거절결정

제41-0271797호

제45-0040740호

제41-0099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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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9

/

건강한

Relevant Keyword
영양적인, 홈메이드, 가정식, 로컬푸드, 안전한, 웰빙의, 슬로우, 건전한, 안심하는, 의학적인, 치
료의
Relevant Word
영양제, 근육, 운동, 알약, 물, 나뭇잎, 꽃, 채소, 의사, 주사, 비타민, 아령, 운동기구, 구명조끼,
안전모, 젊은이, 아기, 어린이, 엄마손, 뽀빠이, 시금치, 보디빌더, PT, 병원, 코튼, 참치, 싱싱한
물고기, 낙지, 장어, 나물, 청정, 무공해, 유기농, 농부, 땀, 밀짚모자, 그린벨트, 초록색, 태양,
태양열, 피, 헌혈, 엽록소, 광합성, O2, 삼시세끼, 산책, 수저, 밥그릇, 진시황, 불로초, 장수, 십
장생, 불사조, 신선, 캠핑, 피트니스, 유산균, 헬리코박터, 과일, 흙, 젖소, 목장, 제주도, 보건복
지부, 미생물, 간호사, 청진기, 소독약, 완치, 꿀, 복합다당류, 채식주의자, 백세시대, 고령화, 달
팽이, 거북이, 두루미, 예방주사, 백신, 항생제, 건강검진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3 태양
0107 달
0507 곡물, 씨앗, 과일
0509 야채
2103 스포츠 용품, 회전목마
2413 십자가
011315
원자모형, 분자모형, 사람·동물 또는 식물세포
의 표현물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011515
물방울, 비눗방울
020103
종교적 인물, 법복 또는 관복을 입고 있는 남성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의 남
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2.1.2, 2.1.12,
2.1.14, 2.1.20 및 2.1.21 제외)
020113
농부, 육상노무자
0201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020134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남성
020303
수녀, 간호사
020308
운동하고 있는 여성, 여성 무용가, 여성 군악대
장
020312
농업 일을 하고 있는 여성
020315
기타 다른 전문직업인
020501
머리, 상반신
020502
소년
020503
소녀
020506
아기(태아)
020508
운동을 하고 있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
020709
여성 및 아기
020710
여성 및 어린이
020712
어린이(가족)와 함께 있는 남성 및 여성
020713
그룹 운동 장면
020914
손, 손가락, 손 또는 손가락 자국, 팔
030402
암소, 송아지
030407
사슴, 수사슴, 고라니, 순록, 새끼 사슴, 영양,
엘크(북유럽산 큰사슴), 노루
030707
황새, 왜가리, 학, 플라밍고, 백학 또는 기타 다
른 섭금류(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새)

340. 거절결정
341. 출원중
342. 거절결정

030905
030908
030910
030915
031107
031111
040320
050117
050313
050520
051114
060101
060102
060104
061911
070120
070515
080702
090717
090721
110105
180411
191105
191107
191109
191111
191113
191301
191303
191307
191321
191322
191325
290103

황새치(참치, 다랑어), 긴 이빨 고래, 톱 상어
뱀 모양의 물고기(뱀장어 등)
기타 다른 물고기(메기, 복어)
오징어, 문어, 낙지
달팽이, 민달팽이
거북
불사조, 기타 다른 전설적 동물
소나무
도안화(양식화)된 나뭇잎
도안화(양식화)된 꽃
목화
울퉁불퉁한 바위, 암석, 바위 담, 암벽
산, 산 풍경
도안화(양식화)된 산 또는 화산
목장, 목초지
텐트, 유르트(몽골유목민의 천막집)
샘, (하천의) 유역, 수영장, 물보라 또는 물 분
출물, 우물
그릇에 담긴 밥
테가 넓은 모자 (멕시코 모자 또는 카우보이 모
자)
보호용 헬멧(안전모)
나이프, 포크 및/또는 수저세트
부표, 구명대(조끼)
원구형 증류기(아래로 굽은 긴 목이 달린)
삼각형 증류기
원구형 형태의 실험용기 (풍선형 휴대용기)
삼각형 형태의 실험용기
시험관
내과 또는 외과 장비, 기구 또는 용품, 인공 보
철물, 내복약, 의족, 의치
주사기
인공 보철물(의족, 의치 등)
약병, 캡슐, 알약, 정제, 좌약
청진기
기타 다른 내과 또는 외과 장비, 기구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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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9

/

건강한

Relevant Keyword
영양적인, 홈메이드, 가정식, 로컬푸드, 안전한, 웰빙의, 슬로우, 건전한, 안심하는, 의학적인, 치
료의
Relevant Word
영양제, 근육, 운동, 알약, 물, 나뭇잎, 꽃, 채소, 의사, 주사, 비타민, 아령, 운동기구, 구명조끼,
안전모, 젊은이, 아기, 어린이, 엄마손, 뽀빠이, 시금치, 보디빌더, PT, 병원, 코튼, 참치, 싱싱한
물고기, 낙지, 장어, 나물, 청정, 무공해, 유기농, 농부, 땀, 밀짚모자, 그린벨트, 초록색, 태양,
태양열, 피, 헌혈, 엽록소, 광합성, O2, 삼시세끼, 산책, 수저, 밥그릇, 진시황, 불로초, 장수, 십
장생, 불사조, 신선, 캠핑, 피트니스, 유산균, 헬리코박터, 과일, 흙, 젖소, 목장, 제주도, 보건복
지부, 미생물, 간호사, 청진기, 소독약, 완치, 꿀, 복합다당류, 채식주의자, 백세시대, 고령화, 달
팽이, 거북이, 두루미, 예방주사, 백신, 항생제, 건강검진 등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 중분류 검색 >

< 세분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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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19

/

건강한

Relevant Keyword
영양적인, 홈메이드, 가정식, 로컬푸드, 안전한, 웰빙의, 슬로우, 건전한, 안심하는, 의학적인, 치
료의
Relevant Word
영양제, 근육, 운동, 알약, 물, 나뭇잎, 꽃, 채소, 의사, 주사, 비타민, 아령, 운동기구, 구명조끼,
안전모, 젊은이, 아기, 어린이, 엄마손, 뽀빠이, 시금치, 보디빌더, PT, 병원, 코튼, 참치, 싱싱한
물고기, 낙지, 장어, 나물, 청정, 무공해, 유기농, 농부, 땀, 밀짚모자, 그린벨트, 초록색, 태양,
태양열, 피, 헌혈, 엽록소, 광합성, O2, 삼시세끼, 산책, 수저, 밥그릇, 진시황, 불로초, 장수, 십
장생, 불사조, 신선, 캠핑, 피트니스, 유산균, 헬리코박터, 과일, 흙, 젖소, 목장, 제주도, 보건복
지부, 미생물, 간호사, 청진기, 소독약, 완치, 꿀, 복합다당류, 채식주의자, 백세시대, 고령화, 달
팽이, 거북이, 두루미, 예방주사, 백신, 항생제, 건강검진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32158호

제41-0309297호

제41-0325122호

제41-0332121호

제41-0306118호

제41-0269960호

제41-0271717호

제41-0320051호

제45-0058632호

제41-0293086호

제41-0329883호

제45-0040302호

제41-0265317호

제41-0219025호

제41-0160383호

제41-0313480호

제41-0275426호

제41-0316660호

제41-0290986호

제41-0296985호

제41-0186158호

제45-0038011호

제41-0329546호

제41-0322102호

제41-0179850호

0507
곡물
씨앗
과일

0509
야채

0103
태양

050313
도안화된
나뭇잎

050520
도안화된
꽃

254
KEY
WORD

20

/

자연적인

Relevant Keyword
신선한, 싱싱한, 그대로의, 친환경의, 천연의, 환경적인, 새로운, 자연주의, 생생한, 유기농, 오가
닉한, 내추럴한, 제철의
Relevant Word
그린, 노자, 식물, 시골, 과수원, 엄마, 풍경, 바다, 그림, 씨앗, 흙, 지구, 토양, 재활용, 복원,
재앙, 원시인, 초가집, 동굴, 화석, 원점, 나신의 사람, 하늘, 땅, 불, 바람, 기후, 비, 눈, 절경,
자연재배, 무농약, 선식, 농산물, 농기구, 벌레, 심층수, 새싹, 봄나물, 산삼, 더덕, 풀뿌리, 파스
칼, 탈레스, 유토피아, 산들바람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자연의

신선한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natural

naturalis

physikos

내츄럴

나뚜랄리쓰

피시코스

fresh

recens

kainos

프레쉬

레첸쓰

카이노스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프랑스어
naturel(le)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natural

naturale

naturlich

나뚜랄

나뚜랄레

나튀얼리히

frais(iche)

fresco(a)

fresci(a)

프레(프레

프레스꼬(

프레스꼬(

슈)

프레스까)

프레스까)

나뛰렐(나
뛰렐르)

frisch
프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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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Keyword
신선한, 싱싱한, 그대로의, 친환경의, 천연의, 환경적인, 새로운, 자연주의, 생생한, 유기농, 오가
닉한, 내추럴한, 제철의
Relevant Word
그린, 노자, 식물, 시골, 과수원, 엄마, 풍경, 바다, 그림, 씨앗, 흙, 지구, 토양, 재활용, 복원,
재앙, 원시인, 초가집, 동굴, 화석, 원점, 나신의 사람, 하늘, 땅, 불, 바람, 기후, 비, 눈, 절경,
자연재배, 무농약, 선식, 농산물, 농기구, 벌레, 심층수, 새싹, 봄나물, 산삼, 더덕, 풀뿌리, 파스
칼, 탈레스, 유토피아, 산들바람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절단방식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0212855호

제45-0015746호

제41-0215044호

제41-0189372호

제45-0052312호

제41-0303136호

혼성방식

natural
제41-2015-000236
0 호343.

fresh
제41-0040381호

-

fresco(a)
제41-0047002호

343. 출원중
344. 포기

-

제41-1992-000152
4 호344.

제45-000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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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0

자연적인

/

Relevant Keyword
신선한, 싱싱한, 그대로의, 친환경의, 천연의, 환경적인, 새로운, 자연주의, 생생한, 유기농, 오가
닉한, 내추럴한, 제철의
Relevant Word
그린, 노자, 식물, 시골, 과수원, 엄마, 풍경, 바다, 그림, 씨앗, 흙, 지구, 토양, 재활용, 복원,
재앙, 원시인, 초가집, 동굴, 화석, 원점, 나신의 사람, 하늘, 땅, 불, 바람, 기후, 비, 눈, 절경,
자연재배, 무농약, 선식, 농산물, 농기구, 벌레, 심층수, 새싹, 봄나물, 산삼, 더덕, 풀뿌리, 파스
칼, 탈레스, 유토피아, 산들바람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01 별, 혜성
0103 태양
0105 지구, 지구본, 행성
0107 달
0115 자연현상
0113 곤충, 거미, 미생물
0501 나무, 관목
0503 나뭇잎, 침엽, 나뭇잎 또는 침엽을 가지는 나무
가지
0505 화초, 과수 꽃
0603 물, 강 또는 내천이 있는 풍경
020108

곡예사, 운동선수, 무용가, 마술사, 나신의

020126

남성, 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
(석기시대의)혈거인, 원시인

020305

나신의 여성, 또는 속옷, 수영복, 또는 기
타 다른 가벼운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030601

네발 짐승의 신체의 일부, 골격, 해골

030603

네발 짐승의 발(톱), 발(톱)자국

030605
050701

네발 짐승의 골격·두개골
곡물(낟알), 씨앗

051102

뿌리, 작은 뿌리, 생강, 인삼

051111

풀(새싹, 잔디, 목초, 식별되지 않은 식물
포함)

060107

동굴

061905
061907

숲, 무성한 덤불
포도밭

061909

기타 다른 경작지

061913
070109

주위에 산이 있는 목초지
전원 택, 농가, 헛간

140910

기타 다른 농업용 또는 원예용 도구(지게

241719

포함)
재활용 기호(상징)

290103

녹색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 중분류 검색 >

< 세분류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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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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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인

Relevant Keyword
신선한, 싱싱한, 그대로의, 친환경의, 천연의, 환경적인, 새로운, 자연주의, 생생한, 유기농, 오가
닉한, 내추럴한, 제철의
Relevant Word
그린, 노자, 식물, 시골, 과수원, 엄마, 풍경, 바다, 그림, 씨앗, 흙, 지구, 토양, 재활용, 복원,
재앙, 원시인, 초가집, 동굴, 화석, 원점, 나신의 사람, 하늘, 땅, 불, 바람, 기후, 비, 눈, 절경,
자연재배, 무농약, 선식, 농산물, 농기구, 벌레, 심층수, 새싹, 봄나물, 산삼, 더덕, 풀뿌리, 파스
칼, 탈레스, 유토피아, 산들바람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09945호

제41-0329881호

제41-0315795호

제45-0059138호

제41-0318240호

제41-0324206호

제41-0310704호

제41-0327694호

제41-0329481호

제41-0323188호

제41-0328183호

제41-0284876호

제41-0327703호

제41-0297792호

제41-0318562호

제41-0312011호

제41-0301551호

제41-0331311호

제41-0274808호

제41-0295657호

제41-0263979호

0115
자연현상

0503
나뭇잎
또는
나무가지

0505
화초,
과수,
꽃

070109
거주지
사육장
등
제41-0279825호

제41-2015-00279
74호345.

051111
풀(새싹
잔디,
목초 등)
제41-0283362호

345. 출원중

제41-0259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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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21

/

위생적인

Relevant Keyword
깔끔한, 청결한, 쾌적한, 정갈한
Relevant Word
인증마크, 앞치마, 위생장갑, 위생모, 살균세척기, 스팀, 머리카락, 걸레, 창문, 환풍기, 공기청정
기, 대청소, 물, 우물, 정수기, 필터, 댐, 세균, 흰색, 손씻기, 마스크, 수도꼭지, 얼룩, 목욕탕,
소독연기, 소독차, 세제, 에어컨, 산소마스크, 등목, 손소독제, 주방, 빗자루, 쓰레받기, 1급수,
왁스, 먼지, 대걸레, 비누, 치약, 거울, 진공청소기, 도마, 진드기, 빨래, 일광, 무균실, 상수도,
양변기, 무결점, 지우개, 방역, 살균, 여과 등

가. 관련 7개국 언어소재
한국어

위생

청결한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sanitation

saniatio

hygieine

hygiene

sanidad

sanita

Hygiene

새니테이션

사니따시오

히기에이네

이지엔

사니닷

싸니따

히기네

clean

purus

katharos

propre

클린

뿌루쓰

카사로스

프호프르

comfortabl
쾌적한

e
컨퍼터블

commodus

hedys

꼼모두쓰

헤디스

나. 언어소재 별 상표 출원현황

limpio(a)

pulito

림삐오(림

쁠리또(쁠

삐아)

리따)

confortabl

comodo(a)

e

꼬모도(꼬

꽁포르따블

모다)

sauber
자우버

confortevol
e

angenehm

꼰포르떼볼

안게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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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Relevant Keyword
깔끔한, 청결한, 쾌적한, 정갈한
Relevant Word
인증마크, 앞치마, 위생장갑, 위생모, 살균세척기, 스팀, 머리카락, 걸레, 창문, 환풍기, 공기청정
기, 대청소, 물, 우물, 정수기, 필터, 댐, 세균, 흰색, 손씻기, 마스크, 수도꼭지, 얼룩, 목욕탕,
소독연기, 소독차, 세제, 에어컨, 산소마스크, 등목, 손소독제, 주방, 빗자루, 쓰레받기, 1급수,
왁스, 먼지, 대걸레, 비누, 치약, 거울, 진공청소기, 도마, 진드기, 빨래, 일광, 무균실, 상수도,
양변기, 무결점, 지우개, 방역, 살균, 여과 등

다. 주요 단어 출원상표 예시
키워드

접두·접미어

조합·접합

방식

방식

제41-2007-002581

제41-1993-000516

제41-1993-000259

9 호346.

2 호347.

1 호348.

절단방식

혼성방식

clean
제41-0250599호

comfortable
제41-0313941호

comodo(a)
제41-0157050호

346.
347.
348.
349.

거절결정
출원중
소멸
포기

제41-2014-003946
6 호349.

제41-0231188호

-

-

-

-

제41-0150913호

제41-025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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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Relevant Keyword
깔끔한, 청결한, 쾌적한, 정갈한
Relevant Word
인증마크, 앞치마, 위생장갑, 위생모, 살균세척기, 스팀, 머리카락, 걸레, 창문, 환풍기, 공기청정
기, 대청소, 물, 우물, 정수기, 필터, 댐, 세균, 흰색, 손씻기, 마스크, 수도꼭지, 얼룩, 목욕탕,
소독연기, 소독차, 세제, 에어컨, 산소마스크, 등목, 손소독제, 주방, 빗자루, 쓰레받기, 1급수,
왁스, 먼지, 대걸레, 비누, 치약, 거울, 진공청소기, 도마, 진드기, 빨래, 일광, 무균실, 상수도,
양변기, 무결점, 지우개, 방역, 살균, 여과 등

라. 키워드 관련 도형코드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110113

여과기, 정수기

011515

물방울, 비눗방울

110117

도마

020912

체모, 머리채, 가발, 턱수염, 콧수염

110707

빗자루, 창문 청소용 기구

020914

손, 오므린 손, 손가락, 손 또는 손가락 자

120302

세면기, 싱크대

국, 팔

120307

수세식 변기 및 비데, 수조, 변소용물탱크

020915

편 손 (손바닥 또는 손등)

120311

수도꼭지

031320

미생물

150113

프로펠러, 통풍기, 송풍기, 터빈, 버너

070302

창문, 스테인드 글래스 창문

150305

진공 청소기, 광택기

070305

주방

200117

기타 다른 소형 사무용품

070515

샘, (하천의) 유역, 수영장, 물보라 또는

240307

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물 분출물, 우물

240308

타원형 인장 또는 도장, 스탬프

071123

댐

240309

기타 다른 형태의 인장, 스탬프

090305

드레스, 앞치마, 여성용 정장 한 벌

260118

하나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는 원 또는 타

090316

장갑

100501

칫솔, 치약

261301

얼룩, 반점, 때

100517

거울

290106

흰색, 회색, 은색

100521

비누

마. 도형코드별 상표 출원현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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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Relevant Keyword
깔끔한, 청결한, 쾌적한, 정갈한
Relevant Word
인증마크, 앞치마, 위생장갑, 위생모, 살균세척기, 스팀, 머리카락, 걸레, 창문, 환풍기, 공기청정
기, 대청소, 물, 우물, 정수기, 필터, 댐, 세균, 흰색, 손씻기, 마스크, 수도꼭지, 얼룩, 목욕탕,
소독연기, 소독차, 세제, 에어컨, 산소마스크, 등목, 손소독제, 주방, 빗자루, 쓰레받기, 1급수,
왁스, 먼지, 대걸레, 비누, 치약, 거울, 진공청소기, 도마, 진드기, 빨래, 일광, 무균실, 상수도,
양변기, 무결점, 지우개, 방역, 살균, 여과 등

바. 키워드 관련 주요 출원 도형상표 예시
추상적

레터마크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41-0307725호

제41-0325585호

제41-0226291호

제41-0281589호

제41-0239279호

제41-0282096호

제41-0258691호

제41-0316161호

제41-0316238호

제41-0288569호

제41-0247495호

제41-0286205호

제41-0324532호

제41-0312752호

제41-0271758호

제41-0310916호

제41-0235324호

제41-0266101호

260118
하나이상
문자포함
원, 타원

261301
얼룩,
반점,
때
011511
구름,
안개,
증기,
연기

011515
물방울
비누방울
제41-0309400호

제41-2014-00228
64호

020914
손
오므린손
손가락
팔등

350. 거절결정
351. 포기

제41-0272739호

제41-2006-00248
27호350.

제41-0222081호

제41-2013-00281
89호351.

제41-0168621호

262

제3절 외식 브랜드 권리화 이슈 사례연구
1. 지정서비스업의 류와 유사군, 지정서비스업의 올바른 지정
가. 개론
○

상표352.등록을

특허청

할

때에는

지정상품을

선택하여야하는데,

‘특허로

(http://www.patent.go.kr/) → 분류코드검색 → 상품분류코드353.’를 선택하면 특허청에
서 정식명칭으로 고시하고 있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 상품 및 서비스고시목록은 총 제1류 부터 제45류로 구성되며 유사한 지정상품들
은 유사군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받는다. 심사단계에서는 지정상품이
동일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어떤 유사군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류와

유사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열람하고

싶다면

‘특허청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 정보마당 → 심사기준 및 매뉴얼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
기준(2015년 니스 제10판 기준)354.’을 찾아보면 된다.
○ 외식업에 해당하는 류는 제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에 해당하
고, 유사군은

‘한식점업, 레스토랑업, 제과점업, 카페업’ 등의 서비스업이 속한

S120602, ‘주점업’ 등의 서비스업이 속한 S120603, 그 외 ‘키즈카페 관련 서비스업’은
N43001 등이 있다.
○ 주점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식업은 S120602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중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이 각각 S120602, S120603으로 나뉘었는데, 음식점
업의 세분류인 일반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
식업, 기타 음식점업(제과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치킨, 분식, 김밥 등)이 모두
S120602 하나의 코드에 모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표를 등록할 때에는 지정서비
스업 기준에 따라 같은 상품군에 속한다.

나. S120602 내 상품간의 유사성
○ 심사기준 탓에 자칫 명확히 다른 수요자 층을 가진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S120602에
속한다 하더라도 같은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심판을 통해 다른 서비스임을 가려
내야하나, 판례에 따르면 쉬운 일은 아니다.
○ 실제 판결례에 따르면 ‘카페업, 카페테리아 등’과 ‘치킨전문식당체인업 등’은 유사한 서비
스업으로 판결된 바 있는데, ‘카페업’은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

352. 상표와 서비스표를 공통으로 지칭할 때나,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는 “상표”로 통일하여 표기함.
353.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2_09_03_01&version=10
354.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89&catmenu=m02_03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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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제공하는 작은 바 형태의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고, ‘카페테리아업’
은 손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먹는 셀프서비스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치킨전문식당체인업’은 동일한 원료와 양념 및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치킨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셀프서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카페업’ 등과 서비스 성질이 유사하고, 일반 거래실정상 ‘카페’라는 명칭을 사
용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커피 등과 같은 음료뿐만 아니라 맥주, 와인 등 가벼운 주류와
함께 조리된 치킨류와 같은 안주와 간단한 음식류를 판매하고 있고, ‘BBQ’,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치킨전문식당체인점,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에서도 치킨뿐만 아니라 커피
를 판매하고 있으며, ‘BBQ’에서는 맥주 등 가벼운 주류를 판매하는 등 서비스의 제공 내
용이 중복되는 점, 서비스의 제공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2, 30대의 남녀대학생과 직장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주된 수요자의 범위도 상
당부분 중복되는 점, 특히 카페테리아업은 일반적으로 치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류
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등 그 서비스 제공 형태와 내용이 셀프서비스식당업과 매우 유사
하고 수요자 층이 거의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지정서비스업은 일반 거
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여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판결하
였다.355.
○ 또한 ‘레스토랑업’과 ‘제과점업’ 역시 레스토랑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인데, 음
식을 제공하거나 체인점 형태로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이
유사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샌드위치 등과 같이 빵을 이용한 식사대용의 간단한 음식류와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제과점이나 제과체인점에서도 구매한 빵과 음료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간단한 음식류까지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양 서비스업에서 상대 서비스업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주요 수요자 범위도
상당부분 중복되어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판결되었다.356.
○ 아울러 제공음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래실정을 반영해 타 업종에서도 제공할 여지가
있다면 유사로 볼 수 있는데, ‘카레 전문 레스토랑’과 ‘피자 전문 레스토랑’의 경우 종래
에 카레전문 음식이 제공되던 실정에서는 다르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최근 카레의 대중
화에 따라 야채류, 육류, 해산물 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자에서조차 카레가 곁들여져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본 판례도 존재한다.357.
○ 위 사례들을 종합해 유추하면, 제공 내용·방법 및 수요자층이 유사할 경우 유사한 서비스
업으로 볼 여지가 높은데, 현재 외식업은 타 서비스와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퓨전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어, 동일 유사군 S120602 내에서
타 서비스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55. 특허법원 2013. 4. 26. 2013허3494 판결
356. 대법원 2013. 6. 28. 2013허2071 판결
357. 특허법원 2011. 12. 22. 선고 2011허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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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표등록할 때의 지정서비스업과 실제 사용한 지정서비스업이 다르면 차후 사용한
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 지정서비스업을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
당, 제과점, 칵테일라운지, 휴게실’로 등록받고 ‘보드게임카페’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한 사
례에서 법원은 보드게임(종이판이나 나무판에 여럿이 둘러앉아 즐기는 모든 종류의 놀이)
카페인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중 ‘관광음식점’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
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
공하는 음식점을, ‘다방’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나 음
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을, ‘뷔페식당’은 여러 가지 음식을 큰 식탁에 차려 놓고 손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덜어 먹도록 한 식당으로 주로 일식, 중식, 한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곳을, ‘제과점’은 과자나 빵을 파는 곳을, 카페는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
운 서양 음식을 파는 곳을, ‘칵테일라운지’는 실내 또는 실외의 분위기 있는 공간에 한쪽
에는 칵테일라운지 설비를 갖추고 나머지에는 테이블을 갖추어 손님의 주문에 따라 칵테
일라운지에서 칵테일, 서양술, 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을, ‘휴게실’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되 그에 부수하여 간단한 음료나 식품,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보드게임카페는 위 서비스업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아니한다하여, 서비스표
의 사용을 부정한 바 있다.358.

다.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견련관계
○ 등록을 고려할 때에는 서비스업과 상품의 견련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
상품인 ‘커피’와 서비스업인 ‘카페업’은 각각 유사군코드가 달라 상표심사 시 원칙적으로
는 비유사한 영역이나, 실거래실정상 동일 또는 견련관계가 있는 출처로 볼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실례로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양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는
데,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은 식품제조 및 식품판매 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표가 표기된 RTD(Ready to Drink : 캔, 컵, 페트병에 담긴 음료) 커
피음료를 출시하여 위 커피음료가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은 그 매장 내에서 커피원두, 홍차 등을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커피전
문점업, 커피전문체인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커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반인들은 위 서비스의 제공과 커피 등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판
시를 한 바 있다.359.
○ 그러므로 ‘카페업’에 상표를 등록할 경우 ‘커피(제30류 G0502)’도 함께 등록하고, 또한
‘제과점’에 상표를 등록할 경우 ‘빵’(제30류 G0301)에도 같이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358.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9허5943
359. 특헙법원 2013. 7. 19. 선고 2013허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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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심사에서는 비유사로 보아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거래계에서 동일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출처로 오인·혼동될 개연성이 있다면, 심판에서 유사한 상품 및 서
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하고, 출원시 당시에 견련관계가 있을 만한 상
품에 함께 출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라. 관련 유사군 목록
○ 외식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업 및 견련 상품류은 아래와 같다. 제43류는 핵심 서비스
업이며, 상품류는 상황에 따라 견련관계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식품으로 동시 출원을 고
민해 볼 수 있다.
류

유사군

해당하는 상품류

제43류

S120602

한식점업, 레스토랑업, 제과점업, 카페업

제43류

S120603

주점업

제43류

N43001

키즈카페업, 키즈카페운영업, 키즈카페체인업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29류

G0204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 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제29류

G0205

두부, 두부가공식품

제29류

G0206

제29류

G0702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제29류

G0703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제29류

G0704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제29류

G0802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제29류

G0803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제29류

N29002

수프

제29류

N29004

반찬

제30류

G0206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제30류

G0301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한과

제30류

G0303

떡, 인절미

제30류

G0501

차(茶)류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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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류

G0502

커피, 코코아

제30류

G0503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제30류

N30003

초콜릿 제품

제32류

G0503

제32류

G0602

맥주, 맥주용 맥아 즙

제32류

N32002

음료

제33류

G0601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막걸리

제33류

G0602

제33류

G0603

제33류

N33001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 음료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고량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
(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 표 41 > 외식업에 해당하는 류 및 유사군

2. 서비스 제공내용을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한 경우
가. 직접적인 원재료 표현으로 구성된 브랜드 네임
○ 아직도 다수의 외식업자들은 브랜드 네임을 그냥 본인이 제공하는 상품의 원재료로 지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러한 네임은 상표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아래 두 판례는 원재료를 서비스표로 출원·등록하였으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야콘’은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이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로 뿌리의 생김새가 고구마와
비슷하고 당도가 높아 식용으로 재배되는 작물로서, 우리나라에는 1985년에 들어와 강
화군·상주시·괴산군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1985년경부터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식용식물로서 술안주나 반찬류로 사용되는 한편 야콘냉면 등이 여러 음식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그러한 사실들이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소개되어 음식의 원재
료로 볼 수 있다.360.
○ ‘SQUID’ 는 ‘오징어’를 뜻하는 명칭으로, 오징어는 예전부터 그 자체로 액젓의 재료로
쓰이거나 김장김치 등을 만들 때 영양 및 풍미 강화를 위하여 첨가물로 쓰이고, 그 먹물
은 스파게티 등의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원재료로 볼 수 있다.361.
36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2767 판결
361. 대법원 2010. 7. 22.선고 2010후1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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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음식점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면 브랜드 네임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
될 것이다.

나. 직접적인 원재료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 브랜드 네임
○ 간접적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암시하는 정도의 서비스표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판단을 달리한다.
○ ‘TOPOKKI’ 는 로마자 알파벳 7자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로서 일반적으로 쓰이거나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 외국어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 로마자 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발음 관습
상 일응 ‘터포키(끼)‘나 ‘타포키(끼)’, ‘토포키(끼)’ 또는 ‘투포키(끼)‘ 등의 여러 가지로 호
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모두 떡볶이 관련 서비스업종들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보면 대하는 일반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이를 ’떡볶이‘의 로마자 표기로 직감적으로 인
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362.
○ ‘대짜배기’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등 식당 관
련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위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수량
이 많거나 용량이 큰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특히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대짜배기’를 검색하면, ‘고래고기 모듬 대짜배기’, ‘고등어 대짜배
기’라는 식으로 ‘대짜배기’가 음식의 용량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직접적인 수량표시라고 보았다.363.
○ 외래어의 경우 역시 국내에서 알려진 경우라면 역시 상표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

” 중 중앙의 ‘

’의 ‘T’가 그 옆 상․하단부분에 모두 걸쳐 있는 표장의

형태로부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TOMATILLO’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심
결 당시 국내의 사전 등에 ‘토마틸로(Tomatillo)’가 ‘주로 멕시코와 미국 남부가 원산지인
가짓과(科) 꽈리속(屬)의 1년 초(草)로서 자주색 열매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고 멕
시코요리에 즐겨 사용되는 식재료’라는 점이 나타나 있었고,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국내
에 시판된 서적 등을 통해 ‘토마틸로(Tomatillo)가 식용 열매로서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국내에도 알려져 있었던 사정 등으로 미루어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364.

3. 식품에서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나 외식업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

362.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후1893 판결
363. 특허법원 2012. 8. 10.선고 2012허4360 판결
36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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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처표시로써의 기
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식별력’이 없을 경우 상표를 등록받기 어렵다. 식품에서
식별력이 없었던 상표는, 대체로 서비스업에서도 식별력이 없다. 예를 들어 ‘최고’라는
말은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말로, 상품이 ‘소고기’이든, 서비스업이 ‘소고기
전문 음식점업’이든 동일하게 식별력이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판례에서 ‘투플러스’는 ‘한우 최고등급 “1++”의 칭호로, 음식점에서
‘투플러스’는 그 서비스업이 제공하는 물품(한우, 쇠고기)의 최고 등급 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의 음식점업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업이 제공하는 물
품(한우, 쇠고기)이나 그 등급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라고 보기 어렵다’.365.고 판시한바 있는데 이와 같
이 특정 상품에서만 그 명칭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특정 서비스업에서만
식별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4. 상품명과 특정명칭이 결합한 서비스표에서 특정명칭만 다른 경우
○ 상품명과 특정명칭이 결합한 경우 식별력 있는 특정명칭이 동일하다면 유사한 서비스표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누들로드’와 ‘피자로드’의 사건에서 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비유사한 서비스표로 인
식하였는데,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짧은 문자표장으로 ‘누들로드’로 부드럽게 연이어
발음되어 이를 분리하여 발음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로드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분리해서 보더라도 ‘로드’는 ‘…가’, ‘…거리’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하기 어
려우며, ‘누들로드’는 중국에서 서역으로 전해진 경로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실크로
드‘를 연상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가 비유사하다고 판
시하였다.366.
○ ‘pizzabene 피자베네’와 ‘caffebene 카페베네’ 사례에서 역시 ‘bene 베네’가

‘선(善)’,

‘양(良)’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이고 이태리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베
네(bene)’부분으로부터 어떤 관념을 도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pizzabene 피자베네’
는 ‘좋은 피자’ 정도로, ‘caffebene 카페베네’는 좋은 카페’정도로 관념되어 양 서비스
표는 비유사하며, 또한 ‘커피빈’, ‘카페루카’ 등과 같이 ‘커피’ 내지 ‘카페’를 포함하는 커
피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는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
365. 특허법원 2014. 3. 7. 선고 2013허7199 판결
366. 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9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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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과 같이 ‘피자’를 포함하는 피
자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도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
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하였다.367.

○ 그러나 “

”와 “

”의 유사판단에서 ‘GROVE

LOUNGE’가 전체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6음절의 호칭이 결코 짧지
않으며, ‘LOUNGE’가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등과 관련하여
’LOUNGE'는 서비스 제공장소의 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유사한 서비스표

라고 판시하였고368., “

”와 “

” 역시 ‘FOOD’와 ‘푸드’는 우

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쉽게 ‘식량, 음식,
식품’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
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주)’는 회사의 종류 중 하나인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어서 나머지 부분인 ‘MAMAS’ 및 ‘마마스’에 의하
여 ‘마마스’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마스’ 또는 ‘마마즈’로 호칭되는 선
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369. 마지막으로

“

”과 “

”의 경우 ’olive'와 ’garden'이 상하로 분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live garden'은 그 한글음역이 5음절로 비교적 긴 편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호칭을 앞부분만으로 약칭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인
점, ‘olive'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독자적인 출처 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garden'은 일반적으로 지
정서비스업의 제공 장소적 의미가 있어 식별력 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인 ‘olive' 만으로 분리 인식될 수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
하였다.370.
○ 위 사례로 보아 식별력 없는 상품명과 특정명칭이 결합할 경우, 특정명칭이 본래 식별력
이 있었으나 다수 결합하여 등록되어 식별력이 미약해졌고, 전체로 관찰하면 새로운 관
념이 연상된다거나, 사회통념상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상호간 비유사한 사례로
볼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표명이 길고, 분리가 가능하며, 전체로 인

367.
368.
369.
370.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5359 판결
특허법원 2013. 8. 22. 선고 2013허4039 판결
특허법원 2013. 1. 24. 선고 2012허917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후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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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될 수 없는 경우 비유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신조어의 식별력 인정 여부
○ 신조어는 식별력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나, 일반 수요자사이에 널리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면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식별력을 불인정한다.
○

“레스펍”의 경우 ‘레스토랑과 유럽식 주점 펍(Pub)을 결합한 형태인 맥주전문점’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한 실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용도)을 나
타내는 용어로 인정하여 그 식별력이 불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레스펍”과 같은 창작
성이 있는 조어는 등록가능성이 높은 단어이나,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 우
선 이 사건 심결시에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이나 신문보도를 통해 ‘레스토랑+펍’, ‘패밀
리 레스토랑과 호프가 결합된 것’ 등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
체들을 소개하는 말로 뉴스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의 외국어 보급실
태나 구성 문자의 배열상태 및 단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바(bar)서비스업, 주
점업’ 등의 분야에서 ‘Res’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Restaurant’의 줄임말로 인식될 가능
성이 충분히 있고, ‘Pub’은 ‘유럽식 주점, 즉 우리나라에서는 호프집과 유사한 업종의
주점 정도 등’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식별력을 부정한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371.

○ 따라서 신조어라고 해도 대중에게 특정한 의미로 알려져 있거나, 인식하기 쉬운 말이라
면 식별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 서둘러 출원하고, 상표와 함께‘TM’을 표시하고 사용하여 누군가의 권리 임을 소
비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6. 원재료나 가공방법 등이 디자인화 된 경우 식별력 인정 여부
○ 원칙적으로 원재료나 가공방법과 관련된 도형은 식별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구
이점에서 “돼지”를 심볼로 삼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고, 독특하게 도안화되어 소비자들
에게 상표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엄연히 말해 식별
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외식업에서 다수 출원되는 ‘동물, 커피, 커피잔, 요
리사모자, 조리도구’와 관련된 심판결례를 통해 식별력 인정범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 과거 돼지요리관련 음식점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돼지’도형에 관한 판례 중

“

”은 원재료를 암시할 뿐 기술적 표장은 아니라고 판시하여,372. 동물도형

371. 특허법원 2013. 1. 17. 선고 2012허9570판결
37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후1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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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안화가 강하지 않더라도 식별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도형 DB가 점차 축
적되며 원재료와 관련하여 도안화가 약한 동물도형이 거절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

”는 심결문에서 ‘돼지로 즉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도형으로서,

그 특성도 웃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도형형상이다. 머리위에 귀가 있는 구성, 통상적으
로 돼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코의 구성, 얼굴형태의 구성을 볼 때, 이러한 정도의 도
형은 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이 보통의 통상적인 돼지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인식할 때
그리는 정도의 일반적인 돼지 머리형상의 구성형태’373.라 하여 식별력을 부정한 바 있는
데, 전자와 비교하였을 때 후자의 도형이 도안화가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판례에 기대어 암시로 볼 수 있는 도안화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식별력 측면에서 동물의 도안화가 매우 강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과 “

”은 도형의 식별력을 인정받은 심결례인데, 이로 미루어

적어도 동물을 도안화한 도형서비스표는 통상적인 동물의 도안화 방식으로 된 도형이 아
니라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유추된다.
○ 식물에서는 카페업이 늘어남에 따라 커피열매가 원재료를 직감하게 할 여지가 있다. 커
피원두를 출원하는 경우 도형을 다양하게 도안화한 것이 많아 거의 등록되는 편이지만 “

”374.와 같이 기술적 문자표장과 원두를 단순하게 도안화한 서비스표는
거절될 수 있다.
○ 요리사 모자를 살펴보면, 다른 도형이나 문자와 결합하거나 병렬하여 많이 사용되는 요
소인데, 요리사의 모자가 식별력을 부여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즉

“

”375.와 같이 원재료에 요리사 모자 씌운다고 식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

”376.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문자와 단순히 결합된 것만으로도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함께 사용되는 도형요소나 문자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요
리사의 모자 도형의 식별력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373. 특허심판원 2006. 7. 26 선고 2005원6085 심결.
374. 출원번호 제4120100031231호 거절문안 참고.
375. 출원번호 제4120100025866호 거절문안 참고.
376. 특허심판원 2012. 7. 2 선고 2011원006413 심결. “도형부분은 주방장의 모자와 스카프, 젓가락을 표현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식당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도형화된 부분이 문자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도형화된 것도 아니
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주요부는 ‘Obento’이고 ‘도시락’을 직감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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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기구는 커피잔이나 요리기구, 접시 등과 같이 요리에 사용되는 도구나 서비스제공에
이용되는 도구가 다수 출원되고 있다.

○ “

”377.의 심결은 본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좌우하는 커피잔 형상에 대하여 ‘커

피잔을 도안화한 도형은 커피 또는 커피판매관련 서비스업 등과 관련하여 광고, 선전하
기 위하여 그 특성을 표시하는 도형으로 직감’378.된다고 하였다. 커피잔에 연기가 피어
오르는 형상은 카페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이므로 표현방식에 독창성이 더욱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379. 또한 한글 ‘후라이팬’을 감싸고 있는 도형요소를 ‘일반적인 색

○ “

채인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프라이팬의 일반적인 모습 중 특징만을 간략하게 형상화한 것

이어서 별다른 의미나 인식을 주지 못한다.’380.고 판시하였는데 “

”381.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큰 접시위에 특별하게 도형화된 빵굼터를 담아놓은 특이한 형
상을 가진 표장으로 인식’382.된다고 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도형요소의 식별력보다 약하게나마 있는 문자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
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383.

7. 사람의 얼굴도형의 식별력을 인정 여부

○ 우선 “

”과 같이 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식별력이 생긴다

고 보기 어렵다. “

”은 핫도그전문경영업에 핫도그와 그것을 먹고있는 요리사라

는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음식점서비스에서 흔한 소재인 '요리사'와 지정서비
스업의 서비스 대상인 '핫도그'의 결합에서 단순히 먹고 있는 행위를 도안화한 것뿐이라

면 식별력을 얻기 어렵다. “

”은 전자와 유사한 도형으로, 지정서비스업이 '돈

가스전문점경영업'인데 '요리사', '돈까스'를 주요부 소재로 사용하였으나 등록되었다. 전

377.
378.
379.
380.
381.
382.
383.

특허심판원 2004. 5. 4 선고 2003원4824 심결.
특허심판원 2004. 5. 4 선고 2003원4824 심결.
특허법원 2010. 5. 14 선고 2010허1275 판결.
특허법원 2010. 5. 14 선고 2010허1275 판결.
특허심판원 2006. 5. 25 선고 2005원3758 심결.
특허심판원 2006. 5. 25 선고 2005원3758 심결.
김정민, 판결과 심결례를 통하여 본 도형상표의 유형별 식별력 연구, 석사논문, 홍익대학교, 2013, pp.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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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다른 점을 찾아보면 눈에서 물방울이 흐르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있으며, 녹
색의 원형 안에 있다는 것인데, 전자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대상물을 먹고 있
는 반면, 후자는 물방울을 넣어 단순히 먹고 있는 것이 아닌 ‘눈물을 흘리는’ 과 같은 표
현을 추가한 것이 등록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과 같이 요리사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

”과 같이 실물과 비슷하게 도안화하는 것은 식별력을 얻을 수

있다.
○ 한복을 입은 사람이 지정서비스업의 대상물인 음식을 들고 있는 것도 식별력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

” 도형의 청구인은 여인의 형상에서 “① 양미간이 넓으면

서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웃음, ② 친근감 있는 얼굴표정과 살짝 벌어진 입모
양, ③ 단정하게 빗어 비녀를 꼽은 머리모양, ④ 비녀를 꼽은 머리모양과 어울리도록 한
한복의상, ⑤ 손바닥을 내보이는 좌우 대칭 배열의 손모양이 독창적인 창작물에 해당하
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취지”384.를 들어 한복을 입
은 여인의 형상이 식별력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판결은 이를 부인하였다. 한복을 입은 사
람이 음식물을 들고 있는 형상은 식음료서비스업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형상이지만
그 식별력 판단은 심사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도형서비스표심사의 특성상 명확하
게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위 판례와 유사하고 상호 유사한 여인의 형상

인 “

다. 그러나 “

”와 “

”의 경우 전자는 등록, 후자는 거절결정을 받았

”의 판례가 최근 확정된 것이니 만큼 향후 전형적인 어머니의

형상을 한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식별력 판단은 엄격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8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후2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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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와 같이 어머니의 형상이 아닌 젊고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한다던가,

과 같이 도형의 표현방법을 독특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385.

385. 김정민, 앞의 논문, pp.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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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식브랜드 관리 전략 사례
1. 기업사례 Ⅰ : CJ푸드빌386.
가. 개요
○ CJ푸드빌은 1994년 패밀리 레스토랑 ‘스카이락’으로 출발해, 1997년 독자적인 양식 패밀
리 레스토랑 ‘빕스’를 개발해 론칭에 성공하면서 전문외식업체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이
후 2000년 CJ주식회사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면서 전문외식기업으로 발돋움, 2006년 10
월 그룹의 프랜차이즈 사업부문을 통합하면서 탄탄한 종합외식 서비스 기업으로 탄생하
게 된다. CJ푸드빌은 Food(음식)와 Village(마을)의 합성어로, 한 마을에 사는 가족과 이
웃들이 단란한 식사공간을 통해 행복과 사랑을 나누듯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는 가족레스토랑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 CJ푸드빌의 브랜드 현황
○ 전체 브랜드구성
외식사업부문 :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 ‘빕스’, 글로벌 대표한식 브랜드 ‘비비고’, 색다
른 차이니즈 캐주얼 레스토랑 ‘차이나팩토리’, 면 전문점 ‘제일제면소’, 뉴욕 정통 프리미
엄 스테이크하우스 ‘더스테이크하우스 바이 빕스’, 건강한 한식 브랜드 ‘계절밥상’, Italian
Urban Bistro ‘더플레이스’, 코리안 파인 다이닝 ‘다담’, 프리미엄 일식당 ‘우오’, 딤섬&차
이니즈 퀴진 ‘몽중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부문 : 재료부터 다른 건강한 베이커리 ‘뚜레쥬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 커피 전문성을 강화한 트렌디한 카페 ‘투썸커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콜드스톤 크리머리’까지 전국 1,700여 개 매장이 직·가맹점 형태로 운영 중이다.
복합화사업부문 : CJ푸드빌은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의 다양한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경
험할 수 있는 복합외식문화공간 ‘CJ푸드월드’를 비롯해 ‘N서울타워’, ‘엔그릴’, ‘한쿡’, ‘더
베스트 버거 인 서울’, ‘더플레이스 다이닝’, ‘엔테라스’ 등 다양한 F&B(Food&Beverage)

386. www.cjfoodvil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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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컨세션사업부문 : 컨세션사업부문은 점포 구성 능력과 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공항과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등 대규모 교통시설은 물론, 롯데월드 등 문화레저시
설과 대형병원 식음 분야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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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 CJ푸드빌 주요 브랜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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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J푸드빌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의 특징
○ 주요 브랜드의 의미387.
주요 브랜드

뚜레주르

브랜드 의미

‘매일매일’이라는 뜻의 불어

Very Important Person's Society의

빕스

약자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귀한
손님으로 소중하게 모시겠다'는 의
미
A TWOSOME PLACE는 따스한 한
잔의

커피가

있는(A

cup

of

coffee), 우리가 함께 하는(Two of
us),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디저
트를 즐기는(Some dessert), 작은

투썸플레이스

사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
(Place) 이라는 의미
엠블램은 투썸플레이스의 모카포트
모양을 형상화한 엠블럼은 고객 한
분한분께 최상의 원두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커피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
한국어

비비고

'비빔'과

편리함의

상징

'To-go'의 합성어 Bibigo는 전통 한
식의 철학 '비빔'과 편리함과 현대
성을 상징하는 'To-Go'의 합성어
China

factory는

China(중

국)+Factory(공장)의 결합어.
맛있는 중국요리를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는 의미
디자인은 중국프라이팬(WOK)에 맛
있는 재료를 볶는 모양과 맛깔스럽
고 자유로운 터치의 글씨체를 조합

차이나팩토리

하여 차이나팩토리의 Active 하면서
도 Dynamic한 Cooking을 표현하고
있다. 컬러는 블랙, 레드(pantone
196c), 화이트로 이루어졌으며, 이
세 가지 색상이 블랙 엠블램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 주목성을 높임. 특히
블랙칼라에 “wok”모티브가 지나가
는 태극현상은 동양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

제일제면소

387. 본 연구에서는 외식사업부와 프랜차이즈사업부의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60년 전통의 제일제당 백설 밀가루
로 만든 감동의 맛, 제일제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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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의 '제일(第一)', '최고'의 면을 만
들겠다는 포부와 '장인의 정신을 담
아 정성으로 면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의 '제면소(製麵所)'가 결합되어
탄생된 면 전문점이라는 의미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밥

계절밥상

상

茶啖(다담)은 귀한 손님을 소중히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전

다담

국 팔도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의

(한식)

신선한 먹거리 그리고 한식 명인의
정성을 다 담아내었다는 의미

우오

살아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일본어

(일식)

몽중헌

몽중헌(夢中軒)은 꿈 속의 집이라는

(중식)

의미

< 표 43 > CJ 주요 외식브랜드 및 브랜드 설명
○ 브랜드의 스타일에 적합한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CJ푸드빌은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카페 등 및 고가, 저가를 아울러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각 브랜드 별로 컨셉과 타겟 등의 특징이 다른데, 브랜드 네이밍과 디자
인에서 그러한 의도를 명확히 나타난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시작해 현재 스테이크하우스로 거듭난 "

"는 ‘Very

Important Person's Society'의 약자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귀한 손님으로 소중하게 모
시겠다'는 의미’로 고객이 음식을 접하며 대접받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식뷔페
인 “

”은 문자가 상위에 크고 가지런히 놓여 풍성하면서도 정갈한 느낌

을 연출하여 대중적인 한식뷔페임을 보여준다. 브랜드 스타일에 따라 서체 역시 확실히
다른

“

느낌을

나타내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면을

특징으로

하는

”는 강직하면서도 과거 제면소를 연상시킬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였

고 한자와 인장을 병기하여 전통적이고 장인정신을 상징할 수 있게 한 반면,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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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

”(다담), 광동 및 후난식 “

”(몽중헌)의 경우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한자 켈리그라피로 표현되어 “제일제면소”와는 차별화된다.
개별브랜드 전략을 구사함에도 각 개별브랜드의 색상은 그린, 레드, 브라운, 블랙의 선을
유지한다.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그린 및 브라운 컬러로는 제과점 “

와 한식 “

”, “

“

”가,

”

”이, 레드계열의 컬러는 “

레드와

블랙이

“

”, “

”, “

“

”은 블랙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함께 사용된 브랜드로는

”, “

”,

“

”,

” 등이 존재하며,

라. CJ푸드빌의 브랜드 전략
○ 기업브랜드인 “

”과 개별 브랜드와 결합되지 않고 개별브랜드로 운영 : 이

는 CJ푸드빌 뿐만 아니라 동종 대기업 신세계푸드, 아워홈 등도 기업브랜드와 개별 외식
브랜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외식업은 대중이 매일 섭취해야하는 식
(食)과 관련된 영역으로 자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생 실수는 질병과 연결되어 브랜드
자체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기업브랜드와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나 음식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야하는 분야이니 만
큼 개별브랜드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때 씨푸드 열풍에 힘입어 CJ푸드빌에
서는 “씨푸드오션”과 “피셔스마켓”을 운영하였으나 유행이 지난 현재 브랜드는 사라졌음
에도 CJ푸드빌 기업브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그러한 맥락과 동일하다. 즉 “씨
푸드오션”과 “피셔스마켓”이 개별브랜드로 운영되어, 해당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
더라도 기업브랜드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 개별브랜드 중 대중의 신뢰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유사영역으로 브랜드 확장 :

"

"는 1997년 오픈한 이래로 전국에 약 9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론칭
15년 만인 2012년 에는 1억 고객을 돌파하는 등 토종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업계에서 기
틀을 확고히 다진 튼튼한 브랜드이며, 원 브랜드에서 스테이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급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283

Vol.3 RESTAURANT PART

화한 “

THE STEAK HOUSE BY VIPS”와 패티의 전문성을 살린 수제

버거전문 브랜드“

VIPS BURGER”로 브랜드를 확장하였다.

디저트카페 "

"는 커피전문점이 생소했던 2002년 ‘Cafe with

cake & sandwich’라는 컨셉으로 전문 파티쉐가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케이크와 샌드위
치를 제공하는 디저트카페로 런칭하였으며 2014년 가맹점 500호점을 돌파하는 등 대중
적으로 인기 있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커피전문브랜드로 성장하였으나, 커피에 대한 소
비자들의 식견이 높아지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

"로 브랜드가 확장되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붐과 함께 성장한 차이니스 캐주얼 레스토랑 “

차이나팩토

리”의 경우 고가 외식시장에 대한 니즈가 점점 약해짐에 따라 서브브랜드인 “
차이나팩토리 딜라이트”를 런칭하여 고객을 모으고 있다.

○ 트렌드에 대응하는 브랜드 리뉴얼 :
베이커리는

대중적이고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로

CJ푸드빌의

“뚜레쥬르

” 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를 최신 소비자의 감각에 맞춰 변
경하였다.

▶

▶

< 표 44 > 뚜레쥬르 로고 및 심볼 변천사
뚜레쥬르의 메인컬러인 녹색은 최초 연두색에 가까운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그리고 현
재 파스텔톤의 녹색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게뜨빵을 담은 자전거를 타
고 있는 여인의 형상이 리뉴얼된 로고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인의 로고는 빵을 사서 가
정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것으로 유럽풍의 편안함과 도시의 모던함을 담았
으나, 더 이상 그러한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필되기 어렵고 오히려 올드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 과감히 교체하였으며, 또한 “TOUS”와 “JOURS”의 산세리프체로 깔끔하고 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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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느낌으로 변경하였다.388.
또한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역시 메인컬러는 유지하되 다소 복잡해보였던 색의 배치를 단
순한 구조로 바꾸어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한 분위기로 변화했다.

▶

< 표 45 > 투썸플레이스 로고 및 심볼 변천사
마.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CJ푸드빌의 전체출원 건은 359건이고, 최종 권리자로 등록된 건은 384건이며, 거절된
건은 35건이다.389. 등록된 주요 류는 제43류(식음료 제공서비스업)로 카페업과 음식점
업이 이에 속하며 101건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30류(커피, 차, 코코아, 쌀, 곡분,
곡물제조품, 빵, 과자, 설탕, 소스 등)으로 커피와 차를 비롯하여 과자, 케익이 이에 속
하며 90건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29류(육류, 어류, 과실, 채소, 우유 등),
제32류(음료), 제31류(곡물과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제41류(제빵기술지도업), 제35
류(커피, 과자 판매관련업, 광고업, 기업경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 상태 현황>

<상표 상품류 지정현황>

< 표 46 > CJ푸드빌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

에 대한 상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모기업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8. http://ivdesign.co.kr/bbs/board.php?bo_table=symbol_logo&wr_id=25996
389. 씨제이주식회사 등 타인으로 출원되었다가 추후 권리자가 변경된 건을 더하였기 때문에 출원 건보다 등록건이 더 많다.
인투마크 2015.9.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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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컴팩트한 상품류 지정과 다양한 방어표장의 등록
○ 딱 필요한 만큼 상품류를 지정하되, 상표의 베리에이션은 넓게 하여 유사상표의 출원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표관리전략을 보여준다. 즉 지정상품류는 제29류, 제30류,
제43류를 주요하게 출원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출원하였다. 그러나 상표명
칭의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하여 유사상표의 출원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상표가 다수
등록되었다.

Use

Basics

제41-0262627호

제41-0220239호

Variation

제41-0210086호

제41-0207366호

제41-0207365호

< 표 47 > ‘비비고 bibigo’ 관련 등록상표

‘비비고 bibigo’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상표인 “
“

”나 영문을 그대로 표기한

”외에 “BBGO”와 같이 칭호는 같으나 스펠링이 다른 형태의 상표도 등록하

였고, 실제 마켓에서는 유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상표심사에서 유사범위에 들어가기
어려운 “B-B-Ban 비비반”, “B-B-Jo 비비조”와 같은 상표 역시 등록하였다.

Basics

제40-0415678호

Variation

제40-0428463호

제41-0049132호

제41-0049131호

제40-0415820호

< 표 48 > '뚜레쥬르’ 관련 등록상표

‘뚜레쥬르 TOUS LES JOURS’ 역시 ‘뚜레쥬르’ 외에 ‘뚜레푸레, 뚜레쥬르, 트레쥬르’, ‘뚜
레쥬’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등록되어, 유사상표의 등록에 대비할 수 있다.
비비고나 뚜레쥬르와 달리 “계절밥상”은 유사한 칭호가 아닌 관념을 가진 상표가 등록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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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s

제41-0297684호

Variation

제40-1020170호

제40-1020168호

제41-0279819호

< 표 49 > ‘계절밥상’ 관련 등록상표
계절밥상은 ‘농가에서 생산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를 메인 컨셉으
로 하는 브랜드로써 ‘농가’와 ‘농부’는 서로 연관성이 높아 베리에이션된 상표는 유사상표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표장이다. 따라서 위 상표의 등록은 유사상표의 등록을 저지하
는 효과적인 방어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사례 Ⅱ : 더본코리아390.
가. 개요
○ ㈜더본코리아는 1993년 논현동에서 원조쌈밥집을 시작으로 1994년 법인을 설립해 현재
국내를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다수의 브랜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 대중적인 메뉴의 브랜드가 대다수로 부담없는 가격에 푸짐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메뉴개발과 경영을 하고 있다.
우삼겹의 원조 “본가”, 대한민국 대표 실내포장마차 “한신포차”, 연탄불고기와 7분돼지김
치 “새마을식당”, 불맛이 일품인 짬뽕·짜장면 전문점 “홍콩반점0410PLUS+”, 대패삼겹살
의 원조 “원조쌈밥집”, 멸치국수 잘하는 집 “미정국수0410” 등과 같은 브랜드들이 대중
의 사랑을 받고 있다.

390. www.thebo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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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현황
○ 더본코리아는 저렴한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 주점, 카페에 이르기까지 약 28여개
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 표 50 > 더본코리아 주요 브랜드

다.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의 특징
○ 서민친화적인 네임 및 디자인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는 해외를 직접 겨냥한 브랜드를 제외하고 한글로 구성되며, 서체역
시“

”, “

”과 같은 궁서체나 “

”, “

과 같이 옛날 간판에 들어갈 법한 붓글씨체로 이루어져 있거나, “
“

”
”,

” 과 같이 헤드라인에 어울리는 서체를 사용한다. 또한 컬러패턴은 주로

빨강, 녹색, 파랑 등의 원색계열로 고급스럽지는 않으나 서체와 컬러가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띠게 설계되었다.
더불어 네임의 마지막에 음식을 먹는 장소인 “식당, 포차, 집, 다방, 분식” 등과 같은 친
근한 단어가 결합되어 서민들이 즐겨찾는 외식 장소라는 정체성이 담겨있다.

○ 브랜드명만으로 어렵지 않게 음식점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상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명은 몇 번의 연상과정이 없이 브랜드명만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쉽
게 알 수 있을 만큼 서비스에 직접적인 브랜드명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

”의 ‘원조쌈밥집’, “

”의 ‘홍콩반점’, “

” 의 ‘한국

돼지갈비’는 명칭을 듣자마자 바로 서비스 내용을 직감할 것이며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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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
우동을, “

”과 같이 역전 앞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 같이 차돌박이 요리를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네임이 다수

존재한다.

○ 상징성의 강조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이라는 기업대표가 상징성있게 브랜드에 깊게 자리 잡혀 있으며,
신규 사업을 런칭할 때 그 상징성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조금 변형한다. 우선 가장 큰 상

징은 백종원 본인의 캐리커처이다. 실물을 유사하게 캐리커처로 묘사한 “

근한 인상을 담고 있으며, 이것을 변형하여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거나

들고 있는 등

”은 푸

, 커피를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백종원 본인의 이름을

결합하여,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백종원의 한국돼지갈비’, ‘백종원의 분식9단’ 과 같이
브랜딩하거나, 성인 “백” 또는 그 거센소리 “빽”이 결합하여, ‘백철판’, ‘백's비어’, ‘백's
비빔밥’, ‘백's돈까스’, ‘빽다방’ 과 같이 브랜딩 하였다. 대표의 상징성과 별개로 숫자
“0410”을 결합한 브랜드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홍콩반점0410’, ‘원조 해물떡짐0410’, ‘백
철판0410’, ‘미정국수0410’, ‘역전우동0410’ 등이 있다. “0410”의 의미는 예전 백종원
대표의 휴대폰 번호에서 발상한 것이라고 한다.

라.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전략
○ 서민에게 친근한 컨셉의 다브랜드
더본코리아는 서민친화적인 브랜딩을 중심으로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딩의
고급스러움은 버리고 오히려 서비스의 내용이 쉽게 드러나는 네이밍과 푸근한 요리사로
묘사된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 등이 결합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더본코리아의 주요 업종이 한식, 분식, 중식, 치킨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편히 찾을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음식점라는 점
이 드러난 브랜딩은 메리트가 있다. 또한 더본코리아가 쌈밥집을 시작으로 새로운 음식
아이템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신규브랜드를 런칭하
거나 확장할 때 처음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급스럽고 꼼꼼하게 만드는 대기업의 브
랜딩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서비스 인지가 쉬우면서도 기존 더본코리아의 상징을 결합하
여 신규브랜드가 시장에 안정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브랜딩이 필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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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 비교적 일관성 있는 브랜드 확장
앞서 언급하였듯 더본코리아는 작은 쌈밥집에서 시작해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업
체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한 브랜딩이 설계된 것은 아니었으나 백종원 대
표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브랜드
가 백종원 대표의 캐리커쳐, 이름 또는 성을 결합하여, 외관상 다소 산만해 보이지만 명
확하게 출처를 인지시키고 더불어 백종원 대표가 쌓아온 커리어나 프로페셔널함을 담은
품질보증의 표시와도 같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역시 상승하고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고려
하면,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확장은 중소외식업체 브랜딩의 한 좋은 예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 보통명칭을 강조하여 쉽게 브랜드를 인지시키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명은 쉬움을 넘어 서비스 제공내용을 그대로 표시하여 상표법적으로
등록받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이
제공되는지 별다른 설명 없이 알릴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에서는 그 분야의 ‘원
조’로 각인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더본코리아는 ‘원조쌈밥집’, ‘홍콩반점’, ‘한국돼지갈
비’, ‘원조 해물떡찜’ 등과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브랜딩하여 그 분야의 대
표 가게라는 이미지를 어필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명칭만을 브랜드로 사용할 경우 상표
등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명칭에 상징과 디자인을 덧붙여 “
“

”, “

”, “

”,

”과 같이 사용하면서, ‘백종원’, ‘0410’, 캐

리커쳐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여 권리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즉, 광고를 최소화하
여 브랜드를 외부에 인지시키고, 상징성이 되는 부분은 상표권을 등록하여 브랜드를 보
호하고 있다.

마. 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더본코리아의 전체 출원권은 총 87건이며, 등록 55건, 출원 중인 건은 16건, 공고된 건
은 7건이며 대부분의 지정상품은 제43류 식음료 제공서비스업에 속했다.391.

391. 권리자가 더본코리아, 주식회사 백종원, 백종원 3인으로 각각 나뉘어 있어 전체를 카운트하였다. 인투마크 2015.9.19.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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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태 현황>

<상표 상품류 지정현황>

< 표 51 > 더본코리아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 대패삼겹살의 상표권 보유
더본코리아의 대표 백종원씨는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하여 서비스하였고 ‘대패삼겹살’이
라는 명칭을 상표등록하여 현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대패삼겹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물떡찜’, ‘우삼겹’은 더본코리아의 히트상품임에도 지정서비스업과 관
련하여 등록당시 그 성질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되었다.

제40-0405102호

제41-0055738호

제41-2004-0024265

제41-2004-0010093

호392.

호393.

< 표 52 > 식별력 약한 명칭의 더본코리아 상표 등록 및 거절현황
○ 이미지의 베리에이션
백종원 대표의 캐리커처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좀 더 사실적이

고 인간적인 푸근함이 잘 녹여진 캐리커처 “

함이 결합된 캐리커처 “
392. 거절결정
393. 거절결정

”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약간의 코믹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며 그 위에 몸짓,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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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베리에이션이 가미된다. 그 외로도 콧수염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캐릭터보다 한층
코믹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 등이 있었으나 널리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제41-0215983호

제41-0165147호

제41-0261757호394.

제41-0227072호

< 표 53 > ‘캐리커처’ 등록상표
○ 0410의 관련 상표
0410의 경우 문자형상으로 타 명칭과 결합되거나, 캐릭터화 되어 등록된 사례가 존재하
였다. 0410만으로 등록된 사례는 없었으나, 식별력이 없는 ‘홍콩반점’, ‘해물떡찜’ 등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된 것은 위 명칭보다 0410의 식별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43류 등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1-0215985호

제40-0777820호

제41-0276747호

< 표 54 > ‘0410’ 등록상표

394. 상표의 일부 삭제하였음

제41-0175290호

292
○ ‘백종원’ 연관 등록상표
그 외로 ‘백종원’ 이름 자체와 ‘백’s’, ‘빽다방’ 등 성에서 파생된 브랜드명 역시 상표등
록이 되어있다.

제41-0129366호

제41-0274782호

제41-2015-0029685

제41-2015-0032686

호395.

호396.

< 표 55 > ‘백종원’ 연관 등록상표
바. 분쟁동향
○ 더본코리아가 외부에 크게 상표권 분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브랜드와 메뉴를 취급하면서 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 히트브랜
드가 많고 그 경우 매번 유사상표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 대표적으로 해물떡찜은 기존 떡볶이와 흡사한 메뉴에서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어 다른 느
낌의 메뉴로 탈바꿈한 케이스로 원조는 더본코리아의 해물떡찜0410 이었다. 처음부터
브랜드가 잘된 것이 아니었고 압구정동이라는 비싼 동네에서 1년 6개월을 버티며 소비자
들에게 해물떡찜이라는 메뉴를 인식시키고, 적자를 감당하면서 아이템을 키우고 브랜드
를 띄워 성공시켰음에도, 성공 후 순식간에 카피를 당했고 곳곳에 해물떡찜집이 우후죽
순 생겨났다고 한다.397.
○ 또한 새마을식당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였는데, 유사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새마을식
당 매장인 줄 알고 본사로 컴플레인을 제기할 정도로 외부간판, 글씨체, 색, 내부 인터리
어 등을 새마을식당과 상당히 흡사하게 하였고, 심지어 새마을식당의 대표메뉴와 메뉴판
까지 똑같이 카피해 운영하였다.398. 그러나 새마을식당의 상표등록이 어려워 대응에 골
치를 겪었다.
○ 위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상표분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유사하게 상표와 아이템 그
리고 인테리어까지 따라하는 업체가 끊임없던 더본코리아는 그 해결책으로 대표의 캐리
커처 또는 ‘0410’을 상표에 결합하고, 매장내부에 백종원 대표의 사진을 크게 걸어두어
유사업체와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상표와 내부에 백종원 대표의 사진, 캐리커처
등이 없다면 유사업체로 보아 고객 스스로 속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395.
396.
397.
398.

출원공고
출원공고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식당(21) -백종원 (외식경영전문가, 더본코리아 대표) ”, 『교포신문』, 2012. 3. 21.
http://www.newmaul.com/front/board/newmaul_content.asp?tb=inno_1&num=100000687&page=1&s_link_1=2&s_link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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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6 > 백종원 대표의 사진이 붙은 프랜차이즈 매장 외부
○ 더본코리아 사례들과 같이 한 아이템이 대박나면 유사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
식프랜차이즈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이나, 이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유사한 후발업체들도 법률망을 교묘하게 피해 선도업체의 컨셉을 도용하는 사례
가 많아 어렵게 브랜드를 성공시킨 선도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방법이 있으나 트렌드가 빠른 업종의 특성에 비추어보
면 상대기업이 처벌받더라도 원조기업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2001년 당시
맥주 프랜차이즈로 전국 가맹점 230여개를 보유한 유망한 브랜드였던 쪼끼쪼끼의 경우
인기가 높아지자 비슷한 상표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쪼끼쪼끼’는 이들 아류브랜드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쭈끼쭈끼’와 ‘블랙쪼끼’ 등을 대상으로 유사상호 금지 가처분 소송
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 승소했으나 수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서 브랜드명은
지켜냈더라도 이미 쪼끼쪼끼가 주도한 맥주시장의 트렌드가 지나가 버려 법률적 승소의
의미가 약해져버리기도 하였다.399. 따라서 더본코리아는 후속 유사브랜드에 대응하기 위
해 백종원 대표와 0410 등과 같은 브랜드의 상징을 브랜드 전면에 내세웠으며, 대표의
유명세가 더해져 의도했던 소기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심판소송으로 본 외식 브랜드 관리 전략
1. 지정상품 ‘식품’과 지정서비스업 ‘식품 관련 서비스업(식당업 등)’은 상호 유사한가.
○ 개요
엄밀히 말하면 상표와 서비스 표의 의미는 다르고, 상표심사에서는 이 상품과 서비스업
을 다르게 취급하여 심사한다. 그러나 ‘특정식품’과 ‘식당업’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유사하
399. 박효주,“도 넘은 '미투'… '봉구비어 vs 봉쥬비어' 누가 진짜야?”, 『머니위크 MNB』, 2014. 8. 4.

294
게 보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외식서비스업 브랜드를 인스턴트식품에 판
매하여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서비스업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일어나고 있어, 상표심사
에서 각각 다른 영역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커피’와 ‘커피전문점업’, ‘제과’와 ‘제과점업’은 상표심사에서 유사한 상품과
섭비스업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판결
례는 외식서비스업에서 어떠한 경우 유사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략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 심결례 및 판례 사례
① 지정상품 ‘커피’와 ‘커피전문점업’은 유사하다는 판례
커피전문점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는”

”과 커피를 지정상품으로 하

“의 유사여부를 다툰 판례에서 법원은 양 서비스업과 지정상품에서 일

반인들은 위 서비스의 제공과 커피 등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해, 심사에서 비유사한 관계로 보았던 서비스표를 무효
화시킨 바가 있다.400.

② ‘음식점업, 주점업’과 ‘주류’는 유사하다는 심결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본음식점업, 간이식당업, 주점업, 카페업 등’
주문 기재의 서비스업인 요식업을 영위하면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포도주, 소주,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사실로 요식업과 주류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주류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요식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
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
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국순당의 백세주마을, 오비맥주의 비어할레, 하이트맥주의
비어플러스, 일본 아사이맥주의 아사이칸 등 주류제조업체에서 요식업 형태의 주류직영
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거래업계 실정에 비추어 보면, 요식업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주류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적지 않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

록서비스표 “
400. 특허법원 2013. 7. 19 선고 2013허3029 판결

”과 선등록상표 “

”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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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한바 있다.401.

○ 브랜드 관리 전략
① 상품과 서비스의 크로스체크 모니터링 필요
놀부부대찌개를 편의점 라면으로 판매되고, 빕스의 스테이크가 포장된 가공식품으로 출시
되 굳이 음식점에 가지 않더라도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명 음식점의 메인 상품을 가
공식품으로 사먹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외식서비스업의 외식상품 확장 사례

(각 사 웹사이트 참조)

CJ푸
드빌의

▶

비비고

롯데의
엔젤리

▶

너스
커피

“

”와 “

”의 삼·판결례를 검토해보면 공통으로 언급된

것이 “수요자가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다는 점인데, 최근 제조와 판매의 경계가 계속적으로 약해지고
통합되어가는 트렌드를 반영하면 이는 서비스표권자가 관련 있는 식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후출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 대
응해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유사상품에 상표출원등록
특허청에서는 2015년 11월 출원 건부터 ‘커피, 커피음료’와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
체인업’과 그리고 ‘빵, 과자’등과 ‘제과점업’을 유사로 보아 심사 시 상호 검색하여 유사
한 건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리고 있다. 심판에서 서비스업과 상표를 모두 유사로 보는
사례가 늘고, 심사에서도 유사로 거절해준다면 서비스업에만 등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위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 관계라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표심사기준은 변할 수 있다
401. 특허심판원 2014. 9 .4 선고 2014당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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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심판에서 유사로 볼 확률이 늘 높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
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비스표 등록 이후 서비스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 관련된 식품 상품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을 제안한
다.

2. 나의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경우
○ 개요
외식브랜드는 연상이 쉬워야 고객에게 쉽게 각인되는 특징이 있어 상표출원등록이 어려
운 쉬운 명칭을 네이밍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인 권리방어를 위해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도형을 결합해 형식적으로 등록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업이 소위 잘
나가면 타인이 그 식별력이 없는 명칭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 부당하게 명성을 무임승
차하려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 심결 및 판결 사례
① “CHOCOLATE MUSEUM” 사건
명칭자체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쌓아온 신용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
는

“

부정한

목적이

다분한

표장이라면

”과 후등록서비스표 “

무효가

가능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

” 의 사건에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초콜릿, 초콜릿음료 등’이었고, 후등록서비스표는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이었다. 명칭은 동일하지만 후출원서비스표 측은 “초콜릿 박물관”은 식별력이 미약한
명칭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상표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매출액과 광고비를 사용하였고,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에도 이미 알려진 브랜드였다. 따라서 법원은 원래 식별력이 미약했다고 하
더라도, 상표․서비스표의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표․서비스표의
객관적 구성뿐만 아니라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적, 거래실정, 해당 상품․서비스업과의 관
계 등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출원 당시에는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품․서비스업
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였다.402.

② “THE COFFEE BEAN” 사건
국내 유명 커피브랜드 “Coffee Bean”과 동일·유사한 명칭인 등록상표 “커피빈 칸타빌레”
의 사건을 살펴보면, “Coffee Bean”은 본래 커피 상품 및 서비스업에서 식별력이 없는
402. 특허법원 2014. 5. 30 선고 2013허8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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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없는

“

부분이고

등록역시

도형과

결합되어

“

”,

” 등과 같이 등록되고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식별

력이 없는 부분을 타인이 자신의 상표에 넣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명칭은 특정인에게 독점시켜주지 않는 것이 상표법 식별력의 취지이므로 상
관이 없다. 그러나 “Coffee Bean”은 2009년을 기준으로 선사용 서비스표들을 사용하는
매장의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들 매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
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업체로서 2009년 에 1,112억 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하였
고 2007.부터 2010.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KCSI) 1위를 수상하기도 하였
으며, 선사용서비스표들을 사용하는 매장들은 거래계에서 ‘커피빈’으로 약칭되어 왔고 특
히 스타벅스가 ‘별다방’으로 애칭되는 것과 대비하여 커피빈은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인 2009. 9. 1. 무렵에는 선사용서비스표들
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선사용서비스표들은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였고, “커피빈 칸타빌레”의 등록을 무효화하였다.403.

○ 브랜드 관리 전략 :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THE COFFEE BEAN”의 경우 전국 체인매장이 188개에 이르고 업계 2위로 커피업계에
서 상당한 주지저명성을 가진 업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나, “CHOCOLATE
MUSEUM” 사례에서 원고의 초콜릿박물관은 10여 년간 ‘제주’에 국한되어 운영되어져 왔
음에도 네이버지식백과 등재, 입장권·초콜릿상품·기념모자 등에 사용, 신문기사 약 30회,
잡지기사 약 18회, 세계여행정보 커뮤니티에 의한 세계 10대 초콜릿박물관 선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과 관련하
여 국내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판결문의 ‘식별력의 유무는 사용실적, 거래실정,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관계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 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보면 식별력이 없는 명
칭이라 하더라도 등록 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고, “CHOCOLATE
MUSEUM”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그러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국적인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으로 유명하고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
상당할 경우에도 타인의 상표 권리화를 저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식별력 없는 명칭은 상당기간의 사용과 높은 인지도를 통해 주지·저명성을 획득
하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상표출원등록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403. 특허법원 2013. 10. 17 선고 2013허3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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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의 영세업자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명
칭으로 서비스표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꼭 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최
소한 서비스표의 실제사용과 홍보, 전시 등에 대한 증거를 축적시켜 놓아야 한다.

3. 우리 동네 맛집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요
쿡방(먹는 방송)열풍으로 전국의 맛집들이 연예인이나 쉐프 등에 의해 대중에게 소개되
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개중에는 이후 밀려드는 손님으로 그 지역의 “대박” 음식점으로
변모하는 곳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오래된 가게일수록 상표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
는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유명세를 타고부터 타인의 침해가 발생하여 애를 태
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렇듯 오랜 기간 영업해 온 우리 동네 맛집은 상표법 제6
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을까?
본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조항에 기준
이 부합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
식되어 있는 것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 출
원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
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
로 그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고 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
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
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
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
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404.

○ 심결 및 판결 사례
코리아

진미통닭

토속촌삼계탕

X

X

X

O

대법원 2013. 7.

특허법원 2012.

특허법원 2006.

특허심판원

숯불닭바베큐

치킨매니아

제6조
제2항
인정
사건
번호

23. 선고

5. 2. 선고

3. 31. 선고

2014. 10 .7

2013후2118

2012허283

2005허9343

선고 2013원5363

40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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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비스업

전국 300여개

전국 317개

가맹점

가맹점

삼계탕전문식당경

닭바베큐전문간이

치킨전문점체인업

영업

식당업

치킨전문음식점업

27년

7년

8년

수원

지역

사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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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통닭전문점업 등

사용

15년

기간

KBS, SBS 등의

TV

생활의 달인, 모

방송매체/ 조선일

신문

등

언론에

닝와이드, 생생정

보, 동아일보, 중

30여 차례 보도

보통, 굿모닝 대

앙일보 등 신문매

TV, 라디오를 통

한민국, VJ특공대

체/ 잡지 등에 한

해 전국 각 지역

등

국을 대표하는 음

별로 광고

또는
포상

‘진미통닭’은 수원

서울특별시장으로

지역 내의 통닭음

부터 1986년 아

식점별 브랜드 인

시안체육대회,

중소기업청장으로

지도에서 보통 이

1988년 올림픽체

부터 표창

상으로 안다는 비

육대회 대비 전통

율이 87.7%

음식점 지정

2011년

매출분
석

년

1,195백만원,

2012년

상반기

843백만원

2012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2012 대한
민국 올해의 히트
상품 등

하반기

매 출 과 세 표 준

2005.1.1.~6.13

750,124,146원,

까지 37개 가맹점

평균

광고선전비 2011

인기 드라마 협찬

식점 등으로 선정

인지도

TV, 신문, 잡지

추정매출액

은 수원지역내 타

매출액
2010년 약 90억

300만
-

원~4,700만원,

후라이드/양념치

2005년 매출액 6

킨 업종의 월 평

억 4천만 원(2010원

균

7220 참조)

추정매출액의

약 18배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등 전국
각지에서
촌’을
기타

-

경고서신 발송,
중국,

대

만, 싱가포르 등
에 서비스표 출
원

결과 :

사용하는

식당운영자에게
일본,

포털사이트 검색

‘토속

구글
-

14,500건,

다 음 블 로 그
29,200건,

네이

버 블로그 5,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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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미통닭” 사건
“진미통닭” 사건을 살펴보면, “진미통닭”은 수원에서 꽤 유명한 통닭전문점으로 1996년
부터 영업해왔으며, ‘생활의 달인, 모닝와이드, 생생정보통, 굿모닝 대한민국, VJ특공대
등’에 출연하였고, 각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에 게재된바
있으며, ‘수원지역 통닭시장 매출 분석 및 진미통닭 매출액 비교분석’에 따르면 원고의
‘진미통닭’은 수원지역 내의 통닭음식점별 브랜드 인지도에서 보통 이상으로 안다는 비율
이 87.7%로 동일한 상권에 위치한 통닭집들인 ‘장안통닭(63.8%)’, ‘매향통닭(62.5%)’,
‘용성통닭(69.7%)’ 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고,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한 ‘비비
큐(88.1%)’, ‘굽네치킨(84.1%)’, ‘교촌치킨(84.3%)’ 등과 비교하더라도 수원지역내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고의 ‘진미통닭’의
월 평균 추정매출액은 수원지역내 타 후라이드/양념치킨 업종의 월 평균 추정매출액의
약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진미통닭”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의 출원 전 약 15년간 사용한 결과, 수원지역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가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봄은 인정하였으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
업 또는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
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토속촌삼계탕” 사건
“토속촌삼계탕”의 사례를 살펴보면 “토속촌”은 1985년부터 사용되어 1986년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아시안체육대회, 1988년 올림픽체육대회에 대비한 한국 특성음식인 토종오
골계삼계탕의 취급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점으로 지정받았고, 연간 매출액이 2006년 약
59억원, 2007년 약 62억원, 2008년 약 71억원, 2009년 약 83억원, 2010년 약 90억원
에 달하였으며, 대통령 등 유명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알려져 방송사, 신문, 잡
지 등에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지역에서 삼계탕전문음식점 영업을
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에 될 여지는 있다하더라도 이
출원서비스표가 그 출원전 사용에 의하여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수요자에게 현저하
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③ “코리아숯불닭바베큐” 사건
“코리아숯불닭바베큐”는 1998년 수원시에서 창업한 이래로 2005년 2월 경까지 300개
에 가까운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13까지 37개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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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매출액이 300여 만 원부터 4,700여 만 원에 이르렀으며,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 경까지 그와 관련된 기사가 신문 등 언론에서 30여 차례 이상 보도되었고, 2003년
도와 2004년도에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TV나 라디오를 통해 전
국 각 지역별로 위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광고를 실시하기도 한 사실 등이 각 인정
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 또는 이 사
건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부분이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
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④ “치킨매니아” 사건
“치킨매니아”는 2004년 가맹점 오픈 이래 2012년 7월 25일에는 가맹점이 전국에 총
317개에 달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시청률 17.7%를 차지한 인기 드라마 SBS 주
말극장 ‘내일이 오면’ 등 TV 드라마 제작지원 및 TV광고, 스포츠 협찬, 전광판 광고, 신
문광고, 온라인 광고, 버스 광고‘ 등 유력 광고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되어 왔으며,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치킨매니아‘ 에 대산 검색결과 (검색설정기간 2004.1.1.~2012.4.30.)
구글 14,500건, 다음 블로그 29,200건 등이 검색되고, ’치킨매니아‘가 치킨 프랜차이즈
부문 ’2012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12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
품‘ 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거절결정시점인
2013.6.17.경 그 지정서비스업 ’치킨전문점체인업, 치킨전문음식점업‘과 관련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브랜드 관리 전략 : “동네 맛집”이 아닌 “전국적인 맛집”으로 사용하고 광고하자.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 ‘수요자들이 현저하
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출원 전 상당기간 사용한 결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
는 경우와 일정지역에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여 반드시
전국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내규에 불
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현저
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검토결과 “진미통닭”과 “토속촌삼계탕”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식서비스표는
‘전국적으로 판매, 유통, 소비되는 상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특정지역
에서만 유명한 것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전국적으로
수요자들로부터 현저하게 인식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식사업체인이 아니라면 식별
력 없는 명칭을 오래 사용하였더라도 권리화하여 사용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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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코라이숯불닭바베큐”는 전국에 약 300여개의 가맹점이 있었으나, 그것만
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하급심이긴 하
나 특허심판원에서 전국 317개의 체인을 가진 “치킨매니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
정한 사례와 대비된다. 심·판결시기 및 심·판결 법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 간 명확
한 차이점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치킨매니아”의 경우 광고선전비로 2008년
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약 47억 6천 3백만 원을 사용하였고,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와
유명연예인이 등장하는 TV광고, 스포츠 협찬, 온라인 광고 등 파급효과가 큰 유력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포털사이트 검색결과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광고”가
전국적이고 파급력이 큰 경우 더 유리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국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외식서비스업은 일부지역이 아닌 체인점 등의
형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전통적으로 높은 매출액과 체인점수가 그러한
증거로 작용하나 그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수의 대중에게 노출되어 해당 브
랜드를 거래자와 수요자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광고·선전 시 가능하면 ‘TV드
라마’, ‘연예인 협찬’, ‘스포츠 협찬’, ‘TV광고’ 등과 같이 이를 보는 사람의 수가 많고 자
주 노출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하며 각인이 좋도록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긴 광고나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블로그,
카페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구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
대인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익숙하고 삶에서 매우 가까이 활용한다. 특히 외식을 선
택할 때의 기준으로 웹사이트의 평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뿐만 아니라 주지·저명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
라서 다수의 검색 건수, 그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4.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된 상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 개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거절된 부분과 동일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
니다. 즉 예를 들어 ‘맛있는 가게’라는 상표는 당연히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표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어 거절될 것이다. 이는 결국 누구나 사
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타인이 위와 동일한 명칭을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405. 그러나 상표등록이 거절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식별력이 없다
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도용하여 사용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판결 사례 분석

405.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명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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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 바 있고, 이

후 “수와미의”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표 “

” 가 이후 등록된

바 있는 가운데, 타인이 “

”만을 사용하였고 타인의 사용상표

가 등록서비스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심

판에서, 법원은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확인대상서비표의 구성이 식
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에

이후

등록된

” 서비스표가 당연히 구속받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록

서비스표는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406.

○ 브랜드 관리 전략 :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이 거절된 명칭이나 도안은 사용하기 전 전문
가와 상담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외식업은 맛이나 제공내용 등과 같이 인지하기 쉬운 명칭이 상호로
자주 사용되고, 그러한 명칭으로 상표도 자주 출원되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물론 개
중에는 상표심사기준에 소개될 만큼 식별력이 없음이 자명하여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명
칭들이 있고 그런 경우 타인이 상호나 서비스표에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거
의 없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거절된 서비스표가 완벽하게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해당 건의 등록이 거절된 건의 경우, 그 자체가 누
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타인의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동일·유사하게 서비스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 전 상표전문
가와 상담 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
련한 후 사용해야 한다.

5. 외식업 광고에서 법률적으로 바른 사용 범위
○ 개요
외식업은 전단지, 홈페이지, 앱 등에서 서비스표를 고객에게 광고한다. 특히 배달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표와 전화번호를 광고지에 표지하는 의례적인 행위이다. 그러
406. 특허법원 2012. 5. 10 선고 2012허1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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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고물을 제작할 때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사용해야 법적인 사용이라는 것을 유념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아래 세 케이스를 바탕으로 광고에서 사용할 때에 법률적으로 바른 사용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 판결 사례 분석

사건

특허법원 2013. 5. 30.

대법원 2005. 9. 29.

특허법원 2013. 4. 23.

번호

선고 2013허1696

선고 2004후622 판결

선고 2012허10976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포장상자에 영문과

타인이

영문자를 분리하여

한글을 다른 배열위치에

“벌집삼겹살”이라는

전단지에 광고함

다른 서체로 사용

문자를 메뉴로 사용

사용으로 인정

사용으로 인정

사용 불인정

내용

인정
여부

① 구성부분을 분리해 전단지에 사용한 “빅마마피자 BIG MAMA PIZZA” 사례

“

”로 등록된 등록서비스표를 전단지에서 좌측 상단에

“

”와 우측 하단에“

”로 사용한

사례에서 바탕색이 서로 다르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영문자로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차이점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과 그 위에 위치한 부분

‘

’ 등의 나머지 구성 부분은 실사용표장과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생

략된 영문자 부분은 위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중간부에 위치한 한글로 표시한 ‘빅마마
피자’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갖게 되고, 위 전단지 우측 상단의 영문자 부분이 생략된
실사용표장의 경우에 영문자 부분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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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전단지의 같은 면 우측 하단 부분에 배경색이 동일한 영문
이 별도로 표기되어있으며, 배치된 각 위치와 크기, 전단지의 장수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위와 같이 배치된 실사용표장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서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② 포장상자에 영문과 한글을 다른 배열위치에 다른 서체로 사용한 “새나라 SAE NA RA”
사례
이

사건

“

등록상표는

“

”을, 옆면에 “

”이고

그

사용

상표가

포장상자의

윗면에

”을 인쇄해 놓은 사건에서, 법원은 위 두 표장은

이 사건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및 영문 부분을 어느 정도 도안화하면서 다른 단어를 부기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거나 그 호칭과 관념을 직감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위 사용표장의 구성 중 '
치킨'이나 'CHICKEN'이라는 부분은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구성인
점, 위 두 표장의 배치위치나 상자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위와 같이 배치된 두 표장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장관순이 위 포장
상자에 위 표장들을 인쇄하여 사용한 것은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
시하였다.

③ “벌집삼겹살”이라는 문자를 메뉴로 사용한 “벌집삼겹살” 사례

“구이가벌집”이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위치, 형태,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벌집’은 피고가 제공하는 메뉴의 하나로 소개된 것이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및 ‘메뉴소개’

‘

화면에는 각각 ‘

’,

’ 등과 같이 ‘구이가’를 요부로 하는 별도의 표지가 존재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삼겹살전문 식당체인업 등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의 가
맹점 내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이나 피고의 안내 책자에도 ‘구이가벌집’이 피고가 제공하
는 메뉴의 하나로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단순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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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하는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 브랜드 관리 전략 : 등록받은 전체를 하나의 광고에 “서비스표”로써 사용하자.
“빅마마피자 BIG MAMA PIZZA”와 “새나라 SAE NA RA” 사례와 같이 국문과 영문이
함께 표기되어 등록된 경우 원칙적으로 광고에는 동일하게 한글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
다. 그러나 상표의 사용은 위치, 색채, 서체 등이 다르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두
상표를 보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사용의 인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병기된 표장 중 국문 또는
영문만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성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국문
과 영문이 병기된 상표 중 영문만 사용한 사례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 상표를 다소 변형시켜 사용하는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한글 부분이 영문의 발음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알 수 있고, 호칭 내지 발음이 표시하는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한글 음역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
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바 있어407., 과거 엄격하던 동
일성의 기준은 완화되었다.
따라서 “빅마마피자 BIG MAMA PIZZA”와 “새나라 SAE NA RA” 사례와 같이 도형,
국문, 영문을 따로 떨어뜨려 사용해도 하나의 광고에 모두 담아 일반수요자가 실사용표
장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 볼 수 있으므
로, 인쇄물 지면광고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광고, 베너광고 등에 사용할 때 상표
전체를 활용하여 광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선 “벌집삼겹살” 사례와 같이 서비스의 광고가 아닌 일반 메뉴를 설명하는 표기로 사
용된다면 그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벌집삼겹살”은 ‘삼겹살에 벌집모양으로
칼집을 낸 삼겹살’로 등록결정시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 명칭이나 2006년 이후 이
아이템이 유행하여 다수인이 메뉴로 사용하게 된 명칭이다. 이렇듯 식별력이 약해진 명
칭을 메뉴판과 웹사이트 메뉴소개 등에 메뉴를 설명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서비스표
광고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일 본인의 상표권이 설명적인 명칭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거나 다수인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면 상표를 사용할 때 ‘®, TM’ 표기를 붙
여서 사용하거나 로고를 붙이거나 BI형식으로 사용해 서비스표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6. 외식업에서 법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했다는 증거

40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당)2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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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
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
의 서비스를 표장(標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
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
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
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
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판결 사례 분석
足家

木村屋

특허법원
사건
번호

Black Joy
특허법원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2. 5. 4

대법원 2011.

2012. 6. 29

2011. 11.

2009. 11.

선고

7 .28 선고

선고

10 선고

25 선고

2012허3725

2010후3080

2011허12463

2011허8273

2009허5455

판결

판결

판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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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규정집 제작,

①제과점에서

커피자판기와

①간판에 ‘먹물

①영업신고증,

제작한

빵을

매대 등에 스티

낙지전문점’이

법인등기부등

규정집

진열하는

에 맞는 서비스

용기로 사용

커를 제작·부착

매우

크게,

본, 통신판매업

표 사용

②서비스표가

하여 사용한 것

‘BLACK

JOY’

신고증은

부착된

과

가 작게 도시되

나 등록, 인허

었다고 해서 상

가에 관한 공문

표를

서에

자

나무상

전면은

자체로

그

일종의

사용

간판 역할 수행

증거

관련하여,

법원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판

시

사용하지

신고

불과하므

않은 것이라 보

로

③빵의 종류 및

기 어려움

되지 못함

관련

그 가격 표시가

②‘black joy’가

②원고가

특이

되어 있는 나무

아

이사인

사항

판은

‘www.mukmool

가맹계약서, 프

에 관한 정가표

.co.kr’로

표기

랜차이즈계약서

임.

된 도메인의 사

에 인쇄된 서비

용은

스표가

서비스업

닌

서비스표

사용증거가
대표
기업의

있다는

의 사용과 관련

사실만으로

없음

비스표의

서
사용

으로 보기 어려
움

인정

사용으로

사용으로

사용으로

사용으로

여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사용 불인정

① BI규정집을 제작하여 이와 동일하게 사용한 “足家” 사례
권리자는 ‘족의 명가’ 또는 ‘족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닭발요리를 판매하는 간이주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BI규정집을 제작한 사실, 권리자 처의
명의로 ‘족의 명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사업의 1호점을 운영

한 사실, 위 간이주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

”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였는데, 이

표장들은 BI규정집에도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서비스표가 부착된 나무상자는 ‘간판’으로 빵의 종류와 가격이 명시된 나무판은 ‘정가표’
의 역할을 한다는 “木村屋” 사례

제과점

“

관련

서비스표

“

”가

“

”

및

”과 같이 구운 빵들이 담겨진 나무상자에 부착된 사례에서, 법원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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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고려당이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즉석으로 빵을 구워 판매
하는 등 제과점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판매대 위에는 위와 같이 즉석에서 구운 빵들이
담겨져 있는 나무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위 나무상자 앞부분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나무상자들 주변에는 위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의 종류․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는 나무판들이 놓여 있었는데, 위 나무판들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위 나무상자들은 제과점업이라는 그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나무상자들의 전면은 간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위 나
무판들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가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나무
상자들 및 나무판들에 표시되어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③ 커피자판기와 매대 등에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사용한 “하늘우체국” 사례

“

” 사례에서 커피자판기와 매대 등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커피자판기와 매대 등에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④ 도메인을 서비스표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한 “Black Joy” 사례
이 사건 원고는 ‘www.mukmool.co.kr’와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고 피고는 ‘블랙조이.kr’,
‘블랙조이.com’, ‘블랙조이.net’등의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
표의 사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서비스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사용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자체 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
여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데에 무슨 장
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⑤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인 기업의 가맹계약서 등에 인쇄된 서비스표를 서비스표의 사용으
로 인정하지 않은 “ROSSI” 사례
가맹점계약서 내지는 프랜차이즈계약서에 각 좌측하단 등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인
쇄되어 있지만, 가맹점계약서나 프랜차이즈계약서 등에 서비스표를 인쇄한 것을 가리켜

310
서 상표법 73조 1항 3호에서 말하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가맹점 계약서나 프
랜차이즈계약서는 적법한 등록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
사로 있는 주식회사 로시퍼제스가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에 불
과하므로, 가사 가맹점계약서나 프랜차이즈계약서에 서비스표를 인쇄한 것을 가리켜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로시퍼제스에
게 이 이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다거나 전용사용권 내지는 통상사용
권을 설정한 사실 내지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시퍼제스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단독으로
위 법인을 지배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브랜드 관리 전략
① 인정 가능한 사용 증거 만들기
기본적으로 서비스표가 부착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은 사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를 표시한
것,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사용증거에 들어간다.
외식서비스업에서는 간판이나 광고에서 서비스표와 부기적이고 설명적인 문구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서비스표가 그러한 문구에 묻히지 않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크고 눈에 띄게 도안해야 한다. 물론 “black joy” 판결에서 작게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용이 타인에게 불사
용 취소심판을 제기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판사용의 예 (서비스표 “xxx 삼계탕”)

나쁜 예

좋은 예

또한 상점에서 서비스에 사용하는 물품과 전시용품, 가격표 등에 서비스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도 사용에 속한다. 외식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저 및 젓가락 커버, 그릇,
컵, 위생종이, 위생티슈, 앞치마 등을 비롯하여 “木村屋” 사례와 같이 음식을 진열하는
용기, 음식이 포장용을 판매될 때에는 그 용기에도 표시해야하며, 포장이나 서비스 행위
에 사용되는 물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역시 좋다. 또한 최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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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어 독특하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뉴판에 서비
스표를 표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木村屋” 사례처럼 나무판 등과 같이 독특한
메뉴표지를 둘 경우에도 그 안에 서비스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② 보조적인 사용 증거 만들기
“ROSSI”사례에서 언급하였듯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은 신
고나 등록, 인허가에 관한 공문서에 불과하고, 더불어 프랜차이즈 계약서, 가맹점 계약서
등도 명확하게 사용 증거로 채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Black Joy” 사례에서
보듯 서비스표와 동일한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 증명에 있어 큰 문제
는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구비하지 않은 것 보다
하는 편이 더 분쟁 시 유리하므로 미리 체크하고 확보하여 타인의 빌미를 잘라버리는 것
이 좋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업종과 종목을 선정할 때 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동일하게 맞춰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 도·소매업, 종목 : 프랜
차이즈업’으로 되어있고 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은 ‘일반음식점업’이 라면 상호 다른 서비스
업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추후 사용 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③ BI(brand identity) 규정집 만들기
‘BI(brand identity) 규정집’ 이란 BI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매뉴얼을 뜻한
다. 앞서 인정 가능한 사용 증거를 만들 때에는 다른 도형과 다른 서체들로 달리 사용하
기 보다 체계적인 BI 규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 증거에 더욱 도움이 되며, 개발된
브랜드의 올바른 사용은 기업이미지와 수요자 인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규정집을
제작하여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규정집에는 ‘기본 디자인’과 ‘응용 디자인’ 항
목이 있는데, ‘기본 디자인’ 항목으로는 심볼, 로고타입, 국영문로고체, 그리드시스템, 칼
라시스템, 로고시그니쳐, 전용서체, 로고작도법, 보더라인, 패턴,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
고, ‘응용 디자인’에는 여러가지 서식류, 명함, 편지봉투, 버튼, 판촉용품, 등과 각종 사
인류, 차량류, 컵, 포장지, 쇼핑백 등 패키지류, 유니폼 등의 예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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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제1절 중국진출 외식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1. 중국의 외식업 시장
가. 중국의 외식업 시장 현황

408. 409. 410.

○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정책기조 속에 2014년의 중국은 3차 산업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
졌다.
○ 전체 GDP는 전년 대비 7.4% 성장한 63조 6,463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산업유형별 증가
율을 살펴보면, 1차 산업 (4.0%, 5조 8,332억 위안)이나 2차 산업 (7.3%, 27조 1,392
억 위안) 보다 3차 산업 (8.1%, 30조 6,739억 위안)의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 3차 산업의 비중(45%) 및 최종소비지출의 경제총액에 대한 공헌률(51.2%)이 전년에 비
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외식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시와 농촌 모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3선 도시의 주민 가처분소득이
꾸준히 성장하였음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 국민의 구매력이 고르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
다.
•2014년 1인당 가처분소득 : 2만 167 위안(전년대비 명목상 10.1% 증가)
* 가격요인 등을 제외한 실제 증가율은 8.0%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 2만 8,844 위안(9.0% 증가)
•농촌주민 가처분소득 : 1만 489위안(11.2% 증가)
•각 계층별 평균 가처분 소득
- 저소득층 : 4,747 위안
- 중하위소득층 : 1만 887 위안

408. 김화(2015), 중국국가통계국 2014년 중국 경제실적표 발표, 정부와 언론의 엇갈린 반응,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09. 강민주(2015), 中 외식업 소비 트렌드 大해부,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10. 유근영(2015), 中, 외식업 불황 속 홀로 웃는 샤브샤브 업체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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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소득층 : 1만 7,631 위안
- 중상위소득 : 2만 6,937 위안
- 고소득층 : 5만 968 위안

< 표 57 > 2002-2014년 중국 외식업 매출규모. 자료출처 : 신화망(新华网)

○ 외식업 시장의 전체적인 매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성장률은 둔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해 집계된 2014년 매출규모는 전년대비 9.7% 증가한 2조 7,860억
위안에 달하였으나, 2013, 2014년에 기록한 전년대비 증가율 9.0%, 9.7%는 최근 10년
동안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중국 요리협회의 2013년 중국 외식업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규모가 큰 42개
외식업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기업의 총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8% 하락해 10
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유흥 및 사치낭비 등을 규제하는 중국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시장이 대중화되고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 2013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고급 외식업체 매출액이 20% 이상, 중소 도시는
30% 하락하였다. 제비집, 전복과 같은 고급 식재료의 가격은 40%, 샥스핀의 경우 최대
70%까지 하락하고, 식품 선물세트의 판매액은 45%까지 떨어졌다.
○ 이에 따라, 고급요리를 취급하는 외식기업들이 대중식당으로 서비스 전환을 고려하거나
시도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나. 중국 외식업 시장동향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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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화 현상

411. 412.

○ 2013년 1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18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시진핑(习近平) 총서기
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관료의 부패를 척결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공무
용 차량, 접대비, 출장비”를 일컫는 이른바 삼공경비(三公经费)

413.의

감축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 그 결과 2014년 중국 베이징 시의 삼공경비는 전년대비 16.16% 감소한 58억 8,100만
위안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공무접대비가 2013년에 비해 무려 58.5% 감소하였다.414.

시 기

조 치

2013년 1월

혀끝 위 부패 일소

관련내용
시진핑, “식 음료 절약에 힘쓰고 낭비를
배격”하도록 지시
리커창(李克强) 총리, “공금을 이용한

2013년 3월

삼공경비 감축

접대, 출국 및 차량 구입 등 삼공경비
감축” 방침 발표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 및

2013년 6월

4풍(四风) 척결

사치풍조 배격 등 공직사회 내 ‘반(反)
4풍’ 확립 지침 하달
1. 식사 시 고급 술, 담배, 안주 제공 금지

2013년 12월

접대 관련 38개항
금지 규정 시행

2. 샥스핀 요리,
마오타이(茅台)주˙우량예(五糧液) 사용
금지
3. 고급식당 및 민간클럽 이용 금지

< 표 58 > 외식업 관련 중국정부의 정책동향. 자료출처 : 新浪财经
○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反) 부패 정책은 고급요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었으며, 이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들은 메인 타겟을 고액 소비층에서 일반 소비자층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고부가가치 메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일부 업체들은 2-3급 도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 산업영역이 확대되고 점포 수가 증
가하고 있다.
② O2O

415.

411. 중국 외식산업 시장 동향, KIET 해외산업정보, http://www.kiet.go.kr/
412. 유근영(2015), 中, 외식업 불황 속 홀로 웃는 샤브샤브 업체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
org/
413. 삼공경비는 관공서 관련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경비인 공무용 차량, 접대비, 출장비를 일컫는다., 네이버
백과사전 kotra 국가정보 - 중국의 정치·사회 동향
414. “(중국출발시황)중국 금융개혁 시작”, 뉴스토마토, 2015.08.21., http://www.news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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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외식업 관련 분야 이외에도 야놀자(숙박), 카카오택
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O2O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중국에서도 인터넷 이용률 및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O2O서비스가 활성화되
기 위한 기본 여건이 조성되고, 바쁜 현대인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O2O서비스 시
장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루이(艾瑞)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는 5억6,0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
년부터 외식업체들도 온라인을 통해 공동구매티켓이나 쿠폰을 발행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인 O2O 마케팅
○

416.

을 도입하였다.

다중뎬핑왕(大众点评网,

http://www.dianping.com/),

메이퇀왕(美团网,

www.meituan.com), 누어미왕(糯米网, http://www.nuomi.com/) 등은 식당 예약서비스,
각종 할인 쿠폰 및 혜택, 후기 등을 사전제공 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온라인 고객들을 오
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고 있다.

< 표 59 > 2010-2016년 중국 외식업 O2O 서비스 이용자 규모

○ 중국 시장조사기관 핀투왕(品途网, http://www.pintu360.com/)은 O2O시장을 분석한
《2014년 중국 외식업계 O2O 발전보고》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외식
업 O2O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한 1억 3,90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
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약 2억 4,100만 명, 2016년에는 2억

415. 김진경(2015), 中, 떠오르는 외식업 O2O 서비스 및 배달 앱,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
g/
416. 온라인(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서 오프라인(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방법,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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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외식업 O2O 시장 규모는 2013년 전년 동기 대비 61.2% 상승한 622.8억 위안, 2014년
전년 대비 51.5% 상승한 943.7억 위안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시장규모는 2,000억 위
안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국 전체 외식업 시장규모 대비 O2O 외식업 시장규모는 2012년 1.7%, 2013년 2.4%
2014년 3.5%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O2O 외식업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
로 파악되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예측된다.

< 표 60 >

2010-2017년 중국 외식업 O2O 배달 시장규모

○ 아이루이(艾瑞)가 발표한 《2015년 중국 외식업 배달 O2O시장 발전보고》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외식업 전체 배달시장 규모는 1,600억 위안, 외식업 O2O 배달시장 규모는
95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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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

).

중국 외식업 O2O 배달서비스 플랫폼. 자료출처 아이루이쯔쉰(艾瑞咨

询

○ 중국 외식업계 O2O 배달서비스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KFC, 피자헛, 맥
도날드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체개발 앱과 한식, 일식, 양
식 등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는 앱으로 나누어진다.
○ 업계 내 선두 플랫폼으로는 어러머(饿了么, http://v5.ele.me/), 메이퇀와이마이(美团外卖,
http://waimai.meituan.com/), 타오뎬뎬(淘点点, http://www.taobao.com) 등이 있다. 메
이퇀와이마이(美团外卖), 타오뎬뎬(淘点点)은 2013년 말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에 성공하
여 빠르게 발전 중이다.
○ 2014년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O2O 플랫폼들이 잇달아 외식업계 배달서비스 시장으로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됐으나 2015년에는 경쟁구도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외식업계
내 O2O 배달 앱 1위인 어러머(饿了么)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두자리를 차지할 것으
로 예측된다.

구 분

2014년
시장점유율

특 징
- 업계 내 최대 시장점유율 보유
- 2014년 350%에 달하는 폭발적인

30.58%

성장
- 260개 도시, 총 사용자 2만 명
가맹업체 20만 개, 주문건수

어러머(饿了么)

20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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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시장점유율

특 징

- 1년간의 사업확장을 통해
27.61%

가맹업체를 250개 도시로 대폭
늘림. 한식, 일식, 양식 등 도시락
및 디저트, 음료 배달 서비스 제공

메이퇀와이마이
(美团外卖)

< 표 62 > 주요 O2O 배달서비스 플랫폼 및 특징. 자료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어러머(饿了么)는 다중뎬핑왕(大众点评网), 징동(京东), 텐센트(腾讯)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배달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자체 물류시스템을 설립하였다. 또한, 중국 대형 커피전
문점인 COSTA와 합작관계를 맺어 음료 배달 시장까지 영역을 넓혔다.
○ 2017년 외식업 O2O 플랫폼을 통한 배달 매출액은 4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
다. 중국에 진출한 외식업체들은 O2O 마케팅 및 배달 서비스를 주요한 경영전략 중 하
나로 삼고 다양한 소비계층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③ 공동구매를 통한 외식업 소비 활발

417.

○ 공동구매 시장에서 외식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외식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중국 공동구매 시장의 총 거래액은 74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8.3% 성장하였
다. 공동구매 참여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구매를 이용한 물품구매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반면 외식업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카테고리별로 점유율을 살펴보면 외식업 59.1%, 레저·오락 20.2%, 호텔·여행
10.5%, 생활서비스 8.1%, 상품 및 기타 2.1%의 순서로 나타났다.
○ 2014년 판매품목 증 훠궈 샤오카오, 지방 요리, 뷔페, 호텔예약, 영화티켓, 패스트 캐쥬
얼 레스토랑, 디저트, KTV, 사진촬영, 한식·일식 요리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④ 권역별 요리 특징

418. 419.

○ 중국은 화북, 화동, 동북, 화중, 화남, 서남 및 서북의 7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요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주로 갖는다.

417. 임정민(2015), 고속성장 중인 中 공동구매시장(团购)을 적극 활용하라,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
window.org/
418. 강민주(2015), 中 외식업 소비 트렌드 大해부,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19. KOTRA(201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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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특징

화북권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허난, 산시, 네이멍구

화동권역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동북권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화중권역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화남권역

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

서남권역

쓰촨, 충칭, 구이저우, 시짱, 윈난

서북권역

산시, 칭하이, 간쑤, 닝샤, 신장

< 표 63 > 중국의 7대 권역

자료출처 :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권역

특징
- 짠맛 선호, 강한 불로 빠르게 볶아내는 요리

화북권역

- 베이징요리
: 짠맛이 강하며 궁중․약선요리와 같은 고급 요리 발달
- 경제 중심지이자 연해에 위치해 개방적 식문화 형성

화동권역

- 상하이요리
: 해산물을 많이 사용, 단맛을 선호하며 기름기가 많음.
- 한국과 가깝고 한인 및 교포가 많아 한국 음식 인지도 높음.

동북권역

- 동북요리
: 맛이 진하고 설탕과 간장을 많이 사용
- 내륙지역으로 현지산 재료를 많이 쓰며 맵고 짠맛이 강함.
- 후난요리

화중권역

: 기름과 고추를 많이 사용
- 안후이요리
: 색깔과 재료 자체의 맛을 중시
- 부드럽고 시원하며 담백한 맛이 특징

화남권역

- 광동요리
: 전통요리에 서양요리법 결합. 사용하는 식재료가 가장 풍부하며,
중국 요리 중 재료 원래의 맛을 가장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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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특징
- 고추, 후추, 마늘 등 향신료 사용 비중이 높으며 자극적이고 매운

서남권역

맛이 특징
- 쓰촨요리
: 야생 동식물, 채소류, 민물고기가 주재료
- 낙후된 환경, 열악한 기후 등으로 다양한 식문화 미발달

서북권역

- 종교의 영향으로 양고기 소비가 많으며 수산물, 돈육 소비는 극히
적음.

< 표 64 >자료출처
중국의: 지역별
요리특징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KOTRA
⑤ 테이크아웃 음료 인기

420.

○ 중국 외식업 창업은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스트릿 푸드, 테이
크아웃 음료점 등이 창업주들의 인기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 테이크아웃 음료는 가격부담이 낮고 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특성에
부합하며, 테이크아웃 음료 전문점이 현대 트렌드와 결합한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되면
서 청소년 및 유행에 민감한 20-30대 젊은 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 중구어츠커우(中国吃口)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창업시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으로는
13.41%의 비율로 1위를 기록한 나이차(奶茶)421. 를 비롯하여 테이크아웃 음료들이 상
위권을 차지하였다.
○ 나이차, 생과일 주스, 요거트, 쉐이크 등의 테이크아웃음료는 다양한 메뉴가 구비되어 있
고 개인별 취향에 따라 토핑, 당도, 얼음량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
다.
○ 최근에는 중국인의 건강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인해 생과일주스, 요거트 등이 큰 인기를 끌
고 있으며, 자신의 판매품목 이외에도 다른 인기음료를 추가하여 서비스하는 브랜드간
메뉴 벤치마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다만,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앞서 언급한 ‘소자본, 고수익’의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제대로 된 시장조사 없이 맹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 예를 들어, 나이차 같은 일부 아이템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메뉴 및 아이템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테이크아웃 전문점 시장에서 O2O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가 활
성화되고, 배달서비스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테이크아웃 음료 전문점들도 일정수량 이

420. 강민주(2015), 유행이 아닌 식습관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국 테이크아웃 음료시장,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
ww.globalwindow.org/
421. 버터차, 밀크 티에 가까운 것으로 병차(餠茶), 단차(團茶), 혹은 전차류(磚茶類)를 칼로 깎거나 가늘고 엷게 한 차 잎을 냄
비나 솥에 넣어 달여 끓여 맛을 낸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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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매할 경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 중국재경보(中国财经报)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의 나이차 배달 거래액은 2011년의 600만
위안에서 2012년 1,200만 위안, 2013년 1,9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도
조사시점 기준 3,000만 위안 이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명

설명

주요 메뉴

코코는 1997년 설립된 대만
브랜드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최대 버블티 브랜드로 2014년 기준
코코(都可)

나이차, 커피,
코코아, 스무디

전 세계에 약 2000개 점포를 운영
중임.
해피레몬은 2006년에 설립되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점포를 확대하였고 레몬을 원료로 한

해피레몬(快樂檸檬)

제품이 주력제품임.

레몬 녹차 시리즈,
나이차, 야쿠르트
시리즈

공차는 대만 브랜드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공차는 1066년 주나라

공차(貢茶)

무왕시기에 황제에게 바쳤던 ‘공차’를

나이차, 하우스

계승해 전통적인 방법에 현대적인

스페셜, 시리즈,

요소를 가미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커피 등

싱가포르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시엔궈스지엔
(鮮果時間)

시엔궈스지엔은 2007년 설립되었으며

과일 주스,

‘신선함, 신세대, 건강함(新鮮, 時尙,

과일스무디, 나이차,

健康)’을 슬로건으로 내세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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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설명

주요 메뉴

수이궈라오는 2003년 설립된
브랜드로, 주력 제품은 수박, 복숭아,
키위, 모과, 바나나 등으로 만든
과일주스로서 주문 후 바로 껍질을
수이궈라오(水果撈)

과일 스무디, 과일
푸딩, 컵과일

깎은 과일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음.

미쓰밀크의 사용 유제품들은 공업화

미쓰밀크
(MISSMILK酸奶吧)

생산된 방법이 아니라 모두 전통적인

요거트, DIY요거트,

방식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사용함.

과일 요거트,

‘신선함, 수제의, 천연의, 건강함’의

솽피나이

슬로건을 가짐.

< 표 65 > 중국의 주요 테이크아웃음료 전문 브랜드. 자료출처 : KOTRA 상하이
무역관
⑥ 중국의 커피시장

422. 423. 424.

○ 중국은 대표적인 차문화 국가이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양상이 변화되면서 현대인의
대표적인 기호품인 커피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 중국과 마찬가지로 차문화가 발달된 일본의 경우, 1960년대는 커피 소비량이 25만 포대
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700만 포대로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 경우에도 커피 소비량이
2012년 기준 13만 톤을 넘어섰으며 매년 꾸준히 15-20%씩 성장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커피시장 성장률은 2%대)
○ 2013년 중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5잔으로, 비교적 성숙한 커피문화를 가지고 있
는 다른 국가(세계 평균 240잔, 한국 평균 484잔)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커피협회의 Nestor Osorio 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잠재적인 커피 소비자는 약 2억-2억
5,000만 명으로 세계 1위 커피 소비국인 미국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
○ 현재 중국의 커피시장은 세계 시장규모의 0.6%에 불과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매년 15%,
1인당 커피 소비량은 30%이상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원두커
피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2013년 기준 중국의 커피 수입총액은 1억 4,103만 달러, 2014년 1분기 커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4,094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영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민텔에 따르면 중국내 카페의 수가 2014년 기준으로 최근 5년
422. 백인기(2015), 중국 프랜차이즈 커피숍 시장 분석,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23. 이지은(2014), 중국, 커피향에 취하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24.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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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만 5,000개에서 3만 4천여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커피 시장은 네슬레로 대변되는 “뜨거운 물에 풀어 마시는 커피”에서 시작하여
상다오(上岛)의 “즉석에서 갈아서 마시는 커피”, “패스트푸드+비즈니스” 및 스타벅스를
거쳐 현재 만(MAAN)커피를 비롯한 문화체험류의 카페로 발달하였다.
○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카페에서 파는 음료를 마시는 기본적 목적 외에, 문화소비를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커피를 좋아하지 않지만, 카페의 분위기나 환경 등을 좋아해 매장을 방문하고 기타 식음
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특히 외국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국의 신세대는 중국의 커피소비문화를 발달시
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 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피는 “독특한 맛을 지닌 음료수”로
인식되어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중년층 역시 커피의 주요 소비자군으로 편입
되기 시작했다.
○ 중국에서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 UBC, COSTA, Milot, Cross Straits,
MANABE, BLENZ, SPR, 신다오(新島)，라오슈(老樹)，밍디엔(名典), 디오(迪歐) 등이 있
다.
○ 미국의 스타벅스는 중국 전역에 1,200개의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커피 프랜
차이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영국의 코스타커피(COSTA), 호주의 자
메이카블루(Jamaica Blue) 등 외국계 기업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으며 맥도널드의 맥카페
등 패스트푸드점, 85도씨, 홀리랜드 등 베이커리 등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 표 66 > 중국소비자들이 1년 내 가장 많이 방문한 커피숍 순위.
자료출처 : 라이지아멍 (來加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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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소비자 조사기관 AVANTI가 실시한 ‘최근 1년 내 가장 많이 방문한 커피숍’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1위를 차지하였고, 상다오커피(上島咖啡), 자메이카블루,
밍디엔커피(名典咖啡)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

425.

대표 브랜드

특징
- 커피가격은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으로
21-22위안이며 점포 면적은 50-200 제
곱미터로 보통 규모임
- 고급 빌딩이나 번화가에 주로 입점함. 직

외국계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영국의 '코스타커피
',
미국의 '스타벅스'

장인들과 젊은 세대 고객의 방문이 잦음
-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마
다 분위기, 상품의 맛과 질, 위생상태 등
이 표준화되어 있음
- 최근 코스타커피, 자메이카블루 등 외국
계 고급 브랜드 전문점의 공급이 확대되
고 있는 추세임
- 커피 가격은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으로
23-25위안이며 점포면적은 400-2,000
제곱미터로 규모가 큼. 고급스러운 인테
리어와 함께 소파, 피아노 등이 배치되어

현지 레스토랑
결합형 커피
프랜차이즈

' 상다오( 上島) ' 와
‘량안(兩岸)'

있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함.
-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레스토랑과 결합
된 카페유형으로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심
-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마
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며 매장관리 수
준이 직영점과 비교해 다소 떨어짐

425.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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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표 브랜드

특징
- 전문 커피숍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아메
리카노 한 잔 기준 8-12위안)로 구성되어

기타

홀리랜드,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85도씨

(베이커리)
맥카페(패스트푸드

커피숍

점)

있으며 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판매함
- 점포면적은 100 제곱미터 내이며 고객의
방문 빈도수를 늘림으로서 단위면적당 원
가를 낮추는 전략을 채택함
- 주로 아침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커피
를 할인해주거나 베이커리류 제품과 세트
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함

< 표 67 > 중국 내 카페 프랜차이즈 유형 및 특징. 자료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중국 내 카페 프랜차이즈는 대략적으로 외국계, 현지의 레스토랑 결합형 및 기타 베이커
리(패스트푸드) 형태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한다.
○ 중국의 상푸컨설팅(尚普咨询)은 ‘2011-2016 중국 커피업계 시장연구보고서’를 통해 업계
이윤취득구조와 낮은 진입문턱 때문에 커피산업의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
망하고, 명확한 타겟 설정을 통한 차별화된 경영 전략수립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 중국에서 카페베네, MAAN Coffee, Zoo Coffee 등 한국의 카페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 언론 및 업계 관계자는 그 인기 비결로 중국 젊은 여성층을 타겟
으로 하는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꼽았다.
○ 중국 외식업계 전문가인 리창(李強)은 한국 커피전문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길거리를
지나다 전원적, 생태적 분위기에 목재 인테리어를 추구하고 달달한 음료에 다양하고 먹
음직스러운 쿠키를 판매하는 2층짜리 카페”와 같이 정의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와 남성 고
객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벅스와 달리 한국의 커피전문점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상품
으로 중국의 젊은 여성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영화 상영, 보드게임, 스터디 룸 등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닌 “대안적 문화 공간”으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앞으로는 커피제품 본연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 바리스타 영입 등을 통해 커피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이 요구된다.

⑦ 중국 베이커리 시장

426.

(단위: 억 위안)
426. 조주이(2015), 중국 내륙지역 베이커리 시장의 새로운 기회,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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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8 >

329

2008-2013년 중국 베이커리시장 판매액. 자료출처 :
치엔짠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 중국의 베이커리 시장은 2008년 778억 위안을 시작으로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
며 2013년에는 1,300억 위안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 중국식품과학기술망에 따르면 서양 베이커리 문화가 1980년대 처음 중국에 들어온 이래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서양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베이커리 시장
이 발전하였다.
○ 중국 소비자들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위생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베
이커리 시장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 기존제품을 단순 소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DIY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층일
수록 개성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하나 뿐인 것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음식 취향이 비슷한 대만·홍콩·한국 등의 베이커리는 중국에서
강세를 보이며 브랜드 인지도도 높은 편에 속한다.

⑧ 아이스크림

427.

427. 김예진(2015), 고급성장을 꿈꾸는 中 아이스크림 시장,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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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이스크림 생산량
자료출처 : 龙品锡市场研究中心
* 연매출액 2000만 위안(한화 약 37억 원) 이상인 중국 기업 기준
< 표 69 >

○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식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에 대
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 베이징 천바오 (北京晨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약 12배
성장하였다. 연평균 35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
망이다.
○ 선호하는 제품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저가 아이스크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소득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해외 아이스크림 수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급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 수제 아이스크림, 무설탕, 유기농, 인공색소 무첨가 제품 등과 같이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미지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수입이 활발해지고 있
다.
○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고 해외 수입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⑨ 할랄(HALAL) 푸드

428.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서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428. 조현재(2014), 거대시장 할랄(HALAL), 중국 2500만 무슬림을 공략하라,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
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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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 할랄제품은 까다로운 검열과 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건강
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非)무슬림에게도 많은 호응
을 얻고 있다.
○ 할랄시장은 식품류가 주를 이루며 전 세계 할랄식품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6,800억 달러(한화 약 720조 원)이다.
○ 이슬람 외식업과 식품가공업의 규모는 총 3,000억 위안으로 할랄식품은 중국 식품산업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핵심적인 대외 경제전략으로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유럽의
물류망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 유럽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
로드를 아우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육·해상 실크로드의 개발은 중앙아시아 및 유럽의 이슬람국가와 직접 연결되는 교
역로로서 중국의 이슬람 관련 산업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할랄제품은 단순히 무슬림을 위한 식품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품질이나 건강
함을 보증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이슬람 문화권에 기속되지 않고 전 세계
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소수민족 중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은 10개이다. 이 중 회족(回族)·위구르족
(維吾爾族)의 인구가 가장 많고, 중국 무슬림 인구 총수의 약 90%를 차지한다.
○ 특히 청해(青海), 영하(宁夏) 등지의 서북지역 할랄식품산업은 무슬림의 이념과 부합하는
양질의 재료, 저렴한 원가, 유통과 경영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무슬림 및
주위 기타 이슬람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2012년 중국 외식업 시장조사보고 《2012年中国餐饮业市场调查报告》에 따르면 할랄식
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경영하는 기업은 약 6,000개 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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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로고

특징

주요 생산제품

- 영하 현지 특색 제품을 가
허우성지
(宁夏厚生记食

공하는 대형 할랄식품 기

주로

업

씨, 땅콩과 같은

- 영하회족자치구식품공업의

品有限公司)

급 농업산업화의 선두기

등의 간식류

기자 재배, 연구, 생산

杞产业发展有

판매 일체를 담당하는 과

限公司)

학기술기업
- 상해맥농식품판매관리유한

이웨얼

공사(上海麦农食品销售管

(伊味儿快乐休

理有限公司)에

闲食品隶)

구기자,

건고구마, 건살구

발구에 위치한 회사로 구

(宁夏百瑞源枸

견과류,

10대 기업이며 중국 국가
업임.
- 영하 국가급 경제기술 개

루이위엔

해바라기

속해있는

브랜드로 간식류의 개발,

구기자를 원료로
하는 건강보호식
품, 건강음료, 간
식등

건강보호

식품,

간식, 음료 등

판매 및 포장을 담당

< 표 70 > 중국내 주요 할랄식품 브랜드. 자료출처 : 바이두, KOTRA 광저우
무역관
○ 중국내 주요 할랄식품 브랜드로는 허우성지, 루이위엔, 이웨얼 등이 있다.
○ 국내에서는 농심, CJ 제일제당, 풀무원, 남양유업, 교촌치킨 등 기업이 할랄 인증을 획득
해 이슬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교촌치킨은 교촌소스·핫소스·허니소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세계적 할랄 인증기관인 미국
이슬람 식품영양협의회(IFANCA)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
○ 남양유업은 국내 유가공 업체 최초로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다.
○ 풀무원을 비롯해 CJ 제일제당 등 5개 국내 식품회사는 사단법인 할랄협회를 설립해 할랄
인증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 중국 외식업 시장 소비자 특성 및 동향
① 안전 및 위생

429.

430.

○ 중국소비자들에게 ‘위생’과 ‘안전’은 매우 민감한 키워드이다.
○ 중국 소비자의 71%는 식품안전을 위해 20-50%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통
계수치도 나와있다. 유기농 채소와 일반 채소의 가격차이는 3-5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2013년 중국의 유기농 식품 판매량은 이미 50억달러(약 5조 6,900억원)를 넘
429. 강민주(2015), 中 외식업 소비 트렌드 大해부,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30. 남지은(2014), 외국계 패스트푸드에 등 돌린 중국 소비자,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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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도시가 전체 유기농 먹거리
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431.

○ 중국요리협회는 2014년 12월 ‘2014년 외식업 소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외식을 할
때 음식점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응답한 항목 중 맛, 안전, 음식점 환경, 가격, 평판 등 5
가지 요소가 97%를 차지하였다.
○ 그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2013년 대비 '안전'과 '위생'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2013년 5위에서 2014년 2위로 상승)
○ 이는 KFC, 맥도날드 등 중국 내 식자재 공급을 담당했던 미국 OSI(福喜)가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사용한 사건이나 대만 불량기름 사태 등으로 인해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하
여 민감해진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외식업체의 입장에서 ‘위생’, ‘안전’과 관련된 악성이슈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의 매출하
락은 물론이고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장기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맥도날드와 KFC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미국의 유명 식품업체인 OSI그룹의 자회사인 상하
이푸시(福喜)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대량 납품한 사실이 지난 2014년 7월 중
국 동방위성TV에 의해 보도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 사건이 터지자 상하이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9개 패스트푸드 사가 푸시로부터 납품
받은 불량 식자재 100톤을 확인하고 봉인 조치하였고, 소비자 여론도 악화되었다.
○ 이와 관련, 중국 남방도시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이 사건이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으며,
인민일보 산하 환구시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산보다 서양 브랜드를 더 신뢰한
다는 응답이 9%에 불과하였고, 특히 89.3%는 ‘앞으로 맥도날드와 KFC에 덜 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2013년 KFC와 피자헛의 모회사인 트라이콘(Tricon) 그룹은 중국시장의 매장을 6,000여
개로 늘리고 502억 위안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2013년 매장
수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데 비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하락하였다.

431. 경향신문, [지구의 밥상](8) 중국 주부 “유기농도 산지 구입…우유·조미료는 외국산”, http://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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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해당 브랜드

2012년 3월

맥도날드

2012년 12월

맥도날드, KFC

2013년 7월

맥도날드, KFC

2014년 4월

맥도날드

언론보도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
용
항생제와 호르몬제로 사육
된 닭고기 사용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및 열악한 위생상황
유럽지역에서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인 식용 닭 사용

< 표 71 > 최근 3년간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의 식품안전 사건

자료출처 : 인민망(人民網), KOTRA 베이징 무역관

○ 최근 3년간 외국계 패스트푸드 업체의 중국 내 식품안전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그 결과, 2013년 2분기 트라이콘 그룹의 순이익은 2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으며, 중국 내 매장의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각각 20%, 63% 하락하였다.
○ 2013년 1-3분기 중국 8개 주요 도시의 서양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방문자 수 및 소비량
이 각각 -12%, -1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시장점유율에서도 중식 프랜차이
즈가 19%에서 22%로 증가한 반면, 서양식 프랜차이즈는 20%에서 18%로 하락하는 결
과를 낳았다.
○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의
식품 관련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추진한
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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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식․일식의 선호도 증가

< 표 72 >

중국 국내외 인기 요리 순위. 자료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중국요리협회의 소비자 조사(2014) 결과 외국요리 중에서 한식과 일식을 선호하는 비율
이 5.5%를 차지함으로써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외국 요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의 경우 한식과 일식 외에 광동요리와 퓨전요리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게 나
타난데 반해, 일반 소득층은 외국요리보다 쓰촨요리, 동북요리, 샤브샤브(훠궈) 등 대중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③ “스마트” 한 소비자
○ IT, 스마트폰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정보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인들 또한 이전보다 “스마트”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
○ 전화를 통한 주문예약은 점차 감소한 반면, ‘예약-주문-결제-평가’ 등 소비활동의 전 과
정을 전용 앱으로 해결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 다만, 결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금·카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즈푸바오(支
拂寶), 웨이신첸바오(微信钱包)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예약 지불하는 비중이
2013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 특히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보안 강화, 기능 개선으로 인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 음식점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신문·TV·방송 등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한 음식점 홍
보

및

정보수집이

쇠퇴한

반면

스마트폰

앱이나

다중뎬핑왕(大众点评网,

http://www.dianping.com/) 등과 같은 소비자 정보교류 플랫폼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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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결정할 때는 고객 후기, 지인 소개, 입소문 등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접 전해 듣는 정보의 신뢰도가 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많은 외식업체들이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微博, 중국 대표 SNS) 등
SNS 계정을 개설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SNS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정보를 활용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맛집에 다녀온 후기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데, 식품위생․안전문제와 같이 중국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이슈가 SNS를 통
해 확산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관리 및 구체적 대응방안의 사
전수립이 요구된다.

③ 배달 서비스
○ 중국의 외식업 시장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쇼핑몰 등 번화가 이외에도 점
심시간에 제약을 받는 직장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서비스 시장도 꾸준히 성장
하고 있다.
○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도 배달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내에서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 식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배달 전문 사이트보다는 식당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을 선호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⑤ 대중적 소비
○ 2014년 5월 중국 상무부는 ‘대중음식점 소비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향후
5년 내 음식점 소비의 대중화를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 중국요리협회의 소비자 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공무에 의한 소비를 제외한 일반적 형
태의 소비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 전년 (2013년)에 비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기 싫거나 시간이 없어 외식을 선택하는 비중
이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로 친구나 가족 모임을 위한 외식이 77.4%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친목도모를 위하여 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대중적 외식문화와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식점 선택 시 비용을 고려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5위 밖이었으나 2014년에는 4대 요인
으로 조사되었다.

⑥ 아침식사

43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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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요리협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9년의 중국 조찬 외식시장 규모는 1,878억 위
안으로 이후 해마다 10% 이상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시장규모
가 3,024억 위안(약 49조 6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중국인의 생활이 바빠짐에 따라 아침식사 시간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집이 아닌 밖에
서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의 출근 시간은 보통 9시
인데, 길거리 노점에서 구매한 포장음식을 회사에서 해결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며,
아침은 ‘때우기’ 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위: 명)
구분
수

매일

1-2일

3-4일

4-5일

먹지
않음

총계

143

22

39

39

21

264

(54.2%)

(8.3%)

(14.8%)

(14.8%)

(8.0%)

(100%)

< 표 73 > 중국의 아침식사 여부 설문조사
자료출처 : 저장공업대학 식품안전영양협회(浙江工业大学 食品安全与营养协会)

○ 저장공업대학 식품안전영양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7회(매일) 아침을 먹
는 사람이 50%, 4회 이상 챙겨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즉, 중국인은 아침식사를 간단하지만 꼭 먹어야 하는 끼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32. 정안진(2014), 中, 14억 인구의 아침을 깨우는 웰빙선식시장,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
g/
433. 김명신(2014), 중국 조찬 외식시장에 뛰어든 글로벌 외식업체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
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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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아침식사 선택 시 고려사항.
자료출처 : 中国早餐市场分析, KOTRA 광저우 무역관
< 표 74 >

○ 중국인이 아침식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식품위생, 간편함, 맛, 영양, 포장
상태, 가격 순으로 조사되었다.
○ 그동안 아침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중국인들은 주로 길거리 음식을 먹었지만 저질 식자
재 사용 우려 등 식품안전을 중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급화된 아침식사를 찾는 소
비자가 늘고 있다.
○ 이와 같은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소비자의 촉박한 시간을 감안하여 간편히 먹을 수 있
으면서도 깨끗하고 맛도 괜찮은 음식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의 기업들은 고유의 메뉴와 현지화된 음식을 조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국의 조찬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가격대가 다소 높더라도 브랜드가 있고 품질이 보장되
는 아침식사를 찾는 소비자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아침식사
시장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KFC가 글로벌 외식체인점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조찬시장에 진출한 이후 맥도날드, 피자
헛,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이 서양식 또는 서양식과 중국식을 결합한 조찬메뉴를 판매하
고 있다.
○ KFC는 아침 6시부터 식사를 제공하며 중국인의 전통적인 식사인 죽, 또우쟝(豆漿 두유),
요우티아오 등 전통 메뉴와 햄버거 조찬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가격은 6-15위안)
○ 맥도날드도 6-10위안대 햄버거 조찬메뉴를 출시하고 중국인이 아침에 또우쟝을 즐겨 마
시는 것을 감안해 세트메뉴 음료로 또우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자헛은 아침 7시 반부터 미국식, 프랑스식, 샌드위치, 오트밀죽, 전통 중국식 등 14종
류의 아침메뉴를 판매 중이며, 아침 메뉴로는 고가인 15-25위안에 판매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2012년부터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토스트, 샌드위치, 제과류 등 서양식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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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를 세트로 하는 40-50위안 고가형 조찬메뉴를 판매 중이다.

브랜드

대표메뉴

가격대

판매시간

KFC

죽, 에그롤 등

6-15위안

6:00-9:30AM

6-10위안

5:00-10:30AM

15-25위안

7:30-10:30AM

6위안대 햄버거

맥도날드

세트
다양한 서양식

피자헛

아침메뉴 세트

스타벅스

빵류+커피/차

40-50위안
(음료포함)

7:00-11:00AM

< 표 75 > 중국 외식조찬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체인점
자료출처 : KOTRA 상하이 무역관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등 1, 2선 도시의 직장인들은 아침식사 음식을 사무실
인근에서 테이크아웃한 후 사무실에서 먹는 경우가 많으며, 오피스타운 인근의 편의점에
는 아침 식사를 구입하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 패밀리마트, 로손, 세븐일레븐 등 일본계 편의점과 상하이의 중국 편의점인 하오더(好德),
량요우(良友）등은 찐빵, 계란, 삶은 옥수수, 죽, 샌드위치, 빵류, 케익, 초밥, 쭝즈(粽
子), 샐러드 등을 외식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⑦ 휴식공간에 대한 인식

434.

○ 중국 유명 광고서비스 회사 창룬(昌荣传播)이 발표한 《2014 중국 소비자 경향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소비자시장의 큰 흐름 중 하나는 휴식형태의 변화이다.
○ 즉, 과거에 중국 소비자들은 쇼핑, 외식 등을 목적이 분명한 외출을 주로 했지만, 이제
는 외부공간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식업체들도 이와 같은 수요
에 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⑧ 카페 소비자

435.

○ '2013년 중국커피소비자분석'에 따르면 카페를 찾는 고객 중 직장인, 대학생들로 구성
된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조사기관 AVANTI의 발표에 따르면 1주일에
최소 일주일 이상 카페를 방문하는 비율은 남성이 44.7%로 여성 35.6%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34. 이지은(2014), 중국, 커피향에 취하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35.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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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6 >

중국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커피숍 선택의 기준. 자료출처 :
라이지아멍 (來加盟)

○ 2013년 '커피숍 선택의 기준'을 주제로 하여 AVANTI가 중국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
로 한 실시한 중복응답 가능 설문조사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커피숍 분위기’(65.1%)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 내 외식업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가. 현지화, 차별화의 적절한 조화

436.

○ 중국 외식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사의 기본 경영이념은 국가,
지역에 관계없이 표준화하여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공 메뉴에 있어서
도 고유의 메뉴와 중국인들에 특화된 메뉴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국내 다수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나름대로 고유의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였으
나, 현지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패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프랑스의 대표 베이
커리 카페인 폴(Paul), 포숑(Fauchon) 처럼 달고 화려한 빵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간과하고 건강식 프랑스 빵으로 대변되는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다가 실패한 기업도 있
다.
○ SPC 파리바게뜨는 ‘80대 20 법칙’을 적용해 한국 고유의 빵은 80%, 현지에 맞게 개발
한 빵은 20%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 미스터 피자는 수타, 수제, 석쇠구이 등으로 ‘300% 원칙’이라는 고유의 제품 특징에 맞
춰 기름기 없고 담백한 피자 맛을 선보여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에
서 개발한 레시피도 현지의 식재료 수급 상황과 중국인들의 입맛을 감안해 개선함으로써
미스터피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지화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436. 최현진(2013), 중국인을 사로잡은 한국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341

Vol.3 RESTAURANT PART

○ 빕스(VIPS)는 중국인들이 찬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스테이크에 주력함으로
써 샐러드바보다는 ‘스테이크하우스’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나. 현지 직원들의 자발성

437.

○ 고객의 마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객과의 접점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현지직원
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성이 없으면 고객의 통점(痛點)을 빠르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열리지 않고, 고객 니즈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줄 수 있
는 창의가 분출하지 않는다.
○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의 고정관념과 관성(변화에 대한 저항심리)에 부딪
히기 쉽지만, 전 직원이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시각을 갖고 업무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한다.

다. 주요 소비자층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438.

○ 현재 중국의 소비활동은 30-4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0대는 상대적으로 소비에
소극적이며 80년대 이후 세대는 새로운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다.
○ 1980년대에 출생한 이른바 '80후'(바링허우) 세대가 새로운 소비주도층으로 진입하고 있
는데, 특히 서구문화에 친숙한 바링허우 세대는 최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며 여가
생활, 건강관리 및 미용, 교육, 외식 관련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 베이징에서는 한국의 프랜차이즈인 ㈜정성본에서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만카페가 인기
를 누리고 있다. 만카페는 주요 소비계층인 학생과 직장인에 특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성
과를 거두었다.
○ 대학이 밀집한 베이징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머무를 공간이 없는 것을 파악, 강의실 건
물 1층에 입점하였고, 퇴근 이후의 시간활용이 필요한 직장인을 위해 영업시간을 새벽 2
시까지 연장하는 과감한 전략을 취하였다.

라. 차별화된 서비스

439.

○ 중국처럼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고객들이 사는 것은 제품
이 아니라 제품 구매 및 소비의 전 과정에서 전달되는 제품과 기업의 인상’이라는 시각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스토리를 입히
고, 그 스토리가 구전효과를 통해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37. 이철용(2014), 중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 LGERI 리포트
438. 최현진(2013), 중국인을 사로잡은 한국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39. 이철용(2014), 중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 LGERI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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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음식점 대기 시간의 활용

440.

○ 중국요리협회의 소비자 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대 대기시간
을 주문 후 20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20-30분 기다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10%에 불과하였다.
○ 중국 소비자들의 ‘외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
도 문화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소비자들은 대기시간이 발생할 경우 음식점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40. 강민주(2015), 中 외식업 소비 트렌드 大해부,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The Brand Strategy by Industry

l

343

Vol.3 RESTAURANT PART

바. 선(先) 직영, 후(後) 가맹

441.

○ 다른 문화권으로 진출하는 경우 진입초기의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선(先) 직영, 후(後) 가
맹 전략이 적절해 보인다. 직영매장보다 가맹점을 먼저 모집하면 현지화가 잘 이루어지
지 않고,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마찰도 잦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직영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가맹점의
점포선정이나 점주의 교육시에 반영하여 실패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주)놀부, 파리바게뜨, 미스터피자 등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국 시장
환경·법규·문화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했고, 현지시장에 브랜드를 적응시키고 투자 리스크
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직영 후 가맹’ 전략을 택했다.
○ 카페베네는 처음에 가맹점을 먼저 모집하였다가 낭패를 겪었다. 중국 가맹점주는 카페베
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꿨고, 본사의 수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호점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의견충돌로 가맹관계가 끊
어졌다.
○ 성공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 규정된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중앙 및 지방 정부·현지사회·소비자·가맹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 색다른 카페, 가격대비 맛있는 커피

442.

○ '고급소비'로 인식됐던 커피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수가 급격히 늘
어나면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연출한 카페와 저렴한 가격에 테이크아웃
을 할 수 있는 카페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 맥카페, 85도씨 등 저가커피의 가격은 보통 커피전문점 가격인 21-25위안의 절반인
8-12위안이지만 가격에 비해 훌륭한 맛을 내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커피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저가커피 전문점 시장’을 겨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41. 최현진(2013), 중국인을 사로잡은 한국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42.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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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커피의 기본을 잊지 말자

< 표 77 >

443.

커피체인점의 상품구성 비교. 자료출처 : RET 睿意德

○ 중국 부동산 전문 컨설팅사 RET 레이더(睿意德)는 2014년 8월 발표한 ‘한국 커피체인점
중국에서의 발전추세 연구보고서’에서 한국 커피체인점은 상품수 및 구성을 풍부하게 하
고 커피 이외의 드링크와 다과에 포인트를 두어 기타 커피체인점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
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미국 및 유럽의 커피체인점은 비즈니스맨을 주요 상대로 하고 상품 구성이 단순한데 반
해 한국 커피체인점은 상품구성을 더 풍성하게 해 다양한 소비계층을 공략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주력 소비계층인 비즈니스맨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인
테리어를 꾸미고 있으며. 임대료가 비싼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에 집중해
있으므로 작고 심플한 매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이에 반해 한국 커피체인점은 매장 면적이 비교적 크고, 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 여유롭
게 시간을 즐기기를 원하는 여성소비자를 고려한 인테리어를 설치함으로써, 남성적인 스
타벅스와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
○ 이처럼 한국의 커피 전문점들은 상대적으로 유행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너무 치중하여 커피의 품질을 소홀히 한다면 소비자들의 발길을 지속적으
로 잡아두기 어렵다.
○ 커피의 소비량과 수요계층이 확산되면서 커피에 대한 수요도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
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바리스타를 통한 홍보전략과 같이 커피의 품질을 보증하는

443. 김성애(2014), 한국 커피체인점 중국서 인기몰이 중,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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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도 요구된다.

3. 중국 내 외식업 브랜드의 현지화 사례
가. KFC

444.

○ KFC는 1987년 11월 12일 베이징 치엔먼(前门)점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200여 도시에 지점이 분포해 있으며 중국 외식업계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생산의 현지화
- 원료 현지화
: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베이징의 러우쥐안(肉卷), 춘권 등을 원료로 사용하였
고, 중국산 원료만을 사용해 중국인에게 쉽게 다가가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이중효과를
얻었다.
- 상품 현지화
: 원료의 공급 상황과 소비자의 선호도, 상품의 시장 적절성 여부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
해 상품을 현지화하였다. 주 메뉴인 치킨, 버거, 감자튀김 이외의 메뉴개발을 위해 노력
한 것도 소비자의 친밀도를 높였다.

○ 관리경영의 현지화
- 경영 현지화
: 아시아지역 본부를 상하이에 설치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게 하
였다. 1급 도시와 2, 3급 도시의 큰 격차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경영 전략을 전개하였
다.
- 시장 현지화
: 외래문화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층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
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부모들을 배려하였다.
- 인재 현지화
: 지역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중국사회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 마케팅의 현지화
- 관계 현지화
: KFC는 ‘꽌시(关系)’ 를 위해 홍보부서를 만들고 공공사업에 힘써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현지화
: KFC 브랜드가 가지는 외국적 이미지를 최대한 배제하는데 집중하였다. 패스트푸드의

444. 곽정(2013), KFC의 현지화에 중국 진출 성공의 답이 있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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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문제, 쓰레기 식품 논란이 제기됐을 때는 ≪중국 KFC 건강식품정책≫을 공포해 영
양 균형, 웰빙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 한국과 중국의 KFC는 메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KFC는 버거와 치킨을 제공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중국의 KFC는 조식, 중식, 석식 메뉴로 구분해 버거, 치
킨뿐만 아니라, 죽과 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 음료의 종류에서도 한국의 KFC는 탄산음료, 커피, 에이드 등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KFC는 탄산음료, 커피를 포함해 나이차(奶茶)와 기타 차(茶) 종류의 음료를 제공한다.

○ 한국 KFC의 대표 메뉴
(단위: 원)
메뉴구분

이름

이미지

가격

징거버거

3900 (21.8위안)

타워버거

4800 (26.8위안)

치킨징거라이스

4900 (27.4위안)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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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구분

이름

이미지

가격

핫크리스피치킨

2200 (12.3위안)

커피

1500 (8.4위안)

구분 없음

< 표 78 > 한국 KFC의 대표 메뉴
자료출처 : 한국 KFC 홈페이지

○ 중국 KFC의 대표 메뉴
(단위: 위안)
메뉴구분

이름

이미지

가격

쉐차이순딩
(雪菜笋丁)

7.5

닭고기죽
조식
치즈
주류단(猪柳蛋)

13.5

버거

중식

매운맛 닭다리살
버거

15.5

348
메뉴구분

이름

이미지

가격

황진(黄金) 돈까스

24.0

카레밥

헤이자오샤오
(黑椒小)

24.0

소고기 스테이크 밥
중식
달짝지근한 춘(醇)

7.0

나이차(奶茶)

우유

8.0

< 표 79 > 중국 KFC의 대표 메뉴
자료출처 : 중국 KFC 홈페이지

○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통 상품과 서비스를 공
급했지만, KFC는 중국 현지화를 위하여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 KFC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에 진출하기 전 명확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에선 제품, 서비스, 경영의 차별화에 전략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나. 카페베네(Caffe Bene)

445.

○ 카페베네는 2012년 중국에 처음 진출한 후 빠른 속도로 가맹점을 늘려 현재 베이징(北
京), 상해(上海), 우한(武漢), 칭다오(靑島) 등 20개 도시에 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

445.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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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2015년 말에는 총 1,000개의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카페베네는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원두 로스팅을 개발하였으며 여성들이 좋아하
는 팥빙수, 와플, 샌드위치 등의 사이드 메뉴를 다양화 하였고, '미숫가루 라떼', '김치
바게트'. '단팥죽' 등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를 응용한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시도
를 하고 있다.
○ 기존 광고모델인 한예슬과 함께 한국 배우로서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의 최다 팔
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장근석을 추가로 발탁해 팬 사인회, 판촉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새 매장 오픈 기념으로 58위안(한화 약 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사인 머그컵을 증
정하는 등 한류스타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다. 주커피(Zoo Coffee)

446.

○ 주커피는 2012년 중국 광저우(广州)에 첫 매장을 낸 이후 60개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
였다. 현재 우한(武漢)에만 이미 5개의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직영점 및 신규가맹점의 수
를 늘릴 예정이다.
○ 주커피는 도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달래고 즐거움을 준다는 '도심 속 동물원'이라는
컨셉에 맞춘 인테리어로 실제 동물원 분위기를 연출하고 동물인형을 배치하는 등 다른
카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끌만한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라. 할리스커피(Hollys Coffee)

447.

○ 할리스커피는 광둥성(广东省) 둥링그룹(东凌集团)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7월 베이징에 첫 매장을 개장하였으며. 선전(深圳), 청두(成都), 광저우(广州) 등에 9개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다.
○ 2013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이자 할리스커피 차이나 공식모델인 린단(林丹)
은 자신의 이름을 건 소호상두린단점(SOHO尙都林丹店)을 베이징에 오픈하였다.
○ 중국 맛집 평가사이트 다종디엔핑왕(大众点评网)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출시
한 고구마 라떼 등의 음료와 샌드위치 등 라이트밀(light meal)등이 특히 호평을 얻고 있
다.

446.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47.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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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만 커피

448. 449.

○ 만 커피(MAAN COFFEE)는 2011년 첫 매장을 설립해 2013년 말까지 총 60여 개 매장을
오픈했다.
○ 신자상 회장의 경영철학은 ‘음식 장사가 아니라 고객의 사업을 팔아준다’는 것이다.
○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훌륭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인 가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 오랜 시간 편하게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안락한 소파, 백열등과 할로겐 등으로 인
테리어를 하고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 이는 스타벅스와 같은 미국-유럽업체의 특성인 비즈니스 형 소통 공간, 빠른 회전율, 협
력 업체와의 체계적 유통방식, 커피의 질 등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다.
○ 항상 ‘고객은 제일’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해 고객 맞춤형 감성서비스로 고객의 공감과 신
뢰를 쌓아왔다. 손님이 카페에 들어옴과 동시에 전 직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였고. 주문부터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
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바. '믹스&라이스

450.

○ 믹스&라이스는 후베이성 우한 시에 있는 한국 비빔밥 전문점이다. 현지 입맛에 맞춘 한
국 비빔밥과 한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처음에 우한 최대 번화가에 최고를 지향하는 컨셉으로 대규모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부족
한 현지화와 섣부른 판단으로 실패하였다.
○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동종 업체에 관한 조사 부족으로 인해 오판한 결과, 우한 최
초의 1,000㎡ 규모의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을 열었으나 처참히 실패하였다. 유동인구량,
성별, 직업 등의 모든 데이터를 감으로만 믿지 말고 수치, 계량화해야 하며, 섣부른 최
초, 최고, 최대는 지양해야 한다.
○ 한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유지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적절히 적용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다.
○ 즉, 1) 중국인의 식감에 맞춘 묽은 고추장 개발 2) 찬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중국인을 위
한 돌솥 위주의 메뉴 선정 3) 식사량이 많은 중국인들을 고려한 푸짐한 음식제공 4) 이
직률이 높은 중국의 특성상 음식 맛을 주방장에게 의존하지 않기 등이 되새겨볼만한 전
략이다.
○ 빠른 조리와 서빙을 위해 100여 개가 넘는 메뉴의 조리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조리시간 단
축은 물론 맛의 균일화, 회전율 상승 등의 효과를 얻었다.
448. 김성애(2014), 한국 커피체인점 중국서 인기몰이 중,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49. 성지수(2014), 차(茶) 공화국에 부는 커피열풍! 중국 시장에 출사표 던진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
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450. 정진우(2013), 실패에서 배운 소자본 F &B 창업 노하우,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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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네임은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한 포지셔닝을 하였다. 처음의 레스토랑
이름은 'Johnny &Jenny's'였으나, 고객들이 레스토랑에서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콘셉트
로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한식 관련 음식점이라는 콘
셉트를 강조하기 위해 '韓國米舍'라는 네임으로 변경하였다.
○ 인테리어 자재의 시장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테리어 자재를 정확히 사전파악하면 재료비의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공사기간 내 돌발변수가 많으므로(정전, 단수 등) 빠른 A/S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 중요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서 3개 이상의 식자재 벤더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벤
더는 가급적 영수증을 발급하는 큰 규모의 회사가 좋다.
○ 철저한 원가관리를 위해 음식점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의 원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 서라벌

451.

○ 서라벌은 중국으로 진출한 프랜차이즈 중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현지 체류 한국인
이 아닌 중국인을 주 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 서라벌은 한국의 이미지를 활용한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점포 내 모든 인테리어에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함으로
써, 고객에게 한국 음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다.
○ 모든 요리를 정갈하게 제공함으로써 청결, 고급의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있으며, 한국식의
서비스정신을 강조해 매일 모든 종업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현지인에게 귀빈을 접대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적합
한 장소로 선택되고 있다.

451. 권익찬(2014), 외국 프랜차이즈의 불모지였던 시안, 한국요리가 뜬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
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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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희네

452.

○ 태희네는 중국 서안 지역의 대표 한국 요리 프랜차이즈로 서북지역에 100여 개의 가맹점
을 보유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조리시스템을 특징으로 현지 중국인에게 환영받
고 있으며, 현지인 입맛에 맞춰 개량된 퓨전한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지 식재료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고 비교적 점포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판매, 포장판매, 배달을 동시에 제공해 현지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통일화된 유통시스템으로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메뉴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웹사
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매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구역의 점포수를 제한하고 있다.

자. 베이징옌

453.

○ 베이징옌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정식 영업을 개시한 뒤 3개월 만에 흑자를 실현 하
는 등 사업 초기에 공무원 연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8
항 규정 발표에 타격을 입어 2013년 1월 이윤이 전년동기대비 51.4% 감소하였고, 2월
에는 296만 위안의 적자를 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전의 ‘정부 관리들이 공금으로 연회를 여는 고급 음식점’에서 ‘일
반 소비자들이 찾는 고품 위 식당’으로 전략을 수정하였고 3개월 만인 그 해 5월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2014년 들어서도 성장세가 이어져 상반기 고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280% 증가 하는 등 완벽한 반등에 성공했다.
○ 베이징옌은 베이징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베이징 외식업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맞춤형 서비스’ 가 그 성공 비결이다.
○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기계적인 서비스에 비해 내부갈등의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룸
직원이 디저트를 서비스하고 싶어도, 주방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을 준비 해주지 않
으면, 별 도리가 없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옌은 조직 구조를 일
반적인 외식업체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만들었다. 손님을 제일 윗자리에 놓고
(‘고객지상’), 업무 프로세스상 손님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더 큰 권한이나 우
선권을 주는 이른바 역(逆)피라미드 모델이다
○ 이 조직구조에서는 룸에서 손님의 시중을 드는 종업원이 주방이나 관리부서 사람들보 다
상위에 있다. 어느 식당에서나 힘이 세고, 특별대우까지 받는 요리사들이 베이징 옌에서
는 찬밥신세다. 심지어 룸 종업원 이 요리에 대해 비판했을 때 요리사는 반박을 할 수

452. 권익찬(2014), 외국 프랜차이즈의 불모지였던 시안, 한국요리가 뜬다,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
ndow.org/
453. 이철용(2014), 중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 중국 외식업체들의 고객만족경영에서 배운다., L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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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어 있다
○ 이러한 조직구조의 취지를 잘 살려 평가 및 보상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역피라미 드 모델
은 빠르게 정착되었다. 베이징옌은 상향평가, 하향평가, 1선 직원들의 2선부문 평가, 직
원 전원의 직능부문 평가, 각 부문 매니저 간 상호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면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차. 하이디라오

454.

○ 하이디라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중 식단인 훠궈(火锅·중국식 샤브샤브)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앞세워 8항규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순조로운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 하이디라오의 성공 비결은 장융 이사장의 ‘서비스가 좋으면 맛이 별로라도 손님이 모여들
게 되어 있다’는 사업 철학에 담겨 있다.

“이 식당의 서비스는 ‘변태’ 같다. 대기하고 있으면, ‘구두를 닦아준다’, ‘네일 아트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고, 과일과 음료를 갖다준다. 인터넷을 할 수 있고, 포커,
장기도 둘 수 있다. 그것도 다 공짜로……”. “안경에 습기가 차면 닦는 천을 주 고,
머리 긴 여자에겐 머리끈을 건네주고,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휴대폰 보관용
비닐봉지를 갖다 준다.” “두 번째로 가면 (종업원이) 내 이름을 부르고, 세 번째 가
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감기 걸린 걸 어떻게 알고 감기약까지 사다 준
다. 식구보다 낫다.”(이상, 베이징 지역 손님들의 촌평)

○ 이러한 ‘변태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장융의 또 하나의 비즈니스 철학인 ‘고객
보다 종업원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이다. 바로 이 두 번째 신념이 없으면 ‘변태 같은 서
비스’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 신념은 갖기도 어렵고, 갖더라도 제대로 구현하기
가 어렵다. 하이디라오의 서비스는 ‘감히 모방할 수 없다’ 고들 하는 이유다.
○ 하이디라오는 종업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준다. 평균적으로 매장에 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종업원 기숙사는 에어컨과 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청소와 위생관리는 회사 측이 전문 청소부를 고용해 알아서 해준다. 회사 측
은 2-3년 전의 물가수준 기준으로 매장 한 곳당 기숙사 유지비로 연간 50만 위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출했다고 한다.
○ 현장 직원이나 간부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는데, 점장은 3만 위안, 구매 담당 및 소
(小)구역 매니저는 30만 위안에 상당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직원이

454. 이철용(2014), 중국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 중국 외식업체들의 고객만족경영에서 배운다., L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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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라오의 책임자다. 일반 1선 종업원일지라도, 선(先)처리 후(後)보고로 고객에게 할
인 및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절 중국진출 외식브랜드 보호 전략

455.

1. 음식의 개발자도 상표권을 받아야 한다.
○ 중국의 유명한 만두인 거우부리(狗不理)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상표권자인 톈진
거우부리그룹주식유한공사(天津狗不理包子饮食公司)와 거우부리 만두의 계승자인 가오위
안(高渊)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138850)

간판상의 큰 글자는 ‘天津狗不理包子’이
며, 위쪽에는 ‘正宗’，아래쪽에는‘第4代
传人高耀林，第5代传人高渊’이라고 기재
하였다.

< 표 80 > “거우부리” 분쟁 관련 표장
○ 피고 가오위안(高渊)은 대리인을 내세워 피고 하얼빈시톈룽거식당(哈尔滨天龙阁饭店)과
합작계약을 맺었다. 1991년 3월, 매장을 오픈하여 경영을 시작하였고, 문 위쪽에 ‘正宗
天津狗不理包子第4代传人高耀林, 第5代传人高渊(정통톈진거우부리만두 제4대 후손 가오
야오린, 제5대 후손 가오위안)’이라는 내용으로 간판을 걸었으며, 가오위안(高渊)은 매장
의 요리사로 재직하였다.
○ 원고인 톈진거우부리그룹 측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이 보유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
는 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1,2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거우부리’만두의 창시자 가오구이유(高贵友)의 제4대, 제5대
계승자 가오야오린(高耀林), 가오위안(高渊)의 신분을 홍보한 것이지, 등록상표와 관련된
홍보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 그러나, 최종심결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번복하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비록 피고인이 거우부리만두 창시자의 후손이라 주장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우부
리’ 상표의 사용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걸어놓은 간판은 식당 경영을 위한 행위
455. 중국상표분쟁지도 제2권 (200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p. 7-10, 139-143, 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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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거우부리’ 만두의 후손임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지
및 배상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다.

2. 기업명칭(상호)도 등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등록상표권자인 선양시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沈阳市小土豆餐饮有限公司)는 피고인 베이
징둥베이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北京东北小土豆餐饮有限公司)가 영업점에 자신들의 서
비스표와 유사한 “小土豆”, “东北小土豆”, “小土豆餐厅”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
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용표장

인용상표(등록 983476)

사용표장1

小土豆

사용표장2

东北小土豆

사용표장3

小土豆餐厅

< 표 81 > “샤오투더우” 분쟁 관련 표장
○ 중국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 피고는 기업명칭을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간판에 표시된
‘小土豆’ 및 ‘东北小土豆’는 서비스 표지에 속하며 기업명칭의 사용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행정 법규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단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간판에
기재된 ‘小土豆餐厅’은 피고의 기업명칭의 전체 명칭과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인용서비스표가 보호하는 ‘小土豆’ 문자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원고의 인용 서비스표로 더욱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행위는 기업명칭을 단순
화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의 인용서비스표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
한 것이다.
○ 피고는 자신이 베이징에서 개업한 시간이 원고보다 빠르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서비스표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효력은 전국에 미치며 지역성을 갖
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록서비스표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인지, 베이징 지
역에서 먼저 사용되었는지 등은 서비스표권자가 베이징 지역에서 서비스표권을 향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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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상표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상표출원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두어라.
○ 본 사건은 중국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상다오(上岛)커피’ 로고의 저작권자와 상표권자간에
일어난 분쟁이다.
○ 천원민은 인용표장의 창작자이며, 톈진광타이회사(天津广泰公司)는 등록상표의 최초 권리
자이다. 등록상표는 하이난상농회사로 양도되었으며, 이후 하이난상농회사가 상하이에
새롭게 설립한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에 양도되었다.

등록상표(등록1207183)

인용표장

< 표 82 > “상다오” 분쟁 관련 표장
○ 천원민은 하이난상농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0. 4. 까지 총경리로 재직하였는데, 하이
난상농회사가 상하이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등록상표를 이전하기로
하는 자리에 천원민도 참석하였고, 수익자란에 서명도 하였다.
○ 한편 천원민은 항저우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이하 ‘항저우상다오공사’)에게 자신의 ‘上岛
도형’ 미술작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 허가계약에서 천원민은 타인에게 ‘上岛
도형’에 대한 사용권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항저우상다오공사는 계약 사항
에 따른 권리를 그 어떤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항저우상다오공사는
천원민에게 사용료 7,000위안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천원민과 항저우상다오공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천원민의 저작권 및 ‘上岛 및
도형’ 저작물에 대한 항저우상다오커피식품유한공사의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결과, 행정소송 항소심 법원에서는 천원민 측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1심 법원에서는 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고, 천원민이 상표양도에 관
한 결의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의 수익자란에 서명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등록상표의 양도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상표의 사용행
위는 적법하고 천원민의 저작권 및 항저우상다오공사의 사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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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등록상표의 최초 권리자인 톈진광타이회사가 1997. 7.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때 천원민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
로 보았다.
○ 중국 구 상표법 제31조에 따르면, 상표권을 출원함에 있어서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주
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천원민은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과 동일한 미술작품 ‘上岛 및 도형’에 대한 저작권을 가
지고 있는 자로서, 타인에게 ‘上岛 및 도형’ 미술작품에 대한 사용(이 미술작품을 상표출
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허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본 사건에서 상하이상다오공사는 ‘上岛 및 도형’이 상표로 등록된 이후 천원민이 이 상표
의 양도 및 사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증명했을 뿐, 본 사건의 가
장 핵심적인 사실인 톈진광타이회사가 천원민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거치고 ‘上岛 및 도
형’ 상표출원을 하였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
○ 판결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톈진광타이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에 있어서 천
원민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중국법원은 상하이상다오공사측이 천원민
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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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관련 참고 사이트
1. 특허청 (http://www.kipo.go.kr)
○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정보
○ 출원절차 정보
○ 제도, 출원, 등록, 심판 등 다양한 문의 상담(1544-8080)
○ 지식새산 통계, 동향, 분석
○ 상표브로커 피해 상담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 심사기준 및 매뉴얼
○ 발행물, 백서 등

2.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선출원/등록 검색

3. 특허로 (http://www.patent.go.kr)
○ 상표/디자인권 전자출원
○ 상표의 상품분류나 디자인분류 열람
○ 출원, 갱신, 심판 등의 각종 수수료 정보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법령 열람

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https://www.pcc.or.kr)
○ 공익변리사의 무료 상담

6.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정보검색 (http://reg.kpaa.or.kr)
○ 변리사 정보검색

7. 지식재산권보호협회 (http://www.kipra.or.kr)
○ 국내 위조상품단속지원
○ 해외 IP-DESK 운영/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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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분쟁 초동대응 지원 등

8.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 지역별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및 지원

9. DISIGNMAP (http://www.designmap.or.kr)
○ 특허청이 보유한 전세계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해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정보,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 디자인 정보 제공

10. 위조상품제보센터 (http://www.patent.go.kr:7078)
○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위조상품 제조공장, 유통업자 등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제
보센터

11. IP-ACADEMY (http://www.ipacademy.net/)
○ 국가 지식재산교육포털. 지식재산 전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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